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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의 위험 요인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에 의해 시행되는 가장 흔한 

외과적 술식 중 하나이나,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2000 년 01 월부터 2010 년 12 월까지 10 년간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을 시행한 

12842 명 중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한 104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와 하치조 신경의 손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연관성 및 인과 관계를 고찰한 후향적 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순 및 이부 감각 이상의 발병율은 

0.81%이었다. 

2.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환자의 나이는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5). 그러나 환자의 성별에 따른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에 따른 분류 및 골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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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 결과, 치근의 

음영화, 치근의 만곡, 치근의 협소화,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 하치조관의 

협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이었다(p<0.05). 

6. 하악 제 3 대구치의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의 양성 

예측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0.9-6.9%), 음성 예측도는 매우 높게 

(>99%) 조사되었다. 

7.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들은 대부분 2개월 안에 증상의 해소를 

나타내었으며(81.7%), 6개월 후에 92.3%, 1년 후에 98.1%의 환자가 

증상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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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에 의해 시행되는 가장 보편적인 

외과적 술식 중 하나이며 술후 종창, 감염, 동통 등의 가역적이고 경미한 속발증 

이외에도 하치조 신경 및 설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ay(2007)는 

임플란트 식립술, 악교정 수술,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 근관 치료 등에 의한 

의원성 삼차 신경 손상의 원인들 중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이 가장 흔한 

원인(52%)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Batineh(2001)는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치조 신경의 감각이상 발생율은 0.4%(Sisk AL, 1986) ~ 

8.4%(Lopes V, 1995) 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영구적인 하치조 신경의 손상은 1% 

미만이었다고 보고하였다(Gomes 등, 2008). 

하악 제 3 대구치 발치시의 하치조 신경의 손상은 국소 마취제의 주입(Gerlach 등, 

1989), 치아 분할, 발치 기구 조작 시 가해지는 신경의 압박, 치근 제거, 발치와 

소파 등 외과적 직접 손상 외에도 발거 시 하치조 신경관의 노출, 술 후 부종 및 

혈종에 의한 신경의 압박 등 간접적인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Jerjes 등, 

2006; Wenzel 등, 1998).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 신경 손상의 발생율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양태와 경사도, 치근과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상, 치근의 형태와 개수, 치근의 만곡 정도, 술 전 감염 여부 등에 따른 하치조 

신경 손상의 연관성에 대한 임상 연구가 널리 행해져 왔다. Jerjes 등(2010)은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와 술자의 숙련도가 발거 후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의 

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Leung 과 Cheung(2011)은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양태와 치근과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상, 술 중 하치조 신경의 노출, 

술자의 숙련도가 하치조 신경 손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였다. Valmaseda-

Castellon(2001)은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1.3%에서 일시적인 하치조 신경 손상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치근단과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 이외에도 환자의 나이, 



2 

 

치근의 만곡, 원심 골절제 등이 하치조 신경 손상의 주된 위험 요인이라 하였고, 

Gulicher 와 Gerlach(2000)는 치근과 신경관의 거리, 환자의 나이, 치아의 매복 

양태가 하치조 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치조 신경과 하악 제 3 대구치 치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Kipp 등, 1980; Monaco 등, 2004), 

파노라마 영상은 두 구조물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하여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의 손상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한 여러 연구가 있으며(Blaeser 등, 2003; Kipp 등, 

1980; Rood and Shehab, 1990; Rud, 1983), Rood 와 Shehab(1990)은 방사선 사진을 

통한 연구를 통하여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의 7 가지 중첩 형태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치근의 음영화, 치근의 만곡, 치근의 협소화, 하치조 신경관의 치조백선 

상실, 하치조 신경관의 변위가 하치조 신경 손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치조 신경의 손상과 관련된 가능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발치 

후 감각 이상 발현 환자 수가 부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 어렵거나, 

이감각증의 예후에 대해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연구가 매우 적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관찰된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 환자의 후향적 연구를 통하여, 하치조 신경 손상과 관련된 방사선학적 

진단을 통한 위험 요인의 규명 및 상관성을 고찰하고 예후를 분석하여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며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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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 대조실험군 연구(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로 

설계되었으며, 2000년 0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화여대 의료원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을 시행한 

128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 감각 이상 환자군의 구성 

총 12842명의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를 우선 집계하였다. 

(1) 본원에서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 

정지성 경촉감 검사법(Static light touch test with Semmes-Weinstein 

monofilaments) 

브러시운동 방향 구별법(Brush-stroke directional discrimination test) 

두점 감별법(2-point discrimination test) 

유해감각 구별법(Pinprick nociception test) 

온열감각 감별법(Thermal discrimination)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 scale) 

맥길동통설문지법(McGill pain questionnaire)을 시행한 환자 

(2) M-cobalamin®(Vit B12; Dong-Wha Pham, Seoul, Korea) 혹은 Neurontin®(Gabapentin; 

Pfizer Pham, Seoul, Korea) 처방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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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원에서 미세 신경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4)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법(SSEP ;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검사 

혹은 적외선 체열검사법(DITI ;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검사가 

시행되었던 환자 

 

12842명 중 742명이 집계되었으며 방사선 사진 및 의무 기록 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환자 - 악교정 수술, 골절, 임플란트, 감염, 종양, 신경학적 이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해 하순과 이부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환자,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설신경 및 장협 신경의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 하악 제 3 대구치와 

근접한 낭종, 종양이 존재하여 동시에 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악교정 수술 혹은 

하악각 정복술의 시행 중 하악 제 3 대구치를 발거한 환자, 의무 기록과 

파노라마 사진의 조회가 불가능하였던 환자, 치근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낭종 및 

양성 종양 관련하여 하악 제 3 대구치의 흡수를 보였던 환자, 치관 치근의 

방향이 협설측으로 위치하여 방사선학적 연구가 불가능하였던 환자 - 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군을 구성하였다. 

 

나. 대조군의 구성 

대조군은 12842명의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 시행 환자 중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환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135명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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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악 제 3 대구치의 발거술 

모든 발치대상 환자들은 OrthoStage Auto IIIN (CMT, Asahi, Japan)를 

사용하여 파노라마 촬영(15Ma, 84Kv, 6.4 sec)이 시행되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세 명의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에 의해 분석되었다. 2개월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재분석 하였으며, 관찰자 간, 관찰자 내 신뢰도 (Intraexaminer & 

interexaminer reliability)를 코헨 카파 계수(Cohen kapp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하악 제 3 대구치의 발치는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전공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1:10만 혹은 1:8만 

에피네프린 함유 2% 염산 리도카인®(Yuhan Pham, Seoul, Korea)을 이용한 국소 

마취하에 이루어졌고 필요시 벤조다이아제핀(Midazolam®, Bukwang Pham, Seoul, 

Korea)의 정맥 정주(0.05-0.1 mg/kg)를 통한 의식하 진정을 시행하였다. 술 전 

모든 환자는 감각 이상의 가능성을 포함한 술후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수술 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감각 이상 발생의 인지는 대부분 

발사(Stitch-out) 시기(술 후 5~7일)에 이루어졌으며, 술 후 2주 안에 신경학적 

기록이 작성된 환자만 실험군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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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모든 환자의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 당시 나이와 성별 및 내원 동기를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나이, 성별 및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대한 분류를 시행하였고, 각각에 대한 하치조 신경 손상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가.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에 따른 분류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에 따른 분류는 Pell–Gregory(PG)의 분류(1933)를 

따랐다. 하악 제 3 대구치의 치관 중 최상방점이 인접 제 2 대구치 교합 평면에 

대하여 같거나 그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 Level A, 교합 평면 하방 및 제 2 

대구치 치경부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 Level B, 제 2 대구치 치경부 하방에 

위치하는 경우 Level C로 분류하였다. (Fig. 1.) 

 

Fig. 1. Pell – Gregory(PG) depth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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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악 제 3 대구치의 골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  

하악 제 3 대구치의 골 피개 정도의 분류는 Pell–Gregory의 분류(1933)를 

따랐다. 하악 제 3 대구치의 교합면과 후방 하악지의 골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로, 피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Position I, 하악 제 3 대구치 교합면의 

1/2 이하 피개되어 있는 경우 Position II, 1/2 이상 피개되어 있는 경우 

Position III로 분류하였다. (Fig. 2.) 

 

 

Fig. 2. PG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mount of bon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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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분류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분류는 Winter 분류(1926)를 따랐으며, 

하악 제 3 대구치의 장축은 치근 만곡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합면의 

중심점과 치경부의 중심점을 연결한 선으로 정하였다. 교합면에 대하여 0 ~ 

30°의 경사를 가지는 경우 수평 경사로 분류하였고, 31 ~ 60°의 경사를 가지는 

경우 근심 경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61 ~ 90°인 경우 수직 경사, 90° 이상인 

경우 원심 경사로 분류하였다. (Fig. 3.) 

 

 

 

 

 

 

 

 

 

 

 

 

 

Fig. 3. Angulation of mandibular third molar. Clockwise from top left : 

Mesioangulated, Horizontal, Vertial, and Distoan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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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악 제 3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는 Rood와 Shehab 

(1990)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4.) 

(1) 치근의 음영화 (Darkening of the root)  

(2) 치근의 만곡 (Deflection of root) 

(3) 치근의 협소화 (Narrowing of root) 

(4)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 (Dark and bifid root) : 이 형태는 하치조신경이 

치근첨을 통과할 때 나타나며, 이열 치근단(Bifid apex)의 두개의 치주인대의 

음영으로 확인할 수 있다(Seward, 1963). 

(5) 하치조 신경관 중첩부의 치조 백선 연속선 상실(Interruption of the white 

line) 

(6) 하치조 신경관의 변위 (Diversion of the inferior alveolar canal) 

(7) 하치조 신경관의 협착 (Narrowing of the inferior alveolar canal) 

 

Fig. 4. Rood and Shehab’s classification of superimpositio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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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들의 예후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는 정기 경과 관찰 시마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기록하고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감각 이상 부위가 

그림(Mapping)으로 기록되어 비교되었다. 술후 2주, 4주, 6주, 8주,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2년에 경과 관찰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환자의 

감각 이상 증상의 해소 시기를 조사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8.0 (SPSS, Chicago, IL)을 이용하였다. 

연령에 따른 상관 관계는 만-휘트니 U 검정법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성별 및 하악 제 3 대구치의 방사선학적 중첩 형태에 대한 상관 관계는 

카이스퀘어 검정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성 검정법(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하악 제 3 대구치 치근과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의 오즈비(Odds ratios; ORs) 및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산정하였고, 본원의 증례를 통한 하치조 신경의 감각 이상 증상의 실제 

발병율(definitive prevalence)에 따른 양성 예측도 및 음성 예측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 (CIs ; Confidence Intervals)을 계산하였으며 P value가 

<.05이면 유의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코헨 카파 계수(Cohen kappa statistic)를 

이용하여 관찰자 간 의견 일치 (Intraexaminer agreement), 관찰자 내 의견 일치 

(Interexaminer agreement)를 계산하였는데, 관찰자 간의 의견 일치도(Intraexaminer 

agreement)는 κ = 0.79, 관찰자 내의 의견 일치도(Intraexaminer)는 κ = 0.92, 

0.71, 0.8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의견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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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나이 및 성별의 위험 요인 

 

발치 후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던 104명의 평균 나이는 28.9 ± 8.7세 (범위 : 

15-61세)였으며 50명이 남성, 54명(51.92%)이 여성이었다. 본원에서 발치 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 들 중 무작위로 추출한 대조군 135명의 평균 나이는 

25.5 ± 6.2 세 (범위 : 17-41세)였으며, 이 중 53명(39.26%)이 여성이었다. (Fig. 5, 

Table 1.)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환자군은 그렇지 않았던 환자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2) 그러나 환자의 성별에 따른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환자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51)  

 

 

Fig. 5. Age difference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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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and gender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Mann-Whitney U test; *Chi-square test = 3.8101 

 

 

 

 

 

 

 

 

 

 

Age (year) Gender, n(%) 

 Range Mean± SD Male Female 

Control group, 

n (%) 

17-41 25.5±6.2 82(62.1) 53 (49.5)

    

Sensory disturbance group, 

n (%) 

15-61 28.9±8.7 50 (37.9) 54 (50.5)

    
 

    

P value 0.0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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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 및 골 피개 정도에 따른 위험 요인 

 

가.  Pell – Gregory의 하악 제 3 대구치의 치관 깊이에 따른 분류에서, 인접 제 2 

대구치 교합 평면이나 그 상방에 위치하는 Level A의 매복치는 대조군 135개 

중 79개(58.52%), 실험군 104개 중 29개(27.88%)로 나타났다. 제 3 대구치의 

교합면이 제 2 대구치 교합면과 치경부 상방에 위치하는 Level B는 대조군 

41개(30.37%), 실험군 57개(54.81%)로 나타났으며, 치경부 하방에 위치하는 

Level C는 대조군 15개(11.11%), 실험군 18개(17.31%)로 나타났다. (Table 2., 

Fig. 6.) 하악 제 3 대구치의 치관 깊이에 따른 분류에서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환자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1), 그룹간의 

선형적 관련성 검정에서 (Mantel-Haenszel test)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즉, 하악 제 3 대구치가 심부 매복이 되어 있을수록 감각 이상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나.  Pell – Gregory 분류의 하악 제 3 대구치의 골 피개 정도에 따른 맹출 상태의 

분류에서는, 피개가 되어 있지 않은 Position I의 매복치가 대조군 135개 중 

46개(34.07%), 실험군 104개 중 36개(34.62%)로 나타났다. Position II는 

대조군 79개(56.52%), 실험군 47개(45.19%)로 나타났으며, Position III는 

대조군 10개(7.41%), 실험군 21개(20.19%)로 나타났다(Table 2., Fig. 6.). 

하악 제 3 대구치의 하악지 골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환자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P = .009), 

그룹간의 선형적 관련성 검정에서는(Mantel-Haenszel test)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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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ll – Gregory depth classification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Chi-square test = 22.3889, ‡Mantel-Haenszel test was used for measure of 

linear correlation. 

 

 

 

 

Fig. 6. Pell – Gregory depth classification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Pell-Gregory 

Classification 

  Control group, 

 n (%) 

Sensory disturbance 

group, 

 n (%) 

Total, 

n (%) 

P value

 A 79 (73.1) 29 (26.9) 108 (100%) 0.001* 

 B 41 (41.8) 57 (58.2) 98 (100%)   

  C 15 (45.5) 18 (54.5) 33 (1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000‡

A  59%

B

30%

C 

11%

Control Group

A

B

C

A 28%

B

55%

C 

17%

Sensory disturb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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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ll – Gregor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mount of bone coverage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Chi-square test = 9.3867, ‡Mantel-Haenszel test was used for measure of linear 

correlation.(p=0.152), ns :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Fig. 7. Pell – Gregor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mount of bone coverage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Pell-Gregory 

Classification 

  Control group, 

 n (%) 

Sensory disturbance 

group, 

 n (%) 

Total, 

n (%) 

P value

  I 46 (56.1) 36 (43.9) 82 (100%) 0.009
*
 

  II 79 (62.7) 47 (37.3) 126 (100%)   

  III 10 (32.3) 21 (67.7) 31(1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ns
‡

 

I 

34%

II 

59%

III  7%

Control Group

I

II

III

I

35%

II 

45%

III 20%

Sensory disturb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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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 요인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분류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수평 

경사가 각각 46.7%, 40.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러나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환자군간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8) 

 

Table 4. Angulation of mandibular third molar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Chi-square test = 6.7515 

 

Fig. 8. Angulation of mandibular third molar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Mes.:Mesial, Ver.:Vertical, Hor.:Horizontal, Dis.:Distal)  

  Control group, n (%) Sensory disturbance group, 

 n (%) 

Total, 

 n (%) 

P value

Mesioangulated 43 (62.3) 26 (37.7) 69(100) 0.08
*
 

Vertical 24 (49.0) 25 (51.0) 49(100)   

Horizontal 63 (60.0) 42 (40.0) 105(100)   

Distoangulated 5 (31.3) 11 (68.8) 16(100)   

Mes. 

32%

Ver.  

18%

Hor. 

46%

Dis. 

4%

Control Group

Mes.

Ver.

Hor.

Dis.

Mes. 

25%

Ver. 

24%

Hor. 

40%

Dis. 

11%

Sensory disturba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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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위험 요인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Table 5.), 대조군 및 실험군 모두 치근의 음영화와 하치조 신경관의 

치조백선 연속성 상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치근의 만곡 (Deflection of root), 치근의 협소화 (Narrowing of root), 하치조 

신경관의 변위 (Diversion of canal), 하치조 신경관의 협착 (Narrowing of canal)이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위 중첩 형태들이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시 하치조 신경 손상의 유의한 위험 요인임을 보였다.  

  

Table 5. Radiographic superimposition signs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Univariate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Control 

group, n (%) 

Sensory disturbance group,

n (%) 

P 

value

Univariate analysis

OR 95% CI

Darkening of root 62 (45.9) 55 (52.9) 0.286 1.3 0.8-2.2 

Deflection of root 8 (5.9) 15 (14.4) 0.027* 2.7 1.1-6.6 

Narrowing of root 2 (1.5) 14 (13.5) 0.001* 10.3 2.3-46.8

Dark & Bifid apex of root 10 (7.4) 14 (13.5) 0.123 1.9 0.8-4.6 

Interruption of cortical line 

of canal 
66 (48.9) 42 (40.4) 0.190 0.7 0.4-1.2 

Diversion of canal 6 (4.4) 19 (18.3) 0.001* 4.8 1.8-12.5

Narrowing of canal 6 (4.4) 27 (26) 0.001* 7.5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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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각 중첩 형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등(예:치근의 음영화 및 하치조 신경관의 협착이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특정 변수에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중첩 형태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학적 검정을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각각의 중첩 

유형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s)와 95% 신뢰구간 (CIs)을 계산하였다. (Table 6.)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인 유형은 치근의 음영화(Darkening of root), 치근의 

만곡(Deflection of root), 치근의 협소화(Narrowing of root),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Dark & Bifid apex of root), 하치조 신경관의 협착(Narrowing of canal)로 

조사되었다. 가장 유의한 중첩 형태는 치근의 협소화(Narrowing of root)로 

나타났으며 (Odds Ratio = 22.98),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Dark & bifid apex of 

root) 순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10.02).  

 

Table 6.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adiographic 

superimposition signs related with sensory disturb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Darkening of root 5.21 2.0 - 13.4 0.001* 

Deflection of root 4.80 1.1 - 20.6 0.035* 

Narrowing of root 22.98 3.9 - 135.3 0.001* 

Dark & Bifid apex of root 10.02 2.8 - 36.1 0.000* 

Interruption of cortical line of canal 1.17 0.6 - 2.5 0.679 

Diversion of canal 2.97 0.9 - 10.1 0.081 

Narrowing of canal 6.39 1.7 - 24.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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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각 중첩 형태에 따른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7.) 본 연구에서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의 실제 발병율 (Definitive prevalence)은 12842명 중 104명으로 0.81%로 

조사되었다.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의 산정에는 본 대조실험군 연구에서 

임의적으로 설정되었던 대조군 135명과 실험군 104명의 발병율(104/135)이 아닌, 

전체 연구 대상이었던 12842명 중 104명의 실제 감각 이상의 발현 환자의 비율(104 / 

12842 = 0.81%)에 맞추어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산정하였다(Altman and Bland, 

1994). 

 

Table 7.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s of superimposition signs (%)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Darkening of root 52.9 54.1 0.9 99.3 

Deflection of root 14.4 94.1 1.9 99.3 

Narrowing of root 13.5 98.5 6.9 99.3 

Dark & Bifid apex of root 13.5 92.6 1.5 99.2 

Interruption of cortical line of canal 40.4 51.1 0.7 99.1 

Diversion of canal 18.3 95.6 3.2 99.3 

Narrowing of canal 26.0 95.6 4.6 99.4 
 

* Predictive values were calculated regarding the definitive prevalence(0.81%) 

of the IAN sensory disturbanc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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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들의 예후 

 

104명의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들은 감각의 둔화 (paresthesia) 및 이상 감각 

(dysesthesia)를 호소하였으나, 무감각(anesthesia)은 관찰되지 않았다. 감각 

이상의 해소는 술 후 4주째에 가장 많이 호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59.6%). 2개월 

후에는 81.7%의 환자가 증상의 해소를 보였으며, 1년 후에는 98.1%의 환자가 증상의 

해소를 나타내었다(Table 9.). 감각 이상의 해소 기준은 이(이상휘, 1989)와 Cheung 

등(2010)의 객관적(이감각을 나타내는 구강내,외 부위 면적의 현저한 감소와 

평상시의 불편감 완전해소) 및 주관적(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의 경감 혹은 내원의 

중단) 감각 이상의 해소 기준을 따랐으며, 경과 관찰 시행 중 환자가 자의로 내원을 

중단한 증례는 별도로 기록하였다. 총 104명의 감각 이상 호소 환자 중 미세 신경 

재건술 등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없었다.  

 

Table 8. Recovery period of neurosensory deficit of inferior alveolar nerve 

after third molar extraction 

 
<2 

Weeks 

4 

Weeks

2 

Months

6 

Months 

1 

year 

>2 

years 

Patients who complained sensory 

disturbance, n (%) 

104 

(100%) 

42 

(40.4%)

19 

(18.3%)

8 

(7.7%) 

2 

(1.9%) 

0 

(0%) 

       

Patients who showed recovery of sensory 

disturbance, n 
 44 19 4 5 1 

Loss of follow-up, n  18 4 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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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대표적인 술식 중의 하나이나,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진다. 하악 

제 3 대구치 발치시의 하치조 신경 손상은 국소 마취의 주입, 치아 분할, 발치 기구 

조작시 가해지는 신경의 압박, 치근 제거, 발치와 소파 등의 외과적 직접 손상 

외에도 발거술 시 하치조 신경관의 노출, 술 후 부종 및 혈종에 의한 신경의 압박 

등의 간접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Jerjes 등, 2006; Wenzel 등, 1998), 

발거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신경 손상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이, 성별 

등의 요인 외에도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양태와 경사도, 치근과 하악관의 중첩상, 

치근의 형태와 개수, 술 전 감염 여부 등에 따른 하치조 신경 손상의 연관성에 대한 

임상 연구가 널리 행해져 왔다(Blaeser 등, 2003; Gomes 등, 2008; Rood and Shehab, 

1990).   

본 연구는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이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는 대개 환자의 기본 정보 및 파노라마 

등 2차원적 평면 영상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시행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였으며, 

이러한 인자들과 하치조 신경 손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기존 연구들과 비교를 통해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 후 하치조 

신경 손상에 대한 예측능을 고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 하악 제 3 대구치 발치를 시행받은 12842명 중 104명의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 호소 환자를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여러 연구들이 대개 40명 이내의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 환자와 1000여명 

내외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Table 9.). 또한 나이 및 성별, 매복 양태 등을 포함한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환자들의 감각 이상의 

예후를 추적 관찰 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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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number of samples,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definitive prevalence of IAN 

injury with other studies. 

 Cases / Total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Prevalence 

of Sensory 

disturbance

Rood & Shehab. 

(1990) 
40 / 1560 24 – 38% 95 – 98% 6 – 12% 99% 1% 

Valmaseda-

Castellon et al. 

(2001) 

15 / 1117 85.7% 47.8% 2.2% 99% 1.3% 

Blaeser et al. (2003) 8 / 25 50 - 80% 54 – 82% 1.7 – 2.7% 99% 1% 

Sedaghatfar et al. 

(2005) 
24 / 423 17–75% 66 – 91% 7 – 24% 95-98% 5.7% 

Gomes et al. (2008) 9 / 260 11-33% 80 – 98% 5.6 – 20% 94 – 97% 3.5% 

Szalma et al. (2010) 41 / 400 15–68% 86 – 97% 3.6 – 10.9% 99% 1.1% 

This study 104 / 12842 14-53% 51-99% 0.9-6.9% 99% 0.81% 

IAN, inferior alveolar nerve;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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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치조 신경 손상의 발병과 연령의 연관성에 대하여,  

여러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환자가 더 높은 빈도로 발병하였음을 보고하였다 

(Blondeau and Daniel, 2007; Chuang 등, 2007; Gulicher and Gerlach, 2000; A. B. 

Tay and Go, 2004; Valmaseda-Castellon 등, 2001). Tay(2004)는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감각 이상 발생의 오즈비(Odds Ratio)가 6.9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Blondeau와 Daniel(2007)은 영구적 감각 이상의 발생 및 감염, 그리고 

치조염(alveolitis)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때문에 24세 이상의 예방적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Prophylactic mandibular third molar extraction)를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와 하치조 신경의 손상 

발병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이에 

관련하여 Valmaseda-Castellon(2001)은 이것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치유 능력 

불량(Healing ability impairment)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Bruce(1980)와 Black(1997) 등은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하악 제 3 대구치 치근이 

완전히 형성되거나 무기질의 골 침착 및 골 치밀도의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발치 난이도의 증가 및 술중 부가적인 골 삭제 등이 더 행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Gomes 등(2008)은 감각 이상과 연령간의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Jerjes 등(2010)은 26-30세 환자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하치조 신경 손상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병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하악 제 3 대구치의 예방적 발거술이 오히려 불필요한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영국 왕립 학회(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의 

권고 내용 및 Flick(1999) 의 주장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예방적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을 권장하는 스코틀랜드(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Ediinburgh)와 

미국(Americal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학회의 권장 

사항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감각 신경의 발병에 대해서 Tay(2004)는 남성에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치조 신경의 감각 이상 발병율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Jerjes 

등(2010)은 남성에서 설신경 손상의 발생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여성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의 발병율이 더 높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Gerlach 등, 1989; Gulicher and Gerlach, 2000; Szalma 등, 2010).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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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와 하치조 신경 손상의 발병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p>0.05), 이는 다른 여러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Gulicher and 

Gerlach, 2001; Jerjes 등, 2006; Sedaghatfar 등, 2005; A. B. Tay and Go, 2004).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분류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수평 

경사가 각각 46.7%, 40.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이것은 Bataineh(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통계학적 연구들에서는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가 신경 손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Jerjes 등, 2010; Szalma 등, 2010). 

Jerjes(2010)는 수평 매복 치아에서 더 높은 하치조 신경의 손상을 보고하였으며, 

Szalma(2010)는 원심 경사 치아에서 더 높은 하치조 신경의 손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근심 경사 매복치가 하치조 신경관에 가장 근접하므로 하치조 신경 

손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Miloro and DaBell, 2005; 

Wofford and Miller, 1987). 하악 제 3 대구치가 매우 복잡하고 다량의 골 삭제가 

요하는 증례의 경우, 수평 매복치와 원심 경사 치아에서 하치조 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Jerjes 등, 2010; Szalma 등, 2010; A. 

Tay and Zuniga,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와 하치조 

신경 손상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시 

하치조 신경의 손상 여부가 경사도에 따른 분류보다는 술식의 복잡성 및 치근과 

하치조관의 근접성 등이 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 및 골 피개 정도의 분류에 Pell – 

Gregory 분류(1933)를 이용하였다. 하악 제 3 대구치의 맹출 상태를 부분 맹출, 골 

피개 매복치, 치은 피개 매복치, 완전 맹출치로 분류하거나 치관 깊이 분류 기준을 

제 3 대구치 치관 최대 풍융부로 분류한 연구 등도 존재한다 (김종협 등, 2006). 

그러나 분류에 따른 술식의 복잡성 및 골 삭제 여부 등을 정량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 증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하악 제 

3 대구치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던 Pell – Gregory의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Pell – Gregory의 하악 제 3 대구치 치관 깊이에 따른 분류는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의 발현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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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이것은 하방에 위치할수록 하치조 신경과 근접할 확률이 증가하며, 술식의 

난이도가 증가하며 골 삭제가 많아지고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등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와 하치조 신경의 

손상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들도 있다(Bataineh, 2001; Gulicher and 

Gerlach, 2000; A. B. Tay and Go, 2004). Pell – Gregory의 하악 제 3 대구치의 골 

피개 정도에 따른 감각 이상 발현에 대해서도, 골 피개 정도가 하치조 신경 손상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P<0.05) 파노라마 사진이 2차원 평면 

방사선 사진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골 피개의 정도를 정확히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사선(External oblique ridge)과 내사선의 중첩 

상에서 근심측 방사선 골 경계를 기준으로 골 피개 정도를 분류하였다. 또한 이 분류 

기준은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즉 근심 경사 

혹은 수평 매복 대구치가 수직 경사 혹은 원심 경사되어 있는 하악 제 3 대구치와 

비교하여 분류 과정 중에 더 골 피개가 많은 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것은 Pell-Gregory 분류가 하악 제 3 대구치의 교합면 1/2을 분류 기준으로 하는 

것에 기인하며, 시술 중 실제 골 삭제량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근접성 예측은 주로 파노라마 사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평면상 이미지에 따른 중첩과 확대의 문제를 내포하며 

두 구조물의 3차원적 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하치조 신경관의 

위치가 수직적인 평면에서만 평가가 가능하며, 부위에 따른 확대율이 다양하고, 

설측으로 위치된 구조가 상방으로 투사되며, 초점층(image layer)이 하치조 신경관의 

협측 혹은 설측으로 위치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Flygare and Ohman, 2008; Scarfe 

등, 1998). 그러나 모든 하악 제 3 대구치 발치 환자에서 삼차원 단층 촬영을 

시행하기에는 경제적 문제 등 임상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이에 많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등의 2차원 평면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 경험적으로 하악 제 3 대구치 치근과 하악관의 근접성을 예측하여 발거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근접성에 대한 연구로 Rood & Shehab(1990)의 연구가 

대표적인 두 구조물의 근접 관계에 대한 연구로 널리 인용되고 있으며, 그들은 

7가지의 방사선학적 관계를 명시하였는데, 1) 치근의 음영화(Darkening of root), 2) 

치근의 만곡(Deflection of root), 3) 치근의 협소화(Narrowing of root), 4) 치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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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화 및 이열(Dark and bifid apex), 5) 하치조 신경관의 치조백선의 

상실(Interruption of cortical line of canal), 6) 하치조 신경관의 변위(Diversion 

of canal), 7) 하치조 신경관의 협착(Narrowing of canal)가 그것이다. Rood와 

Shehab은 그 중 5가지 관계, 즉 치근의 음영화, 치근의 만곡, 치근의 협소화, 

하치조관의 치조백선 상실, 하치조관의 변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하치조 신경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Table 10.). 또한 Blaeser(2003)는 치근의 음영화, 

하치조관의 치조백선 상실, 하치조관의 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Valmaseda-Castellon(2001)은 하치조 신경관의 변위만이 하치조 

신경의 손상과 유의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Tantanapornkul(2007)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하치조 신경관의 치조 백선 상실만이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등(김종협 등, 2006)은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과 

하치조 신경관의 변위 외에는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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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specific radiographic superimposition signs with other 

preceding studies 

 

Rood & 

Shehab 

(1990) 

Blaeser et 

al. (2003)

Sedaghatfar et 

al. (2005) 

김 등 

(2006) 

Gomes 

et al. 

(2008) 

Szalma et 

al. (2010) 
This Study 

Darkening of root S S S S NS S NS 

Deflection of root S - S NS - - S 

Narrowing of root S - S NS - - S 

Dark & bifid apex of 

root 
NS - - NS - - NS 

Interruption of 

cortical line of IA 

canal 

S S S S NS S NS 

Diversion of canal S S S S NS S S 

Narrowing of canal NS - - NS - S S 

S : Statisticallys significant; NS :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Not mentioned 

about this sign / In case of our study, results by univariate analysis were applied for 

comparison with o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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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치근의 만곡, 치근의 

협소화, 하치조관의 변위, 하치조관의 협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치조 신경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조사되었다(p<0.05). 그러나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위험 요인의 검정은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각 중첩 형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및 특정 중첩 형태가 방사선 사진 상 다른 중첩 

형태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한 받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중첩 형태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학적 검정을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치근의 음영화, 

치근의 만곡, 치근의 협소화,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 하치조관의 협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조사되었다(p<0.05). 치근의 음영화는 하치조 

신경관 부위에 위치한 치근의 밀도 감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치근의 

협소화는 치근이 하치조 신경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거나 치근의 깊은 홈(groove) 

혹은 천공(perforation)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Seward, 1963), 하치조 

신경관의 협착은 하치조 신경관의 상부가 하악 제 3 대구치에 의해 하방 위치 

되어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Kipp 등, 1980).  

본 연구에서 오즈비(Odds ratio)는 특정 중첩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이 발현할 확률에 대하여, 특정 중첩 형태가 나타났을 때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이 발현할 확률에 대한 비를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가장 

유의한 중첩 형태는 치근의 협소화(Narrowing of root)로 나타났으며 (Odds Ratio = 

22.98),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Dark & bifid apex of root) 순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 10.02). 즉, 가장 유의성있는 결과를 보인 치근의 협소화가 방사선 사진상 

발견되었을 때 발치 후 하치조 관련 감각 이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민감도와 특이도는 타 연구에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각 연구들마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9.) 본 연구에서의 양성 예측도는 파노라마 영상에서 특정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을 

시 하치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음성 예측도는 파노라마 영상에서 특정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치조 신경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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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성 예측도는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하고 음성 예측도는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는 

결과의 빈도에 따라 다양한 범위를 갖기 때문에(Altman and Bland, 1994), 본 연구의 

예측도를 실제의 하치조 신경 손상 발병율(0.81%, 104/12842명)에 맞춰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의 적용을 통한 양성 예측도는 0.9에서 6.9%, 음성 

예측도는 >99%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타 연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Table 9.)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양성 예측도를 통해, 방사선 영상의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양상을 통한 하치조 신경 손상의 예측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Gomes(2008)는 이러한 

파노라마의 중첩상이 하치조 신경 손상과 관련되어 의미 있는 영상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Szalma(2010) 또한 파노라마 영상은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치조 신경 관련 감각 이상의 예측 방법(screening method)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Simson(1958)과 Rud(1983)의 연구에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발생한 감각의 

이상은 수 개월 동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구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2년 후 모든 환자가 감각 이상의 해소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그들은 신경 내부의 축삭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발치 후 

발생되는 부종으로 노출된 신경이 압박되거나 발치 시 치아가 나오면서 신경의 

외부에 경미한 손상을 주는 경우, 혹은 국소 마취 시 바늘에 의한 손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술 후 6개월 내에 대부분의 감각 

이상 증상이 해소된다고 보고하였으며(이상휘, 1989; Alling, 1986; Cheung 등, 2010; 

Jerjes 등, 2010; Kipp 등, 1980; Wofford and Miller, 1987), 본 연구에서도 술 후 

6개월 경과 후 104명 중 8명만이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illerup 

(2008) 등은 2년 이상 지속된 감각 이상 증상은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된 증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술 후 1년 후에도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환자가 2 증례 존재하였으나, 술 

후 2년에 1명은 감각 이상의 해소를 보였으며 1명은 내원을 중단하고 연락 불능 

상태이었으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이상휘, 1989) 등은 환자의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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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이 주관적 감각 이상의 해소 기준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과 관찰 중 자의로 내원을 중단한 환자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하여 주관적 감각 

이상의 해소 환자로 결론하였다. 

3차원 컴퓨터 단층 영상의 보급에 따라 하악 제 3 대구치와 파노라마의 영상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onaco(2004)는 2차원 평면 방사선 

사진에서의 치근의 변화 및 하치조관의 변위가 3차원 컴퓨터 단층 영상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관련이 존재하였음을 보고하였고, Nakagawa(2007)는 파노라마 

영상에서 하치조 신경관과 하악 제 3 대구치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3차원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는 64.5%만이 실제 접촉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Nakamori 

등(2008)은 Rood & shehab criteria와 3차원 컴퓨터 단층 영상을 비교하여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3차원 컴퓨터 단층 영상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의 

축적을 통해 파노라마 영상에서의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에 따른 하치조 신경 손상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향후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시 하치조 신경의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법의 개발 및 하치조 신경의 치유 기전의 연구 

등을 통한 합병증 예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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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2000년 0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술을 시행한 12842명 중 104명의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와 하치조 신경의 

손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연관성 및 인과 관계를 고찰한 

후향적 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하악 제 3 대구치 발거 후 하순 및 이부 감각 이상의 발병율은 

0.81%이었다. 

2.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환자의 나이는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5). 그러나 환자의 성별에 따른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하악 제 3 대구치의 매복 깊이에 따른 분류 및 골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사도에 따른 발치 후 감각 이상의 발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5.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 결과, 치근의 

음영화, 치근의 만곡, 치근의 협소화, 치근의 음영화 및 이열, 하치조관의 

협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이었다. (p<0.05) 

6. 하악 제 3 대구치와 하치조 신경관의 중첩 형태에 따른 분류의 양성 예측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0.9-6.9%), 음성 예측도는 매우 높게 (>99%) 조사되었다. 

7.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들은 대부분 2개월 안에 증상의 해소를 

나타내었으며(81.7%), 6개월 후에 92.3%, 1년 후에 98.1%의 환자가 증상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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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neurosensory deficit of inferior alveolar 

nerve after extraction of mandibular third molar 

 

Jinwoo Kim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Ho Cha, D.D.S., M.S.D., Ph.D.) 

  

Introducti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pecific risk factors such as age or radiographic signs and 

neurosensory deficit of inferior alveolar nerve(IAN) following mandibular 

third molar extraction. 

Patients and methods : A case-control study was performed; case groups 

were composed of 104 patients who had sensory disturbance on lower lip 

and mental area out of 12842 patients, and control groups were defined as 

patients without any sensory symptoms. Age, impaction state,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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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coverage, angulation, and radiographic superimposition signs were 

investigated by statistical analysi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agiographic findings and 

neurosensory deficit of IAN.  

Results : Older age, deeper impaction, larger amount of bone coverage were 

shown as risk factors for neurosensory deficit of IAN after mandibular third 

molar extractio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pecific radiographic signs, darkening of root, narrowing of root, darkening 

and bifurcation of root, narrowing of inferior alveolar canal were risk factors. 

However, relatively low positive predictive value(0.9%-6.9%) and high 

negative predictive value(>99%) represented questionable predictability of 

radiographic signs. Most patients’symptoms disappeared in 2 

months(81.7%), and 92.3%, 98.1% of patients showed recovery in 6 months, 

1 year, respectively. 

Conclusion : This study identified 4 radiographic signs - darkening of root, 

narrowing of root, darkening and bifurcation of root, narrowing of inferior 

alveolar canal -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neurosensory deficit of IAN 

after third molar extraction. But panoramic view was thought to have 

limitation for predicting neurosensory deficit. Most of neurosensory 

symptom disappeared within 1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mandibular third molar extraction, inferior alveolar nerve, 

neurosensory deficit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27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2A064806270641064206290020064506390020064506420627064A064A0633002006390631063600200648063706280627063906290020062706440648062B0627062606420020062706440645062A062F062706480644062900200641064A00200645062C062706440627062A002006270644062306390645062706440020062706440645062E062A064406410629061B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450646063406230629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625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1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60068006f0064006e00fd00630068002000700072006f002000730070006f006c00650068006c0069007600e90020007a006f006200720061007a006f007600e1006e00ed002000610020007400690073006b0020006f006200630068006f0064006e00ed0063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b103be03b903cc03c003b903c303c403b7002003c003c103bf03b203bf03bb03ae002003ba03b103b9002003b503ba03c403cd03c003c903c303b7002003b503c003b903c703b503b903c103b703bc03b103c403b903ba03ce03bd002003b503b303b303c103ac03c603c903bd002e0020002003a403b10020005000440046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3c003bf03c5002003ad03c703b503c403b5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b9002003bc03c003bf03c103bf03cd03bd002003bd03b1002003b103bd03bf03b903c703c403bf03cd03bd002003bc03b5002003c403b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3c403b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c03b503c403b103b303b503bd03ad03c3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D405D205D305E8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E205D105D505E8002005D405E605D205D4002005D505D405D305E405E105D4002005D005DE05D905E005D4002005E905DC002005DE05E105DE05DB05D905DD002005E205E105E705D905D905DD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05D905D505EA05E8002E002D0033002C002005E205D905D905E005D5002005D105DE05D305E805D905DA002005DC05DE05E905EA05DE05E9002005E905DC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pogodnih za pouzdani prikaz i ispis poslovnih dokumenat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FEFF00410020006800690076006100740061006c006f0073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d00650067006200ed007a00680061007400f30020006d0065006700740065006b0069006e007400e9007300e900720065002000e90073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e10072006100200073007a00e1006e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68006f007a006800610074006a00610020006c00e9007400720065002e002000200041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7600610067007900200061007a002000610074007400f3006c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b006b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OL <FEFF005500730074006100770069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2000740077006f0072007a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7a0065007a006e00610063007a006f006e00790063006800200064006f0020006e00690065007a00610077006f0064006e00650067006f002000770079015b0077006900650074006c0061006e00690061002000690020006400720075006b006f00770061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6600690072006d006f0077007900630068002e00200020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d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60069007a00750061006c0069007a00610072006500610020015f00690020007400690070010300720069007200650061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7400610074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61007201030020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f007200200064006500200061006600610063006500720069002e0020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15f0069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6c0065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d0430043404350436043d043e0433043e0020043f0440043e0441043c043e044204400430002004380020043f04350447043004420438002004340435043b043e0432044b0445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e0020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3204300442044c002004410020043f043e043c043e0449044c044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380439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900680020007a00610020007a0061006e00650073006c006a00690076006f0020006f0067006c00650064006f00760061006e006a006500200069006e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0006f0073006c006f0076006e0069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e0020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6e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05400690063006100720069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6e0020006700fc00760065006e0069006c0069007200200062006900720020015f0065006b0069006c006400650020006700f6007200fc006e007400fc006c0065006e006d006500730069002000760065002000790061007a0064013100720131006c006d006100730131006e00610020007500790067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730131006e0064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