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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하악 제2대구치 발치 후 제3대구치의 

교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경호 교수) 

 

 

노윤정 

 

다양한 경우에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뒤따라 맹출하는 제3대구치를 제2대

구치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치료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2대구치 발치를 시행한다면 제3대구치의 맹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맹출한 모든 제3대구치가 기능적으로 양호한 위치로 맹출하지는 않으며, 맹출

한 제3대구치의 위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하악 제2대구치의 발치 이후 하악 제3대구치의 자발적인 맹출률을 평가하

고, 치아석고모형 상에서 객관적인 grading system 을 통해 교합상태를 평가하며, 하

악 제3대구치가 양호한 교합상태로 맹출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교정치료환자 중 하악 제2대구치(L7)를 발치한 후 하악 제3대구치(L8)의 맹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악 제3대구치에 교정력을 가하지 않고 자발적인 맹출을 추적한 28명 

환자의 46개 하악 제3대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시행시의 평균 

연령은 13.7±1.62세, 하악 제3대구치 맹출 완료시 평균 연령은 18.3±1.8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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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index를 이용하여 맹출이 완료된 하악 제3대구치의 교합상태를 평가하고, Good 

Occlusion group 및 Poor Occlusion group으로 나누었다. 환자의 나이, 하악 제3대구

치의 Nolla Stage, 파노라마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에서 하악 제3대구치

의 각도, 거리 및 맹출 공간 계측 및 치아석고모형상에서 치아 크기에 대한 계측을 

시행하고 두 그룹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하악 제3대구치의 맹출 

후 교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연구대상인 46개 하악 제3대구치가 모두 구강 내로 맹출하였으며, 그 중  

58.7%(27개치아)가 좋은 교합상태를 보였다.  

2. 환자의 연령이 적을 수록,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 Xi-point에서 하악 제1대구

치까지의 거리가 충분할수록 맹출한 하악 제3대구치가 좋은 교합상태를 이룰 

확률이 증가하였다.  

3.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시기의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가 Nolla stage 4-7인 경

우, Nolla stage에 따른 하악 제3대구치의 맹출 후 교합상태의 차이는 없었다. 

4.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시기의 하악 제3대구치의 수직적, 수평적 위치는 맹출 

후의 교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악 제3대구치 치근 형성 완료 이전 하악 제2대구치의 발치를 통해 하악 제3대

구치의 자발적인 맹출을 기대할 수 있으나 약 40%에서는 하악 제3대구치의 이상적인 

교합상태를 기대할 수 없다. 맹출 후 하악 제3대구치의 양호한 교합상태를 얻기 위해

서는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이전 환자의 연령, 하악 제3대구치의 맹출 가능한 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되는 말 :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치근 미형성 하악 제3대구치 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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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경호 교수) 

 

 

노윤정 

 

 

I. 서론 

 

악궁 후방부에 총생이 있거나 제1대구치의 후방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2대구치를 

발치 치아로 선택하고 뒤따라 맹출하는 제3대구치를 제2대구치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치료계획은 기능하는 치아의 총 개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악궁 내 치아 배열 공간

을 얻을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하악 제2대구치(L7) 발치 후 치근형성이 완료되지 않은 하악 제3대구치(L8)의 구

강 내로의 맹출은 부가적인 교정력의 적용 없이도 대부분 잘 이루어지며(Huggins and 

McBride, 1978; Orton-Gibbs et al., 2001) 일부에서만 4~5.4%의 낮은 비율의 매복이 

보고되었다.(De-la-Rosa-Gay et al., 2006; Lawlor, 1978) 따라서 L7의 심한 우식이 

있거나, 이소맹출시, 또는 회전이 심한 경우, 양호한 얼굴 profile에 경도-중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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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궁 길이 부족이 있는 경우 및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의 치료에서 하악치열의 효

과적인 후방이동이 필요한 경우(Lin and Gu, 2006)에 L7의 발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L8이 기능적으로 양호한 위치로 맹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sai(Asai 

et al., 2007)는 경험적으로 부가적 교정치료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하악 대구치 

발치시 85%(13개 중 11개 치아)에서 제2대구치를 대체하여 맹출한 제3대구치에 대한 

부가적인 교정치료가 필요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비해 

Richardson(Richardson and Richardson, 1993)은 96%의 L8이 사용할 만한 위치

(Acceptable position)로 맹출한다고 하였다. De-la-Rosa-Gay 등(De-la-Rosa-Gay et 

al., 2010)은 제3대구치 맹출 성공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제2대구치 발치 시점

의 제3대구치의 각도 및 발육단계, 상악인지 하악인지가 제2대구치 발치 이후 제3대

구치가 맹출하는 각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8이 하악 제1대구치

와 인접면 접촉을 이루고, 파노라마방사선사진상에서 제1대구치와 35°이하의 각도를 

이룰 때를 맹출 성공으로 판단하여 66.2%의 맹출성공률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L8의 맹출 후 위치에 대한 보고가 엇갈리는 이유는 실제 교합상태를 고려

한 연구가 부족하고 방사선 사진 상에서 치축만을 고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실

제로는 반대교합이거나 교합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방사선사진만으로 L8의 

위치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잘 맹출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7의 발치 이후 맹출한 L8의 교합상태를 치아석고모형상에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파노라마방사선사진과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 계측치

를 이용하여 L8이 양호한 교합상태를 이루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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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서 1999년부터 2008년

까지 내원한 교정환자 중 L7을 발치한 후, L8의 맹출이 완료될 때까지 L8에 교정력을 

가하지 않은 57명 환자 중 아래의 Inclusion criteria를 만족하는 28명 환자의 46개 

L8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찰기간 중 내원을 지속하지 않거나, 방사선 사진의 질이 좋

지 않아 계측치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 T1 또는 T2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Inclusion criteria 

1. L8의 맹출이 완료될 때까지 L8에 교정력을 가하지 않은 자 

2. L8의 맹출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내원한 자  

3. L7 발치 시(Extraction time, T1)과 L8 맹출 완료 시점(Full eruption time, T2)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치아 석고 모형이 있는 자 

 

부가적인 교정력의 적용 없이 L8이 구강 내 노출되는 경우 자발적 맹출이 일어났

다고 평가하였다. L7 발치 시점을 T1, Extraction time 으로 정의하였고 L8이 상악의 

대합치와 교합접촉을 이루거나, 6개월 동안 위치의 변화가 없는 경우 L8의 맹출 완료

(T2, Full eruption time)로 정의하였다. T1-T2까지의 소요시간을 맹출기간(duration)

으로 정의하였다. T1, T2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치아 석고 모

형을 채득하였다.  

 

T2(Full eruption) 시점의 치아 석고 모형에서 L8에 대해 American Boa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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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ntics Objective Grading System(ABO index)(Casko et al., 1998)에서 기준으

로 하는 Alignment(AL), Marginal ridges(MR), Occlusal contact(OC), Interproximal 

contact(IC), Buccal overjet(BO)의 다섯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Good Occlusion group 

및 Poor Occlusion group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ABO index에서 치아석고모형을 통

해 평가하는 7개 항목 중 Occlusal relationship은 L8의 맹출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치아의 배열상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며, Buccolingual inclination은 

ABO index에서도 가장 많은 감점을 받는 항목으로, 이를 포함시키면 양호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Poor로 평가되는 치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목은 평

가에서 제외하였다. 총 46개 샘플 중 27개(58.7%)가 Good occlusion group에 , 19개

(41.3%)가 Poor occlusion group에 속하였다. 

 

양측 L7을 발치한 자는 18명, 편측만 발치한 자는 10명이었으며 발치시의 평균 

연령은 13.7±1.62세, 맹출 완료시 평균 연령은 18.3±1.87세였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는 Skeletal Class I 18명, Skeletal Class II 5명, Skeletal Class III 5

명 이었다.  

L7 발치의 이유로는 심한 우식, 매복, 회전 및 반대교합 등의 위치부정, 치열 후

방이동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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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age at T1 and T2 

  Male (n=18) 
(Mean ± SD) 

Female (n=28) 
(Mean ± SD) 

Total (n=46) 
(Mean ± SD) 

P value 

T1 age 
(years) 

13.8±1.03 13.6±1.93 13.7±1.62 0.789 

T2 age 
(years) 

17.9±2.08 18.5±1.73 18.3±1.87 0.325 

n, sample numbers of mandibular second molar extraction ; SD, standard deviation ; T1, 

extraction time ; T2, full eruption time.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 for T1 age(years)  and T2 age(years) 

Significance level of *P<0.05  

 

 

 

Table 2. Grading system an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occlusal state of L8 

 Alignment 
Marginal 

ridge 

Occlusal 

Contact 

Interproximal 

Contact 

Buccal 

Overjet 

Good 

Occlusion 

≤ 1.0mm 

discrepancy 
+ 

≤ 1.0mm 

discrepancy 
+ 

Contact 

with 

opposing 

arch 

+ 

Contact with 

adjacent 

teeth 

+ 

Contact with 

buccolingually 

center of 

occlusal surface 

of opposing arch 

and buccal cusp 

Poor 

Occlusion 
Not applicable as Good 

L8, Mandibular thir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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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L8의 맹출 후 교합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의 계측 

 

(1) L8의 발육단계 평가 

L7 발치 시기(T1, Extraction time)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상에서 L8의 발육단계를 

평가하였다. 발육단계 평가에는 Nolla Developmental stage를 이용하였다.(Nolla, 

1952) 

 

Table 3. Nolla developmental stages 

Development of the tooth  

1. Presence of follicle 

2. Initial calcification 

3. Third of crown formed 

4. Two thirds of crown formed 

5. Crown almost fully formed 

6. Crown fully formed 

7. Third of root formed 

8. Two thirds of root formed 

9. Root almost formed 

10. Closed a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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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dmarks in panoramic radiograph 

하악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3대구치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계측에 이용하

였다. (Fig.1, 2) 

 

 

Figure 1. Landmarks on panoramic radiograph 

6 : mandibular 1st molar 

8 : mandibular 3rd molar 

mc : mesial cusp 

dc : distal cusp 

fur : root furcation 

6m : midpoint between 6dc and 6mc 

8m : midpoint between 6dc and 6mc 

6Hc : distal most convex point of mandibular 1st molar crown 

8Hc : mesial most convex point of mandibular 3rd molar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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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own axis  

Crown axis: Line between the midpoint of mesial and distal height of contour of 

molar and furcation area (If furcation area is not formed, midpoint of mesial 

and distal cervical area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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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8의 각도 평가 

T1 및 T2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다음과 같은 계측을 시행하였다. 

 

∠8-6 (°) : L8과 하악 제1대구치(L6)의 crown axis가 이루는 각도(Fig. 3) 

∠8-vOP (°) : L8의 crown axis와 교합평면에 대한 수선(vOP)이 이루는 각도 (Fig. 3) 

∠6-MnP(°) : L6 crown axis와 하악평면(MnP)이 이루는 각도 (Fig. 3) 

∠8-MnP(°) : L8 crown axis와 하악평면(MnP)이 이루는 각도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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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gulation of L6 and L8 

MnP(Mandibular plane) : Tangent line of mandibular border on right or left side 

in panoramic radiograph 

∠8-6 : Angle between the crown axis of L8 and L6 

∠8-vOP : Angle between the crown axis of L8 and vertical line to the occlusal 

plane 

∠6-MnP : Angle between the crown axis of lower first molar(L6) and mandibular 

plane 

∠8-MnP : Angle between the crown axis of lower third molar(L8) and mandibula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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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8의 수평적, 수직적 거리 평가 

T1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다음 계측을 시행하였다. 

V8-OP (mm) : L8의 근심 및 원심 교두 사이의 중점으로부터 교합평면에 이르는 수직 

거리 (Fig. 4) 

H8-6 (mm) : L8의 근심 최대풍융점(8Hc)에서 교합평면에 내린 수선으로부터 L6의 원

심 최대풍융점(6Hc)에서 교합평면에 내린 수선 간의 직선 거리 (Fig. 4) 

 

Figure 4. Vertical distance of L8 to the occlusal plane and horizontal distance 

between L6 and L8 

V 8-OP : The distance from midpoint of mesial and distal cusps of L8 to Occlusal 

plane 

H 8-6 : The distance from distal height of contour of lower first molar(6Hc) to 

mesial height of contour of lower third molar(8Hc) along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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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8 맹출 공간(L6 후방 공간) 평가 

T1 및 T2의 파노라마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다음과 같은 계측을 시행

하였다. 

 

RMS(Retromolar Space)(mm) :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L6 원심 최대풍융점(6Hc)에서 

교합평면에 내린 수선으로부터 ascending ramus 간의 거리를 교합평면을 따라서 측정

하였다. (Hattab and Alhaija, 1999) (Fig. 5) 

 

Xi point – L6 (mm) :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Xi point로부터 L6 원심 최대풍융부

(6Hc)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Ganss et al., 1993) (Fig. 6) 

 Xi point : The geometric center of the ramus of the mandible, the center point 

of rectangle, made by R1,R2,R3 and R4. (Ricketts, 1972) 

            R1 : The deepest point on the subcoronoid incisures 

            R2 : Directly opposite R1 on the posterior border of ramus 

            R3 : the deepest point on the sigmoid notch 

            R4 : Directly infererior of R3 on the lower border of the r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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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surement of the retromolar space(RMS) 

Distance between ascending ramus and distal height of contour of lower first 

molar(6Hc) along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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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R2 

R3 

R4 

6Hc 

Xi 

FH 

Figure 6. Measurement of Xi point to 6Hc of mandibular first molar on a lateral 

cepha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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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악 대구치 크기 평가 

치아석고모형에서 하악 제1, 제2 및 제3 대구치의 근원심 길이를 0.1mm까지 측

정하였다. 측정에는 디지털 캘리퍼(ABS Digimatic Caliper,Mitutoyo,Japan)를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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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 

 

한 명의 검사자가 측정을 시행하였고, 검사자내 검증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임의 선

택한 20개 표본에 대해 측정을 시행하고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조사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2.0(IBM,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계측치에 대해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을 시행하였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계측치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 ± SD)를 기술하고 Good Occlusion 

group 과 Poor Occlusion group 간 비교를 위해 independent t-test 및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계측치에 대해서는 중위수와 사분위수

(Median(IQR))를 기술하고 두 그룹간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

다. 하악 제2대구치 발치 후 하악 제3대구치가 이루는 교합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단순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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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가. 조사자내 오차 검정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조사한 결과 r=0.910-0.977 로 계측치

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p<0.05) 

 

나. L8의 자발적 맹출률 및 소요 기간 

 

하악 제2대구치 발치 후 L8은모든 치아에서 부가적인 교정력의 적용 없이 구강 

내로 맹출하였고 따라서 100%의 자발적 맹출률을 보였다. 맹출 기간은 4.5±1.50년이 

소요되었다. 

 

다. L8의 맹출 후 교합상태에 따른 분류 

 

ABO index를 차용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교합상태가 ‘Good 

Occlusion’으로 평가된 표본은 총 46개 중 27개(58.7%), ‘Poor Occlusion’으로 평

가된 표본은 19개(41.3%)였다. 

Good Occlusion group과 Poor Occlusion group 간 L8 맹출 완료 연령(T2 age), L8 

맹출 소요기간(duration)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Good Occlusion group에서 L7 발치

시 연령(T1 age)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4)  

Poor Occlusion 그룹에 속하게 된 이유로는 Alignment, Marginal ridge, Occlusal 

contact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각 7개)가 많았다. Interproximal contact이 이루

이지지 않는 경우는 단 3개 표본에 그쳤고 세 경우 모두 L7 발치 시 L8의 발육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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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la stage 7로 치근 발육이 시작된 상태였다.(Table 5) 

 

Table 4. Comparison of age at T1, T2 and duration for full eruption between good 

and poor occlusion groups 

  Good(n=27) Poor(n=19) Total (n=46) P value 

T1 age 
(years) 

13.2±1.32 14.3±1.84 13.7±1.62 0.033* 

T2 age 
(years) 

17.9±1.66 18.7±2.10 18.3±1.87 0.179 

Durationa 

(years) 
4.6(1.50) 4.4(1.90) 4.5(1.83) 0.823 

n, sample numbers of lower second molar extraction ; T1, extraction time ; T2, full 

eruption time. 

Mean±Standard Deviation for T1 age and T2 age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 for T1 age(years)  and T2 age(years) 

Median(Interquartile range) for Duration 

a : Mann-Whitney U test for duration(years)  

 Significance level of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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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acking criteria in ABO index of poor occlusion group 

T1 age 

(years) 

Nolla 

stage 

at T1 

AL MR OC IC BO 

10.9 4  X    

11.6 5     X 

12.3 5  X    

15.7 5  X    

15.9 5 X     

12.1 6  X    

14.5 6  X    

13.4 6   X   

13.9 6 X     

13.9 6 X     

15.5 6 X  X   

15.7 6 X X X  X 

13.6 7  X    

13.2 7    X  

13.2 7    X  

14.8 7   X  X 

17.0 7   X  X 

17.0 7 X  X  X 

16.9 7 X  X X  

Total  7 7 7 3 5 

 

AL ; Alignment, MR ; Marginal ridge, OC ; Occlusal contact, IC ; Interproximal contact, 

BO ; Buccal over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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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8의 맹출 후 교합상태에 따른 계측치 비교 

 

1. L8 발육단계 

Table 6. Distribution of the developmental stages of mandibular third molar at T1 

  Occlusal state 

Total 
 

(p value)   Good Poor 

Developmental 

Stages 

Nolla 

stage4 

명 3 1 4 

1.392 

(0.578) 

% 75.0% 25.0% 100.0% 

Nolla 

stage5,6 

명 18 11 29 

% 62.1% 37.9% 100.0% 

Nolla 

stage7 

명 6 7 13 

% 46.2% 53.8% 100.0% 

전체 
명 27 19 46 

% 58.7% 41.3% 100.0% 

Fisher’s exact test for Nolla stage Occlusal state 

Significance level of *P<0.05  

 

본 연구 대상에서 L7 발치 시기(T1, extraction time)의 L8의 발육단계는 Nolla 

stage 4~7까지 분포하였다. Nolla stage 5는 Crown almost fully formed, 6은 Crown 

almost fully formed 단계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Nolla stage 4, 5-6, 7 단계로 나

누어서 Nolla stage 단계별로 Good/ Poor occlusion group의 비율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Nolla stage4중 Good Occlusion group이 75.0%(3명), Poor Occlusion group이 

25.0%(1명)으로 나타났다. Nolla stage5-6 중, Good Occlusion group이 62.1%(18명), 

Poor Occlusion group이 37.9%(11명)으로 나타났다. Nolla stage7 중, Good Occlusion 

group이 46.2%(6명), Poor Occlusion group이 53.8%(7명)으로 나타났다. P valu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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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8으로, 교합상태에 따라서 L8의 초기 발육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Distribution of good and poor occlusion group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of 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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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8 각도 

Table 7. Comparison of the angular measurements at T1 and T2 between good and 

poor occlusion groups 

   Good (n=27) Poor (n=19) Total(n=46) P value 

T1 ∠8-6 (°) 29.9±11.67 28.5±12.75 29.3±12.00 0.691 

∠8-vOP (°) 35.1±11.23 34.9±11.15 35.0±11.07 0.951 

∠6-MnP(°) 102.6±6.98 101.3±9.48 102.1±8.03 0.609 

∠8-MnP(°) 72.7±13.06 72.9±11.17 72.8±12.19 0.957 

T2 
∠8-6 (°) 16.9±9.25 20.2±10.13 18.3±9.65 0.271 

∠8-vOP (°) 21.5±8.15 24.1±10.34 22.6±9.10 0.355 

∠6-MnP(°) 111.2±7.02 104.6±6.83 108.5±7.60 0.003** 

∠8-MnP(°) 94.2±9.95 84.4±10.88 90.2±11.32 0.003** 

T2-T1 ∠8-vOP 

change(°) 
-13.6±12.18 -10.9±17.22 -12.7±14.36 0.527 

∠8-MnP 

change(°) 
21.6±13.23 11.6±15.76 17.4±15.01 0.025* 

Mean±standard deviation ,  

n, sample numbers of lower second molar extraction ; T1, extraction time ; T2, full 

eruption time ; OP, occlusal plane ; MnP, mandibular plane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Significance level of *P<0.05 ;  ** p<0.01 

 

T1시기의 L8의 각도는 Good Occlusion/ Poor Occlusion group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그룹 모두에서 L8은 맹출 중 직립하였으며 T2에서 Good 

Occlusion group의 L6및 L8이 좀 더 직립된 양상을 보였다. 맹출기간 중(T2-T1) Poor 

occlusion group에 비해 Good occlusion group 에서 L8과 Mandibular plane이 이루는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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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8 수직적, 수평적 위치 

Table 8. Comparison of the linear measurements at T1(extraction time) between 

good and poor occlusion groups 

 
  Good (n=27) Poor (n=19) 

Total(n=46

) 
P value 

T1 V8-OP (mm) 6.4±2.33 6.2±1.78 6.3±2.10 0.808 

H8-6 (mm) 11.6±2.14 10.8±2.36 11.2±2.24 0.260 

Mean±standard deviation 

n, sample numbers of lower second molar extraction ; T1, extraction time ; V, vertical 

distance ; H, Horizontal distance ; OP, occlusal plane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Significance level of *P<0.05 ;  ** p<0.01 

 

T1 시기의 L8의 수직적, 수평적 위치는 두 그룹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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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6 후방 공간 

Table 9. Comparison of L8 eruption space(Space distal to L6) between good and 

poor occlusion groups 

 
  Good(n=27) Poor(n=19) 

Total(n=46

) 
P value 

T1 RMS(mm) 18.4±3.02 17.1±2.56 17.9±2.88 0.137 

Xi-6(mm) 30.7±4.43 26.8±2.97 29.1±4.31 0.002** 

T2 RMS(mm) 17.7±2.72 17.1±2.74 17.5±2.72 0.427 

Xi-6(mm) 32.5±5.04 28.8±3.13 30.9±4.69 0.004** 

T2-T1 RMS change (mm) -0.7±3.16 0.0±2.66 -0.4±2.95 0.480 

Xi-6 change 

(mm) 
1.8±3.02 2.0±2.69 1.9±2.86 0.840 

Mean±standard deviation 

n, sample numbers of lower second molar extraction ; T1, extraction time; T2, full eruption 

time ; RMS, retromolar space ; Xi, Xi point traced on lateral cephalogram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Significance level of *P<0.05 ;  ** p<0.01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계측한 Retromolar Space는 T1, T2 시기 모두에서 두 그

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계측한 Xi point로부터 

L6까지의 거리는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Good Occlusion group

에서 T1 및 T2 시점에서 Poor Occlusion group에 비해 더 큰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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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악대구치의 크기  

Table 10. Comparisons of the mesio-distal width of the mandibular molars 

  Good(n=27) Poor(n=19) Total (n=46) P value 

L6 
(mm) 

11.6±0.60 10.9±2.68 11.3±1.79 0.290 

L7 
(mm) 

10.2±3.02 10.9±0.80 10.5±2.38 0.322 

L8 

(mm) 
11.2±0.58 11.2±0.82 11.2±0.68 0.884 

n, sample numbers of lower second molar extraction; L6 : lower first permanent molar, L7 : 

lower second permanent molar, L8 : lower third permanent molar 

Mean±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for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Significance level of *P<0.05 

 

일반적으로 알려진 L7의 근원심길이는 10.5mm 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계

측치를 보였다. Good Occlusion group과 Poor Occlusion group간의 하악 대구치의 크

기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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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8의 맹출 후 교합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 

 

Table 11.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Dependent variable : Good 

occlusion group) 

 Variables B S.E. Odds ratio 

(95% CI) 

P value 

 T1 age 0.429 0.210 1.535 

(1.018-2.315) 

0.041* 

 Gender -0.164 0.610 0.848 

(0.254-2.838) 

0.790 

 Nolla 

stage(4) 

  reference  

 Nolla 

stage(5-6) 
0.606 1.216 1.833 0.618 

 Nolla 

stage(7) 
1.253 1.282 3.500 0.328 

T1 
∠8-6 (°) -0.010 0.025 0.990 

(0.942-1.040) 

0.684 

∠8-vOP (°) -0.002 0.027 0.998 

(0.946-1.053) 

0.949 

∠6-MnP(°) -0.020 0.038 0.980 

(0.910-1.056) 

0.600 

∠8-MnP(°) 0.011 0.025 1.001 

(0.954-1.051) 

0.955 

V8-OP (mm) -0.036 0.144 0.965 

(0.728-1.279) 

0.803 

H8-6 (mm) -0.160 0.411 0.256 

(0.647-1.123) 

0.852 

RMS(mm) -1.670 0.114 0.846 

(0.677-1.057) 

0.142 

Xi-6(mm) -0.265 0.097 0.767 

(0.634-0.928) 

0.006** 

CI, Confidence Interval 

T1, extraction time ; V, vertical distance ; Hd, Horizontal distance ; RMS, retromolar space ; 

OP, occlusal plane ; MnP, mandibular plane ; Xi, Xi point traced on lateral cephalogram 

Significance level of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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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변수들이 추후 맹출한 L8의 교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요인은 L7발치 시의 연령과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에서 측정한 Xi point로부터 L6까지의 거리였다.  

L7 발치 시점의 연령이 교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값이 0.429로 양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Odds ratio는 1.535으로 연령이 1세 증가하면 Poor 

Occlusion이 될 확률이 1.525배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Xi point – L6간 거리(Xi-6)가 교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값이 -0.265

로 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Odds ratio는 0.767으로 Xi point – L6간 거리가 

1mm 증가하면 Poor Occlusion이 될 확률이 0.767배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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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양측의 구조물이 중첩되지 않아 적은 방사선 노출량으로 제3대구치

의 발육단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치아 각도 및 거리 계측에 유리한 파노라마방사

선사진을 이용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은 숙련된 방사선사가 같은 기계로 동일한 

개체를 촬영시 수용 가능할 만한 재현성을 보인다고 하였다.(Larheim and Svanaes, 

1986) 또한, 전치부에 비해 구치부에서는 재현성이 더 높다.(Assaf and Alaa’Z, 2014) 

숙련된 술자에 의해 동일한 개체를 측정할 경우 치아 발육단계 평가와 하악 구치부의 

측정에서는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대구치의 발육 단계는 제3대구치가 양호한 위치로 맹출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맹출 후 L8의 교합상태에 따라 두 그룹을 나누고 비

교하였을 때, L8의 발육단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모두 L7 발치의 최적기에 해당하는 시기(Nolla stage 4-7)

에 발치를 시행하였다. 더 늦은 시기에 발치를 시행한다면 양호한 교합을 형성하는 

데에 불리할 수 있다. De-la-Rosa-Gay(De-la-Rosa-Gay et al., 2010)는 Nolla stage 

8 이상에서 제2대구치 발치를 시행한다면 맹출한 제3대구치가 전방 치아와 

Interproximal contact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Nolla stage 7에 해

당하는 13개 표본 중 절반 이상인 7개 표본(53.8%)이 Poor occlusion group에 속하였

으며 그 중 3개 표본에서는 Interproximal contact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들 3개 

표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표본에서 Interproximal contact은 달성되었다.  

Lehman(Lehman, 1979)은 제3대구치가 제1대구치와 15~30°의 각도를 이루는 경우

를 선택하여 제2대구치의 발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T1시

기에 L6과 L8이 이루는 각도는 29.3±12.01°로 30°이상의 표본이 많았으나 모두 구

강내로 맹출하였다. L8은 맹출 중 직립하여 L6과 이루는 각도는 T2시기에 18.3±9.65°

로 감소하였다. L6-L8의 각도 변화는 Good Occlusion group과 Poor Occlusion group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기 각도와 상관없이 L7 발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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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L8은 직립한다고 보고한 Richardson의 결과와 일치한다.(Richardson and 

Richardson, 1993) L8의 초기 각도 및 수평적, 수직적 위치를 통해 맹출 후의 교합상

태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 이는 상악에서 제2대구치 발치 후 제3대구치의 맹출을 조

사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김인실, 2008) 

제3대구치 맹출 완료 시간, 맹출 완료시 연령은 교합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L7 발치 시 환자의 연령은 Good Occlusion group과 Poor Occlusion group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도 L7 발치시의 연령이 적을수록 추후 

맹출한 L8이 좋은 교합상태를 이룰 확률이 증가하였다.  

치아석고모형상에서 계측한 L8의 크기는 L6의 크기와 유사하며 교합기능을 하기

에 양호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 또한 교합상태에 따른 L8 크기의 차이는 없었다. L8

은 본래 형태변이가 가장 많은 치아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인 것은 L7 발치 이

전에 방사선사진에서 L8을 평가하고 양호한 크기와 모양, 방향을 보이는 경우에 발치

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치 이전 파노라마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 계측치 중 맹출 후 L8의  

교합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L6 후방, L8맹출을 위한 공간을 나타내는 Xi 

point로부터 L6까지의 거리였다. 이 거리가 커서 L8이 맹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수록 L8은 좋은 교합을 이루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L7 발치 시행 이전에 L8이 추후 맹출 후에 이룰 교합상태를 예

측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과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 L8의 맹출공간을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대구치 발치 후 제 3 대구치의 맹출과 교합상태는 상악과 하악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악에서 제 2대구치 발치시 제 3대구치가 만족할 만한 교합상태로 

맹출하는 확률은 66.1%였다.(김인실, 2008) 이에 비해 L7 발치 후 L8의 교합상태를 

평가한 본 연구에서는 좋은 교합상태를 이루는 경우가 총 46개 표본 중 27 개로, 

58.7% 를 차지하여 상악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Crab and Rock(Crabb and Rock, 

1971)은 제 1대구치 발치 후 제 2 대구치의 맹출시 하악에 비해 상악 제 2대구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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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양호한 교합관계로 맹출하는 것에 대하여 맹출경로의 차이를 원인으로 보았다. 

상악에서는 제 2 대구치의 치근첨이 치관에 비해 근심측에 위치하지만 하악에서는 

제 2 대구치의 치근첨이 치관에 비해 원심측에 위치하므로, 상악에서 치관부의 

근심이동이 보다 양호한 치축각도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 2 대구치 발치 

이후의 제 3대구치의 맹출에서 상/하악 간의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제2대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는 치열궁 후방에서 공간을 얻고 원활한 치열

의 후방이동이 가능하며 제3대구치가 제2대구치를 대체하여 맹출하므로 기능하는 치

아 개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2대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

료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의 수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제3대구치가 결손된 

사람의 비율은 9-20%에 달하며(Bishara and Andreasen, 1983) L8은 형태변이가 가장 

심한 치아 중 하나로, 치관과 치근 모두 형태의 변이가 매우 심하고, 특히 치관은 매

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다.(김희진 and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995)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L8의 치배가 정상적인 크기를 보

이며 치관이 거의 형성된 상태에서 L7 발치를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가 일반적인 L8의 맹출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Randomized 

controlled study design으로 환자의 연령과 L8의 발육단계에 상관없이 표본을 추출

하여 L7 발치를 시행한 후 L8의 맹출을 관찰하고 맹출 후 교합상태를 평가한다면 L7 

발치 후의 L8 맹출과 교합상태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지 모

르나 이미 문헌을 통해 L7 발치의 적절한 시기가 알려진 바, 연구를 위해 L8 맹출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L7 발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윤리적 문제가 따른다. 제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긴 하나 후향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결론을 얻는 데 

적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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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가 Nolla stage 4-7에 해당하는 시기에 하악 제2대구

치를 발치한 46개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하악 제3대구치에 대한 부가적인 교정력의 적

용 없이 자발적인 맹출을 추적 관찰하였다. 치아석고모형에서 맹출이 완료된 하악 제

3대구치의 교합상태를 ABO index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Good Occlusion group 및 Poor 

Occlusion group으로 나누었다. 맹출 소요 시간, 하악 제3대구치의 초기 발육 단계, 

파노라마방사선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각도, 거리 및 

맹출 가능공간 계측 및 치아석고모형상에서 치아 크기에 대한 계측을 시행하고 두 그

룹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하악 제3대구치의 맹출 후 교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인 46개 하악 제3대구치가 모두 구강 내로 맹출하였으며, 그 중  

58.7%(27개치아)가 좋은 교합상태를 보였다.  

2. 환자의 연령이 적을 수록, 측모두부방사선사진상 Xi-point에서 하악 제1대구

치까지의 거리가 충분할수록 맹출한 하악 제3대구치가 좋은 교합상태를 이룰 

확률이 증가하였다.  

3.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시기의 하악 제3대구치의 발육단계가 Nolla stage 4-7인 

경우, Nolla stage에 따른 하악 제3대구치의 맹출 후 교합상태의 차이는 없

었다. 

4.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시기의 하악 제3대구치의 수직적, 수평적 위치는 최종적

인 교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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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occlusion of the third molar 

 following extraction of the mandibular second molar 

 

YOONJEONG NOH, D.D.S.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ung-Ho Kim, D.D.S., M.S.D., Ph. D.) 

 

Extraction of the mandibular second molar and substitution with third molar 

can be appropriate treatment plan in some cases. Several studies reported 

favorable eruption of third molars followed by timely extraction of second molars.  

However, not all erupted third molars achieve functionally ideal position, and 

there are few reports of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inal occlusal stat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spontaneous eruption rate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 following mandibular second molar extraction, to assess final 

occlusion of the third molar on study model with an objective grading system,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occlusal state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s. 

A sample of 46 mandibular third molars of 28 patients were followed after 

the mandibular second molar extraction. No orthodontic force was applied on the 

third molar.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Good occlusion/Poor occlusion groups 

by final occlusion assessment of erupted third molars with ABO index. Comparisons 

of patients’ age, developmental stage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 the 

angulation and distance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 before secon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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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and tooth size measurements using study models were made between 

groups.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find factors affecting good 

occlusion of the third mola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1. In all samples(46 teeth), the third molars erupted spontaneously and 27 

teeth(58.7%) resulted in good occlusion. 

2. Young age at the time of mandibular second molar extraction and enough 

eruption space for the mandibular third molar on lateral cephalogram were 

factors that improved final occlusion of the third molar. 

3. There was no difference of final occlusion of the third molar when teeth 

were in Nolla stage 4-7 at the time of second molar extraction. 

4. The initial position(distance, angulation)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 

did not affect final occlusion. 

Patient’s age and preliminary space for eruption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 should be considered before extraction of the mandibular second molar. 

However, 40% of erupted third molars did not show good occlusion and may need 

minor orthodontic treatment. 

 

 

 

 

 

 

Key words : Extraction of mandibular second molar, Eruption of mandibular third 

mol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