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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매복 하악 제3대구치가 

인접한 제2대구치 치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경호 교수) 

 

정수인 

 

 성장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교정치료는 성장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3대구치의 출현과 발육 시기와 

비슷하여 교정의가 교정치료 중인 환자의 제3대구치의 출현 및 발육을 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제3대구치의 예방적 발거와 더불어 전치부 총생에 

기여 여부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었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

다. 또한 병적인 현상들 이외에 인접한 제2대구치의 위치 변화나 각도, 토

크 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

정 치료 후 장기간의 유지기간 동안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가 인접한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와 그 유발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132개의 분악에서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가 없었던 군(control group, 

n=68)을 대조군으로, 치료 종료 시 하악 제 3대구치가 있었고 치료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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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 하악 제3대구치가 있었던 군(M3-remaining group, n=48)을 실험군

으로 하였다. 이러한 두 그룹에서 치료 종료, 치료 종료 후 2년, 치료 종료 

후 5년에서 하악 제2대구치와 교합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 하악 제1

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의 깊이, 각도, 나이, 성별에 따른 하

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도 및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료 종료 후 하악 제3대구치가 남아 있던 경우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

대구치가 없었던 경우보다 치료 종료 5년까지 하악 제 2대구치가 원심 

경사되었다(p<0.05). 

2. 치료 종료 시점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깊이는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도의 변화에 영향이 없었으며(p>0.05) 하악 제3대구치의 각도가 클수

록 하악 제2대구치는 약하지만 원심경사되는 경향이 있었다(0.3<r<0.5, 

p<0.05). 

3. 치료 종료 시점부터 치료 종료 후 5년까지의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

도의 변화는 성별, 나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핵심이 되는 말: 하악 제3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치축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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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장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교정 치료는 잔여 성장량이 많이 남지 

않은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수년간 지속되며 치료 기간은 평균 24개월에서 

30개월이다 (Yadav et al., 2015). 이러한 교정 치료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제3대구치의 출현 시기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Garn SM. et al., 1962),  

치과교정의는 제3대구치의 출현과 발육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하지만 제 3대구치는 구강 내에서 가장 나중에 맹출 하고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약 73%의 젊은 성인에서 하악 제 3대구치가 매복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Broadbent BH et al., 1943;  Bjork A et al., 1956). 

매복 하악 제 3대구치의 10% 정도는 낭종이나 종양과 같은 병리적인 병소로 

진행할 수 있고 인접 하악 제 2대구치의 원심면의 치조골 흡수, 치근 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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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흔히 관찰되며, 이는 제 2대구치의 발치 및 근관치료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모든 매복된 하악 제 3 대구치는 잠재적인 병소로 간주된다(Mevlut 

Celikoglu et al.; 2010, Eliasson et al., 1989). 몇 개의 long-term follow-

up 연구들에서 맹출하지 않은 제 3 대구치가 교정치료 후 하악 전치의 총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Kahl B, 1994; Richardson ME et al., 

1989).  따라서, 하악 제 3대구치의 발거에 동반되는 위험성이나 환자의 연령, 

미래의 질환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젊은 성인에게 하악 제 3대구치의 예방적 

발거가 추천되기도 한다(Van der Linden W. et al., 1995). 그러나 최근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예방적 발거를 시행했던 제 3 대구치의 

40 퍼센트 이상이 임상적 증상이 없었으며 이에 이러한 예방적 발거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L.W. McArdle et al., 2012) 제 3 대구치의 

예방적 발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제 3 대구치는 교정치료 시 부족한 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경우, 

악교정수술 시행시 하악골의 후방 재위치를 위한 하악골 수직 절단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치료 목적으로도 미리 발거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발육이 지속되거나 경사, 매복, 맹출 등 다양한 형태로 잔존된 

제 3대구치의 발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매복된 하악 제 3 대구치 유무에 따른 인접한 제 2 대구치의 위치 

변화나 각도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한편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주기적 내원을 

하여 치료 후 유지 상태나 교합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흔하다.  

임상적으로 치료 후 하악 제 3대구치는 치료 종료 후 임상 증상이 있어서 

발거하거나 예방적으로 발거한 경우, 그대로 유지한 경우 등 양상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인접 대구치의 뚜렷한 변화 양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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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치료 종료 후 유지기간 동안 하악 제 

3 대구치가 인접한 하악 제 2 대구치의 치축 각도에 끼치는 영향과 그 

유발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2년 후, 치료 종료 후 5년 이상의 유지기간 동안 파노라마 방사선 상에서 

하악 제 2, 3 대구치의 교합면에 대한 절대적 치축 각도와 하악 제 2대구치와 

제 1 대구치 사이의 각도를 계측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Figure 1. Change in angle of mandibular second molar for 2 years (A, 

panoramic view of the patient at debonding; B, panoramic view of the same 

patient at 2 years after de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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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retrospective) 연구로서 연구대상 수집 및 자료 

채득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IRB 승인(IRB No. 3-2017-

0305)을 받은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 종료 후 2 년시와 5 년시에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포함하여 유지 기록을 채득하고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부터 2013 년까지 교정치료를 종료한 환자 중 치료 종료(Debonding: DB) 

시와 치료 종료 후 2년(Retention 2 years: Ret 2Y), 5년(Retention 5 years: 

Ret 5Y)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있는 환자 850 명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악교정 수술 및 하악골 의 외과적 

치료 경력이 없는 환자; (2) 하악의 임플란트 또는 하악 치아의 골 유착이 

없는 환자; (3) 성장이 완료된 환자(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 (4) 하악 

구치부 인접면을 포함한 보철 수복을 받지 않은 환자; (5) 구치부를 포함한 

전체 교정 환자; (6) 치료 종료 시 하악 전치부의 고정식 유지 장치를 부착한 

환자.  

또한 다음의 환자를 제외하였다: (1) 하악 제3대구치(Mandibular 3rd 

molar: M3)에 인접한 하악 제2대구치(Mandibular 2nd molar: M2)에서 치근 

흡수 양상이 관찰된 자; (2)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재현성이 부족한 환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재현성은 head posture에 따라 근원심 

angulation의 error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Ian W. et al, 2001) 한 

환자에게서 세 시점(DB, Ret 2Y, Ret 5Y)에서 각 분악(오른쪽, 왼쪽)의 

mandibular body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true horizontal line과의 각도가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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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실험군과 대조군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PMPROMAX(Planmeca, 

Helsinki, Finland)로 촬영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58명(남자 

20명, 여자 38 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사람 당 얻어진 

왼쪽, 오른쪽 값을 서로 독립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58 명에 대한 

결과가 아닌, 116 개의 분악에 대한 분석으로 해석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116 개의 분악 중에서 치료 종료 후 5 년까지 하악 

제 3대구치가 남아있는 경우(M3-remaining, n=48)를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치료 종료 시에 하악 제 3대구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control, 

n=68)로 설정하였다. 실험군에서 치료 종료 후 5년에 follow up loss 된 

분악은 결측치 처리하였다. 이때 치료 종료 시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우 

대부분 종료 후 5년시까지 치근 발육에서 뚜렷한 변화 양상 보이지 않았고 

치료 종료 시 치근 발육 상태는 대부분 nolla developmental stage 8 

이상이었다(Table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과 성별은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의 

연령은 25.6±6.72 세로 실험군의 20.6±3.49세보다 더 많았다(P<0.001). 남녀 

분포는 두 그룹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05).  

 

 

Table 1. Nolla’s developmental stage of the sample 

Nolla’s 

stage 
0 1 2 3 4 5 6 7 8 9 10 Total 

number 0 0 0 0 0 0 8 4 56 45 3 116 

  

Nolla's stages of tooth calcification: 0, absence of crypts; 1, presence 

of crypts; 2, initial calcification; 3, 1/3 of crown completed; 4, 2/3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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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completed; 5, crown almost completed; 6, crown completed; 7, 1/3 of 

root completed; 8, 2/3 of root completed; 9, root almost completed—open 

apex; 10, apical end of root completed.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s 
Control 

(n=66) 

M3-remaining 

 (n=66) 

Total 

 (n=132) 
P value 

Age at 

Debonding 

(years) 

25.6±6.72 20.6±3.49 23.5±5.96 
<.0001 

*** 

Sex    0.7995 

Male 22 18 40  

Female 46 30 76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 P< .05; ** P< .01; *** P< .001; Control, 

the group didn’t have mandibular third molars at debonding; M3-remaining, 

the group had mandibular third molar at 5 years after debonding; DB, 

debonding; SD, standard deviation ; Mean±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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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기준선 

 

1) 교합 평면(Occlusal plane: OP) (Figure 1)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각 분악의 하악 전치의 incisor edge 와 견치, 

소구치, 제 1대구치의 cusp tip을 연결한 선(Niedzielska et al., 2006). 

 

 

Figure 2.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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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제 1, 2, 3 대구치의 치축(Figure 2) 

 

하악 제 1,2,3 대구치(M1, M2, M3)의 치축은 각 치아의 치관 

최대풍융부에서의 근심과 원심을 이은 선(A-A’)과 

백악법랑경계(Cemento-enamel junction: CEJ)에서의 근심과 원심을 이은 

선(B-B’)의 각각의 이등분 점을 이은 선으로 하였다. 

 

Figure 3. Axis of mandibular molars(A-A’, Mesiodistal width at height of 

contour; B-B’, Mesiodistal width at C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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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 항목  

 

1) 치료 종료(DB), 치료 종료 후 2년(Ret 2Y), 치료 종료 후 5년(Ret 

5Y)에서 하악 제 1, 2, 3 대구치의 각도 (Figure 3) 

(1) 하악 제 1, 2, 3 대구치와 교합 평면이 이루는 각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DB, Ret 2Y, Ret 5Y에 M1, M2, M3의 치축과 

OP가 이루는 각 중 근심(mesial)측 각을 측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았다. 이때 M1 과 OP가 이루는 각을 M1-OP, M2 와 OP가 이루는 

각을 M2-OP, M3와 OP가 이루는 각을 M3-OP라고 하였다. 

 

Figure 4. Angle of mandibular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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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제 2대구치가 하악 제 1대구치 및 하악 제 3대구치와 이루는 

각도 

  DB, Ret 2Y, Ret 5Y에 M1과 M2, M2 와 M3가 이루는 각도를 각각 

측정하였다(M1-M2, M2-M3). 이때 M1-M2, M2-M3는 두 치축이 이루는 

각도 중 근심 측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양의 값이 나오면 두 

대구치의 치근이 converge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에 따른 

이러한 각도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Figure 5. Angle between mandibular molar(°) (M1, mandibular first molar; 

M2, mandibular second molar; M3, mandibular third molar; M1-M2, angle 

between M1 and M2; M2-M3, angle between M2 and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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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종료(DB) 시 하악 제 3대구치의 상대적 깊이(Figure 6) 

 

  하악 제 2 대구치의 각도 변화가 존재할 경우 그 유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치료 종료 시점에서의 하악 제 3 대구치의 깊이를 

측정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치료 종료(DB)시 제 2대구치의 교합면 최 

상방점을 지나고 교합 평면에 평행한 선(C-C’)과 제 3 대구치의 

가장 상방점을 지나고 교합 평면에 평행한 선(D-D’)까지의 거리(C-

D), 즉 하악 제 3 대구치로부터 교합평면(OP)까지의 최단거리를 

측정하였다. 

.  

Figure 6. Depth of third molar-Linear measerments (mm) (C-C’, A straight 

line through the highest point of the mandibular second molar and parallel 

to the occlusal plane; D-D’, A straight line through the highest point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 and parallel to the occlusal plane;C-D,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C-C’and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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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세 군의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Shapiro-Wilk’s test를 이용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정규분

포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 측정 오차 검증을 위

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조사하였다. 두 군의 연령, 성별, 

각도 계측치, 각도 계측치 변화량 비교를 보기 위해 연속형 변수에는 

Independent two sample t-test를, 범주형 변수에는 Chi-square test(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치료 종료시점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각도, 깊이, 

나이와 각 시점에서의 하악 제2대구치의 각도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두 군에서 치축 각도 변화량의 변화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 측정된 값에 대해 군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

해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p<0.05에서 수행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9.3(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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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측정 오차 검증을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 대구치의 

치축 각도 및 깊이 계측 시 2주 간격으로 임의 선택한 10명의 표본에 

대해 모든 변수의 측정을 시행하여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조사한 결과 r=0.90-0.99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치료 종료(DB), 치료 종료 후 2년(Ret 2Y), 치료 종료 후 5 년(Ret 

5Y)시 하악 제 1, 2, 3 대구치의 교합 평면에 대한 각도와 하악 

제 2대구치가 하악 제 1대구치 및 제 3대구치와 이루는 각도 (Table 3) 

   DB, Ret 2Y, Ret 5Y에서 M1, M2, M3 와 교합 평면이 이루는 각도 

및 M1과 M2가 이루는 각도, M2와 M3가 이루는 각도는 다음과 같았다. 

이때 M1과 M2가 이루는 각도는 치료 종료 시 control group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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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gle of each mandibular molars  

Variable Control M3-remaining p-value 

DB    

M1-OP  95.65±2.84 93.91±3.99 0.0110 * 

M2-OP 95.23±6.36 97.08±6.23 B  0.1220 

M3-OP  34.34±25.91  

M1-M2 0.42±7.21 -3.18±6.64 C  0.0072 ** 

M2-M3  62.75±28.81   

Ret 2Y    

M1-OP 95.68±3.46 94.53±3.25 0.0729 

M2-OP 95.27±5.80 95.07±6.70 A  0.8626 

M3-OP  38.26±32.95  

M1-M2 0.41±7.21 -0.54±8.01 D  0.5063 

M2-M3  56.80±37.40   

Ret 5Y    

M1-OP 96.72±11.14 94.74±3.81 0.1866 

M2-OP 96.82±12.42 95.35±6.12 A  0.4093 

M3-OP  35.76±32.17  

M1-M2 -0.11±7.96 -0.62±7.78 D  0.7353 

M2-M3  61.12±36.26   

* P< .05; ** P< .01; Post hoc test by linear mixed model with Bonferroni 

method A<B, C<D.; Control, the group didn’t have mandibular third molars 

at debonding; M3-remaining, the group had mandibular third molar at 5 

years after debonding ; DB, debonding; ; Ret 2Y, retention 2 years; Ret 

5Y, retention 5 years ; M1, mandibular first molar; M2, mandibular second 

molar; M3, mandibular third molar; M1-OP, angle of M1; M2-OP, angle of 

M2; M3-OP, angle of M3; M1-M2, angle between M1 and M2; M2-M3, angle 

between M2 and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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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종료(DB), 치료 종료 후 2년(Ret 2Y), 치료 종료 후 5년(Ret 5Y) 

시 제3대구치 유무에 따른 대구치 치축의 변화 (Table 4, 5) 

 

1) 교합 평면에 대한 제2대구치의 각도 

Control group에 비해 DB-remaining group은 각 시점 간 차이를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합 평면에 대해 원심 경사 

되었다(P<0.05). 

 

Table 4. Mean changes in angle of M2  

M2-OP 

Variable 

Control 

Estimated 

Mean(SE) 

(A) 

M3-remaining 

Estimated 

Mean(SE) 

(B) 

Group 

post 

hoc Sig 

Overall 

p-value 

△Ret 2Y - 

DB 
0.04(0.828) -2.02(0.986) A>B* Group: 

0.0258* 

Time: 0.2879 

Group*Time: 

0.4909 

△Ret 5Y - 

DB 
1.59(0.846) -1.73(0.986) A>B* 

Time post 

hoc Sig 
NS NS  

 

Linear mixed model; * P< .05; Control, the group didn’t have mandibular third 

molars at debonding; M3-remaining, the group had mandibular third molar at 5 

years after debonding; DB, debonding; Ret 2Y, retention 2 years; Ret 5Y, retention 

5 years; M2, mandibular second molar; OP, occlusal plane; M2-OP, angle of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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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 

Control group에 비해 DB-remaining group은 M1과 M2가 이루는 

각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P<0.05). 

 

Table 5. Mean changes of angle between M1 and M2  

M1-M2 

Variable 

Control 

Estimated 

Mean(SE) 

(A) 

M3-remaining 

Estimated 

Mean(SE) 

(B) 

Group 

post 

hoc Sig 

Overall  

p-value 

△Ret 2Y - 

DB 
-0.01(0.512) 2.64(0.609) A<B** 

Group: 

<.0001*** 

Time: 0.0797 

Group*Time: 

0.0940 

△Ret 5Y - 

DB 
-0.66(0.518) 2.56(0.609) A<B*** 

Time post 

hoc Sig 
NS NS  

 

Linear mixed model; * P< .05; ** P< .01; *** P< .001; Control, the group didn’t 

have mandibular third molars at debonding; M3-remaining, the group had mandibular 

third molar at 5 years after debonding; DB, debonding; Ret 2Y, retention 2 years; 

Ret 5Y, retention 5 years; M1, mandibular first molar; M2, mandibular second 

molar; M3, mandibular third molar; M1-M2, angle between M1 and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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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의 깊이, 각도에 따른 대구치 치축 각도

의 변화(Table 6) 

치료 종료 시 하악 제 3대구치 깊이에 따른 하악 제 2대구치의 치축 

각도와 하악 제 1 대구치와 제 2 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은 

상관관계가 없었다(-0.3<r<0.3). 

치료 종료 시 하악 제 3대구치와 제 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에 따른 

하악 제 2 대구치의 변화량을 살펴 보았을 때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DB 와 Ret 2Y 사이에서 약한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5<r<-0.3). 치료 종료시 하악 제 3대구치와 제 

2 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에 따른 하악 제 1 대구치와 제 2 대구치가 

이루는 각의 변화량 역시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나 DB와 

Ret 2Y사이에 약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3<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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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anges in angle of each molars 

and depth of M3(mm), angle of M3(°)  

Variables 
M3 (depth) DB M3 (angle) DB 

r p-value r p-value 

△Ret 2Y- DB      

M1–OP -0.0144 0.9117 0.0065 0.9642 

M2-OP -0.1012 0.4338 -0.3404 0.0156* 

M1-M2 0.086 0.5064 0.3486 0.0131* 

△Ret 5Y- DB      

M1-OP  -0.1485 0.2493 0.0653 0.6523 

M2-OP -0.1158 0.3702 -0.2901 0.041* 

M1-M2 0.0072 0.9556 0.3061 0.0306*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r; Very high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90 to 1.00(-0.90 to -1.00); High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70 to 0.90(-0.70 to -0.90); Moderate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50 to 0.70(-0.50 

to -0.70); Low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30 to 0.50(-0.30 to -.50) ; negligibl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00 to 0.30(0.00 to -0.30); SD, standard deviation; * P< .05; DB, 

debonding; Ret 2Y, retention 2 years; Ret 5Y, retention 5 years; M1, 

mandibular fisrt molar; M2, mandibular second molar; M3, mandibular third 

molar; M1-OP, angle of M1; M2-OP, angle of M2;  M1-M2, angle between M1 

and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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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종료 시점 나이와 하악 대구치의 치축 각도의 변화의 상관관계 

(Table 7)  

치료 종료 시점 나이와 하악 대구치의 치축 각도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DB에서 Ret 2Y사이, DB와 Ret 5Y 사이 모두 

나이와 하악 대구치 치축 각도의 변화는 상관관계가 없었다(-0.3<r<0.3).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anges in angle of each molars 

and age 

Variable 
Age 

r p-value 

△Ret 2Y- DB    

M1-OP  0.001   0.9906 

M2-OP 0.134 0.1513 

M1-M2 -0.123 0.1879 

△Ret 5Y- DB    

M1-OP  0.264 0.0048 ** 

M2-OP 0.289 0.0005 ** 

M1-M2 -0.130 0.1698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r; Very high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90 to 1.00(-0.90 to -1.00); High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70 to 0.90(-0.70 to -0.90); Moderate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50 to 0.70(-0.50 

to -0.70); Low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is 

0.30 to 0.50(-0.30 to -.50) ; negligible correlation, size of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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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0.00 to 0.30(0.00 to -0.30); SD, standard deviation; * P< .05; ** 

P< .01; DB, debonding; Ret 2Y, retention 2 years; Ret 5Y, retention 5 

years; M1, mandibular fisrt molar; M2, mandibular second molar; M1-OP, 

angle of M1; M2-OP, angle of M2;  M1-M2, angle between M1 and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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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 종료(DB), 치료 종료 후 2년(Ret), 치료 종료 후 5년(Ret2) 시 

성별에 따른 대구치 치축 각도의 변화 (Table 8) 

 시간이 지남에 따라 M2의 치축 각도의 변화량을 보았을 때 female 

group과 male group 간에 변화량의 유의차가 없었다(P>0.05). 

 

Table 8. Changes in angle of second molar : comparison by gender 

M2-OP 

Variable Female Male 

Group 

post 

hoc Sig 

Overall p-

value 

△Ret 2Y - DB -1.09(1.231) -0.82(0.891) NS Group: 0.2488 

Time: 0.3513 

Group*Time: 

0.1902 

△Ret 5Y - DB -1.43(1.231) 1.18(0.906) NS 

Time post 

hoc Sig 
NS NS  

 

40\Linear mixed model; * P< .05; DB, debonding; Ret 2Y, retention 2 years; 

Ret 5Y, retention 5 years; M2, mandibular second molar; OP, occlusal plane;  

M2-OP, angle of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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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악 제3대구치가 치료 종료 후 5년까지 

남아있는 경우,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교합 

평면에 대해 하악 제2대구치가 2년동안 2.02±0.986 °, 5년간 

1.73±0.986 °원심 경사되었다.  

하악 제3대구치의 50~70%는 매복된 형태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50% 정도는 근심 경사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근심 경사되어 있거나 수평 

매복 된 하악 제3대구치는 인접한 제2대구치의 치근 흡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맹출이 어렵다면 예방적 발거가 추천되어 왔다(B.Kahl et 

al., 1994). 하지만 제3대구치의 예방적 발거에 대한 의문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제3대구치의 예방적 발거의 대상이 되었던 

환자들 역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follow up을 한다면 제3대구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있는 실정이다(Steed et al., 2014).  

본 연구의 실험군의 경우 하악 제3대구치가 매복되어 있었으나 치료 종료 

시에 임상적인 환자의 불편감이나 인접치의 충치, 치근 흡수, 치아의 파절 

혹은 제3대구치로 인한 낭종이나 종양 등의 발생이 없어 발치하지 않고 치료 

종료 5년시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치축 각도의 

변화량은 하악 제2대구치 치축각도 변화량의 경우 치료 종료 후 5년간 

1.73±0.986 °,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은 치료 종료 

후 5년간 2.56±0.609 °였다. 이러한 실험군의 특성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성장이 완료된 환자에서 특별한 임상적 증상 없이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에 

따른 인접 치아의 장기간의 변화양상을 비교적 같은 조건의 대조군과 

장기간의 비교, 관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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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을 보면,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가 있었던 M3-remaining group은 control group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치아가 이루는 각도가 증가하였다(P<0.05). 치료 종료 

시점에서 치료 종료 5년시까지 하악 제1대구치의 각도는 세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었으므로(P>0.05) 두 대구치간 각도 변화는 하악 

제2대구치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치료 종료 5년시까지 하악 

제3대구치를 유지한 경우 하악 제2대구치가 원심경사되어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치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선 결과에서 하악 제2대구치의 각도변화량이 치료 종료 후 2년뒤 보다 

치료 종료 후 5년뒤에 줄어든 것은 교합력에 의한 치아의 근심 경사 

경향(Picton et al, 1962)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치료 종료 후 

2년시까지의 하악 제2대구치 각도 변화량과 치료 종료 후 5년시까지의 각도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므로 하악 제3대구치의 잔존으로 

인한 하악 제2대구치의 원심경사는 치료 종료 후 2년 내에 뚜렷하게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악 제2대구치의 각도 변화에 유발요인을 알아보기위해 다음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의 깊이는 하악 

제2대구치의 각도,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각도 변화량과 상관 

관계가 없었다(-0.3<r<0.3). 치료 종료 시점에서 하악 제3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에 따른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도, 하악 

제2대구치와 제1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 모두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 종료 시점에서 치료 종료 후 2년까지의 변화량을 

보았을 때 하악 제2대구치의 각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5<r<-

0.3). 또한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이루는 각도의 변화량 역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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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와 치료 종료 후 2년 사이에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3<r<0.5).  

 다음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른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도 변화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각각 치료 종료 시점에서 치료 종료 2년 후까지의 하악 

제2대구치 치축 각도의 변화량과 나이의 상관관계, 치료 종료시점에서 치료 

종료 5년 후까지의 하악 제2대구치 치축 각도의 변화량과 나이와의 상관 

관계를 보았다. 이때 나이와 성별 각각 하악 제2대구치의 각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는 없었다(-0.3<r<0.3).  

본 연구의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성장이 완료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군에서 

제3대구치의 nolla’s developmental stage 역시 대부분 stage 8 이상, 즉 

치근이 2/3 이상 형성되었기 때문에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대구치의 깊이 및 

각도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이용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 대해 종전 연구에서 

왜곡이 있지만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비교 시 치아의 위치와 

경사(inclination) 평가 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F. 

Ezoddinl et al, 2011). 또한 치근 평행도에서 CBCT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위는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MA et al, 2008)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관찰한 하악 대구치 부위에서는 비교적 왜곡이 적고 재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의 경우 head posture에 따라 근원심 

각도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Ian W. et al., 2001) 한 환자에게서 

재현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비교적 오차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3차원 입체 영상이 아닌 2차원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치아의 치축 각도 변화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3차원 입체 

영상의 한 종류인 Cone beam CT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플라스터 모델(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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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tandard)과 비교하였을 때는 Cone beam CT가 치근의 근 원심 

angulation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James et 

al., 2007).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치료유지시에 cone beam CT를 얻을 

수 있다면 추후 cone beam CT를 이용한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26 

 

Ⅴ. 결론 

 

 

 치료 종료 시 하악 제 3대구치가 없었던 경우와 하악 제 3대구치가 있었던 

경우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기준 평면에 대한 각각의 

치축 각도와 깊이를 조사하고 각도에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나이, 성별 특성을 알아보고 하악 제 3대구치 유무에 

따른 인접 하악  제 2대구치의 치축 각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료 종료 후 하악 제3대구치가 남아 있던 경우 치료 종료 시 하악 제3

대구치가 없었던 경우보다 치료 종료 5년까지 하악 제 2대구치가 원심 

경사되었다(p<0.05). 

2. 치료 종료 시점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깊이는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도의 변화에 영향이 없었으며(p>0.05) 하악 제3대구치의 각도가 클수

록 하악 제2대구치는 약하지만 원심경사되는 경향이 있었다(0.3<r<0.5, 

p<0.05). 

3. 치료 종료 시점부터 치료 종료후 5년까지의 하악 제2대구치의 치축 각

도의 변화는 성별, 나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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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mpacted mandibular third molars on the 

axis of the mandibular second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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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ntic treatment usually starts at adolescence, with 

assumption that remaining minimal growth. During this period, the 

mandibular third molar usually appears in the oral cavity, providing 

a chance for orthodontists to observe its eruption and development 

of mandibular third molar. Preventive extraction of third molars is 

a topic of controversy and whether third molar can aggravate 

anterior dental crowding is still debatable. Furthermo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position, angle, and torque 

of adjacent mandibular second molar is yet insufficient. 

 



30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impacted third 

molar on the axial angle of adjacent second molars during the post-

orthodontic maintenance period. 

In this study, panoramic x-ray was used and 116 quadrants were 

evaluated. Out of the 116 quadrants, those without third molars at 

the end of orthodontic treatment were classified as control 

group(n=68) and those with third molar from the end of treatment to 

5 years after were classified as experimental group(M3-remaining 

group, n=48).     We measured changes in angle of mandibular second 

molar and angle between mandibular second molar and first molar 

over 5 years after debonding. 

Furthermore, the axis of second molar and angular changes in first 

and second molars depending on age, sex, depth and angle of third 

molar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andibular second molars were tilted distally until after 

5 years post-treatment in patients with remaining 

mandibular third molar at the end of treatment compared 

to those without mandibular third molar(p<0.05). 

2. Depth of third molars at the end of treatment was not 

correlated to change of axis in second molar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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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of third molars and distal tilting of third molar 

had a low positive relationship(0.3<r<0.5, p<0.05). 

3. Age and sex were not correlated to change of axis in 

mandibular second molar 5 year post-treatment(p>0.05). 

 

 

 

 

Key words: Mandibular third molar, axis of mandibular second molar, 

angle of mandibular second mol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