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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5월부터 C형 근관 치료 수가가 신설돼 급여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개원가에 C형 근관 치료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취지로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특별임상강좌를 게재합니다. 특히 이번 강좌를 위해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에서 함께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C형 근관의 치료(2) - C형 근관의 근관 성형
근관 치료에 있어서 근관 성형은 크게 두 가지 목

으로 확보하고 성형한다. (그림 7) 주로 근심협측 또는

적을 가지고 있는 치료 과정이다. 첫 번째는 근관계

원심협측 근관 입구의 위치에 근관이 확보되는 경우들

(Root canal system) 내의 세균과 치수 잔사를 제거

이 많으며, 환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근관이 몇 개인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관 충전을 위한 형태를 만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성형이

는 것이다. C형 근관은 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림 8)

다른 근관 형태보다 근관 성형 과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본 강좌에서는 C형 근관 하악 제2 대구치의 근관
성형 과정에 관한 몇 가지 팁과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자 한다.

1. C형 근관 여부 판단
C형 근관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첫
번째는 치료 전에 C형 근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

그림 3, 4. 방사선 사진상에서 C형으로 보이지 않는 C형 근관 증례

이다. CBCT와 같은 3차원 방사선 사진을 활용하면 쉽

한국인의 하악 제2 대구치 C형 근관에 관한 연구1)에

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모든 치료 증례들에

의하면 85.9%가 양측성으로 보고되었다. 반대측 치아

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치료시 주로 사

의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보거나, 반대측 치아에 대한

용하는 표준 방사선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은 2차원으

치료기록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는 것도 C형 근관 여부

로 C형 근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C형 근관이 예

있지만, C형 근관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을

상된다면 일반적인 근관 형태에 비해 좀 더 중앙에 위

놓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근의 끝부분이 나뉘

치하며 C자 형태를 그리는 와동 형성을 시행하는 것이

지 않고 모여 있거나, 근원심 치근의 치근단 부분 사이

불필요한 치질 삭제를 줄이고, 근관을 놓치지 않고 찾

에 연결된 선이 보이는 경우(그림 1, 2의 △), 근관이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7. C형 근관 증례에서 일반적인 근관 확보 및 성형 순서

치근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내부 쪽으로 치우쳐 보
이는 경우(그림 1, 2의 ＊)에는 C형 근관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C형 근관의 근관 성형 순서
근관 와동 형성 후 치수강저의 횡단면 형태를 파악하
고 그에 맞는 성형을 시행하게 된다. C형 근관의 일반
적인 분류에서 1형은 전체 근관이 C자로 연속되는 형태
이며, 2형과 3형은 근심설측 근관이 따로 분리되며 원심
근관이 넓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C형 근관의
근관 성형시 주요 근관인 원심 근관와 근심설측 근관
을 먼저 찾아서 성형하는 것이 추천된다. 특히 근심설

그림 8. 다수 근관 확보 및 성형 증례

측 근관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근심측 dentin shelf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C형 근관의 근관 성형시 고려 사항
C형 근관의 근관 성형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과확대
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치근의 내측
danger zone을 과확대하여 strip perforation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9) 만약 치근의 형태
가 하나의 원형에 가깝거나 두꺼운 경우는 좀 더 크게
성형해도 문제가 없으나, 치근이 얇은 경우 쉽게 천공
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10,11)

그림 1, 2. 방사선 사진상에서 보이는 C형 근관 증례 및 특징

하지만 방사선 사진에서는 C형 근관을 예상하기 어
려우나 C형인 경우들도 있으니 하악 제2 대구치의 치
료시에는 와동 형성을 진행하면서 근관 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4)

그림 5, 6. 숨어있는 근심설측근관의 확보 및 성형 증례

근심설측과 원심근관을 확보하여 성형한 후에는 두
근관을 잇는 선상에서 파일이 진입되는 부분들을 근관

그림 9. C형 근관의 내측 Danger zone

<52면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