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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면에 이어 계속>

임상

다른 근관과 합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근심 근관

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의도적 재식술로 치료

은 치근단에서 원심 만곡이, 원심 근관은 치근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며 C형 치근의 형태는 치근이 주로

근심으로 만곡되는 S형 만곡 등이 나타날 수 있다.(그

융합되어 있어 벌어진 치근보다 발치의 난이도가 낮아

림 13, 14) 이러한 만곡으로 인해 근단부에서 파일이

오히려 수술적 치료가 수월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분리되거나 ledge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C형 근관 치료시 해부학적 한계점으로 인해

진다. 그러므로 니켈티타늄 파일 사용시 최근 많이 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술후 질환 및 수술적 치료의 가능

용되고 있는 열처리된 유연한 파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록해두는

오류 발생을 줄이는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파일의 단

것이 추천된다.

면 크기와 taper도 치근의 두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5. 근관치료 7년 후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한 C형 증례

그림 10, 11. Danger zone의 과확대로 발생한 strip perforation

연결된 fin 형태의 근관에서 근관 성형 전략을 두

C형 근관은 일반적인 형태에 비해 근관치료의 난이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좌측 그림처럼 큰

도가 매우 높고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치료에 어려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 좀 더 빠르게 시행할 수는 있으
나 치근의 두께에 따라서는 천공과 치질 약화 가능성

그림 13, 14. C형 근관에서 보이는 근관 만곡

움을 준다. 본 지면을 빌어 이번 C형 근관의 근관치료
수가 인상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이 높아진다. 반면에, 우측 그림처럼 작은 파일로 여

C형 근관의 근심설측과 원심 근관을 잇는 선을 따라

하고 싶다. 이번 수가 인상이 자연치아를 살리려고 노

러 개의 근관으로 나누어 성형하는 경우는 시간은 조

주행하는 isthmus 또는 fin 형태를 조금 더 성형해주기

력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힘이 되었으면 하며,

금 더 걸릴 수 있으나 천공과 치질 약화의 위험을 줄

위해서 주 근관에서 사용하는 니켈티타늄 파일을 fin

더 나아가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자연치아를 좀 더

일 수 있다.(그림 12) 치근의 두께와 형태를 고려하

부위 측으로 brushing하거나 가는 초음파 tip을 추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여 적절한 성형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C형 근관에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좁고 가는 부위는 하나

는 작은 크기의 여러 개의 근관으로 나누어 danger

의 근관처럼 성형 및 충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성형

zone을 피해 바깥쪽 방향으로 anti-curvature

및 세정을 할 수 있다면, 열가압 충전법이나 최근 많이

filing technique으로 성형하는 것이 천공을 예방하

사용하고 있는 calcium silicate based sealer를 활용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sealer-based obturation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다.

4. C형 근관의 치료 예후
2016년 RDE에 게재된 연구2)에서 하악 제 2대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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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성공률은 C형 근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를 비교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는 C형 근관 치아도 주의깊게 치료하면 성공할 수 있
그림 12. C형 근관에서 근관 성형의 두 가지 전략

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대학병원 보존과에서 치료
한 증례들을 보고한 결과이며, 실제 개원가 환경에서

C형 근관의 성형시 횡단면 형태와 관련하여 고려할

는 복잡한 형태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점이 많지만, 수직적인 만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

이다. 또한 적절한 성형, 세정 및 충전에도 불구하고 해

다. C형 근관은 치근단 부위에서 내측으로 말려지거나

부학적 한계점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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