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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를시작하기전에방사선사진등으로부터치료해야할치아의근관형태등을파악하는

것이중요하다. 이는빠르고쉽게근관치료를할수있는중요한요소가된다. 만약이러한치아형태

학적문제를소홀히하면같은조건에서ledge, 기구의근관내파절등의여러문제점들을더많이야

기하게된다. 이러한근관형성에 향을미치는치아형태, 치아의위치및이전치료등의고려사항을

미리파악하고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 

근관의 석회화

근관의석회화는심지어숙련된근관치료전문의에게도근관의입구(orifice)를찾는것에서부터

근관형성을완성하는데까지어려움을준다. 구치부인경우근관의입구를찾은다음근관형성시가

장중요한점은근관입구에서근첨까지straight line access가되어야한다. 이러한straight line

access가되지않는상황에서는근관내의file 파절및근관의ledge 등이생기기쉽다. 그림7-1과

같은석회화된근관을형성할때straight line access를하지않으면file이화살표지점에서두번째

꺾어지게되어NiTi rotary file을사용할때파절의가능성이매우높게된다. 

또석회화된근관은path-finding file을사용하여근관의경로를확인한후근관형성을하지않으

면ledge나file의파절이쉽게일어나게되어조심해야한다. 이때RC-prep과같은EDTA를포함한

윤활제(lubricant)를사용하거나17% EDTA 용액과같은chelating agent를사용하면도움이될수

있다. 

근관의 만곡

근관이극심한만곡을가진경우NiTi rotary file을사용할때다루기가매우어렵다. 심지어방사

선사진에서만곡이심하지않는경우라도협설측으로근관의만곡이있어조심하여야한다. 특히근

관의만곡도가비슷한경우라도근관을따라가상외접원을그렸을때반경이적으면더욱file이파절

될가능성이높아진다. 

그림7-2의증례와같이급격한만곡을가진원심근관의근첨부를확대할때원래의apical fora-

men의위치를유지하면서근관확대를마무리하기가어렵다. 근첨부의변이, 첨공, elbow, ledge,

file 파절의가능성이매우높다. 예를들어그림7-2의제2대구치원심근관과같은경우는#10이나

#15 hand file로계속근관장까지길이를유지시키며NiTi rotary file을사용하 다. 근첨부의확대

는.04 taper Profile #25까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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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석회화 된 근관. A, Straight line access를 하지 못
한 경우 근관의 경로가 a선과 같이 화살표 지점에서 두번 꺾이는
형태가 되어 근관형성이 매우 어렵지만, coronal 쪽을 넓혀
straight line access를 한 경우 b선과 같이 근관의 경로가 전체
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되어 근관형성이 어렵지 않게 된다.
B, 치수강개방 후 사진으로 근관 입구가 pulp stone과 sec-
ondary dentin으로 덮여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 Bur와
ultrasonic Buc tip으로 pulp stone과 석회화된 근관 입구를 제
거한 근관입구의 모습. D, Gates Glidden bur를 이용하여
straight line access한 후 근관확대를 마친 모습. E, 근관충전
후 방사선 사진으로 석회화된 근관을 근관입구에서는 straight
line access를 하여 근첨부의 curve를 잘 유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사진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김승국 교수 제공).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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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치아 길이

비정상적으로길거나짧은경우는근관치료가어렵다. 특히근관장의길이가긴경우는파절의위

험성이높다. 대체로근관내벽과file이접촉하는면이많을수록파절의위험성은높기때문이다. 근

관형성을할때치관부근관으로부터먼저확대하는crown-down 방법이더욱유리하다. 그림7-3

과같이근관의길이가26cm되는만곡이있는하악제1대구치에서는근관확대시file의파절가능성

이높을뿐아니라근관형성을하는시간도많이소모된다. 또한치관부근관의확대가부족하게되면

사용하는file의크기가커질수록근관장까지도달하는데어렵다. 이런경우Gates Gridden bur를

이용해근관부를한번더확대할필요가있다. 

두 근관이 근첨에서 만나는 각도가 큰 경우

Wein의분류에서Type II 근관중두근관이만나는각도가큰경우기구의파절가능성이높다. 이

런경우비교적곧은근관을주근관으로확대하며, 다른근관은두근관이만나는곳까지만확대를

하는것이추천된다. 근관을확대하는동안#10-15 K-file로patency를확인을하여야ledge를방지

할수있다(그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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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심한 만곡근관. A, 근심, 원심근관 모두 심한 만곡을 보이고 있다. B, 근심근관과 원심근관에 외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반경이 적은 원심근관이 더 NiTi 전동파일의 파절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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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비정상적으로 긴 하악 구치 증례. A, 치아의 길이가
26cm인 하악 제1대구치로 치관쪽 1/3 부위에서 근관이 급격히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다. B, 근관장 측정을 하는 방사선 사진으로
근심 협측 근관이 S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C, 근관충전 후
사진으로 근심근관 S자 모양이 잘 유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근관형성을 할 때 Gates Glidden bur로 치관부를 충분하게 확
대한 후 Profile .04 taper를 사용하 다. 이런 경우 근첨부에서
NiTi file 파절의 위험도가 높아 근첨부의 만곡부분은 Flex R file
로 Balanced for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유지하 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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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두 근관이 만나는 Type II 근관에서 두 근관 중 한 근관은 그림과 같이 file의 휘는 각도가 커서 file의
파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경우 근첨부는 NiTi rotary file로 근관형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S-curved Canal

임상적으로근관확대및성형에있어S-curved canal은file의파절및kedge가쉽게생기므로가

장힘든근관의형태라고할수있다. S-curved canal을 치료하는데있어기본적인접근방법은

crown-down 방법을이용하면서두개의curve를각각하나씩해결하는데있다. 먼저상부curve

를straight line access 개념을적용하여Gates Gridden bur를이용하여근관부를개방하고어느

정도까지만근관확대를하면초기의근관의curve가많이줄게된다. 그후다시아래쪽curve의근

관확대를하게되면처음부터근첨부를확대하는것보다근관의만곡정도가적은상태에서근첨부를

확대하게된다. NiTi rotary file을사용하는경우근관부의확대없이근첨부를확대하는것은file의

파절가능성이아주높다. 이러한근첨부의file 파절을줄이기위해서는근첨부는hand file로bal-

anced force 방법을이용한근관형성도바람직하다(그림7-5, 6-6). 

치아의 위치

구강내치아의위치는접근도에대한문제를야기한다. NiTi rotary file을장착한핸드피스를사

용해야하는경우head 위치에따라근관이가지고있는만곡도외더위험한상황을야기시킬수있

다. 예를들어환자의개구가충분하지않은경우하악제2대구치의근심근관은핸드피스head의위

치가앞쪽, 즉제1대구치쪽으로치우치게될수있으며, straight line access가충분히되지않는경

우근관자체의만곡외한번더휘게되어마치S-curve를가진치아를근관확대하는것과같이된

다. 그림7-7에서보는바와같이이러한경우head 위치가더깊숙이위치하지못하 고, 근관부의

확대가부족한상황에서근관확대를시도하다치근중간부위의만곡이있는위치에서NiTi file이파

절된것을관찰할수있다.

Ledged Canal

이전의근관치료에서ledge를만든경우NiTi rotary file로다시근관확대를하는것은추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ledge는근관의외벽즉file의삽입시가장직선적인위치에생기므로precurve

할수없는NiTi file로서는 ledge bypass가불가능하다. Ledged canal에서는반드시 precurved

hand file로근관확대를시도해야하며, 어느정도큰 file이 bypass가되기시작하면NiTi rotary

file로근관의성형을시도할수있다. 이때NiTi rotary file은반드시ledge가있는지점을지나간다

음회전시켜야한다(그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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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S-curved 근관은 file의 파절이 많이 일어나며 그 부위는 그림과 같이 두 번째 꺾이는 화살표 지점에서
많이 생긴다.

그림 7-6. S-curved 근관. A, 방사선 사진에서 상악 구치 palatal canal의 S-curved 근관을 볼 수 있으며, 3차
원적인 실제에서는 협설측 방향의 curve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B, 근관충전 후 방사선 사진으로 원래의 S-curve
를 잘 유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근첨부는 Flex O file을 이용하여 Balanced force 방법으로 근관확대를 마
무리지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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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하악 제2대구치에서 straight line access의 부족과 치
아의 접근도 부족이 원인으로 GT rotary file 파절이 있었던 증
례. A, handpiece가 후방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 file의
curve가 적절하게 유지되어 file의 파절의 위험성이 감소된다. B,
handpiece의 앞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두 번의
curve가 있는 상태로 되어 file 파절이 쉽게 생긴다. C, B와 같은
이유로 근관 내 file이 파절되어 있다. D, 파절된 file을 ultrason-
ic tip으로 제거한 후 방사선 사진. E, 근관충전 후 방사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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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aped Canal

C형근관은하악제2대구치에서많이나타나며, 서양인들보다동양인에게서비교적많이나타난

다. 한국인의제2대구치의약33% 정도가C형근관으로보고되고있다. 일반적으로완전한C형과

ML 근관이있는semicolon C형두가지로분류된다. 

해부학적형태의특성으로근관형성이어려우며, NiTi rotary file을사용하는경우에도부족한근

관형성, 근첨천공또는기구파절등의많은문제점을야기한다. 술자의경우근관형성시주된근관,

즉근심설측, 근심협측및원심측의근관을먼저확대한다. 이때는보통의근관형성하듯이주근관

을확대하며, 그후근관과근관사이를확대하기시작하여하나의연결된근관으로만든다. 이때file

을사용하는방법에서새나개구리의물갈퀴를연상하며, 물갈퀴에해당하는가운데는과도하게삭

제하여천공을야기하지않도록한다. 술자인경우대개연결부분은#25 정도로passive하게삭제하

며, 완전한근관형성이어려우므로NaOCl로충분히soaking시켜남은감염된치수조직을제거할수

있도록한다. 또한주의할점중하나는semicolon형에서만곡의방향이협설측에있어방사선사진

에서는잘관찰되지않는근심설측근관의만곡을기억해야하며, 초기에Gates Gridden bur를이용

하여근관부를먼저확대하여들어가야한다. 이러한점에주의하지않으면NiTi file의파절또는근

첨부에서ledge를만들게된다(그림7-9). 

기타 비정상적인 근관형태

근첨이성숙되지않았거나흡수또는치근단병소에의한치근흡수등으로open apex를가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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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하악 제1, 2대구치에 모두 ledge가 있는 증례. A, 제1, 2대구치 근심근관 모두 ledge가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B, 근심근관 모두를 ledge bypass하여 근관충전한 방사선 사진으로 먼저 precurved hand file을
이용하여 bypass를 한 후 근관확대를 하 으며 나중에 shaping할 때만 NiTi rotary file을 이용하 다. 

A B



는hand file이나NiTi rotary file 모두같은문제를가지게된다. 정확한근관장측정, 근첨부의확대

등의여러문제를야기하게되고근관확대시근관장길이의조절역시힘들게되어쉽게overin-

strumentation을하게된다. 가능하면근첨부위에서는rotary instrument보다는hand file로세심

하게주의를해주는것이바람직하며, apexification의적응증인경우는근첨형성을유도해주는것

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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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C shaped 근관. A, 치료 전 방사선 사진으로 C shape을 예상할 수 있다. B, C-shaped 근관으로 부
분적인 semicolon C 형을 보여주고 있다. C, 근관 충전 후의 방사선 사진. D,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 제2, 3대구
치 모두 완전한 C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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