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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2, 15, 25, 26, 31, 35, 36

제9장

근관장 측정과 관련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in Working Length Determination

        치수제거 이후의 치유 과정은 치수가 절단된 지점에 바로 

인접한 조직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는 이들 조직의 생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5

R. KRONFELD, 1933

 치아의 불편감이 계속되며 치근단의 방사선투과상이 나

타날 경우, 근관장 전체를 통해 치근단조직으로 도달하기 위한 

치근단부로의 접근은 필수적이다.24

L.I. GROSSMAN, 1946

         방사선사진의 질, 해부학적 구조물의 중첩, 비정상적인 

치근단공의 위치 등은 근관장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다.

D.H. PRATTEN, N.J. MCDONALD, 1996

문제 해결 목록

이번 장에 기술된 작업장 결정에 관한 문제 해결 논제는 다음과 같다.

● 근관장 측정을 어렵게 하는 해부학적 구조

● 치근단 해부학 및 근관장 측정에 미치는 영향 

근관장 측정: 방사선학적 기법

근관장 측정: 전자 근관장 측정기

근관장 측정: 기타 방법들 

●   치수 및 치근단의 상태 그리고 이들이 근관장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과 도전

● 근관장 측정이론에 기반한 근관치료의 술 후 합병증 및 결과

지난 수년간, 치근단부는 많은 해부학적, 임상적 연구에서 주

목받아 왔다.* 이 부위의 해부학적 다양성은 널리 인식되었지

만, 그 치료의 기준에 있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근관장 측정을 어렵게 하는 해부학적 구조

포유류 치근단은 시멘트질, 상아질, 혈관, 신경 및 결합조직

으로 구성된 복잡한 생물학적 단위이다. 근관치료의 장기적 성

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구 조작 및 충전 과정과 근단

의 해부학적 구조 사이의 상호관계이다.41,47,53 근단부를 포함한 

근관계의 형태학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치근 형성과 발육은 Hertwig 상피근초(Hertwig’s epithe-

lial root sheath; HERS)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치근의 외

형을 세밀하게 나타낸다. HERS는 외치상피(external dental 

epithelium)와 내치상피(internal dental epithelium)의 증

식으로부터 유래한 두 층의 상피세포로 구성된다(그림 9-1). 

HERS의 가장자리, 즉 상피횡경막(epithelial diaphragm)은 

1차 근단공을 둘러싼다. 다근치는 HERS로부터 내부로 증식

한 상피세포의 ‘tongue’에 의하여, 1차 근단공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형성된다. 그러므로 HERS는 치근의 

수, 크기 및 외형을 결정한다. 치근 형성이 시작되면, HERS는 

분해되기 시작하여 Malassez 상피잔사(epithelial cell rests 

of Malassez)라고 알려진 유창망(fenestrated network)을 형

성한다. HERS가 분해됨에 따라, 결합조직 세포는 백악모세포

(cementoblast)로 분화되고, 백악질이 상아질 위에 축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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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끝난 영구치의 치근단의 외형은 다양한 변이를 나

타낸다(그림 9-5). 근첨부가 미완성된 어린 치아의 경우, 결합

조직(dental papilla)을 포함한 깔대기 모양의 입구(funnel-

shaped opening)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9-6). 근첨부 

발육이 완성되면, 개방된 근단은 폐쇄되고 시멘트질은 근첨부

에 축적되는데, 이는 부식, 마모 및 교모로 인한 치관부 치질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 ‘정상적인’ 근단 

복합체 형태의 점진적인 변화는 증명되어 왔으며,35 추가 연구

를 통하여 증령에 따라 근단공 중심이 정점 또는 근단 중심으

로부터 더욱 변이됨이 나타났다.55 흡수 과정 또한 근단 복합체

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그림 9-7, 9-8). 이러한 흡수 과정

은 정상적인 개조 과정, 교정적 치아 이동 및 치수, 치근단조직 

염증의 결과일 수 있다.

치근단부 근관의 내부 형태는 odontoblast에 의한 상아

질의 침착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형태학적

인 변이를 보이는 조직학적인 기준점은 cementum-dentin 

junction(CDJ)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치관부 조직은 

치수로 분류하며, 치근부 조직은 치주인대에서 유래된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치근부 조직은 치수로의 혈관

과 신경을 공급한다(그림 9-9).5 이 부위의 근관 벽은 백악질로 

덮여 있으며, 치주인대가 출입한다. 근관은 치관부측 말단에서

부터 가장 좁은 부분인 근단협착부(minor foramen)까지 점진

적으로 좁아지며, 일반적으로 상아질 내에 존재하지만 필수조

상아질이 정교하게 형성되기 이전에 HERS가 분해되면, 임상

적 영향을 야기하는 해부학적 구조인 측방관이 형성될 것이다

(그림 9-2~9-4)(제18장 참조). 치근의 성장은 치아 맹출 후에

도 3~4년간 이어지며, 그로부터 수년 후에야 치근단의 폐쇄가 

일어난다.

그림 9-1. 발육 중인 치근 구조에 존재하는 잔존 HERS. 이는 치조골 내

부로 합입되면서 치근 형성을 담당하는 한 층의 내·외 법랑상피(inner & 

outer enamel epithelium)이다.

그림 9-3. 근심측 근관에서 시작하여 근심치근 원심면에 존재하는 커다란 

측방관. 충전재로 확인되며, 측방 병소가 관찰된다.

그림 9-2. 상악 제1대구치 근심협측치근의 구개측 사진. 치근의 근첨부 

1/3에서 여러 개의 근단공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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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A, 하악 소구치의 횡단면에서 거대한 측방관이 조직학적으로 확인된다. 치근 측방면 상의 낭성 병소 발생이 관찰된다. B, 측방관의 주사전자현

미경사진(×1,800).

그림 9-5. 다수의 근단공은 작업장 결정, 근관 세정 및 형성, 소독과 충전 

등에 있어서 임상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 9-6. 형성 중인 미성숙 치근의 전반적인 사진. 거대한 치유두와 전

진한 치근초(root sheath)가 관찰된다(좌·우측). 화살표는 잔존 상피초를 

가리킨다.

그림 9-7. A, 흡수된 치근단. B, 주사전자현미경사진에서 상당한 불규칙성이 관찰된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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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두 치아의 치근단흡수를 보여주는 방사선사진. 왼쪽 치아는 근

단부에 함입 중인 외흡수 병소가 관찰되는데 이는 백악-상아 경계의 위치

를 변화시킨다. 그림 9-9. 실제 치근 길이보다 짧게 근관충전(RCF)된 치근. 조직학적으로 

충전재 주위의 치주인대세포로부터 형성된 경조직(검은색 화살표)이 관찰

된다. 근단공 내면에서의 백악질 형성(흰색 화살표)을 확인하자.

그림 9-11. 탈회되고 세정된 치아의 근단부 삼각주(apical delta) 형성. 다

수의 작은 근관에 치수석이 존재한다.

그림 9-10. 백악상아 경계에서 근관 말단의 다양한 가능성.

건은 아니다. 초기에 함입되면 ‘치수 근관구조가 근첨부 1/3에

서 극도로 다양해짐’을 나타낸다. 현재 constriction의 내부 구

조는 5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Single constric-

tion point, tapering constriction, multiple constriction, 

parallel constriction, blocked constriction(그림 9-10).17 

근단협착부에서 근첨부 쪽의 근관계는 다시 벌어져서 백악질 

내에 존재하는 ‘주근단공(major foramen)’을 형성한다. 이러한 

모래시계 형태의 근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근관의 세정, 형성, 충

전은 상아질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apical constriction을 넘

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근관계의 근첨부는 가장 많은 수의 변이를 나타내는데, 치아

의 27.4%에서 부근관과 측방관, 또는 광범위한 수지상(근단부 

삼각주 ‘apical delta’로도 알려짐) 구조를 나타냈다(그림 9-11, 

그림 9-5 참조). 이러한 구조가 존재한다면, 근관 내 괴사조직

의 철저한 제거를 위하여 부가적인 기계적 세정과 성형이 필요

하다(제10, 11장 참조). 사실, 이러한 구조의 완벽한 세척은 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지 상부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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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2. A, 근단공의 위치가 근첨에서 치관부 쪽으로 관찰된다. B, 조직학적 증거와 확증(H&E stain ×4). 

제 및 충전재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치료 후 합병증을 예

방할 수 있다.10,14,31,37,60

“Glossary of Endodontic Terms” 제7판에서는 근관장을 

‘치관측 기준점으로부터 근관 성형과 충전이 종료되어야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다.21 이를 위해서는 근관장의 이상

적인 근단부 경계는 백악상아 경계로서 조직학적으로 확인해

야 한다. 백악상아 경계는 협착부 또는 근관의 협소 부위(mi-

nor constriction)로 대표되는데, 이는 건전 상아질에서 api-

cal seat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지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

듯이, 근단협착부에는 방대한 다양성이 존재하여 작업장 결정

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26,43,44 더욱이, 근단협착부

는 근단공과 혼동하여서는 안 되는데, 근단협착부는 대부분 근

첨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7,8,10,27,29

근단공에서 근단협착부까지의 거리는 백악질 축적의 증가 또

는 치근단흡수와 같은 다수의 인자에 좌우된다(그림 9-13A). 

두 과정 모두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받는다. 특히 

치주질환의 경우, 백악상아 경계의 해부학적 외형이나 위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이는 흡수 과정이나 백악질 축적이 근관 내

부로 잘 진행되기 때문이다(그림 9-13B). 치근의 근단공이나 백

악상아 경계의 위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방사선학적 근

첨부에서 치관부 쪽으로 약 3mm 또는 그 이상의 지점까지 존

재할 수 있다(그림 9-14). 이러한 해부학적 변이는 작업장 결

정과 근관기구 조작 및 충전에 필요한 정확한 위치 확인에 주

겨진 조직들이 궁극적인 치근단부 치유 과정에 기여할지도 모

른다.3,31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인간 치아에서 주근단공은 방사선

학적 근첨부와 해부학적 근첨부 모두와 다르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9,36(그림 9-12). 마찬가지로, major foramen은 mi-

nor foramen 또는 constriction과 떨어져서 존재하는데, 평

균 0.5mm 정도의 거리 차이를 보인다(그림 9-12B).9 이러한 모

든 해부학적 다양성은 근관치료 동안에 행해지는 임상적 결정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적인 지점을 추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때때로 임상의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며, 궁극적으로 임상적으로 예후가 좋거나, 방사선사진상의 

치유를 관찰한 후에야 이를 확신할 수 있다.41,47,53

 

치근단 해부학 및 근관장 측정에   
미치는 영향
  

근관충전 이전에 근단공과 근단협착부의 정확한 위치를 아

는 것은 흔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30 그러나 가능한 3차원적 

다양성(예: 증령, 외상, 교정적 치아이종, 치근단 병변, 치주 병

변)을 안다면, 근관장 결정 시 그리고 근단 상아질 주위와 치근

단조직에 형성된 백악질에 기구 조작하는 동안에 상당한 손상

을 예방할 수 있다.18 아울러 잔존조직, 근관치료에 사용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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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이 일어날 수 있다(제18장 참조). 백악상아 경계부까지 파

일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도달하게 하는 것은 working length

의 측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Working length 측정을 위해, file을 치근단부로 접근시키

는 데에 있어 최근에는 preflaring technique을 강조하는 추

세이다.39,54 주된 내용은 근단 1/3 부위에 대한 직선 통로를 확

보하는 것이며, 근단부까지 기구를 진입시키기 전에 치근의 치

관부 2/3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39,54 이

는 작업장 결정 시 치관부 방해 요인을 제거하며, 백악상아 경

계로의 기구 진입효과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만곡 근관의 경우 직선 통로를 확보한 후에 근관장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히 만곡부 주변에 잔사가 쌓여 일

반적인 형성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침착된 경우에 더욱 심하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었으며, 이

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38 만약 근관장을 직선통로 확

보 이전에 측정하였다면, 치관부 2/3를 형성한 경우 작업장은 

1mm 이상 짧아질 수가 있다. 직선 통로는 근관입구에서 기구

의 꺾임을 방지하고, 파일이 기준점에서보다 치축에 평행하게

끔 위치하게 한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working length를 얻

을 수 있다(그림 9-15). 만약 치근 외형, 근관 형태 및 근단공 

개방(foramen patency)에 관한 전반적인 파악과 근관의 막힘 

방지에 필요하다면, 치관 2/3 형성 전에 예비 근관장을 측정할 

수 있다. 평균 치아 길이에 관한 지식, 손가락으로 느끼는 촉감 

및 디지털 방사선사진의 사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직선통로가 확보되면 좀 더 정확한 작업

장을 결정해야만 한다.

된 영향을 끼친다.

최종 근관장을 확정하기 전에, 치수강에 대한 치관부 접근 

시 근관입구에 대한 직선 통로를 확보하여, 이후의 근관 내로

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제18장 참조). 전치부에서 ligual 

ledge 또는 incisal edge의 제거 실패는 종종 이러한 직선 접

근을 방해하여, 결국 백악상아 경계까지 기구가 접근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존재하는 모든 근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실패

할 수 있으며, ledge를 동반한 근관의 천공을 일으키는 등의 문

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구치부에서는 주로 대구치나 다근치의 소

구치에서 cervical ledge나 bulge의 제거에 실패하는 경우, 결

국 근관을 놓치거나 치관부 1/3 지점의 ledge formation이나 

그림 9-14. C형 치근의 치근단 사진. 근관 주위의 치근 형태를 확인하라. 

백악질층이 근단공 내부로 함입되었다. K-파일(화살표)은 실제 치근 면에 

도달하기 전에 근관으로부터 나왔다. 실제 근단공은 빨간색 선의 너비로 

나타낸 바와 같이, 근관 출구보다 훨씬 더 크다. 근관장 결정은 치근단조직

에 손상을 야기할 것이다.

그림 9-13. A, 치근단흡수 소견이 관찰되는 하악 대구치. 백악상아 경계를 파괴한 괴사상태의 감염 치수조직 때문에 발생한다. B, 외부 백악질층(검은색 

화살표)과 근단공 내부 시멘트층(흰색 화살표)에서 관찰된 치근단흡수의 조직학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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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약 파절이 일어난다면 이미 확립한 작업장 결정을 복잡하

게 할 뿐 아니라 파절이 치주인대 하방까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치주적인 문제나 수복학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제17장 참조). 

치근단흡수를 야기할 수 있는 병리적 과정은 백악상아 경

계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근단협착부를 파괴할 수 있다(그림 

9-16). 이는 작업장을 확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용인 가능

한 위치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다. 

임상적 문제

문제: 19세 남자 환자로 상악 좌측 견치의 mild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그는 교정장치를 18개월간 장착하고 있었다. 해당 치아

는 타진과 촉진에 약간 통증을 보였고, 치수 민감성 검사에서 반대

측의 견치보다 떨어지는 반응을 보였다. 방사선사진상으로 근심면 

중반부와 치근단에 명백한 흡수상이 나타났다(그림 9-17A). 주목해

야 할 것은 근심부 흡수의 정도와 근관치료로서, 이와 같은 흡수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Working length의 종점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18개월간 교정치료를 받았고, 흡수상이 나타나고 있는 치아이

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할 수 있다(심한 흡수상을 보이는 측

절치와 소구치를 주목하자).

해결: 치근의 흡수를 고려하여 working length를 짧게 설정하였다

(그림 9-17B). 물결상의 치근부를 주목해 보자. 근관은 세척, 형성

과정을 거쳐, 흡수된 첨단보다 약간 짧은 길이로 충전하였다. 6개월 

후 F/U에서 좋은 골반응과 흡수의 정지가 나타났다(그림 9-17C).

그림 9-15. 근심협측치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관 만곡이 존재하는 경

우, 직선-통로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림 9-16. A, 파괴적인 치근단흡수와 백악상아 경계부의 파괴를 보여주는 조직학적 소견. B, 파괴적인 치근단흡수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좋은 지점에서 

작업장을 설정하였다.

근관와동의 형성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우식, 유리법랑질, 

불완전한 수복물은 제거하여, 작업장 결정에 도움이 될 안정적

인 참고점(reference point)를 확보해야 한다(제8장 참조). 이

는 특히, 치료 완성을 위하여 한 번 이상의 내원 약속이 필요

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 전형적인 기준점은 파일에 가장 가깝

고, 근관 세정과 성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확하게 확인

될 수 있는 지점이다.18 만약 상당한 치관부 파괴가 존재하고 광

범위한 수복 과정이 예상된다면, 지지받지 못하는 치아 구조는 

제거하는 것이 내원 사이의 파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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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8. 부적절하게 위치된 stop은 작업장 정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흡수 과정이 진행되면, 방사선사진상 근첨부는 

편평하지 않은 불규칙한 외형을 나타내며, 치근단 받침을 형성

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치근단에서 인접면 

흡수 정도는 인지되는 반면, 협설측의 상실은 모호하다. 협설

측 흡수는 치아 구조의 20~40% 정도가 탈회되고 대치성 흡수 

증거가 관찰될 때까지는 식별되지 않는다.1 만약 방사선사진에

서 물결모양의 울퉁불퉁한 인접면 변연이 확인되면서 치근단흡

수 소견이 관찰된다면, 상당한 3차원적 흡수가 이미 일어난 것

이고, 나아가 작업장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그림 9-17. A, 교정적 치아 이동이 진행 중인 상악 견치. 측면의 흡수 소견을 확인하라(화살표). B, 작업장 측정. C, 6개월 후 재평가 사진. 안정적인 소견

이 관찰된다.

서 치근단 받침을 형성하거나 근단부를 좁게 하고(apical nar-

rowing) 협착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임상의의 판단, 경

험, 촉감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진단학적, 방사선학적 기술 등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근첨부가 흡수 파괴로 인하여 넓게 개방되

어 있다면, 전기 근관장 측정기는 신뢰할 수 없으며 임상적 가

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흡수된 근첨부 상방

에서 치관부에 가장 멀리 위치하면서, 건전한 방사선밀도를 나

타내는 지점을 확인해야만 한다.28,52 이러한 위치를 새로운 방

사선학적 근첨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이 지점으로부

터 치관부 쪽 1~2mm 이내로 설정된다.28 상상컨대 광범위한 

불규칙성 치근단흡수의 경우, 새로운 작업장은 본래 근첨부로

부터 치관부 방향으로 5mm 또는 그 이상에 위치할 수 있다.

실리콘스탑(silicon stop)은 근관장 측정을 평가하고 안정적

인 기준점으로 되돌아가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제10장 

참조). 스탑이 파일에 대하여 정확한 각도로 위치하도록 주의해

야 한다(그림 9-18). 그렇지 않다면 파일을 사용하는 동안 수 

mm 이상의 근관장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근관장 상실과 

함께 근단공의 천공과 비박화(stripping), apical seat의 불완

전한 세정 및 성형 등을 야기할 것이다. 시중에 출시된 스탑은 

눈물방울 모양이거나 톱니 모양이며, 근관의 만곡도로 인해 발

생한 기구 만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위치시킬 수 있다. 일단 근

관장이 확정되면, 이것은 working length를 유지하는 데 필수

적이다. NiTi 기구는 물론 stainless steel 기구 모두에서 이러

한 스탑을 이용할 수 있다.

근관장 측정: 방사선학적 기법

방사선사진은 근관치료의 진단, 치료 및 평가에 있어서 성



제9장  근관장 측정과 관련된 문제 해결 193

그림 9-19. A~C, Enhanced digital radiography는 상악 제2대구치에서 

훌륭한 평가를 제공해 준다.

공적인 실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이다(제2, 3장 참

조).6,29,36,42 치료에 앞서 치아와 치근단조직의 방사선학적 평가

는 치근단 복합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를 임상의들에게 제공해 준다.42

근관장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근관 내에 

기구(stainless steel K-파일이나 NiTi 파일)를 위치시키고 치

근단 방사선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18,34 이 방법은 대부분의 경

우 용인할 만한 결과를 제공해 주는데(그림 9-19), 특히 구치

부에서 디지털 방사선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

러나 근관치료를 하는 동안 다른 요인들이 근관장-결정을 복

잡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근관장의 최종적인 정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결점 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된 문제는 촬영된 방사선사진의 질이며, 이는 적절한 필름 위

치, X-선관 각도, 노출 시간 및 필름 현상 과정 등이 복합적으

로 관여된다(제2장 참조). 부적절하게 촬영된 방사선사진으로부

터 결과(예: 근관에 대한 파일 끝부분의 위치, 근관 만곡도)를 

판독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곧바로 전체 근관치료의 질을 변

화시킬 것이다. 또한 단계적인 평가 과정에 근거하며, 기준으로

부터의 변화를 확인하고 치료를 완료하기 전에 이를 제거하는, 

문제 해결 개념을 파괴할 것이다. 판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사선사진으로부터 얻어진 잘못된 자료의 사용은 치료과

정에 추가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근첨부를 넘어서는 기구 조

작, 근관 내 ledge 형성, 근관장 상실 및 관련된 합병증 등을 

야기할 것이다(제2, 3장 참조).18 종종 사진 질의 저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임상의의 잘못에 의해서

도 초래될 수 있다. 환자의 개구 반사, 거대설, 낮은 구강저 또

는 낮은 구개. 이는 초기에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러버댐이 존재하는21 경우

와 같이 양질의 방사선사진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 

권위 및 확신으로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 만일 실패한다면, 추

가 방사선사진 촬영으로 불필요한 노출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치과방사선사진은 3차원적 대상을 단지 2차원적 이미

지로 제공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근

첨부에 대한 근단공과 근단협착부의 해부학적 변이와 더불어, 

방사선사진은 이러한 이유로 작업장 결정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

로 보기는 힘들다.17 게다가, 방사선사진에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나 병리학적 병화가 정상 치근단 구조에 중첩되기 쉽다.18 

방사선투과성의 존재는 밀도의 변화 때문에 방사선사진상에서 

판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관골궁(그림 9-20)과 

같은 방사선불투과성의 구조물이 상악 제1, 2대구치 근첨부를 

가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악 제1대구치 근첨부의 경우 

20%, 제2대구치 근첨부에서는 약 40%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입증되었다.1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진은 근관치료에 있어

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이며, 근관장 결정을 위한 다

양한 방법이 확인되어 왔다. Ingle이 제한한 방법에 의하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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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0. A, 작업장 결정 시 치아 근첨부를 가리는 해부학적 landmark. B, 향상된 디지털 방사선사진과 Enhanced digital radiography와 반전된 상을 

통해 추가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적절한 위치와 노출이 부족하다.

정확한 술 전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잠정근관장’을 결정한다. 

그런 뒤, 가급적이면 ISO size 15 이상의 파일을 사용하여 잠정

근관장까지 진입시키고, 두 번째 방사선사진을 촬영한다. 만약 

파일 끝이 이상적인 위치에서 1mm 이내에 위치한다면, 해당 방

사선사진은 치아 길이를 정확히 나타낸다고 받아들여진다. 다

른 연구자들은 만약 2mm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사선사진으로 작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천하

였다.13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제공

하며, 특히 치수가 염증 상태지만 아직 생활력이 존재하는 경우

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수의 생활력이 없는 경우 특히, 분명한 치근단 방사

선투과성 부위가 존재하거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는 근관장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그림 9-21).57 근관장 결

정의 성공은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1) 근관에 파일을 위치

시킨 후 촬영한 방사선사진의 정확성, (2) 근관장 결정 사진을 

평가하고 파일을 근관에서 안전하게 제거하기 전까지, 파일이 

본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임상의는 작업장

사진으로부터 파일의 정확한 위치뿐만 아니라, 적절한 각도도 

평가하여야만 하며, 사진이 단축(foreshortening)되거나 신장

(elongation)되어 진단에 부적합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확하고 진단에 적합한 사진의 빠른 확보를 위하여, 향상된 이

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방사선사진이 선호되고 있다.

일단 양질의 근관장 측정사진을 얻게 되면, 임상의가 마주치

게 되는 주된 문제는 결과를 해석하는 일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조사자 간, 조사자 내 신뢰도 모두에 있어서, 방사선사

진 판독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22 수직의 평행촬영법으로 촬영

된 사진의 경우, 대상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격

자판을 함께 사용하여 평행촬영법으로 술 전 방사선사진을 촬

영하는 것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믿고 있다. 등각촬영법

을 사용한 경우 방사선사진에서 근첨부로부터 파일의 거리는 

실제 해부학적 파일의 위치보다 0.7mm 더 짧게 관찰되었다.55

단근치에서 방사선사진으로 근관장을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며, 필름을 X선 관구의 전면에 대하여 평행으로 위치시

키면 된다(그림 9-22). 해부학적 구조물이 치근에 거의 중첩되

지 않는다면, 근관장 측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근치의 경

우, 파일 사이의 중첩과 해부학적 구조물의 중첩이 작업장의 측

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종종 임상의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사선학적 근관

장 측정 방법 중 하나가 buccal object rule, 즉 SLOB(same 

lingual, opposite buccal) rule로서, 협·설측 해부학적 구조

물의 위치를 방사선사진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제3장 

참조).18 이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2개의 근관 또는 2개의 치근

을 가진 전치부 치아와 모든 구치부 치아에 대하여, 협·설측 파

일을 시각화하고 각각의 위치를 구별할 수가 있다(그림 9-23).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의 근심협측치근과 원심협측치근을 구개

측 치근에 대하여 이동시킬 수 있으며, 관골궁을 구치부 치근첨

으로부터 이동시켜서 근관장 결정을 위해 삽입된 파일을 명확

하게 관찰할 수 있다(그림 9-24).

임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buccal object rule을 사용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빠르고 쉽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임

상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하면, X선 관구

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지, 설측에 위치한 파일이나 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