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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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끝) - C형 근관에서의 근관 세척과 충전
앞서 발생 빈도와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내용에서

chemical irrigation을 충분히 시행하는 것은 canal

살펴보았듯이, C형 근관은 하악 제2대구치에서 뿐만

filling 시 main canal 사이에 형성된 isthmus, fin

아니라 상악 대구치, 하악 소구치 등 다양한 치아에서

또는 apical delta 영역으로 sealer가 잘 침투할 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임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만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게 되는 근관 형태이다. C형 근관은 다른 근관 형태
와는 다르게 정확한 근관의 형태를 쉽게 파악하기 어

증례는 타의원에서 #47 치아를 근관 치료를 받다가

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성공적인 근관 치료를 위해서

발치를 해야 된다고 들었으나 살리고 싶다는 주소로

는 근관의 형성 및 세척, 그리고 충전까지 근관 치료의

내원하신 48세 여환으로, #48 mesial tiling으로 인

전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강좌

한 원심 우식과 함께 근관 와동이 형성되어 있는 #47

에서는 C형 근관의 세척과 충전에 대해서 증례와 함께

치아의 보존적 치료를 위해 #48 발치 후 재근관 치료

살펴보고자 한다.

를 시행한 case이다. (그림 2, 그림 3)

그림 5

근관 세척은 근관 형성과 동시에 시행되는 부분
으로 근관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다. 특히 C
형 근관과 같이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근관의 경우
transverse anastomoses를 통해 근관들이 서로 연
결되어 있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좁은 근관 협부에서
도 근관 세척액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
C형 근관은 root level에 따라 근관의 형태가 바
그림 2

뀌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apical level에서 가장 많
은 불규칙성을 나타낸다. 근관 와동 형성 후 처음 마

그림 6

주하게 되는 근관 상부의 형태는 modified Melton’s

현미경 하에서 예상되는 근관 입구를 탐침하면서

classification (그림 1)의 C1 (continuous slit) 혹은

초음파 tip으로 조심스럽게 근관 입구의 isthmus를

C2 (semicolon canal) type일 경우가 많고, 근단부

삭제하였고(그림 7), 이러한 근관 상부를 넓히는 과

로 갈수록 좁은 협부를 포함하는 C3 type (separated

정을 통해 middle 1/3 level의 분리된 3개 근관에 대

canals - C3a, C3b)의 분리된 C형 근관의 형태를 띄

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8). C형 근관의 경

는 경우가 많다.

우 apical level로 갈수록 coronal level에서 보이는
형태와는 다른 type의 c-configuration으로 변화하
그림 3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middle 1/3 부

치근부까지 진행된 #47 치아의 원심 우식을 제거하

위에서 근관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얇은 격벽을 두고

고 precore를 시행하여 distal wall을 회복시킨 후

근관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이

(그림 4), 이어서 근관 와동을 재형성하는 것으로 재

루게 된다. 시야가 확보되는 coronal level에서는 근

근관 치료를 시작하였다. #47 치아의 근관 상부는 C2

관 상부의 slit 또는 근관들 사이의 isthmus를 초음파

type로 semicolon-shaped canal 형태임을 알 수

tip으로 삭제해 줌으로써, coronal에서 middle 1/3

연구에 따르면 비외과적 근관 치료를 시행한 C

있는데 (그림 5), 술 전에 촬영한 CBCT 영상을 통

까지의 근관 형태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근단부까지

형 근관의 치아에서 leaky canal과 isthmus는 가

해 해당 근관이 middle 1/3에서는 C3a type 그리고

의 접근도를 높여 근관 세정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장 큰 endodontic failure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apical 1/3에서는 C3b type으로, 근단부로 가면서

다만, 이러한 mechanical preparation의 과정은 C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에서의 성공적인 근관 치료

근관의 configuration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 근관의 경우 설측과 협측, 그리고 root가 folding

를 위해서는 우선 untreated canal이 생기지 않

(그림 6).

되어 있는 설측 부위에서 근관과 치아 외벽 간의 두

그림 1. Modified Melton’s classification of C-shaped canal
configuration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규칙한 근관 형태로 인

께가 얇아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root perforation에

해 mechanical preparation하기 어려운 isthmus

대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술 전 x-ray를 통해 근관의

부위에서의 잔존 치수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danger zone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낮은 power

chemomechanical debridement를 충분히 시행해

setting으로 설정된 얇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경 하에서 근관 상부와 근관 사이 isthmus 부위를

또한, CBCT와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여 C형 근

살짝 touching하는 motion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
는 것이 필요하다.

관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근관 세
정 및 근관 충전 시에 도움을 준다. 주 근관 이외
에 mechanical shaping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
분들을 미리 예상하고 파악한 뒤 근관 충전 전에

그림 4

<46면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