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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종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일관성에

관한 invitro연구

정확한 근관장 측정은 성공적인 근관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Kuttler(1955)는

근관협착부는 주근단공에서 0.5mm 상방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Lee(2002)는 상아

백악질경계점부위보다 주근단공이 재현성이 높고 임상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하다

고 보고하였다.본 연구는 alginatemodel상에서 2개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

하여 얻은 측정치의 정확성(accuracy)을 평가하고 각각 0.5mark와 Apexmark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더 일관성(consistency)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근관

장을 측정할 때 파일을 전진시키면서 Apexmark를 측정한 값과 치근단부위를

지나친 후 다시 후퇴하면서 측정한 값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52개의 발거된 건전한 제1,2소구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RootZX와 E-Magic

FinderDeluxe를 이용하여 각각 26개중 13개는 파일을 전진하면서 0.5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0.5mark에서 고정하였

다.나머지 13개는 0.5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다시 치근단 부위를 넘어선 후 후퇴하면서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고정한 후 치근단부 4mm를 삭제하여 현미경상에서 파일 끝부터 주근

단공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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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RootZX와 E-MagicFinder모두,실험군 100%에서 주근단공과 file

tip간의 거리가 임상적 허용범위인 ±0.5mm내에 있었으며 0.5mark보다 Apex

mark에서 더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주근단공에서 filetip사이의 거리는 Root

ZX의 0.5mark에서 -0.18mm, Apexmark에서 -0.07mm이고 E-MagicFinder의

0.5mark에서 -0.25mm,Apexmark에서 -0.02mm를 나타내었다.Apexband는

0.04mm였다.따라서 Alginatemodel을 사용한 본 실험조건에서는 Apexmark에

서 근관장을 측정한 결과 거의 주근단공과 일치하고 다른 여러 연구에서 주근단

공에서 0.5mm상방에 근관협착부가 위치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임상적인 측면에

서 Apex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좋겠다.

핵심되는 말:전자근관장측정기,일관성,알지네이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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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일관성에

관한 invitro연구

<지도교수 :이이이 승승승 종종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황 규 용

Ⅰ.서론

정확한 근관장 측정은 불충분한 근관성형 및 소독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기구조작을 근관내에 한정 시킬 수 있어 근관치료중에 치근단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성공적인 근관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Seltzer (1968)는 상아백악질

경계점부위인 근관협착부에서 근관충전이 되어야 근관충전물이 치근단 조직에

최소로 접촉되어 이상적인 창상치유가 일어나고 조직파괴나 염증반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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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uttler(1955)는 근관협착부는 주근단공에서 0.524mm-0.659mm 상방에 위치한

다고 하였고 Lee(2002)는 상아백악질경계점부위보다 주근단공이 재현성이 높고

임상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하다고 보고하였다.

정확한 근관장을 측정하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원리는 Suzuki(1942)에 의해 개의 치아

에서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Sunada(1962)

는 구강점막과 치주조직 사이의 전기저항이 사람의 연령,치아의 모양이나 근관

의 직경과 상관없이 6.0kΩ로 일정한 것을 밝혀내어 이를 근간으로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개발하였다.Sunada(1962)에 의해 개발된 전자근관장측정기는 직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극의 극성현상으로 문제점을 야기하여 Inoue(1973)는 교류

를 사용한 2세대 전자근관장측정기를 개발하여 한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근관

내의 impedance차이를 측정하였다.

3세대 전자근관장측정기는 이전의 근관장측정기가 근관내의 전해질이 없는

경우에만 정확하게 측정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5kHz와 1kHz의 두개의 주파수간의 impedance의 차이를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정하는 기기인 Endex (Osada Electric Co., Japan)가 개발되었다. 이는

근관협착부에서 가장 큰 impedance차이를 보인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Frank (1993)에 의하면 Endex는 습한 근관내에서 사용하였을 때 89.6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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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협착부의 ±0.5mm 범위 내에 존재하는 정확성을 보였다.하지만 Endex는

사용시에 근관마다 매번 근관내 용액의 impedance에 따른 보정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Kobayashi(1991)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로 근관내의 impedance를 동시

에 측정했을 때 두 개의 impedance간의 비율은 근관내의 전해질 용액에 관계없

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가지게 되므로,impedance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여러

전해질 용액 하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발표하였다.이에 따르면 근관벽의 정전용량(electroniccapacitance)은 근단공보다

매우 낮으므로 filetip이 근첨협착부에 가까워질수록 두 개의 impedance의 비율

이 크게 감소하여 근관내 file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이러한 원리

하에 0.4kHz와 8kHz의 두 개의 주파수의 impedance의 비율에 의해 근관내의

file위치를 표현하는 RootZX(J.MoritaCorp.,Japan)가 개발되었다.Pagavino

(1998)는 82%에서 100%,Czerw (1998)는 90%에서 전자근관장이 근관협착부의

±0.5mm이내의 범위에 위치하는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Meares(2002)는

2.125%와 5.25%의 sodium hypochlorite하에서 RootZX의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근관내의 전해질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Fouad(1993)

은 ethanol이나 국소마취제,sodium hypochloride등과 같은 근관세척용액이나 농

이나 괴사된 조직에 의해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6 -

이번 연구에는 0.4kHz와 8kHz의 두 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RootZX와 국산

제품으로 0.5kHz와 5kHz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주파수 의존형 전자근관장측정기

인 E-MagicFinderDeluxe(S-Denti,Korea)를 사용하였다.

그동안 대부분 전자근관장측정기의 invivo및 invitro실험은 측정치가 임상

적 허용치인 근관협착부의 ±0.5mm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백분율을 구하여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전자근관장측정기는 이러한

정확성 뿐만 아니라 근관내의 조건에 관계없이 근관협착부에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재현해 낼 수 있는 일관성(consistency)이 중요하다.이러한 일관성이

증명된다면 실제 임상에서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얻은 근관장에서 일정

한 거리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대부분의 전자근관장측정기가

0.5mark를 가리킬 때를 기준으로 근관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실제로

기기가 주근단공 부위인 Apexmark가 아닌 근관협착부인 0.5mark를 더 일관성

있게 찾아내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전자근관장측정기에서 사용하는

0.5mark에서 Apexmark까지의 실제 거리를 일관성 있게 재현할 수 있다면

전자근관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전자근관

장을 측정할 때 Apexmark에서는 기기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한 치근단 유격을

가지므로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따라서 전자근관장을 측정할 때 파일을 치근

단 부위를 지나갔다가 후퇴하면서 측정했을 때와 치근단을 지나치지 않고 측정

했을 때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두 지점간의 실제거리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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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과 재현성이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lginatemodel상에서 2개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얻은 측정치의 정확성(accuracy)을 평가하고 각각 0.5mark와 Apexmark 중

어느 지점에서 더 일관성(consistency)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근관장을

측정할 때 파일을 전진시키면서 Apexmark를 측정한 값과 치근단부위를 지나친

후 다시 후퇴하면서 측정한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실제 임상에서 사용 할 때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측정의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재현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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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52개의 발거된 건전한 상악 또는 하악 제1,2소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발거

된 치아는 실험기간동안 생리식염수에 보관하였다.

나나나...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치아의 치수강을 개방한 후 교합면을 치아의 장축에 직각으로 삭제하고 근관

에 #10K-file을 삽입하여 근단공 개방을 확인한 후,Gates-Gliddendrill2,3번을

사용하여 coronal flaring을 시행하였으며 saline으로 근관을 세척하였다.

Kaufman등 (2002)이 제시한 alginatemodel(alginate와 saline을 9g/20ml의 혼수

비로 혼합.Fig.3)에 치아를 고정시키고 치수강 내 여분의 수분만을 airsyringe

로 제거하고 더이상 근관을 건조시키지는 않았다.한번 혼합한 alginatemodel에

서의 근관장 측정은 5분 이내로 하였다.

전자근관장측정기는 다음의 2가지를 사용하였다.

l RootZX(Morita,Tokyo,Japan)(Fig.1)

l E-MagicFinderDeluxe((주)에스덴티,Seoul,Korea)(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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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RootZX Fig.2.E-MagicFinder

1)2개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이용한 0.5mark와 Apexmark에서의 길이 측정

52개의 치아중에서 26개는 RootZ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나머지 26개는

E-MagicFinderDelux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RootZX를 이용하여 측정한 26

개중에서 13개는 파일을 전진하면서 0.5 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Apex

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0.5 mark에서 고정하였다.나머지 13개는 0.5

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E-MagicFinderDeluxe를 이용하여 측정한 26개의 치아도 13개는

0.5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0.5mark에

서 고정하였다.나머지 13개 치아는 0.5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Apex

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고정하였다.Apexband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Apexmark에서 고정한 26개의 치아는 치근단 부위를 넘어선 후 후퇴하면서

Apexmark에서 다시 한번 근관장을 측정한 후 고정하였다.이때 file은 근관장만

큼 들어가는 가장 큰 직경의 file을 선택하였으며 대부분이 #15과 #25사이 크기

0.5 mark

0.5 mark

Apex mark

Apex mark



- 10 -

였다.근관장을 측정할 때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교합면을 삭제한 후에 파일의

손잡이 부위 하연에서 교합면까지의 길이를 digitalcaliper(Mitutoyo Corp,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25mm에서 측정한 거리를 빼서 근관장을 측정하였

다 (Fig.4).

2)File고정 후 주근단공과 filetip사이의 실제거리 측정

각각의 치아에서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위에 서술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한 후 file을 Lightcuringglassionomercement으로 치아에 고정시켰다.고정

후에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지점을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치근단부 4mm를 18배율의 현미경(OPMIPico,CarlZeiss,Germany)하에서

치근의 장축 방향으로 diamondbur를 사용하여 filetip이 어느 정도 노출될 때

까지 삭제하였다.그리고 15번 scalpelblade로 남아있는 치질을 조심스럽게 제거

하여 filetip을 완전히 노출시켰다.현미경상의 이미지를 저장한 후 영상분석

Fig3Alginatemodel Fig 4 Length measurementswith
digitalcal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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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관에 수직으로 위치하는 경우. B.근관에 사선으로 위치하는 경우.

Fig.5.Distancefrom filetiptomajorforamenwithEasyDentViewer

프로그램인 EasyDentViewer(Vatech,Korea)을 이용하여 파일 끝부터 주근단

공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Fig.5)

거리를 측정할 때에 주근단공의 외측벽으로 생각되는 지점에 표시를 한 후 이

지점에서부터 filetip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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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Table1은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0.5mark와 Apexmark에서 file을

고정시킨 후 EasyDentViewer를 이용하여 주근단공에서 filetip까지의 실제거리

를 측정한 값이다.(-)값은 주근단공보다 file의 tip이 더 짧은 경우를 의미하며,

(+)값은 주근단공보다 file의 tip이 더 긴 경우를 의미한다.52개 치아중에서 44개

의 치아에서 filetip이 주근단공보다 짧게 위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각각의

평균은 RootZX를 사용하여 0.5mark에서 고정한 그룹은 -0.18mm,Apexmark

에서 고정한 그룹은 -0.07mm를 나타내었으며 E-MagicFinder를 사용하여 0.5

mark에서 고정한 그룹은 -0.25mm,Apexmark에서 고정한 그룹은 -0.02mm를

나타내었다.RootZX와 E-MagicFinder모두 실험군의 100%에서 filetip과 주근

단공 사이의 거리가 임상적 허용범위인 ±0.5mm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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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Distanceoffiletip-majorforamenat0.5markandApexmark(mm)

Number RootZX
(0.5mark)

RootZX
(Apexmark)

E-MagicFinder
(0.5mark)

E-MagicFinder
(Apexmark)

1 -0.49 -0.03 -0.21 -0.11
2 -0.41 -0.11 -0.22 -0.04
3 -0.18 -0.16 -0.17 -0.06
4 -0.37 0.07 -0.21 -0.09
5 -0.49 -0.38 -0.02 0.13
6 -0.16 -0.05 -0.07 0.07
7 -0.18 -0.08 -0.39 -0.07
8 -0.15 0 -0.33 -0.08
9 0.08 -0.07 -0.32 -0.04
10
11
12
13

-0.19
0.11
-0.08
0.15

0
-0.10
0.10
-0.12

-0.38
-0.31
-0.27
-0.41

-0.04
0.17
-0.03
-0.06

Mean -0.18 -0.07 -0.25 -0.02

Standard
Deviation 0.21 0.12 0.12 0.09

Range 0.64 0.48 0.3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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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of Root ZX

0

0.05

0.1

0.15

0.2

0.25

   0.5 mark              Apex mark

SD of E-Magic Finder

0

0.05

0.1

0.15

  0.5 mark             Apex mark

Fig.6.Standarddeviationoffiletip-majorforamendistanceat0.5markand

Apexmark

A.RootZX B.E-MagicFinder

Fig.7.Boxplots:Quartileoffiletip-majorforamendistanceat0.5markand

Apex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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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는 전자근관장측정기의 0.5mark에서 측정된 길이와 Apexmark에서
측정된 길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TTTaaabbbllleee222...Differenceofthelengthat0.5markandApexmark
(Raw dataappendixtable1)

Table3은 파일을 전진하면서 Apexmark를 측정한 값과 치근단 부위를
넘어선 후 후퇴하면서 Apexmark를 측정한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TTTaaabbbllleee333...RangeofApexband

Mean Median SD Range Quartile
RootZX 0.29 0.26 0.10 0.37 0.15
E-MagicFinder 0.30 0.29 0.10 0.38 0.14

Mean Median SD Range Quartile
RootZX 0.04 0.04 0.05 0.21 0.04
E-MagicFinder 0.03 0.03 0.02 0.0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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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Fouad (1990)과 Ricard (1991)에 의하면 주근단공에서 ±0.5mm가 절대적인

임상적 오차범위로 간주하였으므로 이번 연구는 RootZX와 E-MagicFinder를

이용하여 전자근관장을 측정한 후 주근단공과 filetip사이의 실제거리를 측정하

여 임상적 오차범위인 ±0.5mm 이내에 있는지를 평가하여 각 기기의 0.5mark

및 Apexmark의 정확성(accuracy)를 평가하고자 하였다.RootZX에서는 제조사

의 지침이 0.5mark를 근관장 측정의 기준점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0.5mark와 Apexmark모두에서 100% 임상적 오차범위 내에 filetip이 위치하

였다.E-MagicFinder를 이용한 그룹에서도 0.5mark및 Apexmark모두에서

100% 임상적 오차범위인 ±0.5mm이내에 filetip이 위치하였다.

먼저 주근단공에서 filetip까지의 실제거리를 측정한 실험에서 각각의 평균은

먼저 RootZX를 사용하여 0.5mark에서 측정한 경우 -0.18mm,Apexmark에서

측정한 경우는 -0.07mm를 나타내었다. E-MagicFinder를 사용하여 0.5mark에

서 측정한 경우는 -0.25mm,Apexmark에서 측정한 경우는 -0.02mm를 나타내었

다.주근단공과 근관협착부 사이에 거리에 대해 Kuttler(1955)는 0.524~0.659mm

의 거리를 가지며 평균 0.59mm라고 보고하였으며,Dummer(1984)는 치근단에

서 주근단공까지의 평균거리는 0.38mm이며 치근단에서 근관협착부 사이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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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0.89mm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주근단공에서 근관협착부 사이의

평균거리는 0.51mm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근관은 항상 근관협착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명확한 근관협착부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근단공과 근관협착부 사이의 거리를 대략 0.5mm로 보았을 때,Root

ZX의 0.5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은 주근단공에서 0.18mm 짧게 나왔으므로

근관협착부에서는 0.32mm정도 긴 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있다.RootZX의 Apex

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은 주근단공에서 0.07mm 짧게 위치하므로 근관협착부에

서는 약 0.43mm 길게 측정되어 0.5mark에서 측정한 값에서 0.5mm정도를 감해

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는 Apex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에서 0.5mm를 감해

서 사용하는 것이 근관협착부까지 근관치료를 하기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E-MagicFinder의 0.5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은 주근단공에서 0.25mm 짧게 나

왔으므로 근관협착부에서 0.25mm 길게 측정되었으며,E-MagicFinder의 Apex

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은 근관협착부에서 0.48mm 길게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전자근관장측정기에서 0.5mark와 Apexmark의 일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의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를 구하였다.먼저 RootZX의 0.5

mark에서 표준편차는 0.21이고 사분위 범위는 0.29가 나왔으며 Apexmark에서

는 표준편차는 0.12이고 사분위 범위는 0.11을 보여 일관성(consistency)에서는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가 작은 Apexmark가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MagicFinder의 0.5mark에서 표준편차는 0.12이고 사분위 범위는 0.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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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으며 Apex mark에서는 표준편차는 0.09이고 사분위 범위는 0.04를 보여

RootZX와 마찬가지고 0.5mark보다는 Apexmark가 보다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전자근관장측정기에서 0.5 mark와 Apex mark에서 측정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RootZX는 0.29mm이고 E-MagicFinder는 0.30을 보여 두

지점간의 거리 차이가 0.5mm가 아닌 0.3mm정도를 나타내고 있다.Kuttler

(1955), Green (1960), Dummer (1984)는 주근단공에서 근관협착부 사이의

평균거리가 모든 치아종류에서 약 0.5-1.0mm 내외라고 보고하였다.Dunlap

(1998),Tselnik(2005)는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정확도를 측정하였을때 file이 근관

협착부에서 ±0.5mm이내 있는 비율로 정확도를 평가 하였고 평균거리는 근관협

착부보다 길게 나온 것으로 보고하였다.따라서 이번 연구는 전자근관장을 측정

함에 있어서 주근단공에서 임상적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과 함께 임상적으로

사용 할 때에 일관성이 있고 재현성이 있는 지점에서 측정한 근관장에서 일정거

리를 가감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따라서 주근단공에서

±0.5mm내에 존재하는 비율과 함께 전자근관장측정치의 표준편차와 범위를 비교

하여 보았다.Dunlap (1998),Lee(2002)는 전자근관장을 측정 할 때에 file을

치근단부위를 넘어선 후 후퇴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측정값의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도 파일이 약 0.5mm

정도 치근단부위를 넘어 선 후 후퇴하면서 Apexmark를 가르키는 점에서 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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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측정하여 치근단을 넘어서기 전에 Apexmark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Apexband를 관찰하고자 하였다.RootZX에서는 치근단을 넘어가기 전의 Apex

mark에서 측정한 값과 Apex를 0.5mm 넘어간 후 후퇴하면서 측정한 값의 차가

0.04mm이고 E-MagicFinder에서는 0.03mm의 범위를 가졌다.따라서 후퇴하면서

측정한 값이 주근단공에 보다 가깝지만 그 양은 미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자근관장측정치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근단부위를 현미경하에

서 치근단부를 삭제하고 관찰 하였을 때 Lee(2002)에 의하면 현미경상에서도

단지 50%정도만이 모호하게 상아백악질경계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보고 하였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재현 가능한 주근단공에서 file까지의 거리를 비교하였고 비교적 일관되게 재현

가능함을 확인하여 일정거리를 가감하여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Kaufman은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alginatemodel을

사용하여 invitro상에서 만족할 만한 측정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본

실험에서도 alginate와 saline을 9g/20ml의 혼수비로 혼합한 후 치아를 고정시켜

서 만든 alginatemodel을 사용하였고 한번 혼합한 alginatemodel에서의 근관장

측정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습윤한 환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Kuttler(1955)에 의하면 해부학적 근첨과 주근단공 사이의 거리는 저연령층에

서 평균 0.48mm,고연령층에서 0.6mm의 차이를 보였다.이에 대해 Kutt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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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해 근첨부위에 새로운 백악질이 침착됨에 따라 근단공의 중심이 치근

장축에서 옆으로 이동하고 직경도 증가하여 깔때기형의 근관을 보이게 된다고

말하였다.이번 연구에서도 주근단공이 근관에 사선으로 위치하는 경우와 주근단

공이 근관에 수직으로 위치하는 경우를 모두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종래의 연구에서 주로 평가한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정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관협착부에서 임상적인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고 주근단공에서 임상적인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재현해 낼 수 있는 일관성을 같이 평가하고자 했다.또한 일반적

인 근관장 측정에서 file을 치아 밖으로 꺼내서 rubberstop을 사용하여 근관장을

측정하는데 이때 rubberstop이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근관장을 측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file의 손잡이 하연에서 치아 교합면까지

의 거리를 측정하여 전체 file길이에서 측정한 길이를 빼서 근관장을 측정하였

다.이 방법은 고정된 기준점에서 길이를 측정하여 측정치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근관장측정기의 0.5mark보다 Apexmark에서 더 높은

일관성을 보였고 실제 현미경상에서 관찰할 때에도 주근단공이 근관에 사선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와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근관협착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따라서 Alginatemodel을 사용한 본 실험조건에서

는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결과 거의 주근단공과 일치하고 다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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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주근단공에서 0.5mm상방에 근관협착부가 위치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Apex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

으로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좋겠다.



- 22 -

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alginate model상에서 2개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얻은

측정치의 정확성(accuracy)을 평가하고 각각 0.5mark와 Apexmark 중 어느

지점에서 더 일관성(consistency)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고 치근단 부위를 지나지

않고 측정한 값과 치근단을 0.5mm정도 지나친 후 후퇴하면서 측정한 값의 차이

를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각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제조사의 지침대로 사용하였을 때 RootZX와

E-MagicFinder모두,실험군 100%에서 주근단공과 filetip간의 거리가 임상적

허용범위인 ±0.5mm내에 있었다.

2.RootZX,E-MagicFinder는 0.5mark보다 Apexmark에서 더 높은 일관성

을 보였다.

3.주근단공에서 filetip사이의 거리는 RootZX의 0.5 mark에서 -0.18mm,

Apexmark에서 -0.07mm이고 E-MagicFinder의 0.5mark에서 -0.25mm,Apex

mark에서 -0.02mm를 나타내었다.

4.RangeofApexband(전자근관장 측정시 치근단부위를 넘어선 후 후퇴하면

서 측정한 값과 치근단부위를 넘지 않고 측정한 값과의 차이)는 0.04mm였다.

따라서 Alginatemodel을 사용한 본 실험조건에서는 Apex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결과 거의 주근단공과 일치하고 다른 여러 연구에서 주근단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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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m상방에 근관협착부가 위치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Apexmark에서 측정한 근관장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임

상적으로 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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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nnnVVViiitttrrrooo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cccooonnnsssiiisssttteeennncccyyyoooffftttwwwooo

eeellleeeccctttrrrooonnniiicccaaapppeeexxxlllooocccaaatttooorrrsss

GGGyyyuuu---YYYooouuunnnggg,,,HHHwwwaaannnggg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Seung-JongLeeD.D.S,M.S.D,Ph.D.)

Ⅰ.Objectives

Thepurposeofthisstudyistoevaluatetheconsistencyofelectronicapex

locatorsinvitromodel.

Ⅱ.MaterialsandMethods

Fiftytwoextractedpremolarwereusedforthestudy.Twoelectronicapex

locators(EAL)wereRootZXandE-MagicFinderDeluxe(EMF).Afteraccess

preparation,thetoothwereembeddedinanalginatemodelandthelength

measurementswerecarriedoutat"0.5"and"Apex"markusingtwoEAL.

Thefilewascementedat"0.5"and"Apex"mark.Theapical4mm ofapex

was exposed and the distance from the file tip to majorforame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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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byEasyDentViewer(Vatech).Tocomparetheconsistencyof0.5and

Apexmark,thedistancefrom thefiletipat0.5andApexmarktothemajor

foramenwascalculated.

Ⅲ.Results

In thisstudy,RootZX and E-MagicFinderlocated themajorforamen

accuratelywithin±0.5mm in100%.ForRootZX andEMF,therewasmore

consistencyofApexmarkthan0.5mark.

The distance offile tip-majorforamen was-0.18mm at0.5 mark and

-0.07mm atApexmarkin RootZX,-0.25mm at0.5markand -0.02mm at

ApexmarkinE-MagicFinder.

Ⅳ.Conclusion

measurementsfrom theapexmarkmeasured withalginatemodelinthis

studyalmostcorrespond with themajorforamen and otherstudiesreports

thatapicalconstriction locates0.5mm above from the majorforamen,in

clinicalaspect,working length should be utilized subtracted 0.5mm from

measurementsfrom apexmarkisclinicallypreferable.

Keyword:Electronicapexlocator,consistency,alginate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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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RRRaaawww DDDaaatttaaa>>>

표표표 111...RRRaaawww DDDaaatttaaaoooffftttaaabbbllleee333(((000...555mmmaaarrrkkk와와와 AAApppeeexxxmmmaaarrrkkk의의의 근근근관관관장장장 및및및 두두두 지지지점점점에에에서서서
의의의 측측측정정정치치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26:RootZX
(2)27-52:E-MagicFinder
(3)Apex(R)mark:file이 치근단을 넘어선 후 후퇴하면서 측정한 값

File size 0.5 mark Apex mark
Apex(R)

mark

Apex mark값

-0.5 mark값

Apex(R)mark값

-0.5 mark값

1 #20 18.46 18.71 0.25

2 #25 20.03 20.22 0.19

3 #25 19.42 19.58 0.16

4 #25 18.54 18.84 0.3

5 #20 18.69 19.09 0.4

6 #20 17.55 17.89 0.34

7 #20 17.39 17.76 0.37

8 #20 19.7 19.96 0.26

9 #20 19.87 20.08 0.21

10 #20 19.73 20.02 0.29

11 #20 18.98 19.07 0.09

12 #20 17.17 17.53 0.36

13 #20 20.18 20.39 0.21

14 #20 19.06 19.27 19.31 0.21 0.25

15 #15 18.23 18.38 18.42 0.15 0.19

16 #20 17.47 17.84 17.89 0.37 0.42

17 #15 20.42 20.63 20.65 0.21 0.23

18 #20 19.29 19.54 19.65 0.25 0.36

19 #20 18.79 18.97 18.98 0.18 0.19

20 #20 17.55 17.8 17.8 0.25 0.25

21 #15 18.65 18.83 18.89 0.18 0.24

22 #15 18.04 18.46 18.5 0.42 0.46

23 #15 18.87 19.2 19.11 0.33 0.24

24 #15 17.56 17.87 17.99 0.31 0.43

25 #15 19.2 19.49 19.56 0.29 0.36

26 #20 18.6 18.87 18.91 0.37 0.42

27 #15 18.88 19.13 0.25

28 #15 17.97 18.38 0.41

29 #15 20.16 20.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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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 18.86 19.04 0.18

31 #20 17.21 17.52 0.31

32 #15 21.32 21.56 0.24

33 #20 19.89 20.01 0.12

34 #15 21.19 21.34 0.15

35 #15 19.18 19.41 0.23

36 #20 20.34 20.64 0.3

37 #15 19.97 20.21 0.24

38 #15 20.88 21.16 0.28

39 #20 15.7 16.05 0.35

40 #15 17.71 17.97 17.99 0.26 0.28

41 #15 17.24 17.44 17.47 0.2 0.23

42 #15 17.52 17.69 17.75 0.17 0.23

43 #15 19.92 20.4 20.42 0.48 0.5

44 #15 18.94 19.17 19.21 0.23 0.27

45 #20 19.43 19.7 19.74 0.27 0.31

46 #20 16.67 17.08 17.08 0.41 0.41

47 #20 18.71 19.03 19.08 0.32 0.37

48 #20 16.73 17.1 17.12 0.37 0.39

49 #20 20.81 21.22 21.25 0.41 0.44

50 #15 19.72 20.01 20.06 0.29 0.34

51 #15 16.91 17.25 17.3 0.34 0.39

52 #20 18.31 18.65 18.68 0.34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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