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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약 

근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관계의 철저한 세정, 멸균 및 완전한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미세한 근관계에서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결국 이러한 경우 근관 치료가 실패하여 수

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시행한 치근단 

수술의 성공과 실패의 정도를 알아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1994년 2월 24일부터 2000년 

12월 27일 사이에 시행된 치근단 수술 사례 중 수술 기록지가 작성된 242사례들

을  검토하였다 그 중 1년 이상 재검 방사선사진 및 임상기록이 있는 59증례는 

그 기록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술 후 1년 이상 재검이 안된 183증례의 경우는 

2001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직접 환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원하도록 하여 

재검하였다. 방사선학적인 치유의 평가는 Rud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사선학적인 치유양상이 완전 치유와 불완전 치유는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성

공과 실패에 대한 각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 chi-square analysis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은 방사선학적으로 84.76%이었다. 

2.치근단 수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치아의 위치와 치주 상태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시행한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은 방사선학적으

로 84.76%이며 전치와 소구치, 치주상태가 좋을수록 성공률이 높았다.  

핵심되는 말: 치근단 수술, 완전 치유, 불완전 치유, 치아의 위치, 치주 상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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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근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관계의 철저한 세정, 멸균 및 완전한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미세한 근관계에서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결국 이러한 경우 근관 치료가 실패하여 수

술이 필요하다. 또한 석회화된 근관이나 이전에 존재하는 포스트로 인해 근관 내

로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와 기구 파절이나 천공 등과 같은 술식 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치근단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치근단 수술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 후향적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 왔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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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연구에서 성공과 실패는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고 

보고된 성공률도 다양하다. 이러한 성공률의 차이는 사용한 재료, 치근단 처치방

법, 치유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타퍼차로 근관을 충전하

고 아말감으로 치근단 역충전을 한 경우 Gaerny등24은 47%, Seyfarth등22은 64%

의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가타퍼차로만 근관을 충전하고 수술을 시행한 Rud

등23은 83%의 완전한 치유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나 현미경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구치부 수술 증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충전시 아

말감보다 미세누출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변화된 술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을 조사한 연구들이 보고되

기 시작하였다. Testori등7은 치근단 수술시 회전기구와 아말감을 이용한 전통적

인 방법과 초음파 역성형 기구와 Super-EBA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 성공률은 68%였고 초음파 방법을 이용한 경우 성공

률은 85%였음을 보고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는 초음파를 사용한 치근단 성형시 치근단에 경

사를 덜 줄 수 있어서 역충전의 미세누출을 줄일 수 있고 상아질 투과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Super-EBA를 사용하여 성공률이 

높은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estori등7은 술전의 근관치료의 질에 따라 성

공률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만족스러운 근관 충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90%, 과충전인 경우는 6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Rubinstein과 

Kim11의 연구에서는 전치, 소구치 및 대구치의 표본수를 균등히 하고 수술용 현미

경과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Super-EBA로 역충전 한 후 12개월 이상 평가하여 

방사선학적인 성공률을 평가하였을 때 96.8%의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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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 역충전 물질에 따른 성공률에도 차이가 있는데 Oynick과 Oynick10의 연

구에 의하면 Super-EBA는 다루기 쉽고 상아질벽에 잘 붙는 성질이 있으며 역충

전 후 조직학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 충전물 주변으로 치유가 일어나며 새로운 골

형성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Samuel6의 연구에 의하면 치근단 수술시 역충

전 물질로 아말감, IRM, Super-EBA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재검하여 그 성공률

을 비교해 봤을 때 아말감과 Super-EBA, 아말감과 IRM은 유의차가 있으며 

Super-EBA와 IRM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Rapp등2의 연구에서도 치근단 수술 후 6개월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치유양상을 

평가했는데 IRM, Super-EBA가 같은 정도의 치유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MTA를 역충전 재료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Torabinejad16,17,18는 MTA로 역충전된 치아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했을 때 

치근단 주위의 염증이 줄어들었고  MTA근처에 섬유성 막 및 백악질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Grung등4은 1년 

후 평가에서는 63%가 완전 치유되었으나, 재검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77.8%까지 

완전치유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완전 (incomplete) 

치유가 완전 치유로 되거나 이전에 불확실 (uncertain) 치유로 분류되었던 증례들 

중 2/3에서 완전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Testori등7도 치근단 

수술 후 성공률이 2년 평가시 68.4%에서 6년 평가시 80%로 평가기간이 길어질

수록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Rud와 Andreasen8도 치근단 수술 후 1년과 그 이후 

평가시에 완전 치유된 사례는 66%에서 81%로 증가하였고 불만족 (un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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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된 사례는 2%에서 4%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불완전 

(incomplete) 치유와 불확실 (uncertain) 치유는 각기 15%에서 9%로, 17%에서 

6%로 줄어듦을 보고했다. 평가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전 (complete) 치유와 불만족 

(unsatisfactory) 치유는 증가하고 불완전  (incomplete) 치유와 불확실 

(uncertain) 치유는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불완전(incomplete) 치유와 불확실 

(uncertain) 치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술 후 1년과 2년 사이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고했다.   

Molven등3은 치근단 수술한 224개의 치아를 1년에서 8년까지 장기적으로 재검

해 봤을 때 불완전 치유는 술전 병소의 크기, 피질골의 피열 유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질골 피열이 있는 사례의 1/3과 직경 10mm를 넘는 병소

를 가진 사례의 1/4에서 불완전 (incomplete) 치유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Rud등8

도 술후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를 비교해 봤을 때 불완전 치유는 피질

골 피열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며 상악 측절치의 경우 치근단의 위치가 구개측 

피질골과 가깝기 때문에 불완전 치유가 자주 일어남을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치근단 수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시행한 치근

단 수술의 성공과 실패의 정도를 방사선학적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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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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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실험재료 및 방법 

1.자료 수집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1994년 2월 24일부터 2000년 12월 27일 사

이에 시행된 치근단 수술 사례 중 수술 기록지가 작성된 242사례들을  검토하였

다. 그 중 1년 이상 재검 방사선사진 및 임상기록이 있는 59증례는 그 기록을 그

대로 이용하였고 술 후 1년 이상 재검이 안된 183증례의 경우는 2001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직접 환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원하도록 하여 재검하였다. 내원

한 환자에게는 임상 검사 및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였고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에

게는 다음 검사를 위한 약속을 잡았다. 임상 검사는 타진, 동요도, 촉진 및 문진을 

통해 이루어졌고 방사선사진은 평행촬영법으로 촬영하였다.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내원 거부 및 사망, 군입

대 등과 같은 사정에 의해 재검을 할 수 없는 137사례의 경우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여 105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1). 

완료
44%

전화불가
44%

내원거부
8%

내원불가
2% 차트분실

2%

 
내원불가: 군입대, 이민, 사망 

 

 Fig1. Analysis of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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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록된 변수 

수술기록지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ower point file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술 전 및 술 후 방사선 사진이 스캔되어 있고 다음의 변수들이 함께 기록

되었다. 

1. 치아 위치 

2. 나이 

3. 성별 

4. 근관치료 실패의 원인 

5. 술식과정: 소파술, 치근단 절제, 버니싱, 역충전, 골대체물, 치주재생막 

6. 생검 결과 

7. 치주 상태: N: 0-3mm의 치주낭을 가진 경우 

               M: 4-7mm의 치주낭을 가진 경우 

               F: 8mm이상의 치주낭을 가진 경우 

8. 골 피열 여부 

9. 역충전 물질 종류 

10. 증상의 유무 

 

 

3.수술방법 

피판 설계, 절개, 거상, 골 성형, 소파술, 봉합 등의 수술과정은 모두 표준 외과

적 술식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치근단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처치는 Fig2에 기술

되어 있다. 역충전 와동형성은 105사례 중 95사례에서 이루어졌는데 Sattele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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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음파기기 (Suprasson , France)와 초음파 역성형 기구를 이용하였다. 치근

단 역충전 물질로는 IRM  (Densply Caulk, U.S.A)이나 아말감 (Heesung 

Engelhard Co.s, Korea), MTA  (Densply, U.S.A)가 이용되었으며 93사례에서 

IRM 을 이용한 치근단 역충전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현미경 (OPMI 19-

FC , Carl Zeiss, Germany)하에 이루어졌다. 여섯 사례에서 Dembone□ (Pacific 

coast tissue bank, U.S.A)과 calcium sulfate를 이용한 골대체물이 사용되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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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소파술, 치근단 절제, 치근단 역충전 

CARB: 소파술, 치근단 절제, 치근단 역충전, 골대체물 

CAB: 소파술, 치근단 절제, 버니싱 

CABB: 소파술, 치근단 절제, 버니싱, 골대체물 

C: 소파술 

Fig2. Data according to oper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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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 

방사선학적인 치유의 평가는 술자를 포함한 3명의 보존과 의사들에 의해 시행

되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술 기록지를 beam projector로 스크린상에 투

영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각 평가자간에 의견교환은 없었다. 평가자간에 의견이 

일치한 경우는 그대로 최종 평가결과를 얻었지만 3명의 평가자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는 다시 독립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의견교환을 통해 평가

를 하였다. 

 

5.평가 기준 

방사선학적인 치유의 평가는 Rud와 Andreasen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완전 치유: 치근막 공간과 치조백선이 재형성되고 치근단부의 치근막 공간의 

폭이 비이환 치근의 치근막 공간보다 2배까지 넓어진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골 와

동이 골로 채워지지만 주변 골보다는 방사선 투과도나 구조가 같지 않을 수 있다.  

 

Fig 3. 상악 우측 측절치에 지속된 치근   

단 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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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완전 치유의 예. 술 후 30개월 재검시  방

사선사진. 치근단 수술 후 완전한 골 치 유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2. 불완전 치유: 방사선투과성 병소가 그 전과 비교시 줄어들었거나 비슷한 정도

이고 방사선투과성 병소 내에 골 구조가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방

사선투과성 병소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비대칭적이고 방사선투과성 병소와 

치근막과의 연결이 각을 이룬다. 방사선투과성 병소의 주변 골이 가는 망상 구조

를 보인다(Fig.5,6). 

 

Fig 5. 상악 죄측 제1 대구치의             

동통호소로 치근단 수술 

을 시행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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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불완전 치유의 예.30개월    

후 재검 사진으로 방사선  

투과성 병소의 크기는 줄 

어들었으나 불완전한 골  

치유를 보여준다. 

 

3. 불확실 치유: 방사선투과성 병소가 그 전과 비교시 줄어들었으나 치조백선의 

두께가 collar형태의 증가를 보이며 방사선투과성 병소의 가장자리가 원형이거나 

반원형이며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대칭적이며 깔때기 모양으로 확장되어 있다 

(Fig.7,8). 

Fig 7.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로 근  

관의 석회화 및 치근단 병소 

를 나타내고 있다. 

 

 

 

Fig 8. 불확실 치유의 예. 술후 12

개월 된 방사선 사진으로 불확실한 

치유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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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만족 치유: 불확실 치유의 방사선학적인 양상과 유사하나 방사선투과성 병소

가 증가한 양상을 나타낸다 (Fig.9,10). 

  

Fig 9.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지속적인 

치근단 병소로 치근단 수술을 시행한 직후의 사

진. 

 

 

 

 

   

Fig 10. 불만족 치유의 예.술 후 6개월 된 사진

으로 누공의 재형성으로 다시 내원함. 증가 된 

방사선 투과성 병소 소견을 보인다. 

      

   

 

 

 

 

6.성공/실패의 분류 

방사선학적인 치유양상이 완전 치유와 불완전 치유는 성공으로 간주했고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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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불만족 치유는 실패로 간주하였다. 또한 임상증상의 유무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다. 

 

7.통계처리 방법 

자료의 분포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비율을 얻을 수 있었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각 변수들과의 연관성은 chi-square analysis를 시행하였다. Chi-square analysis

를 시행하여 카이제곱의 확률값을 검정하여 유의성을 알아보았고 변수의 표본수

가 너무 적은 경우는 exact test를 실시하여 양측 p value의 유의성을 검정해 보

았다. 그 중에 유의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적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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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242사례 중 이미 기록이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총 100명의 환자에서 105사례

(전치 60개, 소구치 19개, 대구치 26개)가 이번 연구에서 분석되어 재검률은 

43.4%였다. 평가된 증례의 성별비는 남자 48명, 여자 57명이었다. 환자의 수술시 

연령은 12세부터 71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연령은 42.7세이다. 평균 환자들의 재검 

기간은 19.8개월이었고 최단 12개월부터 최장 69개월이었다. 통상적인 치근단 수

술이 102사례였고 재수술이 3사례였다. 치근단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을 보면 불완

전한 근관치료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근관의 석회화로 수술하게 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Fig.11). 

불완전근관
치료
59%

근관석회화
8%

형태이상
4%

미세균열
6%

기타
4%

제거 불가능
한 포스트

19%

 

 기타: 의원성, 낭종 

Fig11. Analysis of cause of apical surgery 

 

 

방사선학적으로 평가시 전체적인 성공률은 84.76%였다.  

치근단 수술의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평가자간에 일치도를 보인 경우는 105사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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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4사례였으며 60.95%의 일치도를 보였다. 그 중 완전 치유의 평가시 가장 높

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불일치를 보인 경우에서는 완전 치유와 불완전 치유의 

평가시 불일치를 가장 많이 보였으며 그 다음은 불완전 치유과 불확실 치유였다 

(Fig.12,13). 

치유양상별 평가 일치율

0 10 20 30 40 50 60

완전치유

불완전치유

불확실치유

불만족치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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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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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Degree of agreement of evaluation 

불일치를 보인 사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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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Degree of disagreement of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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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유양식별 분포는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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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Cases and percentage according to healing pattern 

 

치근단 수술이 실패한 16사례의 경우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있다 (Table1). 

 

.   Category  of analysis     Number of cases 

           전치                   8 

치아위치   소구치                 0 

           대구치                 8 

 

증상        유                     3 

            무                    13 

 

            CAR                  11 

술식과정    CAB                   3 

            C                      2 

 

            0-4mm                7 

치주상태    5-8mm                4     

            9-12mm               5 

 

           20세 미만               1 

연령       20-40세 미만            4      

           40세 이상              11 

                                   



- 16 - 

Table1. Analysis of failure cases 

CAR: 치근단 소파술,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역충전술 

CAB: 치근단 소파술, 치근단 절제술, 버니싱 

C: 치근단 소파술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3사례이며 나머지는 자발적인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

다. 치근단 수술의 결과는 모든 상관 변수와 함께 표에 요약되어 있다 (Fig.15,16, 

17,18,19,20). 

술 후 증상이 있는 경우는 12.27%였으며 대부분 둔통 및 미약한 통증을 호소

하였다. 방사선학적으로 완전 치유된 사례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둔통이 지속된 

2사례와 입천장이 얼얼하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동일 환자의 3사례가 있었다. 또

한 불완전 치유되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5사례였으며 둔통과 같은 모호한 통

증의 부정기적 발현이 3사례와 타진과 촉진시 통증을 보이는 사례가 2사례가 있

었다. 술 후 증상과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관성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15)(p > 0.05). 

수술한 치아의 악궁별 분포와 환자의 성별은 유사하였으며 빈도수로 본 성공률

도 유사하였다 (Fig.16). 악궁별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성공률과는 유의성을 보이

지 않았다 (p>0.05). 치근단 수술을 시행한 치아는 전치가 57%였고 대구치가 

24.53%의 분포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치의 비율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전치가 성

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정확도 검정에서도 유의성 있게 나왔다

(p<0.05). 또한 전치와 소구치가 대구치보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17). 술자간 성공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18)(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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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No. of cases of radiographic success with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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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Success and failure cases according to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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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Success and failure according to tooth position 

 

66.67%

90%

81.93%

33.33%10%

18.07%

0

10

20

30

40

50

60

70

80

A B C

술자

사
례

수 성공 

실패

 
 

Fig18. Success and failure according to surgeon 

                         

치근단 수술시 정상 치주 상태의 경우가 중등도나 그 이하의 치주 상태의 경우

보다 성공률이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왔다 (p<0.05)(Fig.19). 피막 거상시 피질골 

피열 여부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성공률과의 연관성은 보지 못하고 피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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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각각 80%와 100%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술식과정에 따른 성공률을 보면 치근단 소파술만 시행한 경우 그 증례 모두 실

패하였고 치근단 절제와 치근단 역충전한 경우와 치근단 절제와 버니싱만 한 경

우는 두 경우 모두 80%대의 유사한 성공률을 보였다. 통계학적으로 치근단 역충

전을 한 경우와 치근단 절제 후 버니싱만 한 경우를 비교시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집단 모두 치근단 소파술만 시행한 경우에 비해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Fi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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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 Success and failure according to periodontal condition 

N: probing depth가 0-4mm범위 

M: probing depth가 5-8mm범위 

F: probing depth가 9mm이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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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 Success and failure according to operation procedure 

CAR: 치근단 소파술,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역충전술 

CAB: 치근단 소파술, 치근단 절제술, 버니싱 

C: 치근단 소파술 

생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육아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양이었다. 생검 결

과는 표본수가 적어 정확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와 성공률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었다 (p>0.05). 

 환자의 연령대별 분포와의 관계는 20세 이하, 20세 이상 60세 이하, 60세 이상

으로 나누었을 때 통계적으로 성공률과 연관성이 없었다 (p>0.05). 

Chi-square test와 exact test를 시행하여 연관성이 확인된 치아의 위치, 치주

상태, 술식 과정을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치아의 위치와 치

주 상태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치와 소구치가 대구치보다 성공

률이 높으며 정상 치주조직이 치주염이 있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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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table2). 

 

Table2.Data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변 수          Odds ratio(confidence interval) 

 

치아위치         1.957 (3.719-1.029) 

치주상태         3.966 (16.121-0.976) 

 



- 22 - 

 

 

IV.총괄 및 고찰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시행한 치근단 수술의 성공과 실패

의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후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했는데 피판 거상시 피질골의 

피열 유무 상태나 술전 치주 상태, 생검 결과 등과 같은 변수들의 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증례가 많아서 적은 수의 증례만이 분석되어 오차가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 장기간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치근단 수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충전 등의 불완전한 근관 치료가 가장 많

았으며 포스트 등의 제거할 수 없는 보철물을 가진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근관치료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세정, 멸균 및 완전한 충전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근관 치료의 실패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방사선학적인 성공률은 84.76%가 나왔는데 실패의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술전 진단의 잘못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 수술시 치아의 

미세균열과 발육구를 진단하지 못해 치근단 수술이 실패한 2사례가 발견되었다. 

치근단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지에 대한 술전의 주의 깊은 진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둘째로 치주조직과 개통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근단 수술을 하게 되면 술 후에 치주낭을 통한 지속적인 세균의 

침투 및 자극의 존재로 치근단 병소의 치유가 지연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실패

한 16사례 중 2사례에서 치주병소와 연결되었다. 세번째로 구치부 치근에 존재하

는 isthmus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sthmus란 두 근관을 연결하는 좁은 통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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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조직을 함유하고 있다. Hsu와 Kim19에 의하면 하악 제1대구치에서 근심 치

근의 70-80%에서 isthmus의 발현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Weller등20에 의하면 

상악 제1대구치에서도 근심 협측 치근단 3mm수준에서 45%의 isthmus의 발현 

빈도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악 대구치 근심 치근의 치근단 성형시 이 

isthmus까지 성형되고 충전되지 못하면 치근단 수술의 주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록 현미경과 초음파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치근단 

성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isthmus가 좁

은 연결부위를 치근단 성형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

다. 네번째로 술식 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수술한 사례 중 치근단 역충전이 

되어 있던 2사례를 소파술만 시행한 경우 모두 실패하였다.  

방사선학적인 치유를 평가한 기간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 Rud등8은 

평가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전 (complete) 치유와 불만족 (unsatisfactory) 치유는 

증가하고 불완전 (incomplete) 치유와 불확실 (uncertain) 치유는 감소한다고 보

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재검이 된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앞으로 치유 평가기간이 길어진다면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

가기간별 사례수가 일정치 않아 그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검을 통해 치유의 평가기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성공률은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을 가장 최근에 보고한 Rubinstein과 

Kim11의 보고에 의한 96.8%보다는 저조했다. Rubinstein11의 연구에서도 반흔 조

직으로 치유된 것까지 성공으로 간주하였고 방사선학적인 평가를 12개월 후에 시 

행했다는 점은 본 연구와 동일하다. Rubinstein과 Kim11의 연구에서는 엄격한 증 

례 선택을 해서 근관 기원의 사례만 치근단 수술에 포함되고 치주 문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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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제외되었고 전문적인 1명의 술자에 의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졌다. 치근단 

역충전 물질로는 Super-EB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 문제가 있는 치

아까지 치근단 수술에 포함시켰고 역충전 물질로 88%에서 Super-EBA와 조직학

적인 치유의 효과가 유사한 IRM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MTA를 역충전 재료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10,12,13,14,15,16,17,18 많다. 본 연구에서는 1사례밖에 없어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 경우 성공적인 치유가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치근단 역충전 물질로 MTA를 적극 사용하여 그 예후를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술 후 증상이 있는 경우가 13사례로 12.27%에서 증상을 보이며 

둔통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접촉통, 부은 느낌, 촉진시 동통 등이 있었다. 방사선학

적으로 완전 치유된 경우 증상이 있는 두 환자에서 5사례 중 한 환자에게서 입천

장이 얼얼하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3사례가 있었는데 입천장이 얼얼하다는 증상은 

치근단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비치성 기원의 동통일 수 있다. 또한 타진과 촉진시

에 정상 반응을 보이며 피곤할 때 가끔씩 둔통이 있다는 1사례가 있었는데 수술

한 치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방사선학적으로 불완전 치유

되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5사례가 있었는데 타진과 촉진시 정상반응을 보이

며 피곤할 때 비주기적인 모호한 통증을 호소하는 3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들 

역시 임상 증상이 수술한 치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히려 

불확실 치유와 불만족 치유의 경우에 증상을 보이는 3사례는 촉진과 타진시 

반응을 보여 수술한 치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 

상적 증상이 없는 사례와 방사선학적인 성공을 모두 고려했을 때 성공률은 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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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떨어지지만 단순히 임상적 증상의 유무와 방사선학적인 치유에 의한 확률적 

계산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생물학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증상과 방사선학적인 치유 양상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Friedman등9의 연구에서는 구치부와 소구치부에서 치근단 수술을 

시행했을 때 불만족 치유인 경우 임상적 증상과 더 관련이 높다고 보고했다. 

Mattila와 Altonen21도 임상 증상과 치근단 병소가 상호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Rud와 Andreasen8는 만성 치근단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임상적 

정보는 치근단 수술후의 치료결과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치

근단 병소와 관련된 임상 증상은 흔히 압력과 관련된다고 보고된다. 따라서 누공

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본 연구에서도 치근단 수술이 실패한 

39%에서 누공이 재형성되었지만 자각증상이 없었고 누공 및 증상이 모두 없는 

경우가 43%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이는 술 후 증상과 방사선학

적인 성공과 실패는 통계학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통계적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골 피열의 유무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13사례였는데 

골 피열이 된 경우 성공률은 80%로 Skoglund와 Persson26의 연구에 의한 성공률인 

37%보다 높게 나왔다. 본 연구는 골 피열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후향성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골 피열이 있는 치아의 치근단 수술시 Abramowitz등27의 시

도와 같이 차폐막을 사용하여 협측 피질골의 재형성을 통한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방사선학적인 치유의 평가시 평가자간에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도 

39.05%나 되었다. 불일치를 보인 경우는 각기 평가자가 다시 평가를 내렸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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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를 보이는 경우에는 평가자가 모여 토의를 거친 후에 최종 평가를 하였다. 

불일치를 보인 경우에서는 완전 치유와 불완전 치유의 평가시 80.95%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술 후 1년의 평가에서 골치유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불일치를 

많이 보인 것 같다. 그러나 완전 치유와 불완전 치유를 모두 성공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결과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분석을 위해 chi-square test를 

통해 유의성 있게 연관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그 변수들에 대해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제거한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치

주 상태와 치아의 위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낭의 깊이가 3mm이하의 정상 치주조직을 가진 경우가 4mm이상의 치주낭을 

가진 중등도 이하의 치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높았고 전치와 소

구치가 대구치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의 위치는 대구치로 갈수

록 접근도 및 시야가 나쁘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시에 경사 각도가 커지게 되고 

골 삭제량도 많아지게 되며 대구치 치근에 빈번한 ishtmus등을 제거하지 못해 실

패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인은 서양인들에 비해 개구량의 차이가 있어 접근도

의 차이가 있다. Walker25의 연구에 의하면 동양인에게 하악 대구치의 원심치근이 

2개인 빈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원심 치근의 치근단 수술시 주의하지 

않으면 설측 치근을 놓치게 되고 치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주 상태가 안 좋

은 경우 치근단 절제술 후 치근의 길이가 짧아져 지지가 더욱 나빠져 치아 동요

도가 증가할 수 있고 술 후 나타나는 치경부 골흡수에 의해 치주조직과 개통이  

되어 치유가 방해될 수 있다.  

Testori와 Tiziano7의 연구에서는 성공률이 상악이 더 높았고 근관 충전의 질에 

따라 성공률의 차이가 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Testori등7은 근접도 및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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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으로 급한 각도의 경사를 더 많이 주어 하악은 설측의 apical 

ramification을 제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

는 악궁간 성공률의 차이는 없었으며 근관충전의 질은 평가자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방사선학적으로 근관 충전이 잘 

되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술시 관찰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Rapp등2의 연구에서는 완전 치유는 연령과 관련이 많다고 보고했다. 60세 이상

이면 상아 세관이 좁아져 봉쇄가 용이해져 완전 치유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또

한 치근단 수술 후 더 나은 치유는 수술 후에 영구적으로 수복된 치아에서 더 많

이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술 당시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분포가 21세부터 60세까지가 절대적인 

80%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통계처리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 같다.  

Rud와 Andreasen8의 연구에 의하면 치근단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을 분석해 봤을 때 치경부 골흡수가 있는 경우 치유가 지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설측 피질골의 천공이 있는 경우 반흔 조직 치유가 자주 일어남을 보

고했다. 그 연구에서 저자가 강조했듯이 술후 성공률에 대한 상호관련성의 통계학

적 분석은 확률에 의거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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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서 시행한 치근단 수술의 성공률은 방사선학적으

로 84.76%이며 전치와 소구치가 대구치보다 예후가 좋았으며 치주상태가 좋을수

록 성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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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ospective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Periapical Surgery 

 
 

                       Hyun-Jung, Ahn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Il-Young, Jung D.D.S., M.S.D., Ph.D.) 

 
  

 

To resolve many technical or biologic problems of root canal 

treatment, periapical surgery is often indicated. A number of 

studies have retrospectively evaluated the success rates of 

periapical surgery and a wide range in success rates has been 

repor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define the biologic 

and treatment-associated variables that may effect on treatment 

outcome for periapical surgery.  

 The patients treated by five dentists at the Dental Hospital of 

Yonsei University during 1994-2000 were recalled for 

reexamination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treatment. Those 

teeth, which were confirmed as a vertical root fracture during the 

surgical treatment,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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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s twenty three patients, one hundred patients were 

reexamined. A total of 105 teeth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average follow-up period for the patien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was 19.8 months; the minimum was 12 months and the 

maximum was 69 months. Radiographs were evaluated by 3 of 

the authors through the use of 35mm slide projector. For each 

radiograph, the 3 evaluators had to reach agreement before the 

case was assigned to one of the radiographic healing groups 

based on the criteria of Rud et al8. 

  The cases were considered successful when the teeth were 

included in complete or incomplete healing category. The other 

cases were judged as unsuccessful. The statistical analysis of 

various factors which may influence the outcome of treatment 

was made chi-square tests.          

Radiogrphic success rate is 84.76% in this study and position 

of teeth and periodontal condi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this study, the success rate of apical surgery is 84.76% 

radiogrphically and periodontal condition and position of teeth 

can influence the healing significantly. 

 

 

Keywords: periapical surgery, periodontal condition, position of 

teeth, radiographic success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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