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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 보존과에서 시행된 

근관치료의 원인과 그 분포 및 치아의 종류, 연령, 성별과의 상관관계 

 

 

목적 

지난 2년간 일산병원에서 수행된 근관치료 및 재근관치료의 원인들과 그 

분포를 알아보고, 각 원인에 따라 치료받은 치아의 종류,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이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 

보존과 전공의 2명이 시행한 근관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총 673명 환자, 1012개의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초기 근관치료는 751증례, 재근관치료는 261증례였다. 

의무기록과 방사선사진을 참고로 하여, 환자의 성별, 연령, 치료받은 치아의 

종류, 초기 근관치료 혹은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원인들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마다 백분율을 구하여 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하였으며, chi square 

test와 one way anova (SPSS version 18.0)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결과   

1) 전체 근관치료 

총 1012개 치아 중 하악대구치 (n=268, 26.5%)의 근관치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악전치 (n=254, 25.1%)의 치료가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관치료가 40-59세 (n=332, 32.8%)와 20-39세 (n=313, 

30.9%)에 분포하였고, 남성 (n=515, 50.9%)과 여성 (n=497, 49.1%)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2) 초기 근관치료 

751증례 중, 주된 원인인 우식과 그 속발증이 49.5%의 비율을 보였고,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18.9%, 치근단 병소의 경우가 14.5%이었다.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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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에서는 우식과 crack이 가장 많았고, 외상과 치근단병소는 상악 

전치부에 호발하였다. 19세 이하 연령의 주된 근관치료의 원인은 

외상이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는 우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령으로 갈수록 crack과 보철적인 이유로 근관치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서 외상의 발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치아 종류, 연령, 성별에 따라 

취약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재근관치료 

261 증례 중, 기존 근관치료의 실패로 인한 재근관치료가 62.1%로 주된 

원인이었으며, 40-59세의 환자에서 빈번하였고, 주로 대구치에서 빈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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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 보존과에서 시행된 

근관치료의 원인과 그 분포 및  

치아의 종류, 연령, 성별과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이 승 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지 연 

 

Ⅰ. 서론 

 

Bjørndal 등 (2006) 의 연구를 통하여 우식증과 그로 인한 속발증이 근관

치료의 가장 주된 원인임이 보고 되었다 (Bjorndal et al., 2006, Hollanda et 

al., 2008, Ahmed et al., 2009, Serene and Spolsky, 1981). 그리고 이와 연관

하여 하악 대구치의 근관치료가 가장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악 제1

대구치가 가장 먼저 맹출되어 구강 내에서 우식의 원인요소에 오랜 기간 노출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 (Ahmed et al., 2009, Serene and Spolsky, 

1981, De Quadros et al., 2005). 그러나 Ingle (1976) 과 Hollanda 등 (2008) 

은 각각 상악 전치와 상악 대구치가 가장 빈번하게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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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로 보면 26-49세 (De Quadros et al., 2005)와 21-30세 (Farrell 

and Burke, 1989)에서 주로 시행되어, 전반적으로 20-40대에서 빈번한 것으

로 보고되었지만 (Saunders and Saunders, 1988), 이보다 높은 연령인 46-

60세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기도 했고 (Hollanda et al., 2008),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관치료의 횟수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어 (Ahmed et al., 2009), 

연령과 근관치료의 시행빈도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역시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데, Serene 등 (1981)과 Ahmed 등 (2009)

은 근관치료의 빈도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는 한편, 

Boucher 등 (2002)은 남성보다 여성의 치료가 통계적으로 유의차있게 높다

고 하였다 (Boucher et al., 2002, De Quadros et al., 2005, Hollanda et al., 

2008). 

이 같은 근관치료의 주된 원인과 역학적인 면들을 파악하면, 향후 근관치료

의 경향성 및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게 되고, 치과 인구의 치료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

과 보존과에서 시행된 근관치료 및 재근관치료의 원인들과 그 분포를 알아보

고, 각 원인에 따라 치료받은 치아의 종류,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이 상관관

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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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법 

 

1. 조사군 설정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 

보존과 전공의 2명이 근관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초기 근관치료 혹은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모든 환자를 

포함하였으나, 유치를 치료한 경우와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관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치근단 수술만 시행한 경우 등은 제외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수연 2010-77). 

 

2. 자료수집 

총 673명, 1012개의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를 조사하였고, 초기 근관치료 

751증례, 재근관치료 261증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무기록과 

방사선사진 (periapical view, panoramic view)을 참고로 하여, 치아별로 

환자의 성별, 연령, 치료받은 치아의 종류, 초기 근관치료 혹은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원인들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과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환자의 성별 : 남성 / 여성  

나. 환자의 연령 : 0-19세 / 20-39세 / 40-59세 /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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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의 종류 : (상, 하악) 전치 / 소구치 / 대구치  

라. 초기 근관치료의 원인  

(1) 우식과 속발증 

(가) 임상 증상이 없이 우식의 제거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노출된 경우 

(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역 혹은 비가역성 치수염) 

(다) 우식으로 인한 치근단 병소와 그와 연관된 증상이 생긴 경우 

(2) 외상 

(3) 치근단 병소 및 그와 관련된 증상 (병소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 임상증상이 없는 치근단 병소 

(나) 임상증상이 있는 치근단 병소 

(다) 급성으로 잇몸 혹은 근막사이 공간으로 염증이 확산된 경우 

(라) 누공이 형성된 경우 

(4) 보철적인 이유 

(5) Crack 

(6) 심한 치아마모 혹은 상아질 지각과민증 

(7) 구강외과적인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 

 (3)는 치근단 병소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다른 항목으로 분류 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는 급성 치근단 농양, (라)는 만성 치근단 농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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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는 증례이며, (4)번 보철적인 이유로 근관치료를 하는 경우는 

치아 삭제 중 치수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았어도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보철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의도적인 근관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철과에서 의뢰된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마. 재근관치료의 원인 

(1) 기존 근관치료의 실패로 치근단 병소 및 그와 관련된 임상증상이 

생긴 경우 

(가)  임상증상이 없는 치근단 병소 

(나)  임상증상이 있는 치근단 병소 

(다)  급성으로 잇몸 혹은 근막사이 공간으로 염증이 확산된 경우 

(라)  누공이 형성된 경우 

(2) 치근단은 정상이나 이전 근관치료 후 수복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3) 치근단은 정상이나 부적절한 기존의 근관치료 때문에 선택적으로 

재근관치료 시행 

(4) 개인치과에서 협진의뢰된 경우 

(2)은 기존의 근관치료 후 core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core까지만 시행하고 

전장관은 시행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로 보철수복을 위해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들이었다. (3)는 주치의가 이전의 근관 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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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로, 

치수절단술만 시행하였거나 전체 근관장까지 충전되지 않은 경우, 전체 

근관장까지 치료되었어도 충전물에 공동이 있거나 밀도가 부적절한 

경우들이었다.  

 

3. 자료의 분석 및 통계 

백분율을 구하여 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하였으며, chi square 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SPSS versio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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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전체 근관치료 

   총 673명 환자, 1012개의 치아들을 조사하였다. 전체 근관치료 증례 중 초

기 근관치료 (n=751) 74.2%와 재근관치료 (n=261) 25.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차있게 재근관치료보다 초기 근관치료의 빈도수가 많았다 (p<0.001).  

초기 근관치료의 치아 종류에 따른 빈도는 하악 치아 (42.8%)에 비하여 상

악 치아 (57.2%)의 근관치료가 더욱 많았으며, 대구치 (43.5%), 전치 

(36.6%), 소구치 (19.8%)의 순을 보여 대구치의 근관치료 시행 빈도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분화 하여보면 상악 전치 (26.1%)의 치료

가 가장 많았고, 하악 대구치 (24.6%), 상악 대구치 (18.9%)의 순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대부분의 근관치료가 40-59세 (30.9%)와 20-39세 (30.9%)에 

분포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51.9%)과 여성 (48.1%)의 빈도수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29). 

재근관치료의 치아 종류에 따른 빈도는 초기 근관치료와 비슷한 양상을 보

였는데, 상악 치아(55.2%)의 치료가 하악 치아 (44.8%)에 비해 많았고, 대구

치 (55.6%), 전치 (29.1%), 소구치 (15.3%)의 순으로 빈도수를 나타냈다. 세

분화 하여보면, 하악 대구치 (31.8%)의 치료가 가장 빈번하였고, 상악 대구치 

(23.8%), 상악 전치 (22.2%)의 순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40-59세(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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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47.9%)과 여성 (52.1%)

의 빈도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496). 

 

2. 초기 근관치료 

초기 근관치료 751증례 중, 우식과 그 속발증 (n=372, 49.5%), 외상 

(n=142, 18.9%), 치근단 병소로 인한 경우 (n=109, 14.5%)가 빈번하였고, 이 

세 항목이 8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1). 

 

그림 1. 초기 근관치료의 원인 

 

 

우식과 그 속발증을 원인으로 근관치료를 시행한 372증례 중, 244증례 

(65.6%)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기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111증례 (29.8%)는 

우식
49.5%

외상
18.9%

치근단병소
14.5%

보철
7.0%

crack

6.1%

지각 과민
3.3%

구강외과

수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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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 혹은 비가역성 치수염의 증상을 나타냈고, 나머지 17증례 (4.6%)는 우식

으로 인해 치근단 병소가 생긴 경우였다. 우식의 존재 시 무증상인 경우가 통

계적으로 유의차있게 많았다 (p<0.001) (표 1). 

 

표 1. 증상에 따른 우식의 분류  

 

분류 n % 

무증상 244 65.6 

임상 증상 존재 111 29.8 

우식으로 치근단 병소 생성 17 4.6 

합 372 100 

 

치근단 병소 및 그와 관련된 증상으로 근관치료를 시행한 109증례를 살펴

보면, 급성으로 잇몸 혹은 근막 공간으로 염증이 확산된 경우 (n=44, 40.7%), 

누공이 생성된 경우 (n=25, 22.8%), 임상증상이 없는 치근단 병소 (n=22, 

20.0%), 임상증상이 존재하는 치근단 병소 (n=18, 16.6%)의 순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p=0.854). 

각 원인이 치아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그림 2), 

우식과 그 속발증은 대구치 (61.8%), 소구치 (24.2%), 전치 (14.0%)의 순으

로 대구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외상이 원인인 경우에서는 

99.3%가 전치부에서 나타났으며, 그 중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보다 약 2배정



10 

도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리고 치근단 병소로 인한 경우는 전치 (52.3%), 

소구치 (28.4%), 대구치 (19.3%)의 순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상악 전치가 가

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Crack은 87%가 대구치에서 나타났고, 상악 대구치 

(37.1%)보다 하악 대구치 (47.8%)에서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그림 2. 치아의 종류에 따른 초기 근관치료의 원인  

 

 

a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premolar  

b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molar  

c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premolar and molar  

(p < 0.05) 

각 원인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표 2), 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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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한 경우는 20-39세가 34.4%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p<0.001). 

외상으로 근관치료 시행한 경우는 19세 이하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나, 

crack은 19세 이하에서 적은 빈도수를 보였고, 40-59세에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나타냈다 (p<0.001). 

 

표 2. 연령에 따른 초기 근관치료의 원인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한편,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표 3) 우식과 그로 인한 속발증은 남, 여의 비

율이 50%로 동일하였으나, 외상으로 인한 근관치료는 남성이 62% 여성이  

38%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0.007). 이와 반대로 crack으로 인

한 근관치료는 여성이 60.9% 남성이 39.1%로 여성이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

  0~19 20~39 40~59 60~ 합 

우식 10.2  34.4* 29.8 25.5 100 

외상 39.4 33.8 22.5 4.2 100 

치근단 병소 8.3 30.3 30.3 31.2 100 

보철적인 이유 5.7 22.6 30.2 41.5 100 

Crack 2.2 17.4  58.7* 21.7 100 

상아질 지각과민증 0 0 48.0 52.0 100 

구강외과적 수술 0 75.0 25.0 0 100 

합 14.3 30.9 30.9 2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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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p=0.14). 

 

표 3. 성별에 따른 초기 근관치료의 원인 

 

   남성 여성 합 

우식 50.0 50.0 100 

외상  62.0* 38.0 100 

치근단 병소 57.8 42.2 100 

보철적인 이유 41.5 58.5 100 

Crack 39.1 60.9 100 

상아질 지각과민증 48.0 52.0 100 

구강외과적 수술 25.0 75.0 100 

합 51.9 48.1 10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3. 재근관치료 

재근관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은 (그림 3), 기존치료의 실패 (n=162, 62.1%), 

이전의 근관치료 후 수복시행하지 않은 경우 (n=40, 15.3%), 치근단은 정상이

나 이전의 근관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재근관치료 시행한 

경우 (n=30, 11.5%), 개인치과에서 협진의뢰된 경우 (n=29, 11.1%)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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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근관치료의 원인  

 

성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이는 결과는 없었으며,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표 4) 40-59세에서 기존치료의 실패로 인한 재근관치료의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p<0.001). 

  

기존치료실패
62.1%

부적절수복
15.3%

부적절

근관치료
11.5%

개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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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령에 따른 재근관치료의 원인  

 

 
0~19 20~39 40~59 60~ 합 

기존치료의 실패 12.4 30.3  38.3* 19.1 100 

부적절한 수복 0 40.0 35.0 25.0 100 

부적절한 기존의 충전 13.3 26.7 43.3 16.7 100 

협진의뢰 13.8 27.6 37.9 20.7 100 

합 10.7 31.0 38.3 19.9 10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그리고 기존치료의 실패와 부적절한 수복으로 인한 경우 및 개인치과에서 

협진의뢰된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대구치에서 빈번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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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치아의 종류에 따른 재근관치료의 원인 

 

 

a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premolar  

b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molar  

c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premolar and molar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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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기 근관치료를 하는 주된 원인은 우식과 그 속

발증 (49.5%) 이었고, 다음으로 빈도수가 많은 원인은 외상 (18.9%), 치근단 

병소로 인한 경우 (14.5%) 들로 이 세 원인이 80%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그

림1). 여러 문헌에서도 우식과 그로 인한 속발증이 근관치료의 가장 큰 원인

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파키스탄, 브라질, 덴마크에서 각각 86.8%, 78.8%, 

5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Bjorndal et al., 2006, Hollanda et al., 2008, 

Ahmed et al., 2009, Serene and Spolsky, 1981). 이번 연구에서 20-39세에

서 우식으로 인한 근관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Petersen 등 

(2003) 은 20대의 우식으로 인한 근관치료는 정기검진을 하지 않아 우식의 

첫 수복치료가 연기되어 생긴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식으로 근관치료

를 시행한 증례 중 치료 전 무증상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많은 것

을 볼 수 있는데 (표 1), 이러한 경우 환자들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

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여 우식의 초기단계에 치료를 해야 근관치료의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치아의 종류에 따른 우식의 빈도수에서 하악 대구치가 가장 많은 빈도

수를 보이는데, 이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Ahmed 등 (2009) 은 하

악 제1대구치가 가장 먼저 맹출되어 원인요소에 오랜 기간 노출되기 때문이



17 

라고 설명하였다 (Ahmed et al., 2009, Serene and Spolsky, 1981, De 

Quadros et al., 2005). 

연령에 따라서는 원인의 분포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표3), 19세 이

하 연령의 근관치료는 주로 외상으로 인한 것이며, 고령으로 갈수록 치근단 

병소와 보철적인 이유, crack등으로 인한 근관치료가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였

다. 스웨덴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서 구강 외상은 10세경까지 가장 많이 일어

나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30세 이후에는 드물다고 보고하였다 

(Petersson et al., 1997). 반대로 crack은 대부분이 40-59세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는데, Roh와 Lee의 (2006) crack 발병률 연구에서도 crack 154증례 

중 대부분이 40-49세와 (n=48, 31.2%), 50-59세 (n=41, 26.6%) 인 것을 알 

수 있다 (Roh and Lee, 2006).  

또한 Crack은 대구치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으며, 특히 상악 대구치보다 

하악 대구치의 빈도수가 많았는데, 이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Ehrmann and Tyas, 1990, Ratcliff et al., 2001). Ehrmann과 Tyas (1990)는 

하악 대구치에 crack이 많은 이유를 상악 대구치의 설측 교두가 하악 대구치

에 왕복운동을 하여 많은 힘을 주게 되므로 구조적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으며, 상악 대구치는 횡주융선이 강도를 부여하여 crack에 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Roh 와 Lee (2006) 의 연구에서는 

상악 대구치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행해진 



18 

조사로 한국인의 하악 대구치가 서양인의 대구치에 비해 설측으로 기울어 있

어 협측 교두가 상악 대구치에 왕복운동을 하여 많은 힘을 주어 상악 대구치

에 crack이 많으며, 하악 대구치는 근심과 원심치근이 모여있는 C-shape의 

비율이 높아 crack에 잘 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상악 전치는 외상 (66.2%) 의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데, 다른 연

구에서도 상악 전치, 특히 상악 중절치와 외상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Caldas and Burgos, 2001). 상악 전치는 위치적으로 외상에 가장 취약

하며, 돌출로 인한 수평 피개의 증가와 입술 폐쇄 부전 시 그 빈도는 증가하

여 (Bauss et al., 2004), 전치가 돌출된 어린이가 정상 치열을 가진 어린이의 

약 2배 정도 많은 치아 외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Mcewen JD, 1967). 또한 

외상으로 인한 근관치료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있게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는데 (표 4), 스웨덴에서 행해진 전향적 연구에서도 소아. 청소

년의 평균 외상 발병률을 보았을 때 100명을 기준으로 남자에서 1.6, 여자에

서 1.0 의 비율을 보고하였고 (Glendor et al., 1996), Jacobsen 등 (2003) 은 

남성의 경우 신체 접촉 경기나 운동에 더 많이 참가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결

과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Skaare and Jacobsen, 2003). 하지만 최근에는 전

통적으로 남자들의 경기로 생각되었던 아이스 하키나 축구 등의 경기를하는 

여성이 늘어, 과거에 비해 남녀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Rocha and Cardos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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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들을 통해, 치아의 종류, 연령, 성별에 따라 호발하는 초기 근관치

료의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근관치료는 기존의 근관치료의 실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62.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상 증상이 존재하는 치근단 병소 

(37.0%)와 증상 존재하지 않는 치근단 병소 (35.2%) 가 대부분이었다. 이

러한 경우 재근관치료 시행여부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주관적 견해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Kvist 등 (2004) 은 크고 작은 치근단 치주염이 존재하

는 증례를 개인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재근관치료 여부를 

물었을 때 157명의 치과의사 중 9명은 ‘작더라도 명확하게 병소가 확인되

면 재근관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2%는 ‘커다란 병소가 존재

하여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으면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

는 등 다양한 견해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치료의 결정에는 치

근단 병소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그룹과 환자의 증상유무에 영향을 받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Kvist et al., 2004). Karlsson 

(1994) 역시 기존의 근관 충전이 부적절하거나 치근단 병소가 존재하여도 

환자가 느끼는 임상증상이 없으면 재치료의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하였고, 

이는 방사선 사진상 나타나는 병소 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도 재치료의 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로 인한 다양한 견해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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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치료의 실패에 이어 많은 빈도수를 보인 원인으로는, 이전 근관치료 후 

임상증상이나 치근단 병소는 없으나 부적절한 치관부 수복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나 재수복치료를 위해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로는 근관

치료 후 core를 시행하지 않거나 core까지만 시행하고 전장관 수복을 시행하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Dugas와 Friedman (2003)은 근관 충전이 적

절하여도 치관부 수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근단 조직에 위해를 줄 수 있

으므로, 적절한 근관 충전 뿐 아니라 적절한 치관부 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Dugas et al., 2003). 치관부 수복이 잘 이루어 지면 미생물의 침투 같

은 미세누출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어 근관의 재감염을 막아 치근단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Ray and Trope, 1995).  

 

전체 1012증례를 살펴보면, 남성 50.9%와 여성 49.1%으로 남녀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Ahmed et al., 

2009, Serene and Spolsky, 1981).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차있게 치료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Hollanda et al., 2008, De 

Quadros et al., 2005, Boucher et al., 2002), 이 같은 다양한 결과는 연구마

다 표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성별과 근관치료 시행빈도와

의 연관성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여러 문헌을 종합하면 20-49세에서 주로 근관치료를 시행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Quadros 등(2005) 의 연구에서는 26-49세가, Farrel 과 Bu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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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의 연구에서는 21-30세가 빈번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연령대인 40-59세가 32.8%로 가장 빈도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20-39세가 30.9%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고령인 46-60세

의 연령이 가장 많은 치료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Hollanda et al., 

2008),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관치료 빈도수가 증가하는 보고들도 있었는데 

(Ahmed et al., 2009, Georgopoulou et al., 2005), 이처럼 다양한 결과가 나

오게 된 원인은 연구마다 표본의 크기가 다르며 각 연구의 표본마다 우식 위

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우

나 20, 30, 40대의 환자에서 주로 근관치료를 시행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악궁별, 치아의 종류별로 근관치료 시행빈도를 보면, 상악 (n=567, 

56%)이 하악 (n=445, 4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근관치료를 많이 치

료를 받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De Quadros 

et al., 2005). 그리고 치아의 종류에 따라서는 하악 대구치 (26.5%)에서 빈도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악 전치 (25.1%)의 빈도수가 많았다. 이는 

Seltzer, Ingle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Seltzer et al., 1963, Serene and 

Spolsky, 1981, De Quadros et al., 2005), 하악 전치부의 치료 빈도가 가장 

적은 것 역시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De Quadros et al., 2005, Hollanda 

et al., 2008, Ahmed et al., 2009). 하지만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하악 대구치가 아닌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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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gle, 1976),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기도 하며 

(Hollanda et al., 2008), 전치, 소구치, 대구치가 균등하게 치료받기도 하는데, 

이는 표본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또한 전체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

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Boykin et al., 2003).  

  

이번 연구는 종합병원 보존과에서 시행된 조사이므로 이 결과를 치과 전체

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이번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근관치료의 역학 연구를 

시행하여 근관치료의 경향성의 파악 및 교육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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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 

보존과 전공의 2명이 시행한 근관치료의 주된 원인을 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 우식과 그 속발증으로 인한 경우는 49.5%, 외상은 18.9%, 치근단 

병소로 인한 경우는 14.5%의 빈도수를 보였다.  

2. 치아 종류별로 살펴보면, 하악 대구치에서 우식과 crack으로 인한 초기 

근관치료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외상과 치근단 병소로 인한 경우는 

상악 전치부에 빈번하였다.  

3. 연령 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연령의 주된 근관치료의 원인은 

외상이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는 우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령으로 갈수록 crack과 보철적인 이유로 인한 근관치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 이번 연구를 통해 근관치료의 원인과 치료받은 치아의 종류, 환자의 나이, 

성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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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치아의 종류에 따른 초기 근관치료의 원인  

 

  전치 소구치 대구치 합 

우식 14.0 24.2   61.8 b,c 100 

외상   99.3 a,b 0.7 0 100 

치근단 병소   52.3 a,b 28.4 19.3 100 

보철적인 이유 32.1 15.1  52.8 c 100 

Crack 4.4 8.7   87.0 b,c 100 

상아질 지각과민증 16.0   56.0 a 28.0 100 

구강외과적 수술 50.0 25.0 25.0 100 

합 36.6 19.8 43.5 100 

a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premolar  

b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molar  

c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premolar and molar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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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치아의 종류에 따른 재 근관치료의 원인 

 

 
전치 소구치 대구치 합 

기존치료의 실패 31.5 16.1   52.5 b,c 100 

부적절한 수복 20.0 20.0   60.0 b,c 100 

부적절한 기존의 충전   50.0 a 10.0  40.0 c 100 

협진의뢰 6.9 10.3   82.8 b,c 100 

합 29.1 15.3 55.6 100 

a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premolar  

b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anterior teeth and molar  

c :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premolar and molar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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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root canal treatment to  

affected tooth type, age and sex of patients treated  

at ilsan hospital department of operative dentistry in recent years 
 

Ji Yeon Kim,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 jong Lee, D.D.S., M.S.D.,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tiologic factors and distribution 

of root canal treatment and retreatment. Also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tiologic factors, treated tooth type, patient’s age and sex.  

Methodology 

Data was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ilsan hospital, department of 

operative dentistry. Two residents preformed 1012 teeth root canal treatments 

on 673 patients between the years 2009-2010. Of the 1012 endodontically 

treated teeth, 751 were initial root canal treated cases and 261 were re 

treatment cases. Tooth type, patient information and the causes of treatment 

were retrieved from patient’s dental records and radiographic exam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hi square test and one way anova (SPSS version 18.0). 

Results 

1) Complete root canal treatment 

In a total 1012 cases, the most frequently treated tooth was the 

mandibular molar (n=268, 26.5%), followed by the maxillary anterio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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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4, 25.1%). Most of the treated patients were between the ages of 40-

59 (n=332, 32.8%) and 20-39 (n=313, 30.9%) years old. The percentage 

of males to females were similar; male (n=515, 50.9%) and female (n=497, 

49.1%). 

 

2) Initial root canal treatment  

Of the 751 initial root canal treatment cases, caries and their sequelae 

(49.5%) was the most dominant reason for root canal treatment, followed by 

trauma (18.9%) and apical periodontitis (14.5%). Caries and its sequelae and 

crack were mostly seen in the mandibular molars, while trauma and apical 

periodontitis were seen mainly in the maxillary anterior teeth. The cause of 

treatment for patients under 19 years of age was mostly trauma, while for 

those over 20, the most frequent reason was caries and its sequelae. Crack 

and prosthodontic reasons for endodontic treatment increased with age. 

Males were more prone to trauma compared to femal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cause for root canal treatment varies depending on tooth type, 

patients age and sex.  

 

3) Re treatment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retreatment in the 261 cases studied was 

failure of previously treatment. Patients between 40-59 years old and molar 

teeth were the most frequently received retreatment. 

 

Key Words: Reason for initial root canal treatment, Reason for re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