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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에 대한 분석 

 

이 지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김 성 택> 

 

목적: 치과에서 임상적으로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하악신경이 손

상 받은 경우이며 그 원인으로는 발치, 인공치아매식, 악안면 수술, 치주치료 및 

근관치료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의 신경병

증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된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및 방법: 근관치료 후 발생한 이상감각 또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2004

년부터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32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였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평

가하였다. 

결과: 초진시 감각저하 또는 감각부전의 증상을 호소한 총 32명의 환자 (남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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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자 23명, 평균나이 44세)를 분석하였다. 신경병증의 발생 원인은 근관치료 

시 마취 (46.9%), 근관 내 적용한 약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 (25%), 근관수술 

(15.6%), 기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12.5%) 순으로 많았다. 처방된 약물은 스

테로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이었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약

물 용량은 조절되었으며, 약물 복용 기간은 1주일에서 11개월까지 다양하였다.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25명,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7명이었으며,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개선된 경우가 21명 (66%),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11명 

(34%)이었다. 그 증상은 감각저하와 감각부전으로 분류하였고, 감각저하는 67%, 

감각부전은 65% 개선을 보였다.   

 결론: 근관치료와 연관된 하악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경병증의 종류와 회복 수준

은 신경 손상의 원인, 정도와 손상 발생 후 치료 시기, 처치 방법 등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에 따라 통증 강도나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므로 향후 더 많은 개체 수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하치조신경, 설신경, 근관치료, 신경손상,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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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에 대한 분석 

 

이 지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김 성 택> 

 

I. 서론 

 

 발치, 임플란트 수술, 악안면 수술, 치주치료, 근관치료 등의 치과치료를 시행하

는 경우 해부학적 구조의 변이나 부적절한 진단 또는 치료 술식에 의해 의원성 

하악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악신경은 설신경 (lingual nerve), 하치조신경 

(inferior alveolar nerve) 등으로 분지되어 하안면부 등의 감각 및 저작근의 운동

을 담당하는 신경을 포함하므로 하악신경이 손상된 경우 다양한 신경병증 

(neuropathy)을 보일 수 있다. 

 신경병증은 감각증상에 따라 분류하면 양성감각증상 (positive sen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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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과 음성감각증상 (negative sensory symptom)으로 나눌 수 있다. 불

쾌감 유발 여부와 상관 없이 양성 및 음성의 비정상적인 감각을 통칭하여 감각이

상 (paresthesia)이라 하는데, 양성감각증상에는 통증 (pain), 감각과민 

(hyperesthesia), 감각부전 (dysesthesia) 등이 있으며, 이 중 감각부전은 통증

과 같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감각을 지칭한다. 그리고 음성감각증상에

는 감각저하 (hypoesthesia)나 감각소실 (anesthesia) 등이 있다 (Baron 2000, 

Woolf와 Mannion 1999).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 이 두 가지 양상이 혼재할 수 

있다. 하치조신경 손상의 증상은 56~70%가 감각이상, 17~20%가 감각부전이라

는 보고들이 있었다 (Hillerup S 2008, Sandstedt P와 Sörensen S 1995). 하악

신경 손상으로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하악 제3대구치 발치와 임플란트 수술이지만 (Choi 등 2009), 근관치료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Lynch와 Elgeneidy (1996)는 근관치료 후 신경병성 통증 

(neuropathic pain)의 발생률이 발치와 외상 같은 다른 치과 치료에서보다 더 높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전의 후향적 연구에서 근관치료 술식 후 3~12% 환자에

서 신경병성 통증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Marbach 등 1982, Campbell 

등 1990, Polycarpou 등 2005).  

 근관치료 중 신경 손상의 원인으로는 국소 마취시의 손상 외에도 과도한 기구 

조작에 의한 기계적 외상, 근관 세척액이나 근관 충전재에 의한 압력, 주사약재나 

근관재료에 의한 신경 독성 (neurotoxic effect)이 있으며  (Pogrel 2007), 신경 

손상 발생시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접근법과 행동요법,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 같은 

비외과적 접근법이 보고된 바 있다 (Meyer와 Ruggiero 2001).  

 근관치료는 가장 일반적인 치과 술식 중 하나이지만, 근관치료시 신경손상의 정

확한 원인, 증상과 치료 반응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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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관치료 시행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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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대상 및 방법 

 

근관치료 후 발생한 이상감각 또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

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하악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로 진단되거나 의심된 환자에서 파노라마 또는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고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의 진료 기록을 통해 환자의 나이, 성별 등 개인 정보와 주소, 병력, 증

상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연령, 성별, 초진 시 통증 강도, 손상 부위와 원인, 손상 

신경 분지, 초진 시 주관적 증상의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약물 치료 후 증상의 회

복 수준을 평가하였다. 증상은 감각저하 (hypoesthesia)와 감각부전  

(dysesthesia)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처방된 약물은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anticonvulsant)나 항우울제 

(antidepressants), 진통제 등이었고, 내원 시 증상 변화에 따라 투약 지속 여부

와 용량이 조절되었다. 스테로이드는 prednisolone (Solondo
®
, 유한양행)이 처방

되었고, 항경련제는 gabapentin (Neurontin
®
, 한국화이자), clonazepam 

(Rivotril
®
, 한국로슈), topiramate (Topamax

®
, 한국얀센), carbamazepine 

(Tegretol CR
®
, 한국노바티스) 등이 처방되었으며, 항우울제는 삼환성 항우울제 

((amitriptyline(Etravil
®
, 동화약품), nortriptyline (Sensival

®
, 일성신약)), 

SNRI (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항우울제 (venlafaxine 

hydrochloride (Effexor-XR
®
, 일동제약)와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항우울제 (paroxetine(Seroxat
®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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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되었고, 진통제는 acetaminophen과 tramadol 복합제제 (Ultracet
®
, 한국얀

센)가 처방되었다. 

 초진 시 통증 강도는 시각통증등급 (visual analogue scale, VAS)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약물 치료 시행 후 감각저하와 감각부전의 회복에 대한 평가 기준은 통증

이 감소하거나 증상이 일부 남아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개선으

로 보았고,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던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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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본 분석에 포함된 총 32명의 환자 중 여성이 72% (n=23)이었으며, 남성이 28% 

(n=9)이었다. 환자의 연령은 16세에서 70세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연령 분포는 10대가 3.1% (n=1), 20대가 15.6% (n=5), 30대가 

12.5% (n=4), 40대가 34.4% (n=11), 50대가 21.9% (n=7), 60대가 9.4% 

(n=3), 70대가 3.1% (n=1)로 (그림. 1), 40대와 50대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남성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초진 시 시

각통증등급은 남성이 2.5, 여성이 4로 평균 3.5이었고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손상 원인은 근관치료 시 국소마취 (전달마취)가 46.9% (n=15), 근관치료 시 

임시 근관 충전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이 25% (n=8), 치근단 수술 (apicoectomy)

과 같은 근관수술이 15.6% (n=5), 기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12.5% (n=4) 

순으로 마취에 의한 신경 손상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시 손상에 이

환된 신경 분지는 하치조신경이 78% (n=25), 설신경이 22% (n=7)로 대부분의 

증상이 하치조신경 손상과 관련되어 있었고, 혀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전달

마취로 인한 설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었다 (표. 1). 환자의 증상은 감각저하가 

37.5% (n=12), 감각부전이 62.5% (n=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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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경 손상 원인에 따른 환자 분포 

 

 

전달마취 근관충전재 근관수술 원인불명 합계 

하치조신경 

/ 증상개선 

환자수*(%) 

8 

/ 5* 

8 

/ 4* 

5 

/ 1* 

4 

/ 4* 

25(78%) 

/ 

14*(56%) 

설신경 

/ 증상개선 

환자수*(%) 

7 

/ 7* 
0 0 0 

7(21.9%) 

/ 

7*(100%) 

Total 

/ 증상개선 

환자수*(%) 

15(46.9%) 

/ 

12*(80%) 

8(25%) 

/ 4*(50%) 

5(15.6%) 

/ 1*(20%) 

4(12.5%) 

/ 

4*(100%) 

32(100%) 

/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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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자의 연령과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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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근관 충전재에 의한 신경의 화학적 손상 중 지용성 수산화칼슘 제재

(Vitapex
®
, 네오제약)를 사용한 경우가 75% (n=6), 수용성 수산화칼슘 제재 

(Calcipex
®
, NISHICA사)를 사용한 경우가 25% (n=2)였고, 모두 하치조신경 손

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평균 4개월의 약물 치료 후 환자의 50% (n=4)

에서 증상 개선을 보였다 (표. 2). 

 처방된 약물은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이었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약물 용량은 조절되었으며, 약물 복용 기간은 1주일에서 11개월까

지 다양하였다. 항경련제 중 gabapentin (57%)과 clonazepam (16%)이, 항우울

제 중 삼환성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 (73%)과 nortriptyline (9%)이 가장 빈

번하게 처방되었다.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된 정도는 하치조신경이 손상 받

은 경우가 56% (n=14), 설신경이 손상 받은 경우가 100% (n=7)이었다 (표. 1). 

하악신경의 감각저하나 감각부전의 회복에 관하여 증상이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66% (n=21), 미미하거나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34% (n=11)였고, 감각저

하의 경우 67% (n=8), 감각부전의 경우 65% (n=13)의 개선을 보였다 (표. 3). 

연령대나 성별에 따른 증상의 개선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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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용성, 수용성 임시 근관 충전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 시 증상 개선 정도 

 

증상 감각저하 감각부전 합계 

Vitapex
®
사용 

/ 증상개선환자수(%) 
2 / 1(50%) 4 / 2(50%) 6 / 3(50%) 

Calcipex
®
 사용 

/ 증상개선환자수(%) 
2 / 1(50%) 0 / 0 2 / 1(50%) 

 

 

 

 

 

표 3.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회복 분포 정도 

 

증상 감각저하 감각부전 합계 

총환자수 12 20 32 

증상개선환자수(%) 8(67%) 13(65%)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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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자 연령에 따른 증상의 개선 정도 

 

그림 3. 환자 성별에 따른 증상의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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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삼차신경은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으로 분지되며, 그 중 하악신경은 설신경

과 하치조신경 등으로 분지되는데 치과치료 중 의원성 손상으로 지각이상이나 통

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Sandstedt와 Sörensen (1995)은 226명

의 하치조신경, 이신경, 설신경 손상 환자의 설문조사에서 70%가 감각이상을 느

꼈고, 이들 중 20% 이상이 이환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

가 많을수록 더 심한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2.6배 많았고, 여성의 시각적통증등급이 남성보다 더 큰 결과를 보

여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악신경 손상의 원인 중 하악 제3대구치 발치와 임플란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Choi 등 2009), Ryu와 Kwon (2007)은 발치에 의한 손상이 39.1%, 

임플란트에 의한 손상이 24.6%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반면 근관치료도 신경

병성 통증의 발병과 관련 있다는 몇 개의 보고들이 있는데 (Vickers와 Cousins 

2000, Battrum과 Gutmann 1996, Lilly와 Law 1997, Matwychuk MJ 2004, 

Lynch과 Elgeneidy 1996, Marbach 1982), Lynch와 Elgeneidy (1996)는 근관

치료 술식 후에 신경병성 통증의 발병률이 다른 치과 치료보다 높다고 보고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과적 술식에 비해 근관치료 후 신경손상에 의한 신

경병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원인과 증상에 따른 예후 분

석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뢰된 환자 중 감각저하나 감각부전으로 진단

받은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근관치료 후 하악신경 손상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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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시하고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하악 구치의 근관치료 후에 하치조신경의 비가역적인 손상은 드문 일이지만, 입

술과 턱에 통증이나 감각저하, 감각이상, 감각부전 같은 심각한 감각 장애를 일으

키는 경우가 있다 (Giuliani 등 2001, Morse 1997). 대부분의 경우는 하악 제2

대구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1대구치와 소구치가 관련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Knowles 등 2003). 근관치료 중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세가지 메커니즘

으로 파악되는데 (Conrad 2001, Nitzan 등 1983), 첫째 하치조신경관 내로의 과

도한 기구조작이나 자극, 둘째 근관 내 적용된 재료에 의해 하치조신경관 내로의 

압력 (Knowles 등 2003, Fanibunda 등 1998),
 
셋째 근관 내 적용된 약재에 의

한 독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관치료 중 발생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에 대해 분석하였

고, 그 원인으로는 국소마취 (전달마취)가 46.9% 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였

다. 하치조신경 손상의 경우 32%가 국소마취에 의한 것이었고, 그 중 62.5%만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의 지각이상의 경우 모두 국

소마취 후에 발생하였고 일정 기간의 약물치료 후 모두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설신경의 경우 해부학적 위치 변이와 단일다발의 신경다발 유형 때문에 더 쉽게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고 (Krafft TC와 Hickel R 1994) 임상적으로도 예후

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보인 것

은 개체별 손상과 증상 개선 정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기 어렵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국소마취에 의한 신경 손상은 바늘에 의한 신경의 직접 손상, 주

사바늘이 신경외막을 통과할 때 신경막내 출혈로 인한 혈종, 오염된 국소마취액의 

신경독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Pogrel과 Schmidt 2001). 본 연구에서

는 병력 청취시 근관 치료를 위해 국소마취를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찌릿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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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 마취에 의한 지각이상으로 분류하였다. Renton 등

(2010)에 의하면 주사 시 찌릿한 통증은 설신경에서 50%, 하치조신경에서 17%

에서만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원인 불명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마취에 의

한 신경 손상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혈종이나 오염된 

마취액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치조신경 손상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임시 근관 충전재

에 의한 화학적 손상의 경우(25%)로 지용성 수산화칼슘 제재 (Vitapex
®
)와 수

용성 수산화칼슘 제재 (Calcipex
®
)가 사용되었고 환자의 50%가 약물치료 후 증

상의 개선을 보였다.
 
Hosoya 등 (2004)은 Vitapex

®
가 Calcipex

®
에 비해 근관 

내에 더 오래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Vitapex
®
에 의한 하치조

신경 손상의 경우가 75%로 더 많았으며, Calcipex
®
가 사용된 경우는 모두 감각

저하가 보고된 반면 Vitapex
®
가 사용된 경우의 75%에서 감각부전이 보고되었다. 

환자들의 증상은 근관내 적용된 재료뿐 만 아니라 근관내 침범 정도나 파일 등에 

의한 기계적 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예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생각된다. 수산화칼슘은 근관충전, 치수복조, 치근단절제술 등 근관치료에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고, 만일 수산화칼슘을 포함한 약재가 근관충전에 사용될 때 신경

관 내부로 들어가 그 부위에 감각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Yatsuhashi 등 2003). 수산화칼슘을 포함한 Vitapex
®
 역시 하치조신경의 변질

을 일으킨다  (Kawakami 등 1991). 여러 연구에서 모든 치근관 실런트 (root 

canal sealant)는 잠재적으로 독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Pogrel 2007). 

Nearveth (1989)는 하치조신경 외상 후 감각 부전이 8-10% 나타나지만, 치근

관 실런트에 의한 화학적 독성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파라포름알

데하이드 (paraformaldehyde)나 그것의 유사체 중 하나를 포함할 때 독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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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고 (Orstavik 등 1983), 산화아연유지놀 (zinc oxide-eugenol)과 수

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같은 치근관 실런트가 독성이 덜하지만 (Conrad 

2001), 마취가 풀린 후 독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방사선 사진 상으로 하치조신경

관 내에 근관재료가 보인다면 72시간 관찰할 필요가 있다 (Pogrel 2007). 어떤 

저자는 하치조신경관 내에 치근관 실런트에 대한 부종이나 염증성 반응을 감소시

키기 위해 즉각적인 스테로이드 (steroid) 처방을 제안하였다 (Morse 1997, 

Garot 과 Tovi 1986).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방사선 사진 검사 상 근관 내 적용된 재료가 치근단을 넘

어 신경관에 근접하거나 침범한 경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지만,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신경 손상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근

관 내 적용된 재료가 신경관 내부로 침범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

는 것으로 보아, 과도한 기구조작 등으로 인해 신경외막 (epineurium)이 물리적

으로 손상된 부분으로 흡수된 재료가 신경속 (fascicle)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만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ogrel 2007). Scarano 등 (2007)은 

근관 내 재료가 밀려나간 경우 기계적인 압력과 화학적 독성의 두 가지 메카니즘

에 의해 신경 손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일부 재료는 자연적으로 흡수되지만 

신경 손상 후 기간에 따라 손상 정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재료에 상

관없이 치료 초기에 누출된 재료를 제거하고 신경에 가해진 압력을 감압해주는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화학적 손상을 받

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중 50%는 증상 개선을 보이지 않거나 미미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과 같은 방사선 사진 상에서 근관 내 재료의 신경관 내부 침범이 확실하

고 감각부전이 심한 경우에는 보존적 약물 치료 시에도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초기에 신경관 내부에 존재하는 재료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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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술이 쉽지 않고 술자의 테크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심할 경우 환자의 동의 하에 외과적 처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원인으로는 치근단 수술과 같은 근관수술을 시행한 경우인데, 소구치를 치

료한 경우가 6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제1대구치와 견치를 치료한 경우 증상

이 발현되었다. 해부학적으로 소구치 하방에 하치조신경으로부터 이신경 (mental 

nerve)이 분지되어 나오는 이공 (mental foramen)이 위치하므로 근관 수술을 위

한 절개 (incision) 및 수술 시 직접 손상 또는 피판 (flap) 형성시 과도한 견인 

(traction)으로 인한 간접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술식 직후에 발생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원인을 추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인 불명으로 분류하였다. 

신경 손상의 원인에 따라 평균 치료 기간과 회복된 환자를 살펴본 결과, 국소마

취에 의한 경우 평균 3개월의 치료 후 80%, 임시 근관 충전재에 의한 경우 평균 

4개월의 치료 후 50%, 근관수술에 의한 경우 평균 3개월의 치료 후 25%의 환자

에서 증상 개선을 보였다. 임상적으로 국소 마취에 의해 감각이상이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존적 처치로 인한 예후가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감각이상의 치료방법으로는 신경 감압술 등의 외과적 치료와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약물의 복용 등과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있다 

(Gregg 2000). 신경병성 통증은 통증과 관련된 이온 채널과 수용체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온 채널과 수용체에 작용하는 항경련제와 삼환성 

항우울제는 이 신경병성 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Park 등 2010)고 알려

져 있는데, 감각부전의 경우도 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에 해당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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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약물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환성 항우울제의 경

우 세로토닌 (serotonin)과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의 재흡수를 억제해

서 감소된 하행억제계 (descending inhibitory system)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

는데 (Lynch 등 2001), 근관치료 후 발생한 신경병성 환자의 68.8%에서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Oshima 등 2009). 그러나 증상이 깨끗이 소실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경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치료 방법은 아직 

없다 (Lewis MA 등 2007). 신경병성 통증은 유발 원인이나 제반 관련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

도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수반 증상을 치료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Smith 등 2000). 이 연구에서는 약물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한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환자 중 66%에서 감각저하나 감각부전이 개

선되었고, 34%에서는 증상 개선의 정도가 미미하였다. 두 증상 중 통증과 같은 

불쾌감이 존재하는 감각부전의 경우 감각저하보다 약물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회복 정도는, 감각저하를 느끼는 

환자 중 67%, 감각부전을 느끼는 환자 중 65%에서 증상 개선을 보여서 두 증상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신경병증의 종류와 회복 수준은 신경 

손상의 원인, 정도와 손상 발생 후 치료 시기, 처치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 손상의 원인 및 정도가 다양하고 약물치료의 종류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한 시기 등이 각각 다르므로 향후 더 많은 개체수에서 약물 

치료 시작 시기 등에 따른 분류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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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근관치료 시 하악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와 감각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 

32명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소마취, 근관내 약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 

근관수술에 의한 증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증상이 하치조신경 손상과 

관련되어 있었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결과 66%에서 증상 개선을 보였다. 따라서, 

근관치료와 연관된 하악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된 경우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경병증의 종류와 회복 수준은 신경 

손상의 원인, 정도와 손상 발생 후 치료 시기, 처치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각각의 변수에 따라 통증 강도나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더 많은 개체 수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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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Reported causes of mandibular nerve injury in relation to neuropathic pain in 

dentistry include extraction, dental implant surgery,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periodontal 

treatment, and root-canal therapy.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harmacologic 

management of neuropathy after root-canal therapy. 

Materials and Methods: 32 patients who complain of abnormal sensation or pain after root-

canal therapy and were referred to Department of Oral Medicine and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nd Orofacial Pain Clinic at the Dental Hospital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from 

2004 to 2011 enrolled in this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ymptom was evaluated after 

pharmacolog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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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irty-two patients who had hypoesthesia or dysesthesia at the initial visit were 

analyzed(9 men, 23 women; mean age: 44 years). The causes of neuropathy were local 

anesthesia(46.9%), chemical trauma from the sealant in root-canal(25%), endodontic 

surgery(15.6%), and unknown causes(12.5%). Medications such as steroids, anticonvulsants, 

antidepressants, and analgesics were took for improvement of symptoms and titrated for a 

variety of period from 1 week to 11 months. 

  It was found that neuropathy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nd the lingual nerve was in 25 

and 7 patients. The improvement of neurosensory disturbance and no improvement after 

pharmacotherapy was in 21(66%) and 11(34%) patients respectively. The hypoesthesia and 

dysesthesia was improved 67% and 65% respectivel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ymptomatic improvement by pharmacologic 

management can be possible in patients with neuropathy after root-canal therapy. But 

improvement of symptoms was influenced by the causes and degree of nerve injury, the 

periods of pharmacotherapy, and the choice of treatment methods. So,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by quantitative measurement of more variables in more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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