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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종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이용한 근관장 측정 시 

‘0.5 MARK’와 ‘APEX MARK’에서의 정확도 

및 일관성에 관한 in vivo 연구 

 

<지도교수 : 이 승 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 지 희 

 

본 연구의 목적은 in vivo 상에서 2종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0.5 

MARK’와 ‘APEX MARK’에서의 근관장을 측정하고, 각 MARK의 정확성 

(accuracy)과 일관성(consistency)을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는 치주 질환이나 보철치료 계획으로 발치 예정인 치아 20개의 독립된 

근관 34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7개는 Root ZXⓇ로, 나머지 17개는 i-ROOTⓇ 

를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정하였다. 모든 근관에서 먼저‘0.5 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한 후, file을 더 전진하여 ‘APEX MARK’에서 근관장을 다시 

측정하고 이 지점에서 file을 고정하고 발치하였다. 발치된 치아들은 21.3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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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하에서 치근단부 5mm를 삭제하여 file tip을 노출시키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le tip에서부터 주근단공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정확성을 평가해 보았을 때, ‘APEX  MARK’에서는 

주근단공을 기준으로 모두 ±0.5mm 내에 속하였으며, ‘0.5 MARK’에서는 apical 

constriction이 주근단공으로부터 0.5mm 내측에 위치해 있다는 가정 하에, apical 

constriction으로부터 모두 ±0.5mm 내에 속하였다. 일관성 평가를 위한 

표준편차 및 사분위 범위,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Bland-Altman plot 

등을 보았을 때는 ‘0.5 MARK’와 ‘APEX MARK’ 모두 매우 높은 일관성을 

나타내었으며 둘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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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이용한 근관장 측정 시 

‘0.5 MARK’와 ‘APEX MARK’에서의 정확도 

및 일관성에 관한 in vivo 연구 

 

<지도교수 : 이 승 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 지 희 

   

 

Ⅰ. 서 론 

 

근관치료 시 치아의 정확한 근관장 측정은 성공적인 근관치료를 위해 필수적이

다. Seltzer(1968)는 근관치료 시 상아백악질경계점부위인 근관협착부에서 근관

충전이 되어야 근관충전물이 치근단 조직과 최소로 접촉되어 이상적인 창상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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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고, 조직파괴나 염증반응 및 이물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근관협착부 위치에 대한 연구로 Kuttler(1955)는 근관협착부가 주근단공에

서 0.524mm-0.659mm 상방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으나, Dummer(1984)는 근

관협착부가 모든 사람에서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정확한 근관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Sunada(1962)는 구강

점막과 치주조직 사이의 전기저항이 사람의 연령, 치아의 모양이나 근관의 직경과 

상관없이 6.0kΩ으로 일정함을 발견하였으며, 이 발견에 기초하여 전자근관장측정

기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전자근관장측정기는 직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극의 극성현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Inoue(1973)는 

교류를 사용한 2세대 전자근관장측정기를 개발하였고, 이는 한 개의 주파수를 사

용하여 근관 내 impedence 값을 측정하여 apex 위치를 확인하는 원리를 사용하

였다. 그러나 근관 내에 습기나 혈액 등의 오염이 있거나 치료 도중 사용된 근관 

세척용액에 민감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근관 내의 전해질이 없는 경우에만 정확

하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세대 전자근관장측정기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두 가지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두 개의 impedance가 근관협착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EndexⓇ(Osada Electric Co., 

Japan)는 1kHz와 5kHz 두 주파수간의 impedance 차이를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

정하는 3세대 전자근관장측정기로, Frank(1993)에 의하면 EndexⓇ는 습한 근관 

내에서 사용할 경우 근관협착부의 ±0.5mm 범위 내에 존재하는 정확성을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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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89.64%라고 하였다. 하지만 Endex는 사용 시 각 근관마다 매번 근관 내 

용액의 impedance에 따른 보정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impedance 간 비율을 이용한 기기가 개발 되었다. 

Kobayashi(1991)는 두 개의 impedance 간 비율은 근관 내의 전해질 용액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impedance 간 비율을 이용하면 여러 

전해질 용액 하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발표

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관 벽의 정전용량(electronic capacitance)은 근단공보다 

매우 낮으므로, file tip이 근첨협착부에 가까워질수록 두 개의 impedance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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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 0.4kHz와 8kHz 두 주파수의 impedance 비율에 의해 근관 내 file의 위치

를 표현하는 Root ZXⓇ (J. Morita Corp., Japan)가 개발되었다. 

그 동안 시행된 대부분의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in vivo 및 in 

vitro 실험은 측정치가 임상적 허용치인 근관협착부 ±0.5mm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백분율을 구하여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전자근관장측정기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근관 내 조건에 관계없이 근관협착부에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재현해 낼 수 있는 일관성(consistency)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관성이 확인된다면 실제 임상에서 각 기계마다 측정하여 얻은 근관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감하여 보다 정확한 근관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자근관장측정기에서 제조사의 지침에 따르면 근관협착부를 가리키는 

‘0.5 MARK’를 기준으로 근관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0.5 MARK’ 

에서의 측정이 근첨부를 가리키는 ‘APEX MARK’ 에서의 측정과 비교할 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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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의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일관성에 관한 

in vitro 연구 결과를 보면, Hwang(2008)과 Yoon(2009)은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로 평가한 결과 ‘0.5 MARK’ 보다 ‘APEX MARK’ 에서 더 높은 일관성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다고 하였으며, Jung(2011)은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와 Bland-Altman plot으로 평가한 결과 ‘0.5 

MARK’ 와 ‘APEX MARK’ 사이의 일관성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in vitro에서의 연구 결과가 실제 임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 남녀의 성숙 영구치 중 치주 질환이나 보철치료 

계획으로 발치 예정인 치아에서 2종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근관장을 측

정했을 때 ‘0.5 MARK’ 와 ‘APEX MARK’ 에서의 정확도(accuracy)를 평가하고, 

‘0.5 MARK’ 와 ‘APEX MARK’ 측정값 중 어느 지점에서 더 일관성(consistency)

을 보이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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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모든 시술은 환자 동의서 작성 하에 진행하였다. 만 20세 이상 남녀의 성숙 영 

구치 중 치주 질환이나 보철치료 계획으로 발치 예정인 치아 20개의 독립된 근관 

3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Pi(2010)의 in vivo 상에서 i-ROOT

의 정확성을 평가한 연구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신뢰구간 95%(양측 검정, 

Zα=1.96), 검정력 80%로 z-test를 시행하여 산출하였다. 발치된 치아는 실험기

간 동안 생리식염수에 보관하였다. 

이번 연구의 방법과 동의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의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No.2-2014-0033)에 의해 승인되었다. 

 

 

2. 연구 방법 

 

가. 근관길이 측정 전 준비 

 

모든 연구 대상 치아들은 치주 및 보철적 발치 여부 결정을 위해 연구 전 동요

도, 치주 탐침, 냉자극 검사 등의 임상 검사를 시행하여 치아 상태 기록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치가 결정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치아 주변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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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취(2% lidocaine, 1:80,000 epinephrine 포함)를 시행 후 러버댐을 적용하였

다. 이후 고속 핸드피스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하여 치아에 근관장 측정을 위한 근

관 와동을 형성 후 교합면을 치아 장축에 수직으로 삭제하여 근관장 측정 시 발

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근관에 #10 또는 #15 K-file(Mani Co, 

Tochigi, Japan)을 넣어 근단공 개방을 확인하고 Protaper Sx(Dentsply-

Maillefer, Ballaigues, Switzerland)를 사용하여 근관의 coronal flaring을 시행한 

후 5.25% sodium hypochlorite로 근관을 세척하였다.  

 

나. 2종 전자근관장 측정기 

 

이번 연구에는 0.4kHz와 8kHZ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Root ZXⓇ (Morita, 

Tokyo, Japan, Fig. 1(a))와 국내에서 개발된 0.5kHz와 5kHz의 주파수를 이용하

는 i-ROOTⓇ (S-Denti, Seoul, Korea, Fig. 1(b))를 사용하였다. 

 

 

Fig. 1.   (a) Root ZXⓇ 

 

(b) i-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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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5 MARK’와 ‘APEX MARK’ 에서의 길이 측정 

 

이번 연구에서 Root ZX 군과 i-ROOT 군을 나누는 것은 무작위배정을 시행하

였다. Blocksize=2로 설정하고 통계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블록 무작위배정을 시

행하였고, 무작위 배정에 따라 선정된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근관의 근

관장을 측정하였다. 34개의 근관 중 17개는 Root ZX를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정

하였으며, 나머지 17개는 i-ROOT를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file은 K-file(Mani Corp, Tochigi, Japan)을 이용하였으며, 

근관장까지 들어가는 file 중 가장 큰 직경의 file을 선택하였다. Root ZX와 i-

ROOT 모두 먼저 ‘0.5 MARK’에서 근관장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file을 더 전진하

여 ‘APEX MARK’ 에서 다시 근관장을 측정하여 기록한 후 이 지점에서 light-

cured glass ionomer(Fuji II LC, GC Corp, Tokyo, Japan)로 file을 치아에 고정

하였다. 이후 치아 장축에 직각으로 삭제한 교합면부터 file 손잡이 하연까지의 길

이를 Digital Caliper(Mitutoyo Corp, Kanagaw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이 측정값을 기록하였다. 측정이 완료된 후 러버댐을 제거하고 대상 치아들을 발

치한 후 생리식염수에 보관하였다. 

 

라. 주근단공과 file tip 사이의 실제거리 계측 

 

식염수에 보관된 발치된 치아의 치근단부 5mm를 21.3배의 현미경(Carl Zeiss, 

Germany) 하에서 치근의 장축 방향으로 고속 핸드피스 다이아몬드 바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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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ile tip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삭제하였다. 그 후 15번 scalpel 

blade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치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file tip을 완전히 노출시

켰다. 주근단공의 외측 벽으로 생각되는 지점에 표시를 하고 외측 벽이 현미경 하

에서 수직으로 위치되도록 치아 위치를 조절한 후, 치근단부 이미지를 현미경과 

연결된 DVD recorder(Sony, Japan)를 통하여 저장하였다. 이 이미지를 영상분석 

프로그램인 I-solution™(IMT I-solution. Inc., Korea)에 적용하여 file tip에서

부터 주근단공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2.            (a)                                   (b) 

Distance from file tip to major foramen with i-Solution™ 

(Microscope image 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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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상에서 file tip으로부터 주근단공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Fig. 2와 

같이 주근단공의 외측벽으로 표시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을 먼저 그린 후, 직선으

로부터 file tip까지의 최단 수직거리를 측정하였다. File tip이 주근단공을 넘어선 

경우에는 양(+)으로 표시하였고(Fig. 2(a)), 주근단공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에

는 음(-)으로 표시하였다.(Fig. 2(b)) 

 

 

3. 평 가 

 

본 연구에서 근관장 측정의 정확도(accuracy)를 평가하기 위해 ‘APEX 

MARK’에서는 주근단공 기준으로, ‘0.5 MARK’에서는 apical constriction 

기준으로 ±0.5mm 이내에 속하는 것을 임상적 허용 범위 기준으로 삼아 그 

확률을 구하였다. 이때, apical constriction의 위치는 주근단공을 기준으로 

0.5mm 내측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2종 전자근관장측정기에서 나타나는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0.5 MARK’ 및 ’APEX MARK’에서 각각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이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근관장 측정의 일관성(consistency)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Hwang(2008)과 Yoon(2009)이 사용한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를 이용한 

방법과 Jung(2011)이 사용한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와 Bland-

Altman plot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IBM SPSS Statistics 21, IBM Corp, New York, United 

State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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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21.3배의 현미경 계측 결과 각각의 평균값은 Root ZX의 경우 0.5 MARK에서 

-0.38mm, APEX MARK에서 0.04mm를 나타내었으며, i-ROOT의 경우에는 0.5 

MARK에서 -0.50mm, APEX MARK에서 0.06mm를 나타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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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ance between a file tip and major foramen at ‘0.5 MARK’ and 

‘APEX MARK’(mm), according to microscopic image 

Number 
Root ZXⓇ 

Number 
iROOTⓇ 

0.5 MARK APEX MARK 0.5 MARK APEX MARK 

1 -0.09 0.26 1 -0.64 0.04 

2 -0.30 0.11 2 -0.54 0.49 

3 -0.25 0.11 3 -0.21 0.22 

4 -0.48 -0.03 4 -0.40 0.18 

5 -0.19 0.15 5 -0.32 0.33 

6 -0.47 0.05 6 -0.45 0.05 

7 -0.49 0.20 7 -0.44 0.19 

8 -0.48 0.08 8 -0.49 0.05 

9 -0.31 0.03 9 -0.44 0.06 

10 -0.36 0.00 10 -0.38 0.06 

11 -0.55 -0.02 11 -0.90 -0.34 

12 -0.28 0.11 12 -0.43 0.11 

13 -0.55 -0.29 13 -0.91 -0.16 

14 -0.21 0.16 14 -0.36 0.00 

15 -0.26 0.14 15 -0.45 -0.21 

16 -0.82 -0.40 16 -0.31 0.20 

17 -0.37 0.00 17 -0.89 -0.27 

Mean -0.38 0.04 Mean 0.50 0.06 

SD 0.18 0.17 SD 0.21 0.21 

Range 0.66 0.73 Range 0.7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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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ARK의 정확도는 기준 위치로부터 ±0.5mm 이내에 속하는 것의 백분율

로 평가하였다. APEX MARK의 정확도는 주근단공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Root ZX와 i-ROOT 모두 모든 근관에서 주근단공으로부터 ±0.5mm 이내에 속

하였다. 0.5 MARK의 정확도는 apical constriction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제

조사의 지시를 참조하여 apical constriction의 위치는 주근단공으로부터 근관 내

측으로 0.5mm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였다. 0.5 MARK의 정확도 역시 Root ZX와 

i-ROOT의 모든 근관에서 apical constriction으로부터 ±0.5mm 이내에 속하였

다. (Table 2) 

 

Table 2. Clinical accuracy of electronic apex locator 

 Root ZXⓇ 
iROOTⓇ 

APEX MARK 100% 100% 

0.5 MARK 100% 100% 

 

APEX MARK의 정확도는 주근단공±0.5mm로 평가하였으며, 0.5 MARK의 

정확도는 apical constriction이 주근단공으로부터 0.5mm 근관 내측에 있다는 

가정하에 apical constriction±0.5mm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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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APEX MARK와 0.5 MARK에서 각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측정값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한 결과이다. 각 MARK에서 P 

value는 모두 0.05 이상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dependent t-test between Root ZXⓇ and i-ROOTⓇ on each mark  

 Root ZXⓇ i-ROOTⓇ 

P value 

 Mean SD Mean SD 

APEX 

MARK 
0.04 0.17 0.06 0.21 > 0.05 

0.5 

MARK 
-0.38 0.18 -0.50 0.21 > 0.05 

 

 

다음으로 0.5 MARK와 APEX MARK의 일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그룹별 표

준편차 값(Fig. 3) 및 사분위 범위(Fig. 4)를 구하였다. 또한 일관성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를 구하였으며(Table 4), 그룹

별 측정값의 Bland-Altman plot을 나타내었다.(Fig. 5) 

Fig. 3은 Root ZX와 iROOT의 0.5 MARK와 APEX MARK에서 주근단공에

서부터 file tip까지의 거리에 대한 표준편차 값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Root 

ZX에서는 0.5 MARK보다 APEX MARK에서 더 작은 값을 보였으며, i-ROOT에

서는 0.5 MARK와 APEX MARK에서 같은 값을 보였다. Fig. 4는 Root ZX와 i

ROOT 각각의 0.5 MARK와 APEX MARK에서 주근단공에서부터 file tip까지 거



 

 

 - 14 - 

 

리를 사분위 범위로 나타낸 것이며, Root ZX에서는 APEX MARK가 0.5 MARK

보다 작은 값을, i-ROOT에서는 반대로 0.5 MARK에서 APEX MARK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Fig. 3. Standard deviation of distance between a file tip and major foramen at 

‘0.5 MARK’ and ‘APEX MARK’, according to microscop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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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x plot: Quartile of distance between a file tip and major foramen at 

‘0.5 MARK’ and ‘APEX MARK’, according to microscopic image 

 

Table 4는 각 그룹별 ICC 값으로 모든 그룹에서 0.9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고, 

P value는 0.001 이하로 ICC 결과값이 모두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Table 4.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Root ZXⓇ i-ROOTⓇ 

 ICC P value ICC P value 

APEX MARK 0.998 <0.001 0.998 <0.001 

0.5 MARK 0.989 <0.001 0.98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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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각 그룹의 분산도를 표시한 Bland-Altman plot으로 Root ZX에서는 

APEX MARK 에서 1개의 근관, 0.5 MARK에서 1개의 근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2SD 범위 내에 속하였으며, i-ROOT에서는 모두 ±2SD 범위 내에 속하였다. 

 

Fig 5. Bland-Altman plot: Distance between a file tip and major foramen  

 

  

         

Root ZXⓇ 

0.5 MARK 

Root ZXⓇ 

APEX MARK 

i-ROOTⓇ 

0.5 MARK 

i-ROOTⓇ 

APEX MARK 

file tip-MF(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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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정확성(accuracy)과 일관성(consistency)

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정확성 평가를 위하여 Fouad(1994)와 

Ricard(1991) 등의 연구에 의거해 주근단공의 ±0.5mm를 정확성 기준으로 삼아 

각 전자근관장측정기의 APEX MARK와 0.5 MARK에서 측정한 값이 이 범위 안

에 드는지 평가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Pi(2010)은 in vivo 상에서 치근단공으로

부터의 거리를 측정 했을 때, APEX MARK에서는 2종 전자근관장측정기 모두 

100%의 정확성을, 0.5 MARK에서는 Root ZX에서는 100%, i-ROOT에서는 77%

의 정확성을 보고한 바 있다. Yoon(2009)의 in vitro 연구에서는 역시 치근단공

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 했을 때, APEX MARK에서는 Root ZX와 i-ROOT에서 

모두 100%의 정확성을, 0.5 MARK에서는 Root ZX에서는 100%, i-ROOT에서 

3개의 근관이 주근단공으로부터 ±0.5mm를 벗어났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주근단공에서 ±0.5mm 이내에 속하는 비율을 구하였을 때 

APEX MARK에서는 2종 전자근관장측정기 모두 100%의 정확성을 나타내었으나 

0.5 MARK에서는 Root ZX에서 82.4%, i-ROOT에서 70.6%의 정확성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Root ZX와 i-ROOT의 제조사 기준에 의하면 APEX MARK는 주근

단공을 의미하나, 0.5 MARK는 apical constriction를 가리키게 되어있다. 이러한 

제조사 기준에 따라 Duran-Sindreu(2012)는 Root ZX의 0.5 MARK의 정확성 

평가 시 주근단공으로부터 0.5mm 내측 지점을 apical constriction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주근단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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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0.5mm 내측 지점을 기준으로 0.5 MARK의 정확성을 평가했을 경우, 2종

의 전자근관장측정기에서 모두 ±0.5mm 이내의 범위에 속하여 100%의 정확성

을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에서 측정된 각 근관장측정기의 0.5 MARK 및 APEX 

MARK에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0.5mm 이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평가하였

을 때, 모든 근관에서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두 전자근관장측정기

의 APEX MARK와 0.5 MARK 모두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의미하는 곳을 ±

0.5mm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0.5 MARK가 가리키는 부위의 

평균적인 위치는 정확하게 apical constriction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Kuttler(1955)는 주근단공과 apical constriction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0.524-

0.659mm의 거리를 가지며 평균 0.59mm라고 보고 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 0.5 

MARK에서 주근단공과 file tip 사이의 거리는 이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Welk(2003), Stober(201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각 연구

에서 Root ZX의 0.5 MARK에서 평균값을 구하였을 때 apical constriction 기준

으로 각각 약 0.19mm, 0.15mm의 값을 보여, 전자근관장측정기의 0.5 MARK가 

apical constriction 보다 약간 더 치근단 쪽 위치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또한, 

Martinez-Lozano(2001), Lee(2002)는 현미경 상에서 apical constriction이 항

상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

자근관장측정기에서 0.5 MARK가 가리키는 지점은 apical constriction과 주근단

공 사이의 지점 중, apical constriction보다 약간 더 치근단 쪽 위치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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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apical constriction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성 평가

의 기준을 보다 일정하게 측정 가능한 주근단공으로 삼는 것이 평가에 용이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전자근관장측정기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주파수를 사용

하여 근관장을 측정한다. (Root ZX : 0.4kHz/8kHz, i-ROOT : 0.5kHz/5kHz) 따

라서, 두 전자근관장측정기의 0.5 MARK와 APEX MARK가 실제 치아에서 가리

키는 위치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두 전자근관

장측정기의 APEX MARK와 0.5 MARK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APEX 

MARK에서는 Root ZX에서 0.04mm, i-ROOT에서 0.06mm로 0.02mm의 차이

를 나타냈고, 0.5 MARK에서는 Root ZX에서 -0.38mm, i-ROOT에서 -0.5mm

로 0.12mm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두 전자근관장측정기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 MARK에서 independent t-test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APEX MARK와 0.5 MARK에서 P value는 모두 0.05 이상으로 

두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측정 차이는 통계적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통계 방법

들이 사용되었다. Yoon(2009)은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를 통한 전자근관장측정

기의 일관성 평가 결과 Root ZX와 i-ROOT 모두에서 APEX MARK가 0.5 

MARK보다 더 작은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T-test를 통한 비

교 시에는 통계적 유의차는 없다고 하였다. Jung(2011)은 Intraclas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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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ICC)와 Bland-Altman plot으로 전자근관장측정기의 일관성을 평가

하였으며 Root ZX와 i-ROOT 모두 APEX MARK 와 0.5 MARK에서 높은 일관

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 ICC와 Bland-

Altman plot의 4가지 통계처리를 시행하였다.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는 그 값이 작을수록 일관성(consistency)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표준편차 결과를 보면 Root ZX에서는 APEX MARK에서 표준편차

가 0.17, 0.5 MARK에서 표준편차가 0.18로 나타났으며, i-ROOT에서는 APEX 

MARK와 0.5 MARK 모두 표준편차가 0.2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Root ZX에

서는 APEX MARK에서 더 작은 표준편차 값을 보였으나, i-ROOT에서는 0.5 

MARK와 APEX MARK에서 동일한 표준편차 값을 보였다. 또한, 사분위 범위의 

결과는 Root ZX에서는 APEX MARK에서 0.14, 0.5 MARK에서 0.22였으며, i-

ROOT에서는 APEX MARK에서 0.19, 0.5 MARK에서는 0.16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Root ZX에서는 APEX MARK에서 더 작은 사분위 범위를, i-ROOT에서

는 0.5 MARK에서 더 작은 사분위 범위를 보여 APEX MARK와 0.5 MARK 중 

한쪽이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그룹 내 상관계수로 0-1 사이의 값

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높은 일관성을 나타낸다. Richman(1980)은 상관

계수가 0.8-1.0이면 매우 신뢰할 만하고, 0.60-0.79 사이면 중등도의 신뢰도를, 

0.59 이하면 신뢰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oot ZX와 

i-ROOT 모두에서 ICC가 0.9 이상(P value < 0.001)으로 나타나 전자근관장측

정기를 통한 근관장 측정이 매우 신뢰할만한 방법임을 보였으며, 두 전자근관장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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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모두 0.5 MARK보다 APEX MARK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 차이

가 APEX MARK의 신뢰도가 0.5 MARK보다 더 크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Bland-Altman plot은 측정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2SD 범위를 설정하여 측정값

들의 분포를 표시한 도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Root ZX에서 APEX MARK 에서 1

개의 근관, 0.5 MARK에서 1개의 근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2SD 범위 내에 속하

여 측정값이 상당히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평가를 위한 여러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두 전자근관

장측정기의 APEX MARK와 0.5 MARK는 모두 매우 높은 일관성을 가지지만, 통

계 처리 방법에 따라 어떠한 MARK가 더 일관성이 있는지는 결과에 차이가 있다. 

또한, Root ZX를 사용했느냐, i-ROOT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 차이를 나

타낸다. 따라서, 위의 통계 분석으로 APEX MARK와 0.5 MARK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일관성을 갖는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대신에 위의 정확성 및 일관성 평가를 바탕으로 0.5 MARK 또는 APEX 

MARK에서 측정된 근관장으로부터 특정 값을 가감하여 apical constriction까지

의 working length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0.5 MARK나 APEX 

MARK는 정확히 apical constriction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통해 각 MARK에서 file tip과 주근단공 사이의 평균 거리를 얻었고, 이러한 측정

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각 MARK에서 측정된 근관장에서 

file tip과 apical constriction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보다 정확한 근관장을 얻을 



 

 

 - 22 - 

 

수 있다. 예를 들어, Root ZX의 APEX MARK를 기준으로 근관장을 측정했을 경

우에는 측정값으로부터 0.54mm(Root ZX에서 APEX MARK의 평균값+0.5mm)

를 빼고, Root ZX의 0.5 MARK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12mm(Root ZX에서 

0.5 MARK의 평균값+0.5mm)를 빼서 새로운 근관장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임상

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측정값에서 0.12mm를 빼는 것보다 

0.54mm를 약 0.5mm로 산정하여 빼는 것이 더 용이하고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

서, 임상에서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근관장 측정 시, 먼저 APEX MARK

를 기준으로 근관장을 측정한 후 여기에서 약 0.5mm를 감하여 측정값을 보정한

다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apical constriction에 가까운 근관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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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in vivo 상에서 2종의 전자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하여 APEX MARK 

와 0.5 MARK의 측정의 정확성(accuracy)을 평가하고 APEX MARK 와 0.5 

MARK 중 어느 지점에서 더 일관성(consistency)을 보이는지를 비교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PEX MARK 이용 시 Root ZX와 i-ROOT 모두 100%로 주근단공의 ±

0.5mm 이내의 부위를 찾아내는 정확도를 가졌다. 

2. 주근단공으로부터 0.5mm 내측 부위를 apical constriction이라고 가정했을 

때, 0.5 MARK 이용 시 Root ZX와 i-ROOT 모두 100%로 apical 

constriction에서 ±0.5mm 이내의 부위를 찾아내는 정확도를 가졌다. 

3. 표준편차와 사분위 범위, ICC, Bland-Altman plot 등으로 평가하였을 때 

Root ZX와 i-ROOT에서 APEX MARK 와 0.5 MARK 사이의 일관성 차이

는 없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대로 주근단공으로부터 apical constriction까지의 

평균거리를 0.5mm로 보았을 때, 이번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좀 더 apical 

constriction에 가까운 정확한 근관장을 구하는 공식을 구할 수 있었다. Root ZX

를 사용하여 근관장을 측정할 경우, 먼저 APEX MARK를 사용하여 근관장을 측

정한 후 여기에서 약 0.5mm를 감하여 근관장을 구한다면, 제조사에서 추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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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5 MARK에서의 근관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 좀 더 apical 

constriction에 가까운 정확한 근관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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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블록무작위 배정표> 

 
참고 http://www.r-bloggers.com/example-2014-2-block-randomization/ 

        
R version 3.1.1 (2014-07-10) -- "Duncan Murdoch" 

   
Copyright © 2014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Platform: i386-w64-mingw32/i386 (32-bit) 

   
        
        
seed=42 

       
blocksize = 2 

      
N = 34 

       
set.seed(seed) 

      
block = rep(1:ceiling(N/blocksize), each = blocksize) 

  
a1 = data.frame(block, rand=runif(length(block)), envelope= 1: length(block)) 

a2 = a1[order(a1$block,a1$rand),] 
    

a2$arm = rep(c("i-ROOT", "Root ZX"), times = length(block)/2) 
 

assign = a2[order(a2$envelope),] 
    

head(assign, 58) 
      

 

  

http://www.r-bloggers.com/example-2014-2-block-rando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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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번호 Block Rand envelope Arm 

1 1 0.914806043 1 i-ROOT 

2 1 0.937075413 2 Root ZX 

3 2 0.286139535 3 i-ROOT 

4 2 0.830447626 4 Root ZX 

5 3 0.641745519 5 Root ZX 

6 3 0.519095949 6 i-ROOT 

7 4 0.736588315 7 Root ZX 

8 4 0.134666597 8 i-ROOT 

9 5 0.65699229 9 i-ROOT 

10 5 0.705064784 10 Root ZX 

11 6 0.457741776 11 i-ROOT 

12 6 0.719112252 12 Root ZX 

13 7 0.934672247 13 Root ZX 

14 7 0.255428824 14 i-ROOT 

15 8 0.462292823 15 i-ROOT 

16 8 0.940014523 16 Root ZX 

17 9 0.978226428 17 Root ZX 

18 9 0.117487362 18 i-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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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0.474997082 19 i-ROOT 

20 10 0.560332746 20 Root ZX 

21 11 0.904031387 21 Root ZX 

22 11 0.138710168 22 i-ROOT 

23 12 0.988891729 23 Root ZX 

24 12 0.946668233 24 i-ROOT 

25 13 0.082437558 25 i-ROOT 

26 13 0.514211784 26 Root ZX 

27 14 0.390203467 27 i-ROOT 

28 14 0.905738131 28 Root ZX 

29 15 0.446969628 29 i-ROOT 

30 15 0.83600426 30 Root ZX 

31 16 0.737595618 31 i-ROOT 

32 16 0.811055141 32 Root ZX 

33 17 0.388108283 33 i-ROOT 

34 17 0.685169729 34 Root ZX 

 
  



 

 

 - 32 - 

 

부 록 2 

<Raw Data>  

치아 Canal 사용기계 
0.5 

Mark 

Apex 

Mark 

File 

size 

File tip과 주근단공 

사이의 거리 

1 P i-ROOT 6.16 5.48 #15 0.04 

2 B Root ZX 9.03 8.68 #15 0.26 

3 M Root ZX 6.08 5.67 #15 0.11 

 D i-ROOT 7.71 6.68 #20 0.49 

4 M Root ZX 6.93 6.57 #15 0.11 

 D i-ROOT 8.37 7.94 #10 0.22 

5 B Root ZX 10.32 9.87 #15 -0.03 

6 B i-ROOT 9.11 8.53 #15 0.18 

7 B i-ROOT 8.56 7.91 #10 0.33 

 P Root ZX 9.41 9.07 #20 0.15 

8 MB i-ROOT 8.08 7.58 #15 0.05 

 ML Root ZX 8.03 7.51 #15 0.05 

 D Root ZX 9.43 8.74 #15 0.20 

9 MB Root zx 6.43 5.87 #10 0.08 

 DB i-ROOT 5.36 4.82 #15 0.05 

 P i-ROOT 5.88 5.25 #15 0.19 

10 B Root ZX 5.52 5.18 #15 0.03 

11 B i-ROOT 5.02 4.52 #2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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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 i-ROOT 10.84 10.40 #15 0.06 

 D Root ZX 10.29 9.93 #15 0.00 

13 MB Root ZX 5.78 5.25 #15 -0.02 

 DB i-ROOT 6.32 5.76 #10 -0.34 

 P Root ZX 6.73 6.34 #25 0.11 

15 B i-ROOT 10.22 9.68 #15 0.11 

16 B i-ROOT 4.20 3.45 #15 -0.16 

17 MB Root ZX 11.15 10.89 #10 -0.29 

 ML i-ROOT 11.37 11.03 #15 0.00 

 D Root ZX 8.57 8.20 #10 0.16 

18 D i-ROOT 9.68 9.44 #15 -0.21 

19 B Root ZX 5.94 5.54 #15 0.14 

 P i-ROOT 6.90 6.39 #20 0.20 

20 M Root ZX 5.89 5.47 #15 -0.40 

 D i-ROOT 6.67 6.05 #20 -0.27 

21 B Root ZX 4.43 4.06 #1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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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vo evaluation of accuracy and consistency of ‘0.5’ mark 

and ‘Apex’ mark measurements in two electronic apex 

locators 

 

Jihui Kang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eung-Jong Le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0.5 MARK’ and ‘APEX MARK’ in two electronic apex locators. 

34 root canals of the 20 teeth planned to extract due to periodontal disease 

or a prosthetic issue were used. 17 canals were measured using Root ZXⓇ, 

and the others 17 were measured using i-ROOTⓇ. For all root canals, the 

root canal length was measured at the ‘ 0.5 MARK ’  first and then 

measured at the‘APEX MARK’ by advancing the file further down. The 

file was fixed at ‘APEX MARK’ and a tooth was extracted. The extracted 

tooth was prepared the 5mm of the apical area to exposure file tip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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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between file tip and major foramen was measured using an image 

processing program, 

As a result, all ‘APEX MARK’ were included in ±0.5mm from the major 

foramen. Suppose apical constriction is located in 0.5mm inside from the 

major foramen, all ‘0.5 MARK’ were observed in ±0.5mm from the apical 

constriction. With evaluation to the consistency of ‘ 0.5 MARK ’  and 

‘APEX MARK’ by standard deviation, quartile rang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land-Altman plot, both MARKs indicated high level of 

consistency.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which MARK has better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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