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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Non-surgical treatment of large periapical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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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eriapical lesions can be classified as apical periodontitis, radicular cyst, or abscess. Treatment options for large periapical lesions
management range from conventional endodontic treatment to surgical treatment and extraction. Recently, the surgical treatment is
only administered if the conventional endodontic therapy fails to restore the integrity of the peripheral tissue. This case report submits
the successful treatment of a large periapical lesion using non-surgical endodont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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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까지 다양하다[5]. 병소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나 진성낭 증례
의 경우 근관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감압술

치근단 병소(periapical lesions)는 치아 우식이나 외상에 의

(decompression), 조대술(marsupialization), 낭적출술(cyst

해 감염된 치근단 치수와 치주인대 사이 계면에서 미생물에 대

enucleation)과 같은 외과적 접근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보고

한 숙주 반응으로 나타나는 근관계 감염의 결과물로, 이 반응을

가 있었으며[6], 1960년대까지 근관치료학자, 병리학자, 구강악

통해 치근단 부위에 국소적 염증, 경조직의 흡수, 치근단 조직의

안면외과학자들은 근관치료로는 치근낭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

파괴 등이 발생하게 된다[1,2].

각하여 외과적 접근법을 사용해오기도 했다[7]. 하지만, 치근단

치근단 병소의 대부분(90% 이상)은 치근낭(radicular cyst),

병소의 감별 진단은 조직학적 검사만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

치근단 치주염(apical periodontitis), 농양(abscess)으로 분류

로 치근낭과 치근단 치주염을 방사선사진만으로 구분하기는 어

된다. 치근낭은 상피로 이장된 액체와 세포 잔사를 포함하는 공

렵다[8]. 따라서, 커다란 치근단 병소를 치료해야 하는 치과의사

동(cavity)을 섬유결합조직이 둘러싸는 형태로 조직학적 특성에

들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공동 전체에 걸쳐 완전한 상피

있다.

이장을 보이는 경우를 진성낭(true cyst), 공동이 치근첨과 근접

최근에 커다란 치근단 병소를 치료하는 추세는 비외과적 근

하여 상피 이장이 근관으로 개통된 경우를 가성낭(bay-cyst)이

관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관치료학자

라고 분류한다[3,4].

들은 비외과적 접근법으로도 많은 치근낭들이 성공적으로 치료

커다란 치근단 병소(large periapical lesions)의 치료 방법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치근단 병소를 가진 치아에 대해 근관치

은 전통적인 비외과적 근관치료 방법부터 외과적 수술, 발치

료를 시행한 경우 94.4%에서 완전한 또는 부분적 치유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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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는 보고가 있다[9-11].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치아의 치

의 2.5%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OCl)을

근단 조직에 발생한 커다란 치근단 병소를 비외과적 근관치료

이용하여 충분한 근관세척을 시행하였다. 그 후 근관을 페이퍼

방법을 통해 치료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

포인트를 이용하여 건조시키고 근관 내는 수산화칼슘(calcium

하는 바이다.

hydroxide)제재 근관첩약제인 Calcipex II (Nippon Shika
Yakuhin Co., Ltd., Yamaguchi, Japan)를 적용한 후에 소독된

증례보고

면구 및 임시 가봉재를 이용하여 근관와동 입구를 봉쇄했다. 1

증례 1

분한 근관세척 및 수산화칼슘제재 근관첩약제인 Calcipex II의

주일 단위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2.5% NaOCl을 이용한 충
적용을 반복하였고, 모든 증상이 사라진 4주 후 gutta-percha

34세 남자 환자가 상악 좌측 전치부 순측 치은 부종 및 불편

(Sure-Endo, Seoul, Korea)와 ADseal (Meta Biomed, Cheon-

감을 주소로 이전 치과에서 외과적 수술을 권유받고 구강악안

gju, Korea)을 이용하여 근관충전을 시행하였고 근관와동은

면외과에 내원하였고, 수술 시행 전 근관치료를 위해 치과보존

Luxacore (DMG, Hamburg, Germany)을 이용하여 충전하였

과로 의뢰되었다.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상 상악좌측측절치

다.

(#22)의 근심면에 치수와 인접하고 있는 수복물이 존재하였고,

그 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치근단 방사선사진 검사 결과 골

치관 변색이 확인되었다. 상악 좌측 순측 전정에 부종이 관찰되

의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 치근단의 방사선 투과상 병소의 크기

었으며 촉진 시 동통을 호소하였다. 방사선 사진상 #22 치근단

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료 완료 26개월

부위부터 #23 치근첨 부위에 걸친 커다란 치근단 병소가 관찰

후의 방사선검사 결과 치근단 병소의 적절한 치유 상태가 관찰

되었으며,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

되었고(Fig. 2), 환자는 무증상이었다.

결과 상악 좌측 순측 피질골이 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1). 전기치수반응 검사 결과 #22는 음성, #23은 양성

증례 2

반응을 보였다. 환자에게 이 병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하였고 환자와 상의 후 먼저 비외과적인 근관치료를 시

42세 여자 환자가 반복된 근관치료 후에도 근관을 통한 지속

행한 후 치료에 실패할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적인 삼출액 배농으로 인해 발치 또는 치근단절제술을 권유받

#22의 근관치료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고 본원으로 내원하였다.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 결과 #31은

#22의 구개면에 근관와동을 형성한 후 러버댐을 적용하

근관치료 중이었고 환자는 무증상이었으며, 문진을 통해 10여

고 #10 K-file과 근관장 측정기를 이용하여 근관장을 측정

년 전 하악 전치부 외상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31,

(24 mm)하였다. 측정한 근관장에 맞춰 ProTaper Universal

#41의 치근단 부위에 걸친 커다란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었으며,

(Dentsply Maillefer, Ballagiues, Switzerland) S1, S2, F1 파일,

CT 검사 결과 하악 전치부 협측 피질골이 파괴된 것과 설측 피

ProFile (Dentsply Maillefer) .06/#30 파일을 이용하여 순차적

질골이 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전기치수

으로 근관성형을 하였고, 각 파일의 사용 단계마다 10 mL 이상

반응 검사 결과 근관치료 중인 #31 외에, #32는 양성 반응을 보

A

B

C

Fig. 1. Preoperative radiograph using computed tomography of case 1: coronal view (A), axial view (B), and sagittal vie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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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Fig. 2. Radiographic images of case
1. Preoperative radiograph of #22 and
#23 showing periapical radiolucency
(A), radiograph of #22 immediately
after canal filling (B), 6 months followup radiograph (C), 26 months followup radiograph showing reduction in
periapical radiolucency (D).

B

C

Fig. 3. Preoperative radiograph using computed tomography of case 2: coronal view (A), axial view (B), and sagittal view (C).

였으나 #41은 음성 반응을 보였다. #31에 대한 오랜 기간의 근

증례 3

관치료 후에도 근관을 통한 배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가 #41의 치수괴사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41을 포함한

38세 남자 환자가 이전 치과에서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해소

#31, #41에 대해 근관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환자에게

되지 않는 부종 및 #12 치아의 근관석회화와 관련하여 외과적

비외과적인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 치료에 실패할 경우 수술적

인 치료를 권유받고 본원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부종의 재발

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고 발치나 수술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임상검사 결과 상악 우측 순측 전정에

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환자는 매우 만족하였

부종 및 촉진 시 불편감이 확인되었다. 방사선 검사상 #11은 근

다.

관치료 중이며, #12는 근관석회화로 인해 근관 입구 1/3 지점까

#31, #41의 설면에 근관와동을 형성하고 러버댐을 적용한 후

지 근관와동이 형성된 상태였다. CT 검사 결과 #11 치근단 부

근관장을 측정(#31: 17.5 mm, #41: 19 mm)하였다. 근관성형

위부터 #13 치근단 부위에 걸친 커다란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

각 단계마다 10 mL 이상의 2.5% NaOCl을 이용하여 근관세척

었고, 상악 우측 전치부 순측 및 구개측 피질골이 얇게 남아있는

을 충분히 시행하였고, 수산화칼슘제재 근관첩약제를 근관 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전기치수반응 검사 결과 #13의

에 적용하고 근관와동을 임시 가봉하였다. 1주일 단위로 근관세

치수생활력이 확인되어 #11 및 #12에 대한 근관치료를 먼저 시

척을 반복하였고 4회 치료 후 증상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근

행하기로 하였다.

관충전 및 근관와동 충전을 시행하였다.

#11 및 #12에 대해 충분한 2.5% NaOCl 근관세척제 및 수산

주기적인 검사 결과 환자는 증상이 없었으며 치료 완료 27개

화칼슘제재 근관첩약제를 사용한 통상적인 근관치료를 시행하

월 후 치근단 방사선사진 검사 결과 치근단의 방사선 투과상 병

였고, 순측 부종 및 불편감 감소 확인 후 근관충전을 시행하였

소가 점차 감소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다. 병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외과적 치료
가 필요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고지하였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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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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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diographic images of case 2. Preoperative radiograph of showing periapical radiolucency in relation to #31 and #41 (A), radiograph of
#31 and #41 immediately after canal filling (B), 6 months follow-up radiograph (C), 12 months follow-up radiograph (D), 27 months follow-up
radiograph showing resolving periapical radiolucency (E).

A

B

C

Fig. 5. Preoperative radiograph using computed tomography of case 3: coronal view (A), axial view (B), and sagittal view (C).

A

B

C

D

E

Fig. 6. Radiographic images of case 3. Preoperative radiograph of #11 and #12 showing periapical radiolucency (A), radiograph of #11 and #12
immediately after canal filling (B), 4 months follow-up radiograph (C), 12 months follow-up radiograph (D), 26 months follow-up radiograph
showing reduction in periapical radiolucency (E).

해 증상의 재발 유무와 치유 과정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전 치

사를 시행하다가 근관 충전 12개월 후 내원 당시 방사선 사진상

과에서 제작한 임시 치아를 사용하고 있었던 환자의 심미적 요

골 치유 양상이 확인되어 최종 보철물 합착을 시행하였다. 근관

구에 따라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여 임시 합착한 상태로 추적 검

충전 26개월 후 환자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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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에서도 치근단 병소가 치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의 자극원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주도적(self-

며, 외과적인 수술 없이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

sustaining)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크기가 큰 진성낭

는 매우 만족하였다(Fig. 6).

의 경우 통상적인 근관치료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외과적인 접
근을 필요로 할 때가 종종 있다[20]. 또한, 커다란 병소의 경우

고 찰

병소 자체가 근관 내 세균의 저장고 역할을 하여 일상적인 근
관치료 동안 적용되는 항균제들에 저항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

치근단 병소의 형성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알려

으며[21], 치성기원의 낭이 성장하는 데 낭 내부의 낭액의 압력

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치수가 괴사되면서 미생물의 번식을 용

이 기여를 한다는 보고도 있다[22]. 이런 경우 근관치료에 실패

이하게 하는 주위 환경이 형성되고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다양

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치료법으로서 낭성 병소의 크기를

한 독소들이 치근단 조직으로 유출되면서 치근단 병소가 생성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 감압술이 추천되기도 한다[23]. 또한, 이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2]. 즉, 대부분의 치근단 병소는 근

번 증례보고에서처럼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에 병소가 확인

관 내의 세균 감염에 대한 염증성 반응의 결과물이므로 많은 연

될 경우, 각 부위에 호발하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도 필요하

구들에서는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비외과적인 접근이 외과적

다. 예를 들어, 상악 전치부에는 비구개관낭(nasopalatine duct

접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3-15]. 근관치료

cyst)의 상피 잔사로 기원되는 부종, 배농, 동통, 또는 무증상이

가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근관계에 존재하던 독성 괴사 조직이

며 주변 치아의 생활력에는 보통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구개관낭

중화, 제거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치근단 병소가 해결

이 호발하며[24], 하악 전치부에는 처음에는 방사선 투과상 병

될 수 있다[13,14,16].

소를 보이다가 점차 방사선 투과성 병소 내에 방사선 불투과성

기계적 근관성형만으로는 측방관(lateral canal)이나 부가적

물질이 존재하면서 방사선 불투과성 병소 주변으로 방사선 투

인 근관(accessory canal) 및 상아세관(dentinal tubules)에 존

과성대가 둘러싸는 양상을 단계적으로 보이며, 주변 치아의 생

재하는 세균과 괴사조직을 모두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기

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인 치근단 백악질 이형성

계적 근관성형 후 근관 내 첩약제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증(periapical cemental dysplasia)이 호발한다[25]. 이런 병소

있다[13]. 근관 내 첩약제로 주로 사용되는 수산화칼슘은 높은

들의 경우 근관치료가 아닌 외과적 적출술을 시행해야 하거나

알칼리성에 기인한 항염증 작용, 항균 효과, 경조직 침착을 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특성을 가져 근관계를 소독시키고 치근단 부위에 광화 조

이에 대한 감별진단 역시 중요하다.

직을 생성시켜준다[7,15]. Calişkan과 Sen [16]은 근관 내 첩약

보통, 치근단 병소 중 진성낭의 발생 빈도는 9% 정도로 알려

제로 수산화칼슘을 적용함으로써 치근단 병소의 80.8%가 완전

져 있으며[20],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경우 주변 치아의 생활력

하게 치유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근관세척제로 사용한

상실 및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 위험, 반흔 형성이 문제가 되

NaOCl 역시 감염된 근관의 미생물을 감소시키고 괴사된 조직

고,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치근 주위 조직은 치

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9].

유에 있어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풍부한 혈류 공급, 림프 배출

치근단 병소에 대한 근관치료의 성공 여부는 보통 임상적, 방

(lymphatic drainage), 다량의 미분화 세포를 가지고 있다[18].

사선학적 추적 검사를 통해 평가되며, 치근단 조직의 회복을 평

그러므로 치근 주위 조직에 양호한 치유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

가하는 데 있어 구내방사선사진을 주로 이용한다[14,17]. 병소

해서라도 치근단 병소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치료 방법 선택

내의 골밀도 변화, 골 소주의 형성, 치조백선의 생성과 같은 방

은 치근 주위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근관을 통해

사선 사진상 징후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생물 감염원을 제거하여 양호한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

[18]. 이번 증례보고 결과, 보존적인 근관치료를 시행한 지 약

로 맞춰져야 하며, 적절한 근관치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치근

6–12개월 후부터 치유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2년 정도 경과하

단 병소에 한해서 외과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여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을 때 적절한 근관치료 시행만으로도

이번 증례들은 모두 이전 치과에서 외과적 치료를 계획하고

구내방사선사진 촬영상 치근단 조직의 치유가 성공적으로 일어

의뢰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석회화된 근관을 가진 치아에 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적절한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것, 병소와 인접한 치아의 이환

치근단 병소 중 치근낭의 발생빈도는 6%–55%, 치근단 치주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환 치아 모두를 적절히 치료

염의 발생빈도는 9.3%–87.1%, 농양의 경우 발생빈도가 28.7%-

하는 것 등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근관치료만으로도 커다란

70.0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치근낭 중에서도 낭이 치근

치근단 병소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

첨과 떨어져 닫혀 있는 형태를 취하는 진성낭의 경우 근관 내

진다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치근단 병소를 치료할 때는 비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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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법이 외과적 수단에 앞서 항상 먼저 시도되어야 하며, 외
과적인 접근법은 비외과적인 근관치료가 실패하였을 때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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