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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urgical root canal treatment of maxillary second premolar fused
paramolar tube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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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olar tubercle is a rare developmental dental anomaly defined as an additional cusp occurring on the buccal or lingual surfaces of the molar. Permanent molar fused with paramolar tubercles can be a cause of difficulty in root canal treatment. Therefore,
proper understanding of these variations is important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endodontic treatment.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can be helpful to understand anatomy of complicated cases. This case report describes nonsurgical endodontic
treatment of maxillary second premolar fused with paramolar tubercle.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4):2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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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구치에 존재할 때 “protostylid”라고 명명하였다.

서론

Parastyle은 유치 및 영구 구치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
인간의 치아는 형태학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데

며 일반적으로 상악 대구치 근심협측 교두의 협면에서

이러한 변이는 변칙적인 교두의 형태로 치관에서 나타나

나타난다. 드문 경우지만, 상악 대구치의 원심협측 교두

거나 교두와 관련되어 치근 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나 상악 소구치의 협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4 Paramolar

“Paramolar tubercle”이라는 용어는 상악 및 하악 소구

tubercle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PAX 및 MSX

치 및 대구치의 협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추가 교

유전자가 치아의 비정상적인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1

생각된다.5

두, 과잉 함입 및 융기로 정의되었다.

이것은 1916년 Amsterdam 대학교의 해부학 연구소에
2

서 Bolk의 문헌에 처음으로 기술되었고, 1945년 Dahl3

Paramolar tubercle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보이는데
협면에 단순한 돌출 형태로 나타나거나 fossa나 groove

berg 는 이 구조가 상악 구치에 존재할 때 “parastyle”,

에 의해 나머지 치아와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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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된 과잉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결절은 치
근이 불완전하거나 완전이 형성되어 있고, 치수 조직이
항상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6 결절의 근관은 종종 다른

15세 남자 환자가 상악좌측 제2소구치 및 상악좌측 제

7

1대구치 부위의 깊은 치주낭으로 의뢰되어 내원하였다.

근관과 연결되어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
8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상 상악좌측 제2소구치와 상

다.

또한 Paramolar tubercle은 치아 우식 및 치주 질환의

악좌측 제1대구치에 치근단 병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위험성이 높고 날카롭고 두드러진 교두로 인한 협측 점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협측으로 paramolar tubercle의

막의 자극, 교정용 band 장착의 어려움, 교합 간섭을 초

융합이 관찰되었다(Fig. 1). 구강 내 검사 상, 상악좌측 제

래하는 조기 치아 접촉, 크라운 수복을 위한 치아 삭제

2소구치의 냉검사 및 전기치수검사 시 반응을 보이지 않

9

및 근관 치료의 어려움 등의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

았고, 상악좌측 제1대구치의 협측 치은 부종과 함께 구

이러한 해부학적 변이들은 치료의 방법과 결과에 영향

강 내 농루가 관찰되었으며, 치주낭 깊이는 근심협측으

을 줄 수 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저자들이 이러한 결절

로 10 mm였고 냉검사 및 전기치수검사 시 반응을 보이

의 특징에 대해 연구했지만 연구는 주로 치아 내부 형태

지 않았다. 두 치아 모두 타진 시 통증이나 동요도는 존

는 고려되지 않았고 외부 형태에 제한되었다. 치근단 방

재하지 않았다.

사선 사진과 같은 2차원 영상은 paramolar tubercle이 치

상악좌측 제2소구치 및 상악좌측 제1대구치의 치수

아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와 겹치기 때문에 내부 구

괴사로 진단 내리고 근관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크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없

다. 내원 당일 상악좌측 제1대구치의 부 근심 협측 근

다. 추가적인 근관이 있는 경우 성공적인 근관치료를 위

관 (MB2) 및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paramolar tubercle

해서는 paramolar tubercle의 근관과 치아의 주 근관의

내 근관 형태를 파악하기위해 콘빔 전산화 단층촬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영역에서 콘빔

(CBCT, CS9300; Carestream Dental, Atlanta, USA)을

전산화 단층촬영(Cone-Beam Computed Tomography,

시행하였다.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경우 통상적이지 않

10

은 근관의 형태로 치아의 협면에 paramolar tubercle이

CBCT는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융합되어 있으며, paramolar tubercle 내에 단독으로 주

에 비해 영상 획득이 용이하고 방사선 선량이 적으며, 비

행되는 근관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근관이 심하게 만

용이 낮고 스캔 시간이 빠른 장점을 가지면서 해부학적

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2). 이를 토대로 러버댐

CBCT)이 유용한 진단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11

구조의 3차원적인 시각화가 가능하다.

격리하에 소구치의 교합면과 결절에 각각의 근관 와동

따라서 저자는 paramolar tubercle을 가지는 상악 소구

을 형성하였다(Fig. 3A).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내원하

치의 근관 형태 및 결절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BCT

여 회전식 NiTi 파일(Protaper Next; Dentsply Sirona,

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치료한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Baillagues, Switzerland)을 이용한 근관 성형 및 차아염소

A

B

Fig. 1. (A) Preoperative radiograph of maxillary left second premolar and maxillary left
first molar, (B) Photograph of paramolar tubercles (arrow) on maxillary left second pre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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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images. (A) Coronal, (B) Middle, (C)
Apical, (D) 3-dimensional reconstitution
image.

A

B

C

D

Fig. 3. (A) Photograph of access opening. (B) Radiograph during endodontic treatment. Master cone adaptation. (C) Radiograph of the last endodontic treatment. The canal filling was done. (D) Composite resin restoration after canal filling.

산나트륨(NaOCl)을 이용한 근관 세척을 시행하였다. 술

관 와동 부위는 복합레진(LuxaCoreZ Dual shade A3;

식 중에는 보조 수단으로 치과 현미경(OPMI Pico; Carl

DMG GmbH, Eldgaustrabe, Hamburg, Germany)으로

Zeiss, Germany)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충전하였다(Fig. 3D).

네 번째 내원시 임상검사 상 협측 치은의 부종 및 구

9개월 후 추적 검사 시 환자는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

강 내 농루는 사라졌으며, 타진 시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

으며 방사선사진 상 치근단 부위의 방사선 투과상이 감

고 불편감이 없다고 하였다. GP cone (DiaDent, Cheon-

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통상적이지 않은 복

gju, Korea) 및 AH plus sealer (Dentsply Detrey GmbH,

잡한 근관 형태를 가진 치아로 추후 증상의 재발 가능성

Konstanz, Germany)를 사용하여 Continuous wave tech-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

nique으로 근관 충전을 시행하였으며(Fig. 3B, 3C), 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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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Follow up. (A) 9 months follow up radiograph, (B) 9 months follow up photograph.

고찰

어려움을 주고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
부 연구자들은 CT, 나선형 CT (spiral CT), CBCT와 같

Paramolar tubercle의 발생은 드물게 나타나며 일반적

은 3차원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paramolar tubercle의 내

으로 영구치열에서 비대칭적으로 편악에 나타난다. 이

부 구조을 평가했다. Ohishi 등13은 상악 제2대구치에

구조의 발생율은 상악 제2대구치(0.4 - 2.8%) 또는 상악

서 paramolar tubercle을 가지는 3가지 증례에 대해 전

제3대구치(0 - 4.7%)에 비해 상악 제1대구치(0 - 0.1%)에

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을 이용해 치근

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낮은 발생율 때문에 해부

의 해부학적 구조를 조사하였다. 3가지 증례 모두에서

학적 구조나 연관된 치아 내 근관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paramolar tubercle의 치근이 원심협측 치근과 융합되어

가 제한적이다.

4

있었으며 자체의 치수강을 가지며 근관은 원심협측 근관

여러 문헌에서는 다양한 치아에서 발견된 paramolar
2

과 결합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 원형에 가까운 근관 형

tubercle의 특징에 관해 조사하였다. Bolk 는 상악 대구

태를 보였다. 또한 Jain 등14은 CBCT를 이용하여 상악좌

치의 paramolar tubercle은 치근에서 결합하는 경향이 있

측 제2대구치의 협면에 융합된 2개의 paramolar tubercle

는 반면 하악 대구치의 paramolar tubercle은 단독으로

의 근관 형태를 조사하였고, 결절의 근관이 치아의 근심

치근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하악 대

협측 및 원심협측 근관과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치에서 종종 결절 없이 paramolar root가 존재한다고
12

이전에 보고되었던 많은 증례들과는 달리, 본 증례

보고하였다. Thompson 은 상악 제2대구치의 원심협

는 상악소구치에서 paramolar tubercle을 보이는 증례

측 교두에 융합된 결절의 근관치료 증례에 대해 보고하

였으며, 결절의 근관이 주근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

였다. 이 치아에서 상악 제2대구치의 원심협측 교두와 결

립된 근관을 가지고 있어 드물게 관찰되는 형태로 이러

절은 근관의 입구는 분리되어있었지만 근관 내부는 서로

한 형태는 콘빔 전산화 단층촬영(Cone beam computed

7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 Friedman 등 은 근심협측 교두에

tomography)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융합된 결절을 가지는 상악 대구치의 근관치료 증례에

Paramolar tubercle은 치아의 협면에 위치하며 주로 교

대해 보고하였으며, 근심 협측 주위로 융합된 치근의 추

합시 대합치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인 영향을

가적인 근관을 확인하였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위의 구강 위생관리가 어렵기

Paramolar tubercle은 단순한 돌출부부터 잘 발달된 소

때문에 치태 침착에 취약하고 이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은

엽형 교두까지 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소엽형 교두

염 및 국소적인 치주염과 같은 치주 질환을 더 잘 발생시

는 덜 발달되거나 완전히 형성된 치근과 관련된 치수조직

킬 수 있다. 또한 치아와 결절을 분리하는 구(groove)의

2,6

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교두 결절의 근관은 일반적

깊이에 따라 수직적 골 소실을 야기할 수 있고, 치아에서

으로 다른 근관과 연결되어있으며, 드물게는 별도로 분

돌출된 결절이 치은의 퇴축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7,8

리되어 과잉치가 융합된 형태와 유사하게 관찰된다.

Paramolar tubercle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는 치료에
J Dent Rehabil Appl Sci 2021;37(4):268-73

요소들은 결국 이차적인 병변을 유발하여 근관치료를 필
요로 하게 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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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상가는 paramolar tubercle이 융합된 치아에
대해 환자에게 각별한 관리의 필요성을주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치아의 근관 치료 전 CBCT와 같은 적절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근관 형태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근관 치료 이후에도 병소의 치유 및 치주 상태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을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결론
본 증례는 영구치에서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paramolar
tubercle을 치과 현미경과 CBCT를 적절히 활용하여 비
외과적인 근관 치료만으로 만족할만한 치료 결과를 얻
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ubercle 내의 근관은 다른 근
관들과 분리되어있거나 연결되어있어 높은 난이도의 근
관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임상가는 이러한 증례를 치료
함에 있어 적절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해부학적 변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치과의사
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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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Paramolar tubercle이 융합된 상악 제2소구치의 비외과적 근관치료
최다경1 대학원생, 장훈상1 교수, 황윤찬1 교수, 황인남1 교수, 오원만1 교수, 박찬2* 조교수, 이빈나1* 부교수
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존학교실

2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Paramolar tubercle은 드문 발생학적 치아 기형으로 구치의 협면 또는 설면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교두로 정의된다. 영
구치에 융합된 Paramolar tubercle의 존재는 근관치료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이에 대한 적
절한 이해가 성공적인 근관치료를 위해 중요하다. 콘빔 전산화 단층 촬영(CBCT)은 복잡한 증례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증례는 Paramolar tubercle이 융합된 상악 제2소구치의 비외과적 근관치료에
대한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1;37(4):268-73)
주요어: 교두결절; 콘빔 전산화 단층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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