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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비구개관낭 :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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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sopalatine duct cyst (NPDC) is the most common non-odontogenic cyst of the oral cavity and occured in
the median of the palate within the nasopalatine canal. A NPDC arises from embryologic remnants of nasopalatine
duct owing to trauma of the maxilla, oral infection and spontaneous proliferation. Due to the clinical and radiologic
resemblance to radicular cyst of anterior maxilla, it could be misdiagnosed as a radicular cyst of anterior teeth. In
this article, we report 3 cases of NPDC which were misinterpreted as a radicular cyst, and describe the cause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N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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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구개관 (nasopalatine duct)은 경구개의 전방에 위치하

서 형성된다2.

비구개관낭 (nasopalatine duct cyst, NPDC)은 구강의 가

장 흔한 발육성 비치성낭으로, 발생기 비구개관이 폐쇄

고 있으며, 그 내부로 비구개신경 (nasopalatine nerve) 및

된 이후에 남아있는 태생 상피잔사 (remnants of embryo-

1
tine artery)가 주행한다 . 비구개관은 발생학적으로 구강

악골에 발생하는 전체 낭중 1.7~11.9%를 차지하며, 여성

접형구개동맥의 말단분지 (terminal branch of sphenopala-

발생 과정 중 1차 구개와 2차 구개가 합쳐지는 정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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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ic tissue)가 증식하여 변성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한다 .

보다 남성에서 3배 정도 발생하며 주로 40~60세 사이에
호발한다4,5.

상악의 외상, 잘 맞지 않는 의치, 구강내 감염, 유전적
요인, 자발적증식 등이 비구개관낭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임플란트 식립 외상으로 인한 자극도 또한 원인
으로 추정된다6,7,8. 대부분의 경우 무통성의 종창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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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원시 우연히 발견되나, 감염이 동반된 경우 통증이
나 농성 분비물이 관찰되어 치근낭으로 쉽게 오인된다3.

본 증례보고에서는 3명의 환자에서 발생한 비구개관

낭을 통해, 치근낭으로 오인하기 쉬운 비구개관낭의 발
생 원인 및 감별진단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
증

례

1. 증례 1
41세의 남환으로 이비인후과 정기 검진 중 발견된 구
개부의 무통성 종창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11,21 동요도 및 타진에 반응 없었으며, 구개부 촉
진시 통증은 없었다. 방사선 사진상 #12~22 부위에 잘

경계가 지어진 원형의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발견되었
으며, 치조백선은 소실되지 않아 #11,21 치근 침범 소견

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비구개관낭으로 진단하고 수
술을 계획하였으며, 수술시 구개접근법을 이용하여 낭종
적출술 및 골이식술이 시행되었으며, 술 후 조직병리검

B
Figure 1. Facial bone CT view (A), Initial panoramic view (B),
Well circumscribed radiolucent lesion (arrow) is observed.

사 결과 염증을 보이는 상피성벽으로 이장된 비구개관
낭으로 확진되었다. 경과 관찰 1개월 후, 방사선 사진상
낭종 제거 부위의 골 회복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2).
2. 증례 2
29세의 여환으로 기저질환으로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코막힘을 주소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비강내
시진시 비강저의 상승 소견 보여 치과적 원인여부를 알
기 위해 의뢰되었다. 검사 결과 구개측이 융기된 소견을
보였으며, 구개부 촉진시 압통을 호소하였다. 치수생활력
검사상 #11,21의 생활력은 양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사
진상 #11,21 치근을 포함하는 잘 경계가 지어진 광범위

한 원형의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발견되었다 (Fig 3). 술

Figure 2. Follow up after 1 month panoramic view.

전 재감염 예방을 위해 #11,21 근관치료가 선행되었으며,

3. 증례 3

수술시 구개접근법을 이용하여 낭종을 적출하고, 치근

29세의 여환으로 3개월 전 구개측에 발생한 종창으로

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골 파괴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
개측에 mesh를 고정하였다. 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얇
은 상피성벽으로 이장된 비구개관낭으로 확진되었다. 경

본원에 내원하였다. 3개월 전 같은 증상으로 타 치과 내

원시, 치근 병소로 오인되어 절개 및 조대술이 시행되었
다. 검사 결과 구개측 융기가 관찰되었으며, 구개부 촉진

과 관찰 1개월 후 수술 부위 간헐적인 불편함을 호소하

시 통증은 없었다. 방사선 사진상 #11,21 치근이개가 관

였으나 추후 증상 개선되었으며, 골 회복 양상 관찰되어

찰되고, 잘 경계가 지어진 원형의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4개월 후 mesh를 제거하였다 (Fig 4).

발견되었으며, #11,21 치근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수술시 구개접근법을 이용하여 낭종적출술 및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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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BCT view (A), Initial panoramic view (B), Well
circumscribed radiolucent lesion (arrow) is observed.

Figure 3. Facial bone CT view (A), Initial panoramic view (B),
Well circumscribed radiolucent lesion (arrow) is observed.

Figure 6. Follow up after 1 month panoramic view.

이식술이 시행되었으며 구개측 splint가 적용되었다. 술

A

후 조직검사 결과 염증을 보이는 상피성 벽으로 이장된
비구개관낭으로 확진되었다. 구개측 압박을 위해 splint

는 1주간 착용하였으며, 상태 호전 양상 보여 투약 및 지

속적인 경과 관찰하기로 계획되었다. 경과 관찰 1개월

후 낭종 제거 부위 골 회복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6).

고

B
Figure 4. Follow up after 4 month (A), Follow up after 1 year
(B) panoramic view.

찰

비구개관낭은 발생 위치로 인한 특성으로 인해 치근
낭, 정중과잉치로 인한 함치성낭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비구개관낭은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고 일상적인 방사선
검사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방사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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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으로 상악 중절치의 치근과 중첩되어 원형의 경계
가 명확한 방사선상으로 보인다10. 일반적으로 발견된 절

치관의 직경이 6 mm가 넘지 않고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이상의 고찰로 볼 때, 비구개관낭과 치근낭은 발생 기
원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계획의 수립에 있어 임상적, 방
사선학적 도구를 통해 정확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이

않으면 정상이라고 판단되며, 6 mm 이상이 넘으면 비구

를 통하여 불필요한 근관치료를 예방하고, 만족할만한

개관낭으로 추정하게 된다. 크기가 큰 낭의 경우는 치열

치료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을 변화시키고 비강저를 파괴하며, 치근의 소실이 발생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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