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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와 함치성낭의 

감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지도교수 이 삼 선)

나 혜 영

1. 목 적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KCOT)는 방사선학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위치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매복된 치아의 치관을 포함하며 

발생하는 KCOT는 함치성낭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둘은 

공격적 성향이나 재발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치료 전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아를 포함하는 함치성낭과 KCOT의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감별점을 찾아보는데 있으며, 

어떤 경우에 CT촬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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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1) 증례선정 및 KCOT 병소 형태의 분류

 2007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로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상  KCOT와 함치성낭으로 진단된 증례를 대상

으로 하였다. KCOT의 경우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병소가 치아를 둘

러싼 정도에 따라 4그룹(1. 치관을 둘러쌈. 2. 치근을 둘러쌈. 3. 치관과 

치근을 둘러쌈. 4. 치아를 둘러싸지 않음)으로 나눈 후 이 중 1,3 군(42

증례)만을 선정하였다. 악골에서 여러 개의 KCOT가 나타난 증례는 제

외하였다. 

 2) KCOT와 함치성낭의 비교 분석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정도를 해당 치아의 표면 길이를 기준으

로 둘러싸는 정도를 십단위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이 때, 치관과 치근은 

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치관과 치근을 나누는 기준은 백악법랑경계

로 하고 병소의 포함여부는 치관의 경우 치아소포공간, 치근의 경우 치

조백선의 손실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두 질병 사이에서 병소가 치아를 

둘러싼 부위와 정도를 비교하였다.

3. 결 과

 전체 125명의 KCOT 환자 중 다발성 증례를 제외한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치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27명(24%), 치아

를 포함하는 경우가 84명(76%)이었다. 이 중 치관만을 포함하는 경우

가 27명(24%), 치근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42명(38%), 치관과 치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15명(14%)으로 KCOT 중 42명(38%)이 함치성

낭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에서도 9명(8%)이 100% 치

관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경우 파노라마방사선영상만으로는 함치성낭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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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치성낭의 경우 42명의 환자 중 26명(61.9%)이 파노라마방사선영상

에서 치근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병소가 치관을 100% 감싸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KCOT는 16명(38.1%)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전체적으로 함치성낭은 치관을 100% 포함하

면서 치근은 포함하지 않은 경우, KCOT는 치관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치근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각각의 질병에서 병소가 치관을 둘러싼 정도가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상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는 함치성낭이 21명(50%)으로 KCOT의 

12명(28.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질병 모두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정도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파노라마방사선영

상과 CT영상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함치성낭보다 KCOT에서 

그 정도가 더 컸다.

4. 결 론

1.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치아를 포함하여 KCOT나 함치성낭이 형성

되어 있을 경우, 함치성낭은 치관을 100% 둘러싸면서 치근은 포함하

지 않는 경우, KCOT는 치관의 일부를 둘러싸고 치근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치아를 포함하여 KCOT나 함치성낭이 형성

되어 있을 경우, 100%치관을 둘러싼 형태인 경우는 함치성낭일 확률

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3.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정도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파노라

마방사선영상과 CT영상은 그 둘러싸는 정도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KCOT의 경우 그 

상관 정도가 높았다.

주요어: odontogenic cyst, dentigerous cyst, panoramic 

radiography, computed tomography

학  번: 2009-2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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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ntroduction)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KCOT)는 Mikulicz1)에 의해 

“dermoid cyst”로 처음 소개된 이래로 1956년 Philipsen2)에 의해 

“Odontogenic keratocyst”로 처음 명명되었으며, Pindborg와 

Hansen3)에 의해 병소의 임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과 조직학적 특성이 

보고되었다. KCOT는 치판잔유조직(dental lamina)에서 기원4),5)하는 

것으로, 섬유결합조직층 내에 새끼낭(daughter cyst)과 치성상피세포 

잔사가 많이 존재하고, 결합조직층 자체가 얇아 외과적 적출 시 결합조

직층이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재발율이 1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또한 KCOT는 이장상피에서 부정각화나 정각화의 두 가

지 양상을 보이는데, Pindborg와 Hanse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정각

화형(parakeratinized type)이 우세하다고 하였다. Wright7)의 부정각화

된 KCOT와 정각화된 KCOT의 비교 연구에서는 부정각화된 KCOT에

서 정각화된 KCOT보다 공격적인 성장 양상과 높은 재발율을 보이며 

기저세포모반증후군과 관련이 깊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

로 2005년 WHO working group에서 parakeratinized odontogenic 

keratocyst를 종양으로 간주하여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KCOT)로 명명할 것을 추천하였다.8)

 함치성낭은 치아 경조직 형성이 끝난 후의 치아발생 후기단계와 관련된 

병소이다.9) 그 기원은 정상적 치열이나 과잉 치열의 맹출하지 않은 치아

의 치관이 완전히 형성된 후, 법랑질 외피의 변화에서 기인하여 용액이 

법랑질 상피의 층들 사이 또는 이 상피와 치관 사이에 축적되어 일어난

다.10),20) 그러므로 대부분의 함치성낭은 통상의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서, 또는 낭의 과도한 성장의 결과로 악골의 팽융을 나타낸 후에 그 존

재를 발견할 수 있다.9)

 이들 질환의 치료법으로는 낭벽의 상피와 그 하방의 점막조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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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이 추천되고 있으나,11) KCOT의 경우 다른 악골에 발생하는 낭과 

비교할 때 좀 더 공격적인 성장양상을 보이며 임상적으로 양성종양과 유

사하므로 적출술 등이 일차적인 처치방법이다.12)

 성 등16)은 치성각화낭의 임상적 연구에서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한 초

기진단에서 100례 중 63례(63%)가 KCOT의 조직병리학적 진단과 일

치하였고, 37례(37%)는 다른 질환으로 초기 진단되었는데 불일치를 보

이는 방사선학적 진단 중 함치성낭이 14례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

다. 게다가 KCOT는 종양으로 불리울 만큼 악골에 있는 다른 낭들과는 

달리 높은 재발율과 공격적인 성장양상을 보여 다른 낭들과의 감별진단

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13),15) 이러한 KCOT는 방사선학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위치에서 발생하는데, 매복된 치아의 치관과 관련되어 하악 우각

부와 하악지 부위에서 발생된 KCOT의 경우 파노라마방사선영상만으로

는 함치성낭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등의 추

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둘은 공격적 성향이나 재발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치료 전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함치성낭과 KCOT의 파노라

마방사선영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감별점을 찾아보는데 있으며, 어떤 

경우에 CT촬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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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의 선정

 2007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와 수술 후 생검을 통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를 통해 KCOT로 진단된 환자 중 파노라마방사선영상 및 CT를 모두 

촬영한 증례 125명에서 다발성 증례 14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병소가 치관을 포함하는 42증례를 선택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상 함치성낭으로 진단 내려진 42증례의 환자 파노라

마방사선영상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함치성낭 증례의 선택은 2012년 

3월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순차적으로 선택하였다.

2. 연구방법

1) 병소 형태에 따른 KCOT 분류 

 연구 대상 환자의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의 병소 부위를 단순화시켜 모눈

종이에 따라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병소 내부와 변연에 치아의 일부를 포

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치아를 포함하

는 경우, 그 포함부위에 따라 치관만을 둘러싼 그룹, 치근만을 둘러싼 

그룹 그리고 치관-치근을 함께 둘러싸는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빈도 별 백분위를 분석하였다.

2) 함치성낭과의 감별 대상 선정

 KCOT 증례의 세 그룹 중, 치아의 치관만을 둘러싼 그룹과 치관과 치

근을 함께 포함하는 그룹을 파노라마방사선영상 진단이 함치성낭과 유사

할 수 있는 경우로 간주하고, 함치성낭과의 감별 대상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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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정도의 측정

A. 파노라마방사선영상

 각각의 질환에서 얻어진 증례에서 병소가 치아를 덮고 있는 정도는 해

당 치아의 표면 길이를 기준으로 포함하는 정도를 십단위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이 때, 백악법랑경계를 기준으로 치관과 치근을 나누어 각각 따

로 분석하였으며, 병소의 포함여부는 치관의 경우 치아소포공간, 치근의 

경우 치조백선의 손실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즉, 치아 표면으로부터 

2mm까지는 치아소포공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였다.14)  2mm가 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시작점 낭 벽에 접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수선을 그어 그것이 치관의 표면과 만나는 점을 기준

으로 치관의 표면에서 병소가 차지하는 범위를 정하였다.

B. CT영상

 CT영상을 토대로 3차원적으로 병소의 형태를 확인한 후, 치관과 치근

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치아의 매복 방향에 따라서 치아의 장축에 수

직인 방향으로 자른 영상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영상에서 치아의 중심에 

가까운 부위이면서 가장 면적이 큰 부위의 단면들 중 병소가 치아를 감

싸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단면을 선택하여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같

은 기준으로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3. 통계 분석

 두 질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사(Chi-Square Test)를 

통하여 통계학적 유의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영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점도와 피어슨 상관관계 분

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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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Results)

  

1. 병소 형태에 따른 KCOT 분류

 111개의 KCOT증례를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통해 치아와의 관련성 여

부를 두고 분류하였는데 치아와 관련이 있는 증례가 84명으로 76%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27명(24%)은 병소가 치관만을, 15명(14%)은 

병소가 치관과 치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함치성낭과의 감별이 요구된

다고 보고 111명의 KCOT환자 중 두 그룹에 속하는 42명(38%)을 함

치성낭과의 감별을 위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Table  1. Category of KCOT & DC according to surround 

the tooth  on panoramic radiography

　 　 　 KCOT
*

DC
†

Including tooth

only crown 27(24%) 34(81%)

crown-root 15(14%) 8(19%)

only root 42(38%) 0(0%)

No including tooth 27(24%) 0(0%)

Total 111(100%) 42(100%)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Dentigerous c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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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소가 치아를 포함하는 정도에 따른 두 질병 간 비

교연구

1)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질병별로 계통도를 그려 전체적인 흐름

을 파악하였는데, 함치성낭의 경우 병소가 치관을 100% 차지하면서 치

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14명(33.3%), KCOT의 경우 치관의 일부

를 포함하면서 치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18명(16.2%)으로 가장 많

았다(Fig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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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ping of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on the basis of 

cystic lesional extent 

Fig 1. Grouping of Dentigerous cyst on the basis of cystic lesional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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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tent of surrounding crown of tooth

Extent

(%)

DC* KCOT†

PANO‡ CT PANO‡ CT

0 0 0 0 0

10 0 0 0 0

20 1 0 0 0

30 1 0 5 2

40 0 0 2 3

50 2 6 4 12

60 3 4 8 6

70 3 6 5 5

80 4 6 1 2

90 2 2 1 1

100 26 18 16 11

total 42 42 42 42

*Dentigerous cyst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Panoramic radiography

2) 병소가 치관을 둘러싼 정도를 십 단위 백분율로 나타내어 해당 분율

에 포함하는 증례 수를 가지고 각각의 질병에서 파노라마방사선영상, 

CT의 경우를 따로 표로 나타내었다. 두 질환의 각 영상에서 치관을 

100% 둘러싼 경우가 가장 많았고, 70%이하를 둘러싼 증례의 빈도는 

함치성낭에 비해 KCOT가 더 많았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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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관과 같은 방식으로 치근에 대해서도 병소가 둘러싼 정도를 표로 

나타내었다. 두 질환 모두 병소가 거의 치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데, 

30%이상 포함하는 증례의 빈도는 함치성낭에 비해 KCOT가 더 많았으

나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Table 3. Extent of surrounding root of tooth

Extent

(%)

DC* KCOT†

PANO‡ CT PANO‡ CT

0 36 38 28 33

10 0 0 4 1

20 0 0 0 0

30 1 0 0 0

40 0 0 1 0

50 1 1 2 0

60 2 0 3 6

70 2 2 1 0

80 1 1 2 1

90 1 0 0 0

100 0 0 1 1

total 42 42 42 42

*Dentigerous cyst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Panoramic radiography 

4)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각 질병의 병소가 치근을 포함하는지 여부

에 상관없이 치관을 100% 둘러싸는 경우가 각각 함치성낭은 26명

(61.9%), KCOT는 16명(38.1%)으로 나타나 이 두 질병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p<0.05)(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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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extent of surrounding crown of 

tooth between DC and KCOT on panoramic radiography
Extent of 

surrounding 

tooth

Disease

Total
DC* KCOT†

100% crown 26
‡

16
‡

42

<100% crown 16‡ 26‡ 42

Total 42 42 84

*Dentigerous cyst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p<0.05, Chi-Square test

5)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함치성낭의 경우 전체 42명 중 34명

(81.0%)이 병소가 치관만을 둘러싸고 있어 KCOT의 27명(64.3%)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Table5).

Table 5. Comparison of cystic extent in which a tooth is 

surrounded between DC and KCOT on panoramic radiog-

raphy

cystic extent
Disease

Total
DC* KCOT†

only crown 34‡ 27‡ 61

crown & root 8
‡

15
‡

23

Total 42 42 84

*Dentigerous cyst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p>0.05,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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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의 비교연구

 각각의 질병에서 병소가 치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도에 관한 파노라마방

사선영상과 CT에서의 결과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각각의 결과를 X, Y축

으로 하는 산점도를 그려보았다. 

 

1) 함치성낭

 두 영상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63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Fig 3). 직선을 벗어나는 점들 중 파노

라마방사선영상에서는 치관을 100% 포함하고 있는데 CT상으로는 그렇

지 못한 경우가 8명(19%)이나 되었다.

2) KCOT

 KCOT의 경우 함치성낭에 비해서 함수값이 직선 주위에 몰려있고, 낮

은 수부터 높은 수까지 골고루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두 영상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78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함치성낭보다 높

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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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ar correlation between panoramic ra-

diography and CT image of Keratocystic odonto-

genic tumor (OCTC:  keratocystic odontogenic tu-

mor, CT, crown/ OPANOC: keratocystic odonto-

genic tumor, panoramic radiography,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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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 correlation between panoramic ra-

diography and CT image of Dentigerous cyst

(DCTC: Dentigerous cyst, CT, crown/ DPANOC: 

Dentigerous cyst, panoramic radiography,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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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Discussion)

 

 함치성낭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미맹출 치아의 백악법랑경계부 상

방을 둘러싼 방사선 투과상을 보이므로 방사선학적 진단이 비교적 용이

하다. 그러나 KCOT가 이미 악골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복된 인접치가 

KCOT내로 함입되는 경우 함치성낭으로 오인될 수 있어 방사선학적 감

별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8)

 두 질환 간에는 호발부위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서 파노라마방사선영상만

으로 감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함치성낭종은 Bhaskar19), Mours

hed20), Shafer21)등에 의해 하악 제3대구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고, Stafne22)도 하악 구치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Kak

arantza-Angelopoulou23)등의 연구에 따르면 KCOT가 하악구치부와 

상행지부위에서 40%정도로 호발한다고 하였으며, 이 등17)의 연구에서

는 무려 56.3%나 이 부위에서 호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박 등24)의 이전 연구에서 함치성낭과 KCOT간의 CBCT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방성, 장축 대 단축의 비율, 인접치의 치아변위와 치근 

흡수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두 질병간의 방사선학적 감별진단에 도움

을 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KCOT 증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적은 부분을 차지할 지라도 매복된 제3대구치 부위에서 치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단방성의 방사선 투과상을 발견했을 때 이를 2차원

적인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그 형태만 보고 두 질병 간에 감별진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먼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을 통해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여부와 정도로 

KCOT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KCOT와 치아와의 관련성은 76%로 높

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절반이 병소가 치근만을 포함하고 있어 함치성

낭과의 감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함치성낭의 경우,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병소가 치근만을 포함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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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치아와 관련된 전체 42명 중 KCOT의 경우 27명(64.3%), 함치성낭의 

경우 34명(81.0%)으로 두 질병 모두 치근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치관만 

포함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두 질병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근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치관을 100% 감싸

고 있는 경우는 KCOT가 16명(38.1%), 함치성낭이 26명(61.9%)으로 

두 질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통도를 통해서 보아

도 함치성낭의 경우는 치관을 100%포함하면서 치근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KCOT의 경우는 치관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치근은 포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만약 어떤 파노라마방

사선영상에서 형태학적으로만 봤을 때 병소가 치관을 100% 감싸고 있

다면 KCOT보다는 함치성낭일 확률이 높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병소가 치관과 치근을 둘러싼 정도를 나타낸 표(Table 2,3)에서 

Table2의 병소가 치관을 100% 둘러싸는 부분과 Table3의 병소가 치

근을 0% 둘러싸는 부분에서 4가지 경우의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

었다. 치관 부분에서는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이 CT보다 증례수가 많았고, 

치근 부분에서는 CT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 비해서 증례수가 많았다. 

이것을 통해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는 치근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으

나 CT에선 아니었고,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는 치관의 100%를 둘러

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CT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를 비교했던 산점도(Fig 

3,4)를 참고하여도 비슷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각각의 질병에서 병소가 치관을 둘러싼 정도가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상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는 함치성낭이 21명(50%)으로 KCOT의 

12명(28.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주로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는 100% 치관을 둘러싸는데 CT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함치성낭의 경우가 KCOT보다 많아 두 영상간의 상관관계가 

KCOT에 비해 함치성낭이 낮게 나왔다. 이처럼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치아의 매복방향에 따른 치아와 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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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겹쳐 보이는 현상(superimposition)으

로 인하여 왜곡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특이한 점은 함치성낭에 비해 KCOT에서 두 영상간

의 일치율이 높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연구자가 치관부위의 병소 범위를 

정할 때 그 기준을 치아소포공간의 크기 2mm로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함치성낭의 진단과정에서 초기 함치성낭과 미맹출치 치관

의 치아소포공간크기가 증대된 경우와의 감별이 중요하고 하악 제3대구

치 여포의 37-46%에서 낭성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14)가 있었다. 치아

소포공간은 평균 2.4-3.0mm의 크기를 보이지만 5mm이상의 방사선 

투과상 폭을 보이는 경우에는 함치성낭과 감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직병리학적으로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낭성 변

화의 최소기준인 2mm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26)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방사선영상과 CT에서 측정한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정도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조건 하, 즉 병소가 치관을 포함하고 있어 함치성낭과 KCOT간에 감별

진단이 어려울 때,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은 CT를 대신할 수 있으며 파노

라마방사선영상에서 형태학적으로 치관의 100%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함치성낭으로 진단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조건을 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치성낭과 KCOT간

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CT를 추가촬영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감별점을 찾아낸 선학들의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참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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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Conclusion)

 

111명의 KCOT 증례와 42명의 함치성낭 증례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학

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치아를 포함하여 KCOT나 함치성낭이 형성

되어 있을 경우, 함치성낭은 치관을 100% 둘러싸면서 치근은 포함하

지 않는 경우, KCOT는 치관의 일부를 둘러싸고 치근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치아를 포함하여 KCOT나 함치성낭이 형성

되어 있을 경우, 100%치관을 둘러싼 형태인 경우는 함치성낭일 확률

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3. 병소가 치아를 둘러싸는 정도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파노라

마방사선영상과 CT는 그 둘러싸는 정도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KCOT의 경우 그 상관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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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KCOT) shows radiographical 

diversity in morphologic aspect as well as regional aspect. It is diffi-

cult to distinguish the KCOT from the dentigerous cyst(DC) when 

it occurs in connection with the crown of the impacted tooth. It's im-

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hese diseases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recurrence and aggressive aspect between two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dif-

ferential diagnosis between KCOT and DC is possible just by using 

panoramic radiography and to differentiate the cases that CT needed 

for differential diagnosis.

2. Materials and Methods

1) Case selection and category of KCOT

Study was conducted on 111 cases of KCOT and 42 cases of den-

tigerous cyst confirmed by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from the 

fil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2007 to 

March 2012. Using panoramic radiography, KCOT cases divided into 

four groups. Group 1; The lesion surrounding only the crown of the 

tooth, Group 2; The lesion surrounding only the root of the tooth, 

Group 3; The lesion surrounding both crown and root of the tooth, 

Group 4; The lesion not surrounding any part of the tooth. Among 

these groups, group 1 and 3 (42 cases) were analyzed. Cases with 

multiple KCOTs of the jaw were excluded. 

 2) Comparison between  KCOT and DC

 Proportion of lesional tooth surface to the entire tooth surfa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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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by ten percentage grade. Being divided by the cementoe-

namel junction, crown and root were analyzed separately. To identi-

fy the lesion from normal crown and root structure, dental follicular 

space and the lamina dura were examined each. 

3. Results

Of a total 111 KCOT cases, 84 cases(76%) showed lesion sur-

rounding tooth and the other 27 cases(24%) not. Cases belonging 

to group 1, 2 and 3 were 27(24%), 42(38%), 15(14%) each. 

42(38%)cases of KCOT showed morphologic similarity with DC 

cases. 9(8%) KCOThave lesion surrounding the entire crown of the 

tooth.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KCOT from the 

DC using only panoramic radiography. 34(81%) cases of DC have 

lesion surrounding only crown of the tooth except for root. In other 

words,  KCOT more commonly have lesions that include not only 

crown of the tooth but also the root.

26(61.9%)cases of DC and  16(38.1%) KCOT cases showed lesion 

surrounding the whole crown of the too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ases between two groups. Most of the 

DC lesions contained the whole crown but for the root while most 

of the KCOT lesions contained only a part of the crown.

 There were 21(50%) cases of DC, 12(28.6%) cases of KCOT that 

disagree between the panoramic radiography and CT in extent of the 

lesion surrounding the crown. Bu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anoramic radiography and CT in both of two diseases. 

This trend was more pronounced in the K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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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1) Of all cases, most DC lesions contained the whole crown except 

for the root while most KCOT lesions contained only a part of the 

crown.

2) Most of DC cases showed lesions surrounding the whole crown 

but for root, while KCOT have lesions surrounding not only crown 

of the tooth but also the root more commonly than DC. 

3)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anoramic radiog-

raphy and CT. This trend was more pronounced in the KCOT.

Key words:  odontogenic cyst, dentigerous cyst, panoramic ra-

diography,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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