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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valence of Oral and maxillofacial injur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uwon, Korea. The sample consisted of 850 boys and girls in a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cit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by sending questionnaires to school-aged boys and girls, to study a condition of traumatic injuries

of teeth.

1. The students who had a traumatic injuries in a oral & maxillofacial area are 125 persons(14.7%); boys 93 persons(21%),

girls 32 persons (7.9%).

2. Incidence of traumatic injuries was 1 time 102 persons(81.6%), 2 times 14 persons(11.2%), others 9 persons(7.2%).

3. The causes of traumatic injuries were fall down 65.6%, blow 10.4%, sports 9.6%, traffic accidents 7.2%, tripping 3.2%,

others 4%.

4. The distributions of sports related traumatic injuries were roller blade 7 persons, bicycle 2 persons, football 1 person,

baseball 1 person, basketball 1 person.

5. Types of traumatic injuries were soft tissue injury(40.8%), tooth fracture(36.8%), extrusion(8.0%), jaw fracture(3.2%),

other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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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수준이 향상, ,

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1)
이와 같이 체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으로 인한 외상의 빈도 역시 높아지게 되

었다.
1,2)
따라서 최근 구강악안면 영역의 외상의 증

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치아에 대한 외상은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치아의 손상은 대화장애 소. ,

화장애 그리고 구강영역에서의 심리적인 영향때문,

에 특히 중요하다 치아의 손상은 신체의 다른 부위.

와는 다르게 치유되거나 재생되지 않는다.
3, 4)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에서 구강악안면 외상 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흡

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체육과 관련된 구강악안면.

외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들의

예방을 위한 치아보호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외상의 빈도에 대해 과Andreason Ravn
2)
은 덴마크

어린이의 영구치와 유치에 대한 외상성 치아손상에

관한 연구에서 명의 어린이들 중 가 영구치487 46%

와 유치에 외상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그 중

가 유치에 그리고 가 영구치에 외상을 입30% , 22%

었다고 보고하였고 Teramoto
5)
는 일본 어린이의 구

강악안면 외상에 관한 연구에서 총 명 중 낙15,822

상이 운동 중 입은 외상이 를 차지하37.7%, 29.2%

였고 그 중 치아탈구는 파절은 관절의17.3%, 6.9%,

탈구는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와1.6% . Cavalleri

Zerman
6)
은 세의 학생 명 중 명이 외상6-21 2,827 173

을 입었으며 외상을 입은 치아의 개수는 개였다326

고 하였고 원인별로는 교통사고 명 낙상 명53 , 72 ,

운동 명 친구와의 싸움이 명 기타가 명이었25 , 19 , 8

다고 하였다.

한편 와, Bolhuis Lours
7)
는 개국 하키선수를 상15

대로 구강악안면 외상에 관한 연구에서 가 외62%

상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가 치아보호장치를33%

장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악안

면 외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김 등
8)

이 응급실에 내원한 구강악안면 외상환자를 분류한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육활동 중에 발생되는 구강악

안면 외상의 실태를 조사하여 외상을 예방하고 유

치와 영구치를 보호하기 위한 치아보호장치 보급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들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

생 명을 대상으로 학교체육과 구강악안면 외상850

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석관초등학교 원일초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 학년 명4-6 850

남 명 여 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43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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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2.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1)

조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

이었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도움하에 배포되었.

으며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작성되었다 조사항목.

은 총 개이었으며 본인의 성명 성별 나이 등의11 , ,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외상경험의 유무를 구분

한 후 외상경험이 있는 학생 중 외상경험횟수 외, ,

상의 원인 외상을 받은 부위 포함된 치아의 수 현, , ,

재의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표( 1).

자료의 분석(2)

조사자료는 외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류한 후 외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남녀의

비율을 파악하였고 외상의 원인과 외상받은 치아의

개수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표 1. 설문지
초등학교학생의 구강악안면 외상에 관한 설문

본 설문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의 운동시치아와 관련된 구강악안면 외상경험과 부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합니

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체육시 발생하는 외상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치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
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
성명1. :

나이2. :

성별3. : 남 여,

학년4. :

치아를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5. ?

예 아니오1) 2)

다친적이 있다면 몇번이나 다쳤습니까6. ?

한번 두번 세번 이상1) 2) 3)

왜 다쳤습니까 한 번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하시오7. ? ( )

운동 중 교통사고 친구와 싸움 넘어짐 여행 중 기타1) 2) 3) 4) 5) 6)

운동 중 다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다 다쳤습니까8. ?

축구 야구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기타1) 2) 3) 4) 5)

다쳤을 때 치아나 턱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9. ?

잇몸이나 입술을 다쳤지만 치아나 턱은 다치지 않았다1) .

치아가 부러졌다 치아가 빠졌다 턱뼈가 부러졌다 기타2) . 3) . 4) . 5)

다친 치아는 몇 개입니까10. ?

개 개 개 개 기타1) 1 2) 2 3) 3 4) 4 5) ( 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11. ?

치료가 끝난 상태 치료중 기타1) 2) 3)

.Ⅲ 연구성적

외상경험자수1.

총 명의 학생 중 구강악안면 외상경험이 있는850

학생은 명 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명125 (14.7%) 93

여학생은 명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21.0%), 32 (7.9%)

보다 약 배 가량 많았다 표3 ( 2).

표 2 성별에 따른 외상경험자수.
조사대상자수명( ) 외상경험자수명( ) 비율(%) Z-test

남학생 443 93 21.0% *

여학생 407 32 7.9%

계 850 125 14.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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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로는 학년 명 학년 명4 31 (11.2%), 5 43

학년 명 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11.6%), 6 51 (18.2%)

외상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표( 3).

외상을 입은 횟수는 회 명 회 명1 102 (81.6%), 2 14

이었으며 회 이상인 경우도 명 이(11.2%) , 3 9 (7.2%)

있었다 표( 4).

표 3. 학년에 따른 외상경험자수
조사대상자수명( ) 외상경험자수명( ) 비율(%) Z-test

학년4 277 31 11.2%

학년5 293 43 11.6%

학년6 280 51 18.2% *

계 850 125 14.7%

(P<0.05)

표 4. 외상의 빈도
횟수 학생수 명(125 )

회1 명102 (81.6%)

회2 명14 (11.2%)

회이상3 명9 ( 7.2%)

계 명125 (100%)

그림 1. 외상의 빈도

외상의 원인2.

외상발생 원인은 낙상이 명 으로 가장82 (65.6%)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싸움 명 운동에 의13 (10.4%),

한 외상은 명 교통사고 명 여행 중12 (9.6%), 9 (7.2%),

명 기타 명 이었다 표4 (3.2%), 5 (4%) ( 5).

운동종목별로는 롤러블레이드 명 자전거 명7 , 2 ,

축구 명 야구 명 농구 명이었다 표1 , 1 , 1 ( 6).

외상의 정도 및 치료상태3.

외상의 정도는 잇몸 입술의 외상이 명, 51 (40.8%),

치아파절이 명 치아탈구가 명 하46 (36.8%), 10 (8%),

악골절이 명 기타 명 이었다 표4 (3.2%), 14 (11.2%) ( 7).

외상을 입은 치아 수는 개 명 개 명1 92 (73.6%), 2 14

개 명 개이상 명 이었다 표(11.2%), 3 5 (4%), 4 4 (3.2%) (

외상후 치과치료가 끝난 학생은 명 치8). 52 (41.6%),

료중인 학생은 명 기타 명 이었다35 (28%), 38 (30.4%)

표( 9).

표 5. 발생원인별 외상 경험자수
원인 남학생 여학생 총(%) Z-test

낙상 명64 명18 명82 (65.6%) *

싸움 명11 명2 명13 (10.4%)

운동중 명8 명4 명12 (9.6%)

교통사고 명5 명4 명9 (7.2%)

여행중 명3 명1 명4 (3.2%)

기타 명2 명3 명5 (4.0%)

합계 명93 명32 명125 (100%)

( P<0.05)

표 6. 운동종목별 외상경험자 수
운동종목 학생수

롤러블레이드 명7

자전거 명2

축구 명1

야구 명1

농구 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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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종목별 외상경험자 수

그림 3. 외상정도

표 7. 외상정도
외상정도 학생수 명(125 )

잇몸입술외상, 명51 (40.8%)

치아파절 명46 (36.8%)

치아탈구 명10 (8%)

하악골절 명4 (3.2%)

기타 명14 (11.2%)

계 명125 (100%)

그림 4. 외상을 입은 치아의 개수

그림 5. 치료상태

표 8. 외상을 입은 치아의 개수
개수 학생수 명(115 )

개1 명92 (73.6%)

개2 명14 (11.2%)

개3 명5 (4%)

개이상4 명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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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치료상태
치료상태 학생수 명(125 )

치료가 끝남 명52 (41.6%)

치료중 명35 (28.0%)

기타 명38 (30.4%)

계 명125 (100%)

.Ⅳ 총괄 및 고찰

생활 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

에서 아동의 외상에 대한 위험성은 증가될 수 있으

며 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

라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외상도 증가하고 있다.
,10)

인간에게 있어서 치아의 손실은 정신적 사회적 정, ,

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영구. ,

치는 일생동안 신체의 일부로서 소중히 보존해야

할 치아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외. ,

상에 의한 치아의 손상은 그 위해성이 더 클 수 있

으므로 치아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9,10)
.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원일초등학교 석,

관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4-6

용하여 구강악안면 외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

하였다 총 명의 응답자 중 명이 구강손상의. 850 125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총 응답자 중

를 차지한다14.7% .

운동과 관련된 치아외상경험에 대하여 Cavalleri

와 Zerman
6)
은 총 조사자 중 가 운동 중에 외상7.3%

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와Sanchez

와Garcia-Godoy Sanchez
11)
는 라고 하였다 김28.4% .

등
8)
은 응급의학과에 내원한 명의 환자 중 구강266

악안면 부위의 손상자는 명이었으며 세 이하는93 20

명 이었으며 운동 중 발생한 경우는 명50 (53.8%) 12

이라 하였다 와(12.9%) . Flanders Bhat
12)
은 미국의 42

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구와 미식축구

도중에 발생한 외상의 비교에 대한 연구에서 농구

의 경우 총 명 중 외상경험자는 명이었으며7,641 41

그 중 구강악안면 영역에 외상을 입은 학생은 명14

이었으며 미식축구의 경우 총 명 중 외(3.4%) 13,882

상경험자는 명이었으며 그 중 구강악안면 영1,312

역에 외상을 입은 학생은 명 에 불과했다 이1 (1.4%) .

처럼 운동종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운동 시

치아보호장치의 장착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총 명의 응답자 중 외상경험자는850

명 이었으며 운동 중 외상경험자는 명125 (14.7%) 9

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이(9.6%) .

나 일상생활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 중 구강외상의 남녀 비율을 보면 등Gassner
14)은 와1.98 : 1, Cavalleri Zerman

6)은 2.7 : 1, Perez

등15)은 이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2.34 : 1 2.91 :

로 활동성향이 강하고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1

어린이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다른 선학들과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외상경험률은 남학생. ,

여학생 의 비율을 보였다21.0%, 7.9% .

외상경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와Cavalleri

Zerman
6)은 세가 세가 를 차지하6-9 7.2%, 10-13 7.1%

였고 Teramoto
5)는 세가 세가 로0-9 25%, 10-19 65%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김 등.
8)은 10

세 이하 대 대 대35.5%, 10 18.3%, 20 19.4%, 30 7.5%,

대 대 대 대 라 하40 10.8%, 50 4.3%, 60 3.2%, 70 1.1%

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 명. 4 277 (32.6%),

학년 명 학년 명 을 대상으5 293 (34.5%), 6 280 (32.9%)

로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외상경험률은 학년4

학년 학년 로 고학년으로 갈11.2%, 5 11.6%, 6 18.2%

수록 외상경험이 누적되므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상의 빈도에 있어서는 회 명1 102 (81.6%),

회 명 회 이상 명 으로 대부분이2 14 (11.2%), 3 9 (7.2%)

회의 외상에 그치며 회 이상인 경우는 명1 3 9 (7.2%)

에 불과하였다.

외상의 원인에 있어서 등Perez
15)은 낙상 싸46%,

움 교통사고 자전거 운동 기타14%, 13%, 8%, 5%,

순이라 하였으며1% Teramoto
5)는 낙상 운동41.6%,

교통사고 싸움 작업 중24.7%, 18.8%, 7.8%, 2.4%,

기타 순이라고 하였다 특히4.7% . Teramoto
5)는

년까지의 통계에서는 운동중 외상의 비율1969-1973

이 이었으나 년까지의 통계에서는21% 1980-1983

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김 등24.7% .
8)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상 명 싸움 명29 (31.2%), 16

교통사고 명 자전거와 롤러블레(17.2%), 16 (17.2%),

이드 명 부딪힘 명 식사 명12 (12.9%), 8 (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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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 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6.5%), 3 (3.2%) .

상 싸움 운동 중 교통사고65.6%, 10.4%, 9.6%,

여행 중 기타 로 낙상에 의한 외상7.2%, 3.2%, 4%

비율이 타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가 외국의 어린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체육의 참여도가 낮고 컴퓨터 문화의 발달로 인

한 체육 활동량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구강악안면 부위의 외상정도별로 보면 Teramoto
5)

는 외상경험이 있는 명 중 치아 명 눈1,345 684 , 218

명 팔 다리 명 신경손상 명 기타 명이라 하, , 175 , 69 , 5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잇몸 입술의 외상 명. , 51

치아파절 명 치아탈구 명(40.8%), 46 (36.8%), 10 (8%),

하악골절 명 기타 명 으로 나타났4 (3.2%), 14 (11.2%)

다.

외상을 입은 치아의 개수에 대하여 영구치의 외

상에 대한 연구에서 와Cavalleri Zerman
6)은 명2,798

의 조사자 중 명이 외상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178

으며 외상을 입은 치아의 개수는 개 명1 65 (36.6%),

개 명 개 명 개이상 명2 88 (49.4%), 3 17 (9.5%), 4 8

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 명(4.5%) . 1 92 (73.6%), 2

개 명 개 명 개 명 기타14 (11.2%), 3 5 (4%), 4 3 (2.4%), 1

명 로 개의 손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0.8%) 1-2

였다.

치료상태에 관하여 Teramoto
5)는 총 조사자 중

만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등12.9% Hamilton
16)은 사춘기 학생의 외상경험과 치료에 관한 연구

에서 치료를 마친 학생 명 치료를 받지162 (23.6%),

않은 학생 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168 (24.4%),

한 학생이 명 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358 (52.0%) .

는 치료를 마친 학생 명 치료중인 학생52 (41.6%),

명 기타 명 으로 대부분의 학생35 (30.4%), 38 (30.4%)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원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구

강악안면 영역의 외상발생률이 비교적 낮았으며 특

히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구강악안면 외상발생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타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구강악안

면 외상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구

강악안면 외상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

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외상의 분류를 세분화하.

고 운동량이나 종목에 따른 외상정도 등을 파악하

여 운동 중에 발생하는 구강악안면 외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학생들의 체육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참여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상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구강악안.

면 영역에 대한 외상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구강악안면 외

상의 실태를 조사하여 외상의 예방을 위한 치아보

호장치의 보급의 필요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기 위하여 수원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명850

을 대상으로 외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구강악안면 외상경험이 있는 학생은 명1. 125

이었으며 남학생의 외상경험자 수(14.7%) (21%)

가 여학생의 외상경험자 수 보다 많았다 학(7.9%) .

년에 따른 외상경험자 수는 학년 명4 31 (11.2%), 5

학년 명 학년 명 이었다43 (11.6%), 6 51 (18.2%) .

외상의 빈도는 회 명 회 명2. 1 102 (81.6%), 2 14

회 이상 명 이었다(11.2%), 3 9 (7.2%) .

외상의 발생원인은 낙상이 명 으로 가장3. 82 (65.6%)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친구와의 싸움이 명13

운동 중 입은 외상 명 교통사고(10.4%), 12 (9.6%),

명 여행 중 명 기타 명 이었9 (7.2%), 4 (3.2%), 5 (4%)

다.

외상발생시의 운동종목은 롤러블레이드 명 자4. (7 ),

전거 명 축구 명 야구 명 농구 명 등이(2 ), (1 ), (1 ), (1 )

었다.

외상의 정도는 잇몸이나 입술의 외상 명5. 51

치아파절 명 치아탈구 명(40.8%), 4 (36.8%), 10

악골골절 명 기타 명 이(8.0%), 4 (3.2%), 14 (11.2%)

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수원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악안면 영역의 외상발생률이 비교적 낮았으며

특히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구강악안면 외상발생률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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