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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the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on oral trauma in the region of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elected college students who resided in these areas during a three-month period of time from 

March, 2015, and the answer sheets from 290 respondents were analyzed. As for oral trauma 

experi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more trauma experiences were found among the respondents 

who were older (p=0.002), whose allowance was larger (p=0.047) and whose workout frequency was 

higher (p=0.011).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oral trauma including the reasons, bumping(16.6%) 

was the most dominant reason, and the most common injury was tooth fracture(16.9%). The most 

widely injured position was upper central incisor(18.6%). As to the necessity of education, as many 

as 80.7% considered related education to be necessary. As to age, the respondents who were aged 

between 18 and 22 had a significantly better knowledge about tooth fracture (p=0.038), tooth fracture 

(p<0.001) and tooth mobility (p=0.043) on the whole. As for the track of major, the health-related majors 

were more knowledgeable, and they had a significantly better knowledge on tooth fracture (p<0.001) 

and lip injuries (p=0.005). In regard to monthly allowance, the students who had 300 thousand won 

or less of monthly allowance had a significantly better knowledge of tooth mobility (p=0.005), and the 

students whose monthly allowance was between 310 and 600 thousand won had a significantly better 

knowledge on lip injuries (p=0.003). As to weekly drinking frequency, the respondents whose drinking 

frequency was larger had a less knowledge in general,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in knowledge of tooth fracture (p=0.002), tooth fracture (p=0.010) and tooth 

mobility (p=0.032).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oral trauma if educational programs are 

developed to provide education 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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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경제성장과 교통의 발달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웰빙

에 대한 인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

동을 하는 사람들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내 활동보다는 실

외활동의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면의 외상 또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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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는 치아우

식증이나 치주질환을 넘어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예상하고 있다[2].

2003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구강악안면영역에서의 

외상을 경험한 비율이 남자는 11.89%, 여자는 6.96%였으며, 

2006년이 보다 증가하여 남자는 22.4%, 여자는 10.7%였으며 

2010년에는 2배가 증가되어 남자 20.41%, 여자 15.73%에 이른

다고 보고되었다[3-5].

구강악안면 영역에서의 외상은 발생즉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치아의 탈구 시에는 치아의 생존유지능력

과도 직결된다[6][7][8][9]. 탈구된 치아의 경우 치아를 찾아 병

원에 도착하는 시간, 치아탈구 후 보관법, 세척법 등은 매우 중

요하며 이는 재식치료 시에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치아가 구강 외에 있는 시간, 치아의 처리와 세척방법, 

이것이 저장될 매체를 고려해야한다. 사고가 일어난 후 이러

한 중요한 단계에 대한 지식은 탈구된 영구치의 재식치료 성

공률을 증가시킨다[10].

미국의 경우 성인 4명 중 1명이 전치부 외상을 경험한 것으

로 보고하였으며[11], 여러 선진국에서는 구강악안면영역에서

의 외상을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

히 전치부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6].

외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과 더불어 정신적인 충격도 

함께 받게 되며, 특히 전치부의 경우에는 발음과 심미적인 부

분과도 관련이 있어 전반적인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외상 중에서도 치아에 발생한 외상은 원래상

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로 기능적면과 심미

적면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처치를 받아야 하는 불

편함을 평생 지니게 된다[12][13][14]. 

따라서 이러한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외상 

발병 직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상에 대한 적절한 지식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외상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소아에 국한 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5].

본 연구에서는 구강악안면영역에서의 외상에 대한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이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외상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외상 예방하기 위한 프

로그램개발을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취지에 동의하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적절한 설문지 40부를 제외하고 총 

29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윤 등[10]의 설

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설

문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 7문항, 안면외상 경험관

련 4문항, 교육의 필요성 1문항, 지식문항 32문항(치아파절관

련 6문항, 치아탈락관련 10문항, 치아동요관련 5문항, 입술외

상 5문항, 턱 외상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식수준은 정답을 

1점, 오답을 0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면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 21.0,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따른 외상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특성별에 

따른 안면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은 Duncan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 158명(54.5%) 

남자 132명(45.5%)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18-22세 168

명(57.9%)로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 104명(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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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83명(28.6%), 예체능 55명(19.0%), 보건 48명(16.6%)

이였으며, 한 달 용돈은 30만원 이하에서 153명(52.8%)로 가장 

많았고 31-60만원 93명(32.1%), 61만원 이상 44명(15.2%)였다.

생활습관에서 주당 음주 횟수는 0회 125명(43.1%)로 가장 

많았으나 1-2회 120명(41.4%)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에서는 조깅 및 걷기가 91명(31.4%)로 가장 많았

고, 자전거 등 64명(22.1%), 헬스, 요가, 수영 59명(20.3%)순이

였다. 주당 운동 횟수는 1회 미만 126명(43.4%)로 가장 많았으

며, 1-2회 88명(30.3%), 3-4회 47명(16.2%)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2 45.5

Female 158 54.5

Age 18-22 168 57.9

23-25 93 32.1

26< 29 10.0

Department of Science Health care 48 16.6

Engineering 104 35.9

Humanities department 83 28.6

Art & Physical 55 19.0

One month allowance

(Unit of 10,000won)
 >30 153 52.8

31~60 93 32.1

61< 44 15.2

Drinking(week) 0 125 43.1

1-2 120 41.4

3-4 22 7.6

5< 23 7.9

Type of exercise No 33 11.4

Soccer, Baseball, 

Basketball
43 14.8

Fitness, Yoga, Swimming 59 20.3

Jogging, Walking 91 31.4

Bicycle, etc 64 22.1

Number of 

Exercise(week)
>1 126 43.4

1-2 88 30.3

3-4 47 16.2

5< 29 1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면외상 경험유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면외상 경험유무에서 연령이 18-22

세 22.0%, 23-25세 34.4%, 26세 이상에서는 51.7%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외상 경험이 많았고(p=0.002), 한 달 용돈에서도 30

만원 미만 22.9%, 31-60만원 34.4%, 61만원 이상에서 38.6%로 

용돈이 많을수록 외상경험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47).

음주 횟수에서는 주당 3-4회를 마시는 경우 50.0%, 5회 이

상에서 34.8%, 1-2회 33.3%, 없음 20.0%로 음주 횟수가 많은 

경우에 외상의 경험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1).

성별에서는 남자, 전공계열에서는 예체능, 운동의 종류에서

는 헬스, 요가, 수영, 운동 횟수에서는 횟수가 많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Table 2> Oral Trauma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o Yes p

Gender Male 92(69.7) 40(30.3) 0.697

Female 114(72.2) 44(27.8)

Age 18-22 131(78.0) 37(22.0) 0.002**

23-25 61(65.6) 32(34.4)

26< 14(48.3) 15(51.7)

Department of 

Science
Health care 36(75.0) 12(25.0) 0.220

Engineering 78(75.0) 26(25.0)

Humanities 

department 
59(71.1) 24(28.9)

Art & Physical 33(60.0) 22(40.0)

One month 

allowance
 >30 118(77.1) 35(22.9) 0.047*

31~60 61(65.6) 32(34.4)

61< 27(61.4) 17(38.6)

Drinking(week) 0 100(80.0) 25(20.0) 0.011*

1-2 80(66.7) 40(33.3)

3-4 11(50.0) 11(50.0)

5< 15(65.2) 8(34.8)

Type of Exercise No 20(60.6) 13(39.4) 0.074

Soccer, Baseball, 

Basketball
33(76.7) 10(23.3)

Fitness, Yoga, 

Swimming
35(59.3) 24(40.7)

Jogging, Walking 68(74.7) 23(25.3)

Bicycle, etc 50(78.1) 14(21.9)

Number of 

Exercise(week)
>1 90(71.4) 36(28.6) 0.902

1-2 64(72.7) 24(27.3)

3-4 33(70.2) 14(29.8)

5< 19(65.5) 10(34.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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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면외상의 특성

안면외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상의 이유에서는 넘어

지거나 부딪힘이 16.6%로 가장 많았고, 기타 3.8%, 운동 3.4%,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3.1%순으로 나타났으며, 손상부위에서

는 치아파절 16.9%, 치아균열 7.2%, 입술이나 혀의 손상이 

4.8%순으로 나타났다. 

치아손상의 위치는 상악 중절치 18.6%로 가장 많았고, 상

악대구치 3.8%, 하악대구치 3.4%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상교육

의 필요여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80.7%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Dental Trauma(reason, the 

injured part, the position of the injured tooth and the necessity of 

trauma educatio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Reasons There were no reasons. 206 71.0

Falling down or bumping 48 16.6

Fight 5 1.7

Traffic accident, falling accident 9 3.1

Drinking 1 0.3

Workout 10 3.4

Others 11 3.8

Injured part(Yes),

Multiple responses

Lip or tongue 14 4.8

Tooth fracture 49 16.9

Tooth-luxation 7 2.4

Tooth mobility 9 3.1

Maxillary fracture 5 1.7

Tooth crack 21 7.2

Injured part of 

tooth

No 206 71.0

Max. incisor 54 18.6

Man. incisor 8 2.8

Max. molar 11 3.8

Man. molar 10 3.4

Canine 1 0.3

Necessity of 

trauma education

Yes 234 80.7

No 56 19.3

*p<.05, **p<.01

4. 안면외상의 지식응답에 따른 정답률

외상관련 지식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치아파절에는 “치아

가 부러졌을 경우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에 대한 정답률이 

94.8% 가장 높았고, “한번 부러진 치아는 다시 붙일 수 없다.”

의 정답률이 73.8%로 가장 낮았다.

치아탈락에 대한 정답률은 “빠진 치아를 잡을 때 치아뿌리 

쪽을 잡는다.”에서 84.1%로 가장 높았고, “치아가 외상에 의해 

빠졌을 때, 24시간 안에만 병원에 가면된다.”의 정답률은 

38.3%로 가장 낮았다.

치아동요에서는 “치아가 외상에 의해 살짝 빠진 느낌과 움

직임이 느껴진다면 자신이 즉시 재 위치에 어 넣는다.”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치아가 외상에 의해 흔들릴 때 손가락

으로 치아를 움직여서 그 동요 정도를 확인한다.”의 정답률이 

39.7%로 가장 낮았다.

입술손상에서는 “넘어지거나 부딪힌 입술 상처는 성형외과

에서만 치료한다.” 82.4%로 가장 높았고, “넘어지거나 부딪힌 

입술 상처는 집에서 상처를 치료한다.”의 정답률은 36.6%로 

가장 낮았다.

턱 손상에서는 “턱이 부딪혀 상처가난 경우 상처부위를 치

료해야한다.” 84.8%로 가장 높았고, “길을 가다 넘어져서 턱이 

부딪혔으나 작은 상처만 남았을 경우 상처만 치료하면 된다.”

정답률은 54.1%로 가장 낮았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면외상에 대한 지식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면외상의 지식수준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자에서 높았으며 특히 치아탈락(p<0.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서는 대체로 18-22

세가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치아파절(p=0.038), 치아탈락

(p<0.001), 치아동요(p=0.04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계열에서는 보건계열이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탈락(p<0.001), 입술손상(p=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한 달 용돈에서는 30만원 이하에서 치아동요(p=0.005), 

31-60만원 입술손상(p=0.003)으로 지식수준이 높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주당 음주횟수에서는 음주횟수가 많은 경우 대체로 지식수

준이 낮았으며, 치아파절(p=0.002), 치아탈락(p=0.010), 치아동

요(p=0.03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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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nswer rates on the knowledge of oral trauma

Characteristic Question N %

Tooth fracture 1. One may get a trauma in his or her tooth  only when he or she works out. 255 87.9

2. One should go to the dentist in case of having a broken tooth. 275 94.8

3. The broken part of the tooth is necessary. 215 74.1

4. If a tooth is broken, the broken part cannot be attached to it. 214 73.8

5. If one falls down and a tooth is slightly cracked without being broken, there's no need to see the doctor. 255 87.9

6. If one falls down and has a cracked tooth without any pain, he or she should watch the condition of it. 220 75.9

Odontoptosis 1. It's just okay to go to the doctor in 24 hours  when a tooth falls out due to trauma. 111 38.3

2. The tooth that came out should be taken to the hospital. 241 83.1

3. If a tooth falls out, it cannot be affixed again. 202 69.7

4. If a tooth falls out, it should be put in the palm of one's hand and then carefully be taken to the hospital. 189 65.2

5. If a tooth falls out, it should be put in milk and then be taken to the hospital. 193 66.6

6. If a tooth falls out, it should be put under one's own tongue and then be taken to the hospital. 112 38.6

7. If a tooth falls out and falls to the ground, it should be washed clean with water and a toothbrush. 172 59.3

8. When one tries to get the fallen tooth with his or her hand, the head of the tooth should be taken. 237 81.7

9. When one tries to get the fallen tooth with his or her hand, the root of the tooth should be taken. 244 84.1

10. When one tries to get the fallen tooth with his or her hand, it doesn't matter what part of the tooth is taken. 211 72.8

Tooth Mobility
1. If a tooth is shaken due to trauma, whether to get treatment or not should be decided after watching the 

condition for about a day.
174 60.0

2. If one feels that a tooth slightly falls out or moves due to trauma, he or she should immediately push it in the 

right position.
194 66.9

3. If a tooth is shaken due to trauma, it can easily be recovered if it's not used as much as possible. 183 63.1

4. If a tooth is shaken due to trauma, one should move the tooth with his or her hand to check how much it is 

shaken.
115 39.7

5. If a tooth is shaken due to trauma, one should clamp his or her mouth shut not to make it move. 175 60.3

Lip injuries 1. A wound on the lip that is caused by falling down or bumping should be treated at home. 106 36.6

2. A wound on the lip that is caused by falling down or bumping must be treated by a plastic surgeon. 239 82.4

3. A wound on the lip that is caused by falling down or bumping should be left as it is. 212 73.1

4. A wound on the lip that is caused by falling down or bumping should be treated by a dentist. 191 65.9

5. A wound on the lip that is caused by falling down or bumping has nothing to do with teeth. 159 54.8

Mandibular 

injuries
1. If one gets hurt in the jaw due to bumping,  the injured part should be treated. 246 84.8

2. If one gets hurt in the jaw due to bumping, the wound should be treated by a plastic surgeon so that there 

would be no scar left.
196 67.6

3. If one gets hurt in the jaw due to bumping, no radiography is necessary. 186 64.1

4. If one's mouth doesn't gape due to an accident, he or she should go to the dentist. 241 83.1

5. If one falls down on the street and his or her jaw bumps into something and it leaves a small wound, it's okay 

to treat the wound only.
157 54.1

6. If one suffers a trauma in the jaw, it has nothing to do with teeth. 210 72.4

†M±SD: mean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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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evel of knowledge of oral trauma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A(6)

(M±SD)

B(10)

(M±SD)

C(5)

(M±SD)

D(5)

(M±SD)

E(6)

(M±SD)

Gender Male 4.83±1.35 6.11±2.11 2.73±1.49 2.79±1.39 4.14±1.40

Female 5.04±1.12 6.99±2.04 3.04±1.31 2.84±1.26 4.36±1.46

p 0.140 <0.001*** 0.055 0.794 0.200

Age 18-22 5.10±1.10b 7.05±1.98c 3.05±1.39b 2.81±1.29 4.35±1.40b

23-25 4.78±1.39ab 6.14±2.18b 2.77±1.35ab 2.80±1.38 4.29±1.45ab

26< 4.59±1.35a 5.38±1.80a 2.41±1.55a 2.86±1.36 3.66±1.47a

p 0.038* <0.001*** 0.043* 0.973 0.052

Department of Science Health care 5.06±0.95 7.50±1.81c 3.00±1.41 3.40±1.30b 4.54±1.40

Engineering 4.88±1.40 6.57±2.12b 2.81±1.57 2.61±1.42a 4.28±1.51

Humanities department 5.14±10.5 6.80±1.74b 3.11±1.24 2.83±1.15a 4.19±1.37

Art & Physical 4.65±1.34 5.55±2.40a 2.67±1.26 2.65±1.28a 4.09±1.42

p 0.115 <0.001*** 0.265 0.005** 0.422

One month allowance  >30 4.99±1.20 6.67±2.12 3.15±1.46b 2.63±1.28a 4.22±1.47

31~60 4.94±1.32 6.48±2.03 2.61±1.23a 3.19±1.37b 4.38±1.47

61< 4.80±1.17 6.55±2.25 2.64±1.38a 2.64±1.22a 4.16±1.24

p 0.642 0.782 0.005** 0.003** 0.628

Drinking(week) 0 5.13±1.10c 6.99±2.07b 3.07±1.34b 2.93±1.33 4.42±1.35

1-2 4.98±1.25bc 6.47±2.06ab 2.92±1.45b 2.73±1.24 4.25±1.50

3-4 4.50±1.57ab 5.68±2.17a 2.55±1.34ab 2.59±1.68 3.95±1.43

5< 4.17±1.37a 5.96±2.03a 2.22±1.35a 2.78±1.38 3.74±1.48

p 0.002** 0.010* 0.032* 0.571 0.128

Type of Exercise No 5.03±1.13 6.94±2.26 3.33±1.38 2.91±1.38 4.94±1.12

Soccer, Baseball, Basketball 4.95±1.29 6.21±2.10 2.72±1.67 2.72±1.39 4.14±1.41

Fitness, Yoga, Swimming 4.92±1.29 6.39±2.13 2.53±1.33 2.81±1.38 4.14±1.50

Jogging, Walking 5.15±0.95 6.88±2.09 3.07±1.36 2.82±1.28 4.14±1.41

Bicycle, etc 4.63±1.49 6.45±2.02 2.91±1.28 2.80±1.29 4.28±1.51

p 0.129 0.305 0.052 0.983 0.066

Number of Exercise(week) >1 4.99±1.14 6.61±2.15 2.94±1.47 2.75±1.28 4.31±1.42

1-2 4.88±1.31 6.51±2.10 2.94±1.38 2.90±1.41 4.30±1.43

3-4 4.66±1.27 6.60±2.11 2.47±1.28 2.74±1.22 4.02±1.41

5< 5.41±1.32 6.76±2.10 3.31±1.26 2.90±1.42 4.34±1.57

p 0.066 0.956 0.068 0.838 0.660

†M±SD: mean standard deviation 

*p<.05, **p<.01,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a.-c.: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 method comparison at 0.05 significance level

A : Tooth fracture(6score)

B : Odontoptosis(10score)

C : Tooth Mobility(5score) 

D : Lip injuries(5score) 

E : Mandibular injuries(6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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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사회의 빠른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면외상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

히 치아파절, 치아탈구, 악골 골절 등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

며, 연조직의 경우에도 출혈, 부종과 더불어 감염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16]. 이러한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

기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교육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치아외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치아손상 대처방법, 치아 보관매체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대

해 조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경험유무에서는 남자에서 30.3%, 

여자에서 27.8%로 남자에서 높기는 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등[18]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19.2%, 

여자가 13.7%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김 

등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차이가 있으

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p=0.002), 

용돈이 많을수록(p=0.047), 음주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에

(p=0.011) 외상의 경험이 많았다.

외상으로 인한 손상치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상악 중절

치 18.6%로 가장 많았고, 상악대구치 3.8%, 하악대구치 3.4%

순으로 나타났다. Katzberg[19]의 연구에서는 중절치가 50%와 

이 등[20]의 연구에서 39%로 모두에서 상악중절치의 손상비

율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두 연구모두 운

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상교육의 필요성 인식에서는 80.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이는 김 등[15]의 연구에서 외상에 대한 응급처

치 교육의 필요성을 80.0%의 학생들이 인지하였고, 홍 등[21], 

이와 김[22], 서와 임[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는 외상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연령이나 대

상을 가리지 않고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충촉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관련 지식수준에서 치아파절에서 “치아가 부러졌을 경

우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에 대한 정답률이 94.8% 가장 높았

다. 이는 이 등[24]의 연구에서 치아파절 시 처치에 대한 지식

수준의 정답률이 94.3%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치아

파절에 대한 부분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치아가 외상에 의해 빠졌을 때, 24시간 안에만 병

원에 가면된다.”에 항목에서의 정답률은 38.3%에 불과하였다. 

이는 치아가 외부로 탈락한 경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치과

에 내원해야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반

증하고 있다. 이 등[24]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는 비율이 76.1%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마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특성에 따른 지식수준은 성별에서는 여자에서 높았으며 특

히 치아탈락(p<0.001)에서 높았고, 연령에서는 대체로 18-22세

가 치아파절(p=0.038), 치아탈락(p<0.001), 치아동요(p=0.043)에

서 지식수준이 높았다. 전공계열에서는 보건계열이 지식수준

이 높았고, 치아탈락(p<0.001), 입술손상(p=0.005), 한 달 용돈

에서는 30만원 이하에서 치아동요(p=0.005), 31-60만원 입술손

상(p=0.003)으로 지식수준이 높았다. 주당 음주횟수에서는 음

주횟수가 많은 경우 대체로 지식수준이 낮았으며, 치아파절

(p=0.002), 치아탈락(p=0.010), 치아동요(p=0.032)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상의 위험이 많은 남자와 음주횟

수가 많은 경우 지식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는 외상에 대한 위

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특

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지식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기에 추후 교육내용

을 구성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추후에 대상자별로 지속적인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3개월간 부산 ․ 경남지역에 거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련 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90명을 최종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Knowledge of Oral Trauma in College Students in the Region of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106

1. 특성에 따른 구강관련 외상 경험유무에서 연령이 증가할

수록(p=0.002), 용돈이 많을수록 (p=0.047),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p=0.011) 외상 경험이 많았다.

2. 구강관련 외상의 특성에서 외상의 이유는 부딪힘이 

16.6%로 가장 많았고, 손상부위에서는 치아파절 16.9%, 

치아손상의 위치는 상악 중절치 18.6%로 가장 많았고, 

교육의 필요여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외상관련 지식수준에서는 전체 32문항 중 “치아가 부러

졌을 경우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에 대한 정답률이 

94.8%로 가장 높았고, “넘어지거나 부딪힌 입술 상처는 

집에서 상처를 치료한다.”의 정답률은 36.6%로 가장 낮

았다.

4. 지식수준은 여자, 18-22세, 보건계열, 30만원 이하에서 지

식수준이 높았으며,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지식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구강관련 외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

육함으로써 손상을 막을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Lee BJ, Song HJ, Lim GC, Kahm SH, Kim SJ: Cognition 

of registered nurse on emergency treatment for oral and 

maxillofacial injury in Jeju province. J Korean Dental 

Association 50(12):763-770, 2012.

2. Andreasen JO, Andreasen FM, Dental traumatology: quo 

vadis, Endod Dent Traumatol 6(2):78-80, 1990.

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3 National oral health 

survey. pp.29-86, 2003.

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National oral health 

survey. pp.277, 2007.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National oral health 

survey. 305-315, 2010.

6. Andreasen JO, Andreasen FM, Andersson L: Textbook and 

color atlas of traumatic injuries to the teeth, 4th edn. 

Oxford: Blackwell Munksgaard; 2007.

7. Andreasen JO, Andreasen FM, Skeie A, et al.: Effect of 

treatment delay upon pulp and periodontal healing of 

traumatic dental injuries - a review article. Dent Traumatol, 

18:116-128, 2002.

8. Trope M: Endodontic consideration in dental trauma. In: 

IngleJI, BaklandLK editors. Ingle's endodontics, 6th edn 

pp.1348-1352, 2008.

9. Andreasen JO: The effect of extra-alveolar period and 

storage media upon periodonntal and pulpal healing after 

replantation of mature permanent incisors in monkeys. Int J 

Oral Surg 10:43-53, 1981.

10. Yoon YM, Lee NY, Lee SH, Jang HG: Dental trauma 

management knowledge among a group of teachers in 

Gwang-Ju .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38(3)217-228, 2011.

11. Kaste LM, Gift HC, Bhat M, et al.: Prevalence of incisor 

trauma in persons 6 to 50 years of age: United States, 

1988-1991. J Dent Res 75:696-705, 1996.

12. Marcenes W, al Beiruti N, Tayfour D, et al.: Epidemiology 

of traumatic injuries to the permanent incisors of 

9-12-year-old school children in Damascus, Syria. Endod 

Dent Traumatol 15:117-123, 1999.

13. Birgen N, Inanici MA, Aliustaog Iu S: The forensic 

evaluation of dental injuries in Istanbul, Turkey. Forensic 

Sci Int 106:37-43, 1999.

14. Soriano EP, Caldos Jr AF, Amourium Filho HA, et 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related to traumatic dental 

injuries in Brazilian school children. Dent Traumatol, 

23:232-240, 2007.

15. Kim YJ, Moon SE, Kwag JS : Original Article: 

Knowledge on methods to deal with dental trauma in 

some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Dent Hyg 

13(3):425-430, 2013.

16. Guk JS, Woo SH: Use of Mouth Guards among Sport 

Player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0(5)296-302, 2010.

17. Kim YJ, Kim SY, Shin DM: Relation of necessity of the 

first aid education and ettitude about traumatic dental 

injuries in some military men. J Korean Soc Dent Hyg 

13(1)122-8, 2013.

18. Kim JS, Kim HJ, Jeong TS, Kim S: A Study on the 

Statue of Dental Trauma in 14 - 16 Year-Old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4 No. 2  July 2016

107

in Yangsan.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41(3)199-206, 2014.

19. Katzberg RW, Tallents RH, Hayakawa K, Miller TL, 

Goske MJ, Wood BP: Internal derangement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findings in the pediatric age 

group. Radiology 154(1)125-127, 1985.

20. Lee YS, Ahn YS, Lee GD, Kim JB, Jeon JG, Chang KW: 

Oral injury and mouth-guards usage i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in Korea. J Korean Acad of Oral Health 

29(3)261-270, 2005. 

21. Hong KY, Nam CH, Chai SB, We GB, Kim GY: Middle 

and high school knowledge level on the first aid. J Korean 

Soc Health Promot  18(2)75-86, 2001.

22. Lee JE, Kim SJ: Comparative study of needs about first 

aid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students. J KAIS 11(6)2107-17, 2010. 

23. Sae-Lim V, Lim LP: Dental trauma management awareness 

of Singapore pre-school teachers. Dent Traumatol 

17(2)71-6, 2001.

24. Lee KH, Jung TS, Kim S: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first aid treatment of 

traumatized teeth.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31(1)114-119,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