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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치열과 혼합치열기 어린이의 상악 절치부 외상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환경이 도시화 및  인공화 되고 취미활동

이 다양화됨에 따라 외상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의 활동량이 많아져 외상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에서 외상이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의 일상적인 활동 

뿐  아니라,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

호자에게도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기에 외상의 발생 빈도

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유치열과 혼합치열기에 발생하는 치아 외상을 예

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특히 구강악안면부의 외

상시 치아 외상을 가장 많이 받는 상악  유절치와 구절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유치열과 혼합합치열기의 신

환 8,799명중 상악 절치부 외상을 주소로 내원한 어린이 487명

(남자 316명, 여자  171명)의  상악  절치 955개(유절치 543개, 

구절치 412개)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악  절치부 외상이 호발하는 나이는 유절치에서 1-3세, 

구절치에서 7세 으며 남녀의 비율은 1.85:1이었다.



- iv -

2. 상악 절치부 외상은 유절치와 구절치 오후 시간에 많이 발

생하 으며, 유절치는 외상 장소로 집이 가장  많았고(44.1%), 

구절치는 길에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7.5%).

3. 외상의 원인으로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 넘어져 다치는 경

우가 가장 많았으며(39.8%, 12.9%), 다음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22.2%, 6.0%). 유절치에서는 다음으로 떨어져 다치는 경

우, 교통사고, 폭력과 운동에 의한 외상 순이었으며, 구절치에

서는 폭력, 운동, 교통사고, 떨어져 다치는 순이었다.

4. 어린이 1명당 유절치는 1.6개, 구절치는 2.8개에 외상을 입

었다.

5.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에서, 치관 파절 양상은 치수미노출 

치관 파절이 많았고, 치주조직 외상 양상은 아탈구가 가장 많았

다.

  최근  어린이의 단체 생활이나 운동과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나이가 예전에 비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와 

같이, 외상이 발생하는 나이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어린이의 외상을 받는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닌, 

집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의

만으로도 외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상악 절치부, 외상,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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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열과 혼합치열기 어린이의 상악 절치부 외상

<지도교수 최병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정주현

Ⅰ. 서론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환경이 도시화 및  인공화 되고 취미활동

이 다양화됨에 따라 외상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의 활동량이 많아져 외상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10-20년간 외상의 발병률은 점차 증가하 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의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발생률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하 고

(Andreasen과 Andreasen, 1990), 국에서는 우식 발생률은 감소한 반

면 외상 발생은 증가하 다고 보고되었다 (Todd, 1983).

  구강악안면부위의 외상에 대한 연구는 1948년 Ellis가 체계적으로 보

고한 이래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치부 외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구치열의 외상의 빈도에 대하여 전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전체 악안면부 외상의 약 5%에서 전치부의 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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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유치열에서의 외상은 어린이의 30-50%에서 나

타나며, 이에 대한 경과는 외상 후 5년 이내에 관찰할 수 있다고 하

다 (Shcatz와 Joho, 1994).

  외상을 많이 받는 나이는 걸음마를 시작하지만 신체 구조간의 운동 

기능 조화의 부족으로 스스로 부딪힘을 방어할 수 없는 1.5세에서 2.5

세 사이의 어린이와, 바깥 활동이 증가하는 8세에서 10세 사이에서 빈

번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외상은 치아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파절이 

나타난 치아는 통증이나 기능의 상실과 심미적 문제를 야기하며, 치주

적으로 외상을 받은 치아는 치수괴사, 치근관 폐쇄, 치근 흡수와 변연

골의 상실을 보일 수 있다 (Andreasen과 Andreasen, 1994; Oikarien과 

Gundlach, 1987). 유치에서 외상이 일어나는 경우, 상기 명시된 문제점 

외에도 후속 구치의 외상이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Andreasen과 

Ravin (1973)은 유전치 외상 병력이 있는 구치 평가시 41%에서 발생

장애를 보 으며 계승치의 61%에 장애를 나타낸다고 하 다. 이는 함

입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 으며 치아의 발생장애가 나타날 가능

성이 높으며 만2세 이하에서도 63%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Brin 

등 (1984)과 Ben-Basset 등 (1985)은 만5세 이전의 유치 외상으로 인하

여 구치 법랑질의 석회화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는데, 이는 

유치의 치근이 후속 구치의 절단 ⅓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Riekman

과 el Badrawry (1985)는 유전치 조기 상실과 언어 발육의 관계를 평

가하 는데, 장기적인 언어 발달에 대한 평가시 향을 미치지 않으나 

발치 시기가 어릴수록 언어 부조화의 경향이 크며, 남자 어린이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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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가 여자 어린이보다 더 크다고 하 다.

  외상의 원인으로서 실족으로 인한 것이 주를 이루며 (Godoy, 1987; 

Oluwole과 Leverett, 1986; Perez 등, 1991; Uji와 Teramoto, 1988), 이

외에도 물체에 맞는 경우와, 자전거나 스포츠에 의한 사고, 폭력, 교통

사고 등이 보고되었다 (Caldas와 Burgos, 2001; Immonen 등, 1990; 

Marcens 등, 2000; Oikarien과 Kassila, 1987).

  어린이에게 이러한 외상이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큰 

향을 미칠 수 있고 (Andreasen과 Andreasen, 1990; Marcenes 등, 

2000), 이는 정신적 손상 및 신체적 불편감, 통증, 그리고 웃거나 말하

는 것에 대한 기피로 사회성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Marcenes 등, 1999) 외상을 받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상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이의 상악 절치부 외상 양상

에 대하여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분석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

다.  



- 4 -

Ⅱ. 연구대상 및 방법

  구강악안면부의 외상시 치아 외상을 가장 많이 받는  상악 유

절치와 구절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2002년  6월부터 2003년  5

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유치열 및 

혼합치열기의 어린이 8,799명중 상악 절치부의 외상을 주소로 

내원한 487명(남자 316명, 여자 171명)의  상악  절치 955개(유절

치 543개, 구절치 412개)에  대하여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임상

소견과 방사선사진을 기초로 하여 외상을 받은 어린이의 나이, 

성별, 외상을 받은 시간, 외상을 받은 장소, 외상을 받은 부위, 

외상을 받은 치아의 수에 대하여 분석을 하 다.

  외상의 양상은 WHO 분류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치

아 파절과 치주조직의 손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Ⅰ  치아 파절

1. 치수미노출 치관 파절

2. 치수노출 치관 파절

3. 치수미노출 치관치근 파절

4. 치수노출 치관치근 파절

5. 치근 파절

 Ⅱ  치주조직 외상

1. 진탕

2. 아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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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출

4. 측방전위

5. 함입

6. 탈구

  모든  통계 처리는 SAS ver. 8.1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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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어린이 나이 분포

  본원에 내원한 유치열 및  혼합치열기 어린이 8,799명중 상악 

절치부의 외상을 주소로 내원한 어린이는 487명이었다. 이중  남

자는 316명(64.9%) 여자는 171명(35.1%)으로 남녀의 비율이 

1.85:1이었다. 외상이 호발하는 나이는 유치열기에서 1-3세, 혼

합치열기에서 7세 다 (Fig. 1).

Fig. 1. Age distribution of traumatized patients 

24

38

22

10

2

9

25

2 1 2

22
19

43

51

43

8

22

12

20
1818

23

2

28

1211

0

10

20

30

40

50

6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age

fr
e
q
u
e
n
c
y

male

female

2. 유절치와 구절치의 외상 시간

  외상  시간을 오전(0-12시), 오후(12-18시), 저녁(18-24시)으로 

구분하여 외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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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절치와 구절치 모두 오후에 외상을 많이 받았다 (Table 1).

Table 1. Traumatized time distribution by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 ) : %

morning afternoon evening unknown total

primary
49

(10.1)

118

(24.2)
*

113

(23.2)
*

60

(12.3)

340

(69.8)

permanent
7

(1.4)

68

(14.0)*
55

(11.3)*
17

(3.5)

147

(30.2)

total
56

(11.5)

186

(38.2)

168

(34.5)

77

(15.8)

487

(100.0)

* : p<0.05

3. 유절치와 구절치의 외상 장소

  유절치는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길에서 다치는 경우가 12.5%로 많았으며, 구절치는 길에서 

다치는 경우가 1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다치는 

경우가 6.2%로 많았다 (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place of trauma by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 ) : %

home school street sports
facility playground others total

primary
215

(44.1)
*

12

(2.5)

61

(12.5)

2

(0.4)

25

(5.1)

25

(5.1)

340

(69.8)

permanent
19

(3.9)

30

(6.2)

85

(17.5)*
6

(1.2)

6

(1.2)

1

(0.2)

147

(30.2)

total
234

(48.0)

42

(8.7)

146

(30.0)

8

(1.6)

31

(6.3)

26

(5.7)

487

(100.0)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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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별, 유절치와 구절치별 외상 원인

  외상  원인의 평가 결과, 남녀간 차이는 없이 넘어져 엎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유치와 구치별 평가시, 유치와 구치 

모두  넘어져 엎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9.8%, 12.9%) 

(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cause of trauma by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and by sex

( ) : %

fall 
down

high
fall collision violence sports traffic

accident total

dentition
*
primary 194

(39.8)
27
(5.5)

108
(22.2)

2
(0.4)

2
(0.4)

7
(1.4)

340
(69.8)

permanent 63
(12.9)

3
(0.6)

29
(6.0)

22
(4.5)

16
(3.3)

14
(2.9)

147
(30.2)

sex‡
male

173
(35.5)

18
(3.7)

81
(16.6)

18
(3.7)

12
(2.5)

14
(2.9)

316
(64.9)

female 84
(17.2)

12
(2.5)

56
(11.5)

6
(1.2)

6
(1.2)

7
(1.4)

171
(35.1)

total 257
(52.8)

30
(6.1)

137
(28.1)

24
(4.9)

18
(3.7)

21
(4.3)

487
(100.0)

* : p<0.05

‡ : p>0.05

5. 외상 받은  상악 절치 개수  분포

  어린이 1명당 유절치는 1.6개, 구절치는 2.8개가  외상을 받

았다. 

6. 유절치와 구절치의 외상 빈도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 우측  중절치의 외상이 더  많았으며, 

다음으로 좌측 중절치 다. 측절치보다 중절치가 외상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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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traumatized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 ) : %

upper right incisor upper left incisor
total

central lateral central lateral

primary
205

(21.5)

83

(8.7)

197

(20.6)

58

(6.1)

543

(56.9)

permanent
176

(18.4)

40

(4.2)

153

(16.0)

43

(4.5)

412

(43.1)

total
381

(39.9)

123

(12.9)

350

(36.6)

101

(10.6)

955

(100.0)

7. 유절치와 구절치의 손상 종류

  유절치에서 치주 조직  손상이 파절 손상보다 2.3배  더  많았으

며, 구절치는 1.6배  더  많았다 (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f type of injury

fracture fracture+periodontal injury periodontal injury

primary 102 104 364

permanent 87 111 207

 

8. 유절치와 구절치의 파절 분류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에서 치수미포함 치관 파절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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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절치에서는 치근 파

절(11.4%)이, 구절치에서는 치수포함 치관 파절(12.1%)이  많

았다 (Table 6).

Table 6. Fracture type of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 ) : %

fracture of

crown without

pulpal

involvement

fracture of

crown with

pulpal

involvement

crown-root

fracture

without pulpal 

involvement

crown-root

fracture with

pulpal

involvement

fracture 

of root
total

primary
93

(23.0)

21

(5.2)

9

(2.2)

37

(9.2)

46

(11.4)

206

(51.0)

permanent
131

(32.4)

49

(12.1)

0

(0.0)

9

(2.2)

9

(2.2)

198

(49.0)

total
224

(55.4)

70

(17.3)

9

(2.2)

46

(11.4)

55

(13.6)

404

(100.0)

9. 유절치와 구절치의 치주조직 외상 분류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에서 아탈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

며(유절치 29.8%, 구절치 14.4%), 유절치에서는 함입(8.9%)과 

측방  변위(8.4%)가, 구절치는 진탕(10.4%)이  다음으로 많았다 

(Table 7).

Table 7. Periodontal injury type of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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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ssion subluxation extrusion
lateral

displacement
intrusion avulsion total

primary
44

(5.6)

234

(29.8)

25

(3.2)

66

(8.4)

70

(8.9)

29

(3.7)

468

(59.5)

permanent
82

(10.4)

113

(14.4)

26

(3.3)

34

(4.3)

18

(2.3)

45

(5.7)

318

(40.5)

total
126

(16.0)

347

(44.2)

51

(6.5)

100

(12.7)

88

(11.2)

74

(9.4)

7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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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구강악안면부에 나타나는 외상은 직접적으로 외상을 받은 부

위 뿐  아니라 후속 구치의 성장 및  발육에 향을 미치고, 어

린이에게 정신적 손상 및  신체적인 불편감을 가져다주며 그  보

호자에게도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

지만, 가능하다면 사전에 예방을 하여 추후에 생길 문제를 피하

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어린이 8,799명  중  상악  절치부의 외상

을 주소로 내원한 유치열과 혼합치열기 어린이는 487명이었다. 

전체  나이 중  유치열기에서는 1-3세에, 혼합치열기에서는 7세경

에 외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지속적으로 8-10세까지 

외상이 빈번하 다. 1-3세의 유치열기에서는, 어린이의 동작이 

서툴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여 운동시 필요한 신체 구조간

의 조화가 완성되지 않아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7세에는 

어린이의 바깥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Agositini 등 

(2001)은  0-4세에서는 56%로  가장 많으며 8-10세에 두  번째 최

고조를 이룬다고 하 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0-3세와 8-10세에 

외상의 발병률이 증가함을 보여, 유절치의 외상은 이번 조사와 

유사하 으나 구절치의 외상 호발  나이는 본  연구와 같이 점

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l-Jundi, 2002; Bastone 등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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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ash 등, 1999; Zaragoza 등 , 1998).

  487명의  외상  어린이 중  남자는 64.9%, 여자는 35.1%로  남자

에서 더  많이  발생하 으며,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남자에

게 외상이 1.85배  더  많이 발생하 다 (Hamdan과  Rock, 1995; 

Petti와  Tarsitani, 1996, Rajab, 2003). 이는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신체적 접촉이 있는 활동의 참여도가 더  높다고 추

측할 수  있으며, Vanderas와  Papagiannoulis (1999)는  에핀에프

린, 도파민과 감정적 스트레스의 수치가 남자에게서 높다는 것

을 지적하 다. 그러나 Lombardi 등  (1998)은  남자에게 외상의 

빈도가 더  높은  이유를 활동량의 차이가 아닌 운동신경의 발달

의 차이로 보았다. 미취학의 남자 어린이의 외상이 잦았으나, 

저학년의 경우, 여자와 남자간의 외상 빈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이는  여자  어린이의 활동량이 남자 어린이만큼 많으며, 

이후  고학년에 이르면, 성별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여자의 성적 성숙과 관련된 현상으로, 여자 어린이가 활동하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유치와 구치 

모두에서 오후와 저녁 시간에 많이 발생하여, 이  시간대에 대부

분의 어린이가 활동함을 알  수  있다. 

  유절치의 외상 장소는 집이 가장 빈번하며(44.1%), 다음으로 

길(12.5%), 놀이터(5.1%), 교육시설(2.5%) 운동 장소(0.4%) 순으

로 나타나, 이들의 주된 생활 장소인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상의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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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린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음을 보여주며, 특

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  나이에서는 외상의 예방을 위하여 부모

의 주의가 항상 필요함을 보여준다. 구절치는 길에서 다치는 

경우가 1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6.2%, 집  3.9%, 

운동  장소와 놀이터가 각각 1.2%로, 유절치와 비교하여 나이가 

많은 구절치 시기의 어린이는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

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아 학교에서

의 주의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어린이 평가시 48.0%가 

집에서 외상을 받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이 집이 주된 외상 장

소라는 보고와 유사하다 (Rajab, 2003, Trabert 등, 2003; 

Bastone 등 , 2000). 

  외상의 원인을 남녀별로 평가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간 차이는 없었다. 유치와 구치를 구분하여 평

가시,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39.8%, 12.9%), 다음으로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로(22.2%,  

6.0%), 이는 金과 孫(1990)의  보고와 유사하다. 유절치는 다음으

로 떨어지는 경우, 교통사고, 폭력과 운동에 의한 손상 순이었

고, 구절치는 폭력, 운동, 교통사고, 떨어지는 경우 순으로 많

아, 유절치에서 어린이 신체 발달의 미완성으로 인한 손상이 더 

빈번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지는 경우 중  자전거를 타

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구절치에서 10명, 롤러블레이드를 타다

가 넘어지는 경우가 13명을 차지하여,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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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경우는 8.4%로 증가하게 되며, 특히  롤러블레이드는 전체 

운동에 의한 외상 중  31.7%를  차지하여, 당시 많은 어린이가 롤

러블레이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넘어

져 다치는 경우를 42-80%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Bastone 등, 2000; Darendeliler-Kaba 등, 1992; Perez 등, 

1991; Şaroğlu와  Sönmez, 2002; Zerfowski와  Bermerich, 1998), 

그  빈도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넘어지는 것(fall)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외상시 어린이 1명당 유절치 1.6개  구절치 2.8개에 외상을 

입게 되며, 여러 연구에서는 2개  치아의 외상이 가장 빈번하다

고 하 으나 (Cardoso와  de Carvacho Rocha, 2002; Osuji, 

1996), 1개의 치아에 외상이 빈번하다는 보고도 있다 (Kowash 

등, 1999; Oulis와  Berdouses, 1996; Rajab, 2003; Şaroğlu와 

Sönmez, 2002; Tapias 등, 2003; Zaragoza 등, 1998). 이러한 차

이는 진단시 진탕 등의  경미한 증상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치와 구치 모두에서 중절치부 

부위에서의 손상이 빈번하 다 (Al-Majed 등, 2001; Bijella  등, 

1990; Darendelier-Kaba와  Marechaux, 1989; Llarena del 

Rosario 등 , 1992; Marcenes 등, 1999; Nik-Hussein, 2001; Petti

와  Tarsitani, 1996). 상악 중절치부에 외상이 빈번한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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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궁상의 위치가 가장 돌출되어 있으며 입술로부터의 보호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측 비교시 좌측 중절치부의 

우세가 보고되기는 하 으나 (Hedegård와  Stålhane, 1973; 

Ravn, 1974), Skaare와  Jacobsen (2003)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차이는 없었다.

  치아의 외상 양상을 평가시, 전체 외상 중  치주조직의 외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치아 파절을 포함하는 외상보다 많았다. 여러 

연구에서 유치에서는 치주조직의 외상이, 구치에서는 치아 파

절이 더  빈번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유치열에서 치아주위조

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크며,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힘을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Bastone 등 , 2000; 

Kowash 등, 1999; Zaragoza 등 , 1998).

  치아  파절을 동반한 198개의 구절치와 206개의 유절치를 

파절 양상에 따라 구분하 다. Garcia-Godoy 등  (1983), 

Darendeliler-Kaba 등  (1992)의  연구에서는 법랑질 파절이 가장 

많다고 보고한 반면, Borssen과  Holm  (1997)과  Kowash 등 

(1999)은  치수 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법랑질-상아질 파절이 많

다고 하 다. 이번  조사는 WHO의 분류법에 기초하여 조사한 

결과, 치수미포함 치관 파절이 가장 많았으며, 구절치에서는 

치수노출 치관 파절이, 유절치에서는 치근 파절이 다음으로 많

았다. 파절의 양상은 분류법에 따라 일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우

며, 또한  치관의 불완전 파절과 같이 진단시 평가가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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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

다.

  치주조직 외상을 포함하는 구치 318개, 유치 468개의 평가

시, 아탈구가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여 

Bijelle 등  (1990)과  Cardoso와  de Carvacho Rocha (2002)의  보

고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구절치에서는 진탕이, 유절치에서는 

함입과 측방 변위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구절치보다 유절치의 

치조골이 유연하여 치아의 변위가 많이 나타난다고 추측된다.

  어린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외상

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적으로도 외상에 관한  

많은  보고들이 있으나, 연구마다 그  평가 대상과 진단방법이 다

양하고 횡단적 연구가 많기 때문에, 외상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기초 자료와 장기적인 시간에 걸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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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어린이의 활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악안면부위에 외상을 받을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악 절치부 외상이 빈번하게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의 상악 절치부에 발생하는 외상의 양상을 

조사하여 외상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

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유치열

과 혼합치열기의 신환 8.799명중 치아  외상을 가장 많이  받는 

상악  유절치와 구절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상악 절치부 외상

을 주소로 내원한 어린이 487명(남자 316명, 여자  171명)의  상

악 절치  955개(유절치 543개, 구절치 412개)를  연구하여 다음

의 결과를 얻었다.

1. 상악  절치부 외상이 호발하는 나이는 유절치에서 1-3세, 

구절치에서 7세 으며, 남녀의 비율은 1.85:1이었다.

2. 상악 절치부 외상은 유치와 구치 모두 12시  이후의 오후 

시간에 많이 발생하 으며, 유절치의 외상 장소는 집, 길 , 놀이

터, 학교, 운동 장소  순이었으며, 구절치는 길, 학교, 집, 운동 

장소와 놀이터 순이었다.

3. 외상의 원인으로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 넘어져 다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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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절치에서는 떨어져 다치는 경우, 교통사고, 폭력과 운동에 의

한 손상 순이었으며, 구절치에서는 폭력, 운동, 교통사고, 떨

어져 다치는 경우 순이었다.

4. 어린이 1명당 유절치는 1.6개, 구절치는 2.8개에 외상을 입

었다.

5. 유절치와 구절치 모두에서, 치아 파절 양상은 치수미노출 

치관 파절이, 치주조직 외상 양상은 아탈구가 가장 많았다.

  최근  어린이의 단체 생활이나 운동과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나이가 예전에 비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와 

같이, 외상이 발생하는 나이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어린이의 외상을 받는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닌, 

집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의

만으로도 외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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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uma to the upper incisors in  primary and 

mixed dentition children

Chu Hyun Chung,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 Jai Choi, D.D.S., Ph.D.)

  Change in  lifestyles, such as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of personal hobbies, have caused an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traumatic injuries to the oromaxillofacial area. 

Especially in  children, an  increase in  participation of physical 

activities has increased the chance of receiving an  injury. 

  Such injuries to children cause not only disturbance in 

every day life, but also affect their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re is  also a  negative effect on the par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crease the prevalence and 

prevent traumatic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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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give basic information of 

traumatic injuries to  the upper incisors which can be used in 

prevention of future complications that may arise. From  June, 

2002 to May, 2003, of the 8,799 children in  their primary and 

mixed dentition  visiting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955 upper 

incisors(primary 543, permanent 412) of 487 children(male 

316, female 171) with traumatic injures to  the upper incisors 

were stud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rauma to the primary upper incisors prevailed at the age 

of 1-3 and to  the permanent upper incisors at the age of 7.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85:1.

2. Trauma to  the upper incisors for both the primary and 

permanent teeth occurred in  the afternoon. Primary teeth 

were injured most frequently in  the home(44.1%) and the 

permanent teeth outdoors, in  the street(17.5%).

3. Both the primary and permanent upper incisors were most 

injured by fall-down injuries(39.8%, 12.9%), and next were 

collisions(22.2%, 6.0%). For the primary upper incisors, high 

fall, traffic  accident, violence and sports are  next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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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 the permanent upper incisors, violence, sorts, traffic 

accidents were next.

4. Average number of 1.6 primary upper incisors and 2.8 

permanent upper incisors were injured.

5. Crown fracture without pulpal exposure and subluxation 

injures were highest in  frequency in  both the primary and 

permanent teeth.

  Currently, children have been participating in group 

activities and hobbies at a younger age, and as this study 

shows, will cause a continuous decrease in age which 

children receive an injury. Children injure themselves not 

in special places but in their every day activity area, 

such as the school and home, showing that traumatic 

injuries can be prevented with a simple precaution.

                                                           

key words: upper incisors, trauma,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