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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진료실의

내원환자 분석

박 미 연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치의학과

목

서울 학교 치과병원에 방문하는 치과 응 환자를 조사하여 치과 응 실 방문의

원인을 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처치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치과 응 환자의 응

실 방문의 목 을 악하여 응 실을 담당하는 의사의 환자 진료를 돕고,성별,

나이,1년간의 추이 분석과 방문 원인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성별과 나이,시기에 따

른 서로간의 상 계를 알아볼 수 있다. 한 시기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치과응

실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어 필요한 인력을 히 배치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치과응 환자에 한 통계자료를 통한 한

분석과 조사가 진단과 치료를 빠르게 해주어 환자들의 치과 응 상황에 잘 처

하게 해 것이며,그 후 한 좋을 것으로 기 된다.

방 법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실을 방

문한 환자들을 상으로 하며 조사 내용은 환자의 성별과 나이,응 실 방문시기,

방문원인과 진단명,응 실에서 받은 1차 처치를 조사하 다.방문 원인에 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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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리를 서울 학교 치과병원 임상 진료과 별로 만들고 각과 련된 원인에 맞추

어 방문한 원인을 따로 항목화 시겼다.방문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주된 불

편을 호소하는 방문 원인의 항목을 따랐다.방문한 환자 1282명의 차트를 수 조

사하여 하 으며, 자 의무기록이 사용된 2013년 12월 14일 이후의 챠트는 자

의무기록을 조사하 고,그 이 시기의 챠트는 스캔된 챠트는 컴퓨터로 화일을

조사하 고,재방문이 없는등의 이유로 컴퓨터화 되지 않은 602명의 챠트는 의무기

록실에서 빌려서 조사하 다.환자 의료기록을 조사할 때 환자의 응 실 방문 날짜,

나이,성별,방문원인,진단명,일차처치,특이사항을 항목별로 기록하 다.1282명의

수 조사를 통해서 모이게 된 자료들은 방문원인은 세부항목을 나 어서 조사를

하고,그 추이를 분석하 다.응 환자 분석을 진단명으로 분류하여보니 100여가지

에 달하는 진단명의 다양한 환자들이 응 실을 방문하 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나

통계자료로 제시하기에는 부 하여 교정 ,내과 ,보존 ,보철 ,소아 ,외상

,외과 ,치주 ,기타 원인의 9가지 항목으로 나 어서 분석을 하 고,항목

에 제일 많은 빈도수의 상병명과 일차처치를 통계자료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했

다.이번 논문에서 주목해서 볼 은 응 실의 방문 환자의 수가 소아청소년의 수

가 많고,성인의 응 원인과 그 경향이 다를것이라 생각해서 만 0세~19세 사이의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자료를 따록 분석하 다는 이다.모든 환자들의 자료는 응

실 최 방문 날짜를 기 으로 하여 작성하 고,반복 방문 시에는 원인이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고 진행하 다.동일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방문 원인이 다르

거나 방문원인이 같더라도 일주일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방문한 환자의 자료는 서

로 다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 다.

결 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실을 방문한 환

자는 총 1309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챠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납처에 수납이

되지않은 방문 산상의 기록만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1282명의 환자들이 상이

되었다.연령별로는 0-10세 사이가 28.2%로 제일 많았으며,그 다음이 21-30세,

31-40세 군이 15.9%와 15.0%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성별의 비는 남성 761명, 여

성 521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1.5:1로 남자에서 더 큰 내원을 보 다.방문 시기의

경우 9월이 159명으로 12.4%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2월 120명(9.3%),5월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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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이 그 뒤를 따라 높은 환자의 방문 비율을 보 다.이에 반해 11월과 4월은

각각 72명(5.6%)과 79명(6.1%)환자 수로 가장 낮은 방문 비율을 보 다.방문 환자

수가 제일 많은 9월은 방문 환자수가 제일 은 11월에 비해 약 1.7배의 방문 환자

수를 보 다.요일별 방문 환자수는 공휴일이 10.6명의 평균 방문 환자 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일요일(6.9명),토요일(5.4명)순으로 방문 환자 수가 많았

다.환자의 방문 주소로는 외상이 649명으로 50.6%로 제일 많았고,동통이 20.7%,

부종이 10.2%,출 이 7.5%,보철 2.9%,내과 2.5%,교정 1.4% 순의 비율을 보 다.

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방문 원인 분류는 외상이 620명으로 48.4% 과반수를 차지

하 고,외과 이 16.8%,보존 원인이 14.9%,치주(6.2%),내과 4.6%,보철(2.9%),

교정(1.2%),기타(5.0%)순이었다.소아 환자들만을 조사하여 진단명별 분류를 해보

았을때는 외상성이 58.7%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 고,그 다음이 보존 원인이

6.1%로 뒤따랐다.일차처치 비율을 살펴보면 외상성 원인에서는 dressing(33.8%),

약처방(30.2%),국소마취(22.4%),splinting(23.1%)등의 비율을 보 다.외과 원인

에서는 약처방(31.4%),지 (28.9%),dressing(27.8%),국소마취(21.6%),I&D(16.%)

의 비율을 보 다. 보존 원인에서는 약처방(44.1%), 국소마취(43.5%),

dressing(8.2%),I&D(6.5%)의 비율을 보 다.치주 원인에서는 약처방(48.6%),국

소마취(29.7%),dressing(18.9%),irrigation(16.2%),RP(12.2%)등의 비율을 보 다.

내과 원인에서의 일차처치는 약처방(32.1%), dressing(28.2%), TMJ

reduction(21.8%)의 비율을 보 다.보철 원인에서의 일차처치는 cementation이

60.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다.교정은 wirecutting의 비율이 50%를 보 다.

주요어 :치과병원,응 실,환자 분석,방문 원인,일차 처치

학 번 :2011-22441박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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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진료실의 내원환자 분석

Ananlysisofemergencypatientswhovisited

SNUDHEmergencyroom

서론

인에게 사회는 기계화와 산업화와 더불어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자연의 것들이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삶이 편리해

질수록 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만든 것들이 잘못된 사용이나 균형의 소

실로 커다란 신체 인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이러한 손상이

극심하여 빠른 처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응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응 상황이라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의과 으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십상이나,의외로 하지 않게 보이는 치과 인 여러 상황들에서도 응

상황으로 간주하고 응 처치를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거나,추후에 환자가 겪게 될

많은 불편과 비용을 여주고,환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시행 응 의료에 한 법률[시행 2014.9.19], [법률 제12448호,

2014.3.18.,일부개정]제 1장,2조에 따르면 응 환자와 응 의료,응 처치의 범주

는 다음과 같다.

1."응 환자"란 질병,분만,각종 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한 상

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에 한 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는 이에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응 의료"란 응 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한 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 환자를 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

이송·응 처치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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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 처치"란 응 의료행 의 하나로서 응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그 밖에 생명의 험이나 증상의 한 악화를 방지하기 하여 긴 히 필

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이러한 범 에서 한국에서는 응 실을 제정하고 련 시행법령을 만들었고,응

실에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의 기 에 따르면 넘어져서 하악골이

부러지거나 치아가 깨지거나,턱이 빠지거나 한 목숨이 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

여지는 상황들은 법 으로 응 상황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많은 환자들

이 이 상황들을 응 상황이라 단하고,병원 진료가 되지않는 시간에도 응 실을

방문하고 있고,서울 치과병원의 경우 응 진료실 방문 환자수가 한해에 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 학교 치과병원에 방문하는 치과 응 환자를 조사하여 치과 응 실 방문의

원인을 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처치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치과 응 환자의 응

실 방문의 목 을 악하여 응 실을 담당하는 의사의 환자 진료를 돕고,성별,

나이,1년간의 추이 분석과 방문 원인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성별과 나이,시기에 따

른 서로간의 상 계를 알아볼 수 있다. 한 시기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치과응

실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어 필요한 인력을 히 배치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치과응 환자에 한 통계자료를 통한 한

분석과 조사가 진단과 치료를 빠르게 해주어서 환자들의 치과 응 상황에 잘

처하게 해 것이다.

2.방 법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실을 방

문한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실을 방문한 환자는 총 1309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차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납처에 수납이 되지 않은 방문 산상의 기록만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1282명의 환자들이 상이 되었다.조사 내용은 환자의 성별과 나이,응 실

방문시기,방문원인과 진단명,응 실에서 받은 1차 처치이다. 한 성인과 소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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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구분하여 진단명과 1차 처치를 조사하 다.

모든 환자들의 자료는 응 실 최 방문 날짜를 기 으로 하여 작성하 고,반복

방문 시에는 원인이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고 진행하 다.동일한 환자라 할

지라도 방문 원인이 다르거나 방문 원인이 같더라도 일주일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방문한 환자의 자료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 다.

환자의 성별은 남녀로 나 어 체 환자 수와 그 비율을 조사하 으며,나이는

0~10세 미만,10~20세 미만,20~30세 미만,30~40세 미만,40~50세 미만,50~60세 미

만,60~70세 미만,70~80세 미만,80~90세 미만으로 방문 환자들의 나이 분포를 조

사해 10세 단 로 범 를 나 어 조사하 다.

방문 시기의 조사는 월별과 요일별로 나 어 조사하 는데,월별 환자수를 센 것

과 이를 각 월의 날짜 수로 나 어서 월별 평균 방문 환자수를 조사하 다.요일

별은 월,화,수,목, ,토,일요일과 단독 공휴일,연속 공휴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공휴일에 포함된 자료는 다른 요일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 으며,연속

공휴일의 범주는 추석,설 등의 명 과 공휴일과 공휴일사이에 주말이 끼어서 황

연휴로 분류되는 공휴일을 포함하 다.각각의 환자수를 조사하여,각 요일별 평균

환자수를 통계내었다.

방문 원인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기 으로 조사하 고,환자의 증상 설

명이 진단명에 따른 분류와는 다른 면이 있어서 주로 호소하는 증상별로 외상,동

통,부종,출 ,보철,내과,교정의 7가지로 나 어 분류하여 보았다.

응 환자 분석을 진단명으로 분류하여보니 100여 가지에 달하는 진단명의 다양한

환자들이 응 실을 방문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통계자료로 제시하기

에는 부 하여 카테고리를 서울 학교 치과병원 임상 진료 과 별로 만들고 각과

련된 원인에 맞추어 방문한 원인을 항목화 하 다.교정 ,내과 ,보존 ,보철

,소아 ,외상 ,외과 ,치주 ,기타 원인의 9가지 항목으로 나 어서 분석을

하 고,항목 에 제일 많은 빈도수의 상병명과 일차처치를 통계자료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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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령 별 환자 수 백분율

연령별로는 0-10세 사이가 28.2%(362명)로 제일 많았으며,그 다음

이 21-30세,31-40세 군이 15.9%(204명)와 15.0%(192명)로 뒤를 따

르고 있었다.

제시하고자 했다.진단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주된 불편을 호소하는 방문 원인

의 항목을 따랐다.

방문한 환자 1282명의 진료 기록을 수 조사하 으며, 자 의무 기록이 사용된

2013년 12월 14일 이후의 진료 기록은 자 의무 기록을 조사하 고,환자의 응

실 방문 날짜,나이,성별,방문원인,진단명,일차처치,특이사항을 항목별로 기록하

다.1282명의 수 조사를 통해서 모이게 된 자료들은 방문원인은 세부항목을 나

었고,그 추이를 분석하여 표와 그래 를 만들었다.

3.결 과

성별의 비는 남성 761명, 여성 521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1.5:1로 남자에서 더

큰 내원을 보 다.

연령별로는 0-10세 사이가 28.2%(362명)로 제일 많았으며,그 다음이 21-30세,

31-40세 군이 15.9%(204명)와 15.0%(192명)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방문 시기의 경우 9월이 159명으로 12.4%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2월 120명(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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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월별 응 실 방문 환자 비율

방문 시기의 경우 9월이 159명으로 12.4%를 보여 가장 높았으

며,2월 120명(9.3%),5월 116명(9.3%)이 그 뒤를 따라 높은 환

자의 방문 비율을 보 다.이에 반해 11월과 4월은 각각 72명

(5.6%)과 79명(6.1%)환자 수로 가장 낮은 방문 비율을 보 다.

5월 116명(9.3%)이 그 뒤를 따라 높은 환자의 방문 비율을 보 다.이에 반해 11월

과 4월은 각각 72명(5.6%)과 79명(6.1%)으로 가장 낮은 방문 비율을 보 다.방문

환자 수가 제일 많은 9월은 방문 환자수가 제일 은 11월에 비해 약 1.7배의

방문 환자 수를 보 다.

평균 방문 환자수로 보면 마찬가지로 9월이 하루에 평균 5.3명 환자의 방문을 보

여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2월이 4.3명이 방문을 기록했으며,11월이 평균 2.4

명의 방문으로 가장 낮은 평균 환자 방문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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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평균방문환자수(명)

그림 3월별 일일 평균 방문 환자 수

9월이 평균 5.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이 4.3명으로 그다음을

차치했고,11월이 평균 2.4명으로 가장 낮은 평균 환자 방문 수

를 가졌다. 

요일별 방문 환자 수는 연결된 공휴일에 하루 평균 11.4명의 평균 방문 환자 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단독 공휴일(7.3명),일요일(6.9명),토요일(5.4명)순으

로 방문 환자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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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평균환자수

그림 4.요일별 일일 평균 환자 수

연결된 공휴일에 하루 평균 11.4명의 평균 방문 환자 수를 보

여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단독 공휴일(7.3명),일요일(6.9명),

토요일(5.4명)순으로 방문 환자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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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방문 원인 별 환자 비율

외상이 649명으로 50.6%로 제일 많았고,동통이 20.7%(266명),

부종이 10.2%(131명),출 이 7.5%(96명),보철 2.9%(37명),내과

2.5%(32명),교정 1.4%(18명)순의 비율을 보 다.

환자의 방문 원인으로는 외상이 649명으로 50.6%로 제일 많았고,동통이 20.7%(266

명),부종이 10.2%(131명),출 이 7.5%(96명),보철 2.9%(37명),내과 2.5%(32명),

교정 1.4%(18명)순의 비율을 보 다.

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방문 원인 분류는 외상이 620명으로 48.4% 과반수를 차지

하 고,외과 이 16.8%,보존 원인이 14.9%,치주(6.2%),내과 4.6%,보철(2.9%),

교정(1.2%),기타(5.0%)순이었다.

외상 진단명에서는 연조직열상이 24.8%로 가장 높았고,치 이 24.5%로 2

,luxation(14.7%),subluxation(9.7%)순으로 나타났다.외과 진단명에서는 출

(38.4%),fracture(11.6%),abscess(10.2%),cellulitis(6.5%)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보존 진단명에서는 irriversiblepulpitis(30.4%)와 dentalcaries(23.6%),

periapicalabscess(17.8%),endodonticflare-up(11.0%)순으로 나타났다.치주 진

단명에서는 periodontitis(69.6%),pericoronitis(20.3%),periodontalabscess(7.6%)순

으로 나타났다.내과 진단명에서는 TMJdislocation(27.1%),TMJpain(23.7%),

ulceration(22.0%)순의 진단명을 보 다.보철 진단명에서는 보철물탈락이 64.9%,

보철물 이 18.9%로 나타났다. 교정 진단명으로는 fixed re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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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진단명에 따른 분류

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방문 원인 분류는 외상이 620명으로 48.4%

과반수를 차지하 고,외과 이 16.8%,보존 원인이 14.9%,치주

(6.2%),내과 4.6%,보철(2.9%),교정(1.2%),기타(5.0%)순이었다.

그림 7.진단명에 따른 환아 비율

소아 환자들만을 조사하여 진단명별 분류를 해보았을때는

외상성이 58.7%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 고,그 다음이 보

존 원인이 6.1%로 뒤따랐다.

broken(50.0%),wireinterference(43.8%)순으로 나타난다.기타 항목에는 원인불명

과 약처방 등이 있었다.

소아 환자들만을 조사하여 진단명별 분류를 해보았을때는 외상성이 58.7%로 과반수

를 넘게 차지하 고,그 다음이 보존 원인이 6.1%로 뒤따랐다.

일차처치 비율을 살펴보면 외상성 원인에서는 dressing(33.8%),약처방(30.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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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외상(성인)일차처치 비율

외상성 원인에서는 dressing(33.8%),약처방(30.2%),국소마취

(22.4%),splinting(23.1%)등의 비율을 보 다.

그림 9.외과 원인 일차처치 비율

외과 원인에서는 약처방(31.4%), 지 (28.9%),

dressing(27.8%),국소마취(21.6%),I&D(16.%)의 비율을 보

다.

소마취(22.4%),splinting(23.1%)등의 비율을 보 다.

외과 원인에서는 약처방(31.4%),지 (28.9%),dressing(27.8%),국소마취(21.6%),

I&D(16.%)의 비율을 보 다.

보존 원인에서는 약처방(44.1%),국소마취(43.5%),dressing(8.2%),I&D(6.5%)의

비율을 보 다.

치주 원인에서는 약처방(48.6%), 국소마취(29.7%), dressing(18.9%),

irrigation(16.2%),RP(12.2%)등의 비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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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보존 원인 일차처치 비율

보존 원인에서는 약처방(44.1%), 국소마취(43.5%),

dressing(8.2%),I&D(6.5%)의 비율을 보 다.

내과 원인에서의 일차처치는 약처방(32.1%), dressing(28.2%), TMJ

reduction(21.8%)의 비율을 보 다.

보철 원인에서의 일차처치는 cementation이 60.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다.

교정은 wirecutting의 비율이 50%를 보 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일차처치 비율이 dressing이 50.8%로 제일 높았으며,약처방

이 28.8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아무처치 없이 돌아간 것이 17.2%로 꽤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irrigation이 11.5%로 세 번째로 높은 처치를 차지하 고,suture와

국소마취,치수복조(pulpcapping)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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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내과 원인 일차처치 비율

내과 원인에서의 일차처치는 약처방(32.1%),dressing(28.2%),TMJ

reduction(21.8%)의 비율을 보 다.

그림 12.보철 원인 일차처치 비율

보철 원인에서의 일차처치는 cementation이 60.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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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치주 원인 일차처치 비율

치주 원인에서는 약처방(48.6%), 국소마취(29.7%),

dressing(18.9%),irrigation(16.2%),RP(12.2%)등의 비율을 보 다.

그림 14.교정 원인 일차처치 비율

교정은 wirecutting의 비율이 50%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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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소아 청소년 일차처치 비율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일차처치 비율이 dressing이 50.8%로

제일 높았으며,약처방이 28.8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아무처치 없

이 돌아간 것이 17.2%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irrigation이

11.5%로 세 번째로 높은 처치를 차지하 고,suture와 국소마취,치

수복조(pulpcapping)등이 뒤를 이었다. 

총 고안

치과 응 환자에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단독 치과 병원에서의 연구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의과 병원 응 실에 방문한 치과 응 환자를 상으로 조사하는 연

구들이 있어왔다.여러 연구들에서 많은 결과들을 내어놓았는데 이와 비교하여 단

독 치과 병원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자,환자들이 응 상황에서 가야겠다고 생각하

기 쉬운 서울 학교 치과병원이라는 측면에서 응 환자 분석에 의의를 가지는 분

석이 될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주목해서 볼 은 응 실의 방문 환자의 수가 소아 청소년의 수가

많고,성인의 응 원인과 그 경향이 다를 것이라 생각해서 방문원인과 진단명,일

차처치 항목에 해서 만 0세~19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 환자들을 자료를 따로 분석

하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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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성비(남:여)는 심등 에 따르면 2.3:1,조등 은 2.5:1,김등은 4.6:1,

이등 은 1.86:1, 등은 2.81:1,장등 은 1.9:1,김등 은 1.73:1로 그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응 실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성별의 비가 1.5:1로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더 높은 응 실

방문 비율을 보 다.이는 남성들이 신체 활동 범 가 더 넓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비율도 더 많고,오토바이나 교통사고의 비율도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더불어 아 면 병원에 빨리 가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은 별일 아니라고

참다가 야간에 통증이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 때 응 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방문 정도를 살펴보면 심등 과 김등 은 20,30 연령층이 45-50%를 차

지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조등은 20 (29%),30 (19%),10세 이하(16%)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이등 은 20 (24.7%),10세이하(21.7%),30 (15.7%)순으로 나타

난다고 하 고, 등 은 10세 이하(19.7%),20 (19.0%),30 (18.0%)순으로 나타

난다고 하 다.장등은 10세 이하(34.6%),20 (14.7%),40 (13.0%),10 (12.6%)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김등 은 10세 이하(21.8%),20 (18.5%),30 (15.3%)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등과 장등 ,김등 에서 10세 이하,20 ,30 순으로

환자 연령층이 많은 결과를 공통 으로 보인다고 할수 있다.본 연구에서도 10세

미만이 28.2%,20 가 15.9%,30 가 15.0%를 보여서 공통 인 흐름을 따르고 있

고,10세 미만 환자가 30%에 육박하여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아이들이 조직이 연약하고,활동 인데다 신체 심을 가 기가 힘들어

많이 넘어져 다치기도 다치고,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해서 다쳤을 때, 구치배의 손

상 등의 휴유증을 걱정한 부모님들의 방문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이는 유

아들의 치아에 한 의 심과 지식이 올라가고 있기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

각된다.

응 실의 환자 방문시기는 심등 은 5월,10월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고 보고했으

며,조등 과 김등 은 9월,10월 순으로 방문이 많았다고 보았다.이등 은 10월,3

월 순으로 소등은 7월,5월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등 은 9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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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고 보고하 으며 장등은 5월,9월 순으로 응 환자가 많

았고,김등은 10월,9월 순으로 응 환자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이 논문에서는

총 1282명의 환자 에서 9월에 방문한 환자가 159명으로 12.4%의 방문율을 보

고,2월이 120명(9.3%)로 뒤를 따라 환자가 많았다.최 환자수는 11월 72명으로

5.6%를 보인 것인데,한 달을 이루는 날짜가 달라서 일별 평균 환자수로는 순 가

바뀔가능성을 고려해 일별 평균 환자 수를 구해 보았으나 순 의 변동이 없었다.

일별 환자 방문 수에서도 논의하겠지만,9월과 2월에 추석과 설이라는 명 이 있어

연속 인 휴일 동안 일반 치과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서울 치과병원 응 실

로 응 환자가 몰리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뒤를 토요일과 화요일이 뒤따른다고

부분의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다.이 논문의 결과는 카테고리를 나머지 논문들과 다

르게 설정하 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분석은 조 다르다. 체 환자 수

에서 연속된 공휴일과 단독 공휴일,월,화,수,목, ,토,일요일 등의 환자수의 비

를 나타내기에는 연속 공휴일과 단독 공휴일의 수가 주 요일에 비하여 무 었

기 때문에 일일 평균 환자수를 구하 고,이 결과 연속 공휴일(연휴)에서의 일일 평

균 환자 수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단독 공휴일이 7.3명 그 다음으로 일요일 6.9

명,토요일 5.4명 순으로 나타났다.다른 요일에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연휴에서의

일일 평균 환자 수가 많았는데,이는 앞의 월별 환자 수에서 설명한 이유과 같이

연속 인 휴일 동안 일반 치과 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이 그 주 원인이 될 것이고,

부가 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는 평소의 주말이나 공휴일보다 더 멀리 나가거나 많

이 나가는 등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특히 환자가 많은 날에는 27명까지 하루에 환자가 온 경우도 있는데,만약 당직

의의 수가 다면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를 공 하지 못해서 환자의 불편과 소송

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그 기간의 당직의의 수를 확

충하는 것이 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자의 방문원인과 진단명에 한 분류로 그 분류 기 이 다양하 는데,환자가

방문하게 된 원인 자체를 조사하기보다 진단명에 따른 것으로 분류한 논문들이 많

았다.조등은 안면 열상,악안면 골 ,치아 손상 농양,치조와 출 등으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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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한다고 보고하 고,김등은 연조직 손상,치아 손상,안면골 손상,치통,치

조와 출 ,악 탈구 순으로 환자가 방문한다고 보고하 다.이등은 외상이

73.8%로 과반수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환자 방문을 보이고 그 다음을 감염 원인이

뒤따른다고 하 다. 등은 이와는 반 로 감염(73.8%)로 제일 많고,외상과 악

장애가 뒤따른다고 보았다.장등은 외상과 악 질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

았고,외상에서는 넘어짐,폭력,교통사고의 순으로 원인이 많았고,악 질환에서

는 89.3%로 악 탈구가 거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하 다.김등은 외상,

성치통,출 ,감염,악 질환 순으로 환자들이 응 실을 방문한다고 보고하 다.

이 논문에서는 진단명에 따른 분류에 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나 응 실에서 당직의

들이 제일 먼 듣는,환자가 말하는 원인에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환자가 우선시하는 주소를 기 으로 분류해 보았다.외상으로 방

문한 경우가 50.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동통(20.7%),부종(10.2%),

출 (7.5%)순으로 나타났다. 의 네 가지 주소의 합이 89%로 응 실을 방문하는

환자 10명 에 9명은 외상,동통,부종,출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방문하고,보철

(2.9%),내과 (2.5%),교정 (1.4%)인 이유를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의 수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가 말하는 원인 말고도,의무기록에 기록된 진단명에 따른 분류의 기 은 따

로 잡아보았는데,외상성이 48.4%,외과 (16.8%),보존 (14.9%),치주 (6.2%)으로

나타났다.과별 분류와 별도로 외상성을 분류기 에 넣은 이유는 외상으로 찾아온

환자가 워낙 많은데다가 외상으로 방문한 환자의 경우 외과 인 처치와 보존 인

처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따로 분류 하 으나,실제 인

처치에서는 외상에서의 처치가 외과 인 처치와 보존 인 처치가 많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외상의 주요원인으로 환자가 말한 항목은 넘어짐(51.5%),부딪힘

(24.8%),맞음(7.7%)의 순으로 나타나서,맞거나 다친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것의 비율이 86.3%로 부분을 차지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평소 생활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진단명의 가장 높은 비율은

연조직열상이 24.8%로 가장 높았고,치 이 24.5%로 2 ,luxation(14.7%),

subluxation(9.7%)등이 뒤를 따랐다.따라서 외과 처치와 보존 처치가 함께 행

해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7 -

외과 인 진단에서는 출 (38.4%), fracture(11.6%), abscess(10.2%),

cellulitis(6.5%)의 순으로 외상 질병을 제외한 외과 진단명에서는 출 이 제일

많고 외상성에서도 외과 인 집 처치를 받아야하는 fracture환자들과 부종이 심해

서 붓기와 통증이 무 심해진 abscess,cellulitis등의 질병군의 환자들도 수가 많기

때문에 일차처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보존 진단명 분석의 경우 irriversible pulpitis(30.4%),dentalcaries(23.6%),

periapicalabscess(17.8%),endodonticflare-up(11.0%)순으로 나타나고,치주 진

단명의 환자들은 periodontitis가 69.8%를 차지하며 질환과 동반된 통증을 참기가

힘들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아 청소년 환자의 수가 461명으로 35.9%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고,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성인과 응 실 방문의 경향이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를

나 어 분석하 는데,따로 분류된 응 실 자료는 찾지 못하 다.소아치과 방문의

주소를 비교해보면,Kim등은 유치에서는 치주조직의 손상이 많았고, 구치는 경조

직과 치주조직의 손상이 많았다고 보고하 다.Baik등은 유치의 경우 넘어짐,추락,

충돌,사고순으로, 구치의 경우 넘어짐,충돌,사고 순으로 나타났고 둘 다 과반수

의 수가 넘어짐을 주소로 소아치과를 방문하 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에서는 소

아 청소년 환자에서 외상성 원인이 58.7%,보존 원인이 6.1%,외과 원인이

4.2% 순으로 나타났다.외상성 원인인 과반수이상을 차지하 는데 이는 소아치과

방문의 경향과 같았다.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5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신체활동을 할 때 자신의 신체를 제어하는 능력이 아직 많이 발달되

지 않아서 인 것과,학교에 입학하면서 래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상

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 실에서의 일차처치를 보면 각 원인별로 일차처치 비율을 나타내어 보았는데,

외상에서는 dressing(22.8%),약처방(30.2%),국소마취(22.4%),splinting(23.1%)순으

로 나타났다.외상에서 연조직열상(24.8%),crownfracture(24.5%),luxation(14.7%),

subluxation(9.7%)의 순으로 진단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dressing의 비율이 높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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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고,외상을 입었을 때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커서 진통제와 항생제의 처방이 많음을 알 수 있다.치아가 반 으로 흔들리거나

약해진 가능성이 있어서 splinting의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외과 원인에서는 약처방(31.4%)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 (28.9%),

dressing(27.8%), 국소마취(21.6%), I&D(16.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 과

fracture,abscess,cellulitis의 비율이 높은 것을 생각해보면 의 일차처치의 비율

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보존 원인에서는 약처방이 44.1%,국소마취 43.5%로 둘의 합이 90%에 가까운

비율을 보 고,그 뒤를 dressing(8.2%)과 I&D(6.5%)가 뒤따랐다.irriversible

pulpitis와 dentalcaries,periapicalabscess,endodonticflare-up순으로 높다는 것

을 생각해보았을 때,동통이 주소인 것이 부분이기에 동통을 없애는 것에 주력하

는 일차처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주 원인에서는 약처방이 48.6%,국소마취 29.7%로 둘을 합쳐 80%에 가까운

비율을 보 다.dressing(18.9%)과 irrigation(16.2%),RP(12.2%)등의 비율을 보 다.

이는 70%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periodontitis에 따른 동통을 여주

는 쪽으로 일차처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과 원인은 약처방이 32.1%로 1 를 차지하 고,dressing(32.1%)과 TMJ

reduction(21.8%)로 그 뒤를 따랐다.

보철 인 원인에서 cementation이 60%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 고,교정에서는

wirecutting이 50%로 제일 많은 일차처치 비율을 보 다.이 두 가지 원인에서의

환자의 진단명은 다양하지 않았는데,보철의 경우 보철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64.9%,

보철물 이 18.9%로 둘을 합쳐 83.8%를 보 다.따라서 떨어진 보철물을 들고와

서 다시 붙이는 경우가 일차처치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되는 것을 환자가 응 상황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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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청소년 환자의 일차처치의 비율은 dressing이 50.8%,약처방이 28.89%,

irrigation11.5%로 1,2,3 의 일차처치를 보 고,그 뒤를 suture와 국소마취,치수복

조(pulpcapping)등이 따랐다.이는 소아 청소년에서 외상성 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소아 청소년 환자에서는 아무처치 없이 돌아간 비율이 17.2%로 꽤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아이들이 넘어질 경우에 구치의 손상 등을 걱정한 부모님

이 응 실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아이가 외상을 입어서 응 실에

도착하 으나, 조도가 매우 좋지 않아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

로 보인다.외상(crown fracture,luxation,subluxation,concussion of tooth,

intrusion)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suture나 국소마취,치수복조 등의 비율이 높을 것

으로 상되었으나 경미한 외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처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 아이가 복잡한 치료를 못견딜 것 같은 경우에는 소아

치과로의 재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의 의무기록에서 일반 인 진단명으로 환자의 진단명을 수집하면서,진단명이

100여가지가 나왔다.환자들이 치과 응 실에 오게 된 이유들도 다양하 고,진단명

을 카테고리 별로 묶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환자들이 응 실에 내원하

다.이를 보고 단해보면 다양한 환자군에 한 다양한 일차처치를 당직의가 숙지

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병명 만큼이나 환자들이 생각하는 치과 응 상황에 한 범 가 넓었

다.이러한 다양한 치과 응 상황의 경우 한 응 처치가 시행될 경우 합병

증의 가능성이 어들고 환자의 불편과 인 손해가 어들게 된다.따라서

정한 일차처치를 시행할 치과 응 실이 필요하고,치과 응 실의 운 이 좀 더 원

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이를 해서 기존의 의료 응 환

자 뿐 아니라 치과 응 환자에 한 법 인 범 제정과 이를 보호할 치과 응

실에 한 법 제정을 통해 치과 응 환자와 응 환자를 다루는 병원과 의료인

의 법 인 권리와 의무의 보장과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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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2013년 5월 1일 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서울 학교 치과병원 응 실을 방문

한 치과 응 환자의 수는 1282명이다.

2.성별의 비는 남성 761명, 여성 521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1.5:1로 남자에서 더

큰 내원을 보 다.

3.연령별로는 0-10세 사이가 28.2%(362명)로 제일 많았으며,그 다음이 21-30세,

31-40세 군이 15.9%(204명)와 15.0%(192명)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4.방문 시기의 경우 9월이 159명으로 12.4%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2월 120명

(9.3%),5월 116명(9.3%)이 그 뒤를 따라 높은 환자의 방문 비율을 보 다.이에 반

해 11월과 4월은 각각 72명(5.6%)과 79명(6.1%)환자 수로 가장 낮은 방문 비율을

보 다.평균 방문 환자수로 보면 마찬가지로 9월이 하루에 평균 5.3명 환자의 방문

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2월이 4.3명이 방문을 기록했으며,11월이 평균

2.4명의 방문으로 가장 낮은 평균 환자 방문수를 가졌다.

5.요일별 방문 환자수는 연결된 공휴일에 하루 평균 11.4명의 평균 방문 환자 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단독 공휴일(7.3명),일요일(6.9명),토요일(5.4명)순으

로 방문 환자 수가 많았다.

6. 환자의 방문 주소로는 외상이 649명으로 50.6%로 제일 많았고,동통이

20.7%(266명),부종이 10.2%(131명),출 이 7.5%(96명),보철 2.9%(37명),내과

2.5%(32명),교정 1.4%(18명)순의 비율을 보 다.

7.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방문 원인 분류는 성인에서는 외상이 48.4%로 과반수를

차지하 고,외과 이 16.8%,보존 원인이 14.9%,치주(6.2%),내과 4.6%,보철

(2.9%),교정(1.2%),기타(5.0%)순이었다.소아 청소년 환자에서는 외상성 원인이

58.7%,보존 원인이 6.1%,외과 원인이 4.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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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응 실에서의 일차처치를 보면 각 원인별로 일차처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1)외상에서는 dressing(22.8%),약처방(30.2%),국소마취(22.4%),splinting(23.1%)

순으로 나타났다.

2)외과 원인에서는 약처방(31.4%)이 제일 많았고,그다음으로 지 (28.9%),

dressing(27.8%),국소마취(21.6%),I&D(16.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보존 원인에서는 약처방이 44.1%,국소마취 43.5%로 둘의 합이 90%에 가까

운 비율을 보 고,그 뒤를 dressing(8.2%)과 I&D(6.5%)가 뒤따랐다.

4)치주 원인에서는 약처방이 48.6%,국소마취 29.7%로 둘을 합쳐 80%에 가까

운 비율을 보 다.

5)보철 인 원인에서 cementation이 60%을 보 다.

6)교정에서는 wirecutting이 50%로 제일 많은 일차처치 비율을 보 다.

7)소아 청소년 환자의 일차처치의 비율은 dressing이 50.8%,약처방이 28.89%,

irrigation11.5%로 1,2,3 의 일차처치를 보 고,그 뒤를 suture와 국소마취,치수복

조(pulpcapping)등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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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emergencypatientswho

visitedSNUDH Emergencyroom

MiyunPark

Dentistry

SeoulNationalUniversity

Objectives

Thisclinicalstudy carriedby reviewing themedicalrecordsof1282patientswho

visited SNUDH through1,May,2013to30,April,2014.Bydoingthisanalysis,

thisstudywantto findoutthecause& goalofvisitandrelationshipbetweeneach

factors.Thiswillhelpthe doctor'sdiagnosis& treatmentandfurthermorewill

improvepatientsprognosis.

methods

Thisstudyinvestigatedpatient'sGender,Age,Timeofvisit,Causeofvisit,diagnosis,

primarycarebyclinicalchartanalysis.

results

Age:0-10years(28.2%)>21-30years(15.9%)>31-40years(15.0%)

Gender:1.5:1

Timeofvisit:September(12.4%)>February(9.3%)>May(9.3%)

Numberofpatients:longholiday(11.4)>holiday(7.3)>Sunday(6.9)>Saturday(5.4)

Causeofvisit:injury(50.6%)>pain(20.7%)>swelling(10.2%)>bleeding(7.5%)

>prothetic(2.9%)>oralmedicine(2.5%)>orthodontic(1.4%)

Diagnosis:injury(48.4%)>oralsurgery(16.8%)>conservative(14.9%)>periodontic(6.2%)

>oralmedicine(4.6%)>prothesis(2.9%)>orthodontic(1.2%)>etc.(5.0%)

KeyWords;dental,emergency,causeofvisit,primarycare,SNU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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