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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 적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치과공포증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치과공포증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하나의

논설을 제공함으로써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증상 및 심리적인 상태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효율인 방법으로 환자들의 관리

및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Pubmed 데이터베이스, GoogleScholar 데이터베이스에서

“치과공포증”, “Dental phobia, Dental fear, Dental anxiety”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검색된 논문 중 관련도가 높은 논문을 선정 및

검토하였다. 치과공포증의 조절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총 26개의 논문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

결 과

치과공포증이란 치과 진료 또는 치과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환자가 공포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환자는 그 상황이나 대상

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원인으로서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

접적인 원인이 있다. 치과공포증의 진단을 위한 도구로는 성인의 경

우 객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고 어린이의 경우 그림을 이용한다. 문

화적 차이가 치과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동양과 서

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치과공포증의 양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각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성향이 치과공포증 치료방법 선택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구강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다. 치과공포증의 행동조절 방

법으로는 허브, 침술, 음악, 향기, 인지심리 행동 치료, 시청각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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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및 진정법, 비외상성치료법, 최면술, 체계적 탈감작 등의

방법들이 보고되었는데 메타분석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치과공포증은 성인의 그것

과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인 치과공포증 환자의

증상이 유년기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치과공포증의 최신 연구동향

은, 치과공포증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뇌와 신경회로의

변화 혹은 활성도를 분석하고 정상인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다.

주요어 : 치과공포증, 두려움, 걱정, 행동조절법, 문화, fMRI, 메타분

석, 최신경향

학 번 : 201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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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치과 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포감 및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조절된 공포감은 진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의 진료는 치과

의사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치과공포증을 보이는 환자들

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적절한 행동조절 또는 완

화법을 통해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들이 도와주어

야 한다.

치과 치료에서 환자의 행동조절은 치료 성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과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

시간의 단축 및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의 협조가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장애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치과

의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림 1. Dental Phobia, Dental Anxiety, Dental Fear

키워드로 Pubmed 검색결과(~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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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치과공포증 환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

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 1은 Pubmed에서 치과공포증(Dental

Phobia)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도별로 나온 논문의 수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의 수가 점점 증가하

여 최근에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치과공포증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며 이

는 치과의사와 연구자들 모두 치과공포증이 단순한 정신건강학적

증상이 아닌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연구된 고전적인 내용들부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하는 최신 연구 결과까지 많은 내용들이 논문으로 출판되었고 현재

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에게 치과공포증에 대

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임상에서 진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구강건

강을 관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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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published papers (SCI급)

(2) 2014년 10월까지로 기간 설정

2. 연구방법

(1) Pubmed 검색

(키워드: Dental phobia, Dental fear, Dental anxiety)

(2) Google scholar 검색 이용

(키워드: Dental phobia, Dental fear, Dental anxiety)

(3) 검색된 논문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선택

(4) 50개 이상의 관련 논문 선택

(5)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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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치과공포증의 정의 및 이환율

공포증(phobia)이란 것은 어떠한 대상, 사물 또는 상황과 관

련하여 지속적으로 느끼는 두려운 감정으로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

은 그 상황이나 대상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피하지 못하

는 상황에서는 큰 두려움이 유발된다. 하지만 실제로 노출되는 위험

은 느끼는 감정의 크기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고 종종 환자는 비이

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의 크기를 보여준다.1) 공포에 노출된 환자

는 심하면 공황장애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학적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포증의 종류에는

특정 상황이나 동물에 대한 공포증, 높이에 대한 공포증, 폐쇄된 공

간에 대한 공포증, 주사 및 혈액에 관련된 공포증 등 다양한 공포증

이 있다.2)

치과공포증은 이러한 공포증의 한 종류로서 상대적으로 흔

하게 관찰할 수 있다. 치과치료 및 치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앞

서 설명한 공포증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흔히 치과공포증 환

자라고 일컫는다.3)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치료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의 정도가 비합리적이거나 지나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치과공

포증 환자라고 분류하지는 않고 진단용 설문조사 결과 등과 같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다.

치과공포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전체 인

구에서 약 10-15% 정도가 나타난다.4)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들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5) 치과공포증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치과치료를 최대한 미루다가 급성치수염, 급성농

양 등 통증이 심한 상황이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과공포증 환자는 응급 치과진료를 위해서 치

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보통의 환자보다 많아진다.6) 그리고 이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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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보다 더 침습적이고 통증이 심한 치료로 이어지게 되어

치과공포증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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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치과공포증의 원인

치과공포증의 유발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진 것

은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유전이나 가족력이 영

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대개

치과공포증 환자의 85% 정도는 유년기에 시작되는데7)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치과공포증을 갖게 되는 원인에는 크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1. 직접적인 원인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적인 요

소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과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외상성 치과 경험(traumatic dental experience)을 통해 치과공포증

및 두려움을 갖게 된다. 직접 경험을 통해 환자 스스로 느끼고 판단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의 실체가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기에 치과공포증이 시작되는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치

아우식으로 인한 치아상실의 경험이고, 또한 성인이 되어 치아공포

증이 시작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아상실 경험이 그 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26세에서 32세 사이에 치아상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치

과공포증 환자가 될 확률이 2배정도 높다).8)

2. 간접적인 원인

(1) 청각적인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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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실은 항상 특유의 소음이 존재하고 소음은 청각적

인 자극을 유발한다. 청각적 자극은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

속적인 소음은 사람에게 해가 되며 소음으로 인한 청각상실(NIHL,

Noise Induced Hearing Loss)을 야기 할 수 있다. 소음에 의해 발생

하는 피해는 그 크기와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치과에서는 치과용

기구 및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불가피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소음이

존재하고 이는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음의 조절 문제는 비단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및 치

과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에게 중요하다. 소음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환자의 두려움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치과

의사 및 직원들 역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치과

대기실에서 은은한 음악을 틀어 놓는 것은 이러한 소음을 일정 부

분 가려주기도 하고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

어서 환자들의 두려움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 일단 치료가 시작된 후에는 대기실의 음악은 큰 도움이 되지 않

다고 보고되었다.9)

(2)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이외에도 시각적인 자극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과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단지 주사바늘이나 치과용

핸드피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이어지는 치과 진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치과 치료와 관련이 있는 시각적인 자극은 치과공포증을 유발

하는 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주사바늘이나 치과용 핸드피스

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은 이러한 기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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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을 진료 할 때에는

최대한 치과용 기구를 환자가 보지 않도록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0)11)

(3) 치과지식의 수준(Dental education level)이 낮은 경우

치과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치과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위 덴탈아이큐(Dental

I.Q)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치과지식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환자의 덴탈아이큐가 높다는 것은 치과

지식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넘

치는 정보로 인해 덴탈아이큐가 높은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반면 치과치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환자들도 적지는 않다. 여

러 연구들12)13)로부터 치과지식 수준과 치과에서 느끼는 공포감의

정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의, 치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의 경우 치과공포증 환자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

났는데, 아마도 이는 치과 치료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

로 자신이 받을 치료를 예상하여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및 무지함

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요소가 감소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하다.

(4) 간접 경험

치과 치료를 받은 주변의 지인 또는 친구로부터 얻는 정보

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

다.14) 직접 치료 받아 본 경험이 없어도 간접 경험으로 얻은 치과치

료의 정보, 부정적인 면과 두려운 면은 이미 환자의 정신에 내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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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제 치료받을 때 장해물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긍

정적인 내용의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기

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치과 치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확률이 높지는 않다. 주변 사람들 이외에도 광고

나,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하는 간접 경험들도 환자들에게 영향

을 주게 된다.

(5) 상황 조절능력 상실에 따른 불안감

치과에서 치과용 유니트체어에 앉게 되면 환자의 행동은 치

과의사에 의해 조절된다. 치과공포증 환자 중 일부는 유니트체어에

서 이루어지는 진료 동안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부터 공포증이 유발된다.15) 즉,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한

점이 생겨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환자에게는 두

려움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두려움은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켜 진료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은 환자와의 의사

소통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불안감을 조

절해 줄 수 있어야 한다.

(6)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

치과의사의 진료 능력에 대한 불신이 환자로 하여금 치과치

료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한다. 낮은 질의 진료 혹은 오진에 대한 걱

정이 있는 환자들은 치과의사를 믿지 못하게 되고 치과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

한 환자들 대부분은 치과의사들의 잘못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지만,

정신건강학적으로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10) 하지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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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사가 신뢰를 주는 경우는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어떠한 연구에 따르면 치과 의사를 보는 횟수가 늘어

날수록 환자의 공포감 및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16) 따라

서 치과의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료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

(7) 건강에 대한 염려

비위생적인 기구로부터의 감염, X-ray 노출로 인한 위험 등

을 걱정하는 환자들의 경우 치과공포증을 증상을 보일 수 있다.10)

물론 이러한 환자들은 비단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의료 행

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8) 신경회로의 이상

이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치과공포증과 뇌의 특

정 신경회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신경과학적

으로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뇌활성 부위를 연구하여 공포증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상

인과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특정 자극(치과공포증을 유발하는 자극)

에서 활성화 되는 뇌의 신경회로 및 영역의 차이가 관찰되고, 특히

불안처리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치과공포증 환자의 경우 이상이 있

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의 뒤 부분인 치과공

포증 연구의 최신경향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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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치과공포증의 진단

치과 의료진이 치과공포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임상

진료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치료를 제공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치과공포증 환자를 선별해 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하

지만 치과공포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개개인에 따라

양상의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

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한 환자

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치과공포증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4)

1) 임상적인 인상

2) 주관적인 평가

3) 객관적인 평가

(표준화된 설문, 그림 혹은 생리적 신호의 변화)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의료진의 경험 등을 토대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관적인 방법으로 치과공포증 환자를 선별

하는 방법, 표준화된 지표나 설문지 또는 생리적 신호의 변화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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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다. 본 장에서는 치과공포증을 환자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방법의 특징 및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임상적인 인상 및 주관적인 평가

의료진의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 그리고 환자의 임상적인 인

상을 토대로 치과공포증 정도를 판단한다. 의료진의 경험과 느낌에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정확하지 않고 신뢰도가 객관적인 방법에 비

해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 상황에서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 의료진의 경험

과 지식을 이용하고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여 환자의 공포감

정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성공적인 치과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2. 지수 및 그림을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

치과공포증 및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지수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르고 또한 환자가 성인인지 어린이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사용되

는 도구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Corah Dental

Anxiety Scale(DAS),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MDAS),

Dental Concerns Assessment(DCA), Dental Anxiety

Inventory(DAI), Dental Fear Survey(DF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등의 측정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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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Venham Picture Scale(VPS),

Facial Image Scale(FIS) 등을 사용한다. 각 지표들 모두 각각의 점

수 체계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과공포증 수준을 객관적

인 수치로 변환하여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본 장에서

는 위의 나열된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성인을 위한 도구

① Corah Dental Anxiety Scale (DAS)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1969년

Norman L. Corah가 제안한 지표18)로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져 다양한 나라에서 환

자의 치과공포증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

서 더 다듬어져 1994년 Ronis에 의해 개정된 Dental Anxiety

Scale-Revised(DAS-R)이 소개되었다. Ronis는 기존의 DAS를 개정

하여 치과 위생사와 여성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요소까지 고려하

였다. 또한 개정된 방법을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하는 과

정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던 DAS와 정신, 심리측정학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19) DAS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답은 1(낮

음)~5(높음) 까지 그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답의 총합은 4에서 20

까지이며 9-12점을 얻으면 중등도, 13-14점은 고도, 15-20점은 심각

한 정도의 걱정 및 공포감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MDAS)

Corah의 DAS가 사용하기 간편하고 정신, 심리측정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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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DAS는

국소 마취 시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에 대한 문항이 없는 단점이 있

다. 많은 치과공포증 및 두려움 환자들이 주사바늘로부터 느끼는 공

포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자칫하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DAS의 다지선다형 선택형 문제들이 본래 DAS 측

정방법 개발 시 의도하였던 것과 같이 공포감의 심각한 정도에 따

라 배열되지 않았다는 점, 모든 문제의 답 목록이 같지 않아 문제들

사이의 비교가 수월하지 못한 점이 단점이었다. 1995년 Humphris

등20)은 이러한 DAS의 단점을 보완한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MDAS)를 발표하였다. MDAS는 구강 내 주사바늘 자입에 관

련된 항목을 추가하였고 새롭게 개편된 다지선다형의 선택지문을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배열 및 제공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동

일하게 만들었다.

③ Dental Concerns Assessment(DCA)

1993년 Oregon Health Sciences Univeristy의 J.H.Clarke 등

에 의해서 개발되었다.21) 총 26개의 치과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

는 항목에 대해 1(조금), 2(중간), 3(높음) 정도로서 걱정도 및 공포

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④ Dental Anxiety Inventory(DAI)

처음에 제안된 DAI는 3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질

문은 크게 세 가지의 치과 공포증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상황을 제시하고 네 가지의 시간적인 요소, 세 가지의 반응(주

관적인 느낌, 물리적인 반응, 인지적인 반응)으로 환자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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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가 정신, 심리측정학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36개의 문항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해 1993년 Stouthard의 Short version of Dental Anxiety

Inventory (S-DAI)가 제안되었다. S-DAI는 DAI에서 뽑은 9개의

문항을 평가하여 총 점수를 계산한다.22)

⑤ Dental Fear Survey(DFS)

Dental Fear Survey(DFS)23)24)25)는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고 답은 1(전혀 아님)~5(극심함)으로 제공된다. DFS는 크게 3

가지의 소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치과치료를 기피하

는 것의 패턴 및 예기불안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치과 치료

중 받는 심리적인 불안 및 동요 등과 관련되어 있고, 세 번째는 특

정 치과치료 자극(냄새, 주사바늘을 보는 것, 치과용 드릴의 진동느

낌 등)과 연관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점수의 총합은 24~120점으

로 평가된다.

⑥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는 4-point Likert

Scale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 심리측정학적 도구이다. 총 4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tate anxiety와 Trait anxiety로 표현되는

두 가지 형태의 걱정 및 불안에 대해서 측정한다. 높은 점수를 획득

할수록 높은 수준의 걱정 및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여러 개정판을 거쳐 현재 Form Y가 가장 최신판이다. 다양한 나

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환자들의 불안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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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를 위한 도구

① Venham Picture Scale (아이들의 경우)

1979년 Larry L. Venham 등은

치과를 방문하는 어린 환자들의

걱정 및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Venham Picture

Scale을 고안하여 발표하였

다.27) Venham은 치과에서 느

끼는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쉬우면서도 유용

한 것이 설문조사

(self-reported)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

인과는 다르게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및 상황을 표현하는 능력

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인을 위

해 개발된 설문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Venham은 어린들

의 눈높이에 맞추어 3세의 어린

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검사를 구성하였고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Venham Picture Scale은 8가지의 쌍으로 짝지어진 어

린이 그림을 바탕으로, 모든 짝은 두렵지 않은 어린이와 두려운 어

린이의 쌍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모든 쌍에 대해서 어린이는 어

떤 그림이 더 현재의 감정 상태를 잘 나타내는지에 대한 답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점수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림을 선택한 횟수가 된

다.

그림 2. Venham Pictur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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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acial Image Scale(FIS)

그림 3. Facial Image Scale

총 5개의 얼굴을 나란히 보여주게 되고 가장 행복한

표정에서 가장 슬픈 표정까지 단계별로 표시된다. 가장 행복한 표정

이 1점이며 가장 슬픈 표정의 경우 5점으로 점수는 매긴다. 어린이

는 현재 감정 상태를 위의 5가지 얼굴 표정 중 직관적으로 고르게

된다.28)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환자의 공포감을 파악하기 위

한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어떠한 평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장,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의 측정 방법이 모

든 것을 커버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몇 가

지를 동시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각 나라의 문화가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특징역시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문화에 따른 차이

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치과공포

증과 관련된 연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앞

서 소개한 여러 가지의 평가 방법이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검

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법들을 대한민국의

환자들에게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기존의 평가 방법이 대한민국의 환자들에게도



- 18 -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더 나

아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고안된 진단 및 평가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생리적인 신호의 변화 또는 특정 물질의 감지

치과공포증 환자들이 치과 및 치과 진료 상황에서 받는 여

러 가지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생리적인 신호 및 생징후

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몇 개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1972년 H. D. Edmondson등은 치과공포

증 환자와 정상인 환자 그룹 사이의 소변에서 검출된 대사물질을

분석하여 특정 물질의 농도 차이를 주목하였다. 아드레날린, 노르아

드레날린, 그리고 지방산의 농도를 치료 전과 후에 비교하였을 때

치과공포증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큼의 아드레날린 농도

증가가 관찰됨을 확인하였다.29) 이는 치과공포증 환자들이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서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간

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2009년 Kazue Kanegane등은 치과공포증의 정도와 타액의

코르티솔(Cortisol)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실

험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공포증의 정도와는 별

개로 실제로 진료가 시작되어 통증을 느낄 시에 타액의 코르티솔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30) 2013

년 비슷한 연구가 Hana Sadi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31)에

서는 치과공포증 환자의 타액 내 코르티솔 및 알파 아밀라아제 농

도와 공포증의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목하였다. 이전의 연구 결

과와 마찬가지로 타액의 코르티솔 및 아밀라아제 농도와 치과공포

증의 정도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과거의 좋지 않았던 치과치료 기억이나 현재 느끼고 있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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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결론적으

로 타액 내 존재하는 코르티솔이나 효소 등의 농도로는 치과공포증

환자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Sanadhya YK 등은32) 두려움, 공포감, 통증 등의 요소

가 환자의 혈압 증가, 심혈관계 관련 지표 및 산소포화도 등의 생징

후(Vital Sign)들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치과

공포증 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진료 중 이러한 징후의 변화가 심

할 수 있고 의료진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치과공포증 환자에게 특이적으로 상승하는 생리

적 신호나 특정 물질은 소변에서 검출된 아드레날린 농도가 지금까

지의 연구결과로는 유일하고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기는 시간, 측정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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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문화적 차이 관점에서 본 치과공포증

치과공포증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 불

안장애이다.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적 차이나 다양한 환경의 차이

가 치과공포증의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

구자들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치과공포증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둘 이상의 나라를 비교 분석한 연

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른 치과공포증

양상이 다르다면 치과의사가 치과공포증 환자에 대해 접근하는 방

식 역시 조금 더 섬세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보고된 논문들을 살펴보고 나라 별

치과공포증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국가별로 “Dental Phobia, Dental Anxiety, Dental

Fear”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이다.

그림 4. Pubmed 국가 별 검색 논문 수(~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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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ubmed 국가 별 검색 논문 수(%) (~2014.10.12)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치과공포증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많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가장 논문 발표수가 적었으며 치과공포증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의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데이터는 아쉽게도 많지 않지만 위의 검색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화

와 치과공포증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여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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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차이에 따른 치과공포증의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들

1995년 Eli Schwarz 등은 덴마크와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의

치과공포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33) 이 연구에서는 두 인종의 사회

인구학적인 요소, 구강상태, 치과에서의 행동특성을 기반으로 치과

공포증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치과공포증은 Corah Dental anxiety

Scale(DAS)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평균적인 DAS 점수는 중국인

이 덴마크인에 비해 유의할 만큼 높게 측정되었고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치과공포증이 관

찰되었다.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치과공포증이 덴마크인의 15%에

서 관찰되었고 30%의 중국인에서 관찰되었다. 중국인에게서 관찰된

30%의 수치는 덴마크인보다 2배나 되는 수치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서양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성별

에 따른 차이에서는 중국인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치

과공포증을 나타내었고, 덴마크인 에서는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여주

지 않았다.

2000년 Berggren 등은 이스라엘, 스웨덴, 미국 세 국가에서

치과공포증 환자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34) 이 세

나라의 환자들은 연령, 성별, 치과공포증의 수준(DAS 점수 기반),

치과방문기피 횟수의 요소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

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상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답

변하였고 환경적인 원인요소가 자주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환자들

은 치과공포증 완화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는 높았지만 치료 후

효과에 대한 믿음에서는 낮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치과공포증 치

료를 원하는 이스라엘 환자들의 경우 공포증의 극복을 원하는 스스

로의 의지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스웨덴 환자들의 경우 통증이 가

장 큰 이유였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환자들의 경우 행동조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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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료를 받기를 선호하였지만 스웨덴 사람들의

경우는 전신마취와 같은 수동적인 치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 스웨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에 의해서 치과공포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

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활동하기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

향은 통증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지고 스웨덴 사람들

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 등의 치료를 원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 주요 국가별 치과공포증 환자의 특징

본 장에서는 국가별로 치과공포증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본 것처럼 문화 차이에 따른 치

과공포증 환자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보고된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치과공포증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06년 최준선35)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 응답자들은 Dental

Fear Survey(DFS) 척도에서 평균 52.16점의 치과공포수준을 나타내

었고 DFS 60점 이상의 치과공포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31.5%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르웨이(평균 42.7), 싱가폴

(평균 46.0), 미국(평균37.3) 등의 결과와 비교 할 때 상당히 높은 수

준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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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증의 원인을 우리 국민의 치과 방문 이유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의 경우 예방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횟수보다 치료를 위한 방문이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한 상황을 맞

게 될 확률이 치과 방문횟수 대비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들

이 치과치료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치과공포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과거 치과치료에서 경험한 공포감이 높을수록, 생

리적인 반응을 강하게 경험할수록(근육긴장도, 호흡, 심박동수가 높

을수록) 치과 방문횟수 감소 및 치과치료 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일본

일본도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과 치과공포증

에 대한 양상이 유사하게 관찰된다. Domoto등의 연구36)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의 31.5%에서 공포감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미국의 경우 21.4%) 치료를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는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번 치과치

료 약속이 잡히면 그 취소 비율은 일본보다 미국이 더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일본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 문화에서는 치과치료가 예약제로

진행된 지 오래되어 환자들이 예약취소에 대해 죄책감을 덜 느끼는

반면, 일본의 경우 치과치료가 예약제로 진행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

근의 일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예약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문화는 강한 책

임의식을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약속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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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인도에서도 치과공포증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M Marya등37)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치

과공포수준이 남성에 비해 유의할 만큼 높 것을 알 수 있고, 별다른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4) 핀란드

Vesa Pohjola등의 연구38)에 따르면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불규칙적으로 가는 사람들에서 치과공포증의 수준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 혼인의 여부, 교육 수준은 이러한 경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오직 나이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관찰되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치과공포증이 있다하여도 상대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주기

적으로 치과를 찾는 경향을 보였다.

(5) 터키

D Firat등의 연구39)에 따르면 터키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훨씬 높은 수준의 치과공포증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DFS 점

수로 측정) 또한 DFS level은 교육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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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Norbert Enkling등의 연구40)에서 치과공포증의 수준과 나이,

성별, 교육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자들이 치과치료를 피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른 나라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젊은

사람들의 치과공포수준이 장년층의 그것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치과공포증을 나타냈지만 치과를 주

기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치과 공포증

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치료 중 발생하는 통증이 응답자의

67%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주사에 대한 공포가 35%로 그 뒤를 이

었다.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69%), 배려심 많은 치과의사(62%), 통증 없는 치료(62%)

를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심한 치과공

포증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은 약 11% 정도로 조사되었고 이들은 치

과공포증의 극복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희망하였다.

(7) 네덜란드

Oosterink FMD등의 연구41)에 따르면 1959명의 네덜란드인

을 대상으로 DSM-IV-TR criteria와 Visual analog scale(VAS)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치과치료 시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의 비율은

24.3%로서 뱀(35,8%), 높이(30.8%), 물리적인 부상(27.2%)에 대한

두려움 보다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지만 병적인 공포증 중에서는 치

과공포증이 가장 흔한(3.7%) 공포증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고소

공포증은 3.1%, 거미공포증은 2.7%로 조사되었다) 다른 대부분의 나

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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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우디

Quteish Taani Irbid등의 연구42)에 따르면 주사바늘을 시각

적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치과용 드릴의 소리, 감각, 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우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치과공포증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감을 느낄 때 심박동수의 증가가 가장 흔

한 생리적 변화였다.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의

부족, 치료의 필요성 느끼지 못함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통증과 외

상에 대한 공포가 치과공포증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고 치과공포증

환자의 대부분이 유년기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63%의 응

답자가 치과치료 전 통증조절을 위한 국소마취를 선호하였다.

(9) 호주

JM Armfield등의 연구43)에서 호주의 성인 1084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사용된 scale에 따라 높은 수준의 치과두려움을 나

타내는 환자는 약 7.8 ~ 18.8%, 치과공포증 수준의 환자는 0.9~5.4%

정도를 나타내었다. 치과공포증은 Blood-injection injury(BII)와 유

의할만한 연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극과 공포증

을 유발하는 과거의 치과 경험은 환자의 나이, 성별, 수입, 교육수준,

치과방문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3. 문화적 차이에 따른 치과공포증의 이해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각 나라별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대

부분 비슷한 양상과 특징을 보여주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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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과

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환자들의 치과공포

증 수준이나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치과공포증이라는 증상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치과공포증 환자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적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성향 차이는 치과공포증 환자들이 선호하

는 치료 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

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치과공포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가 다른 공포에 비해 높은 점 등의 공통점도

발견되었다.

앞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치과공포증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가 더 진행되어야 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의 연구결과들만 종합해 보아도 분명 문화적인 차이가 치과공포증

의 양상과 치료방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과공

포증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적인 문제이고 이는 사람들의 성격,

주변 환경, 문화 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작게

는 서로 다른 문화별로 치과공포증 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이해와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에 맞춘 치료와 증상

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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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치과공포증이 치과치료 및 구강건강

에 미치는 영향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치과 치료 시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과공포증 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방어 작용(Defense

Mechanism)이 더 격렬하게 나타난다.44) 이러한 격렬한 방어 작용은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로 하여금 치료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

으로 치과공포증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환자의 구강건강 악화로 직결된다. 한 연구에 따

르면 DMFT 수치와 환자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5) 즉, 치과공포증 환자의 경우 구강건강

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더욱 더 공포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 Vicious Cycle of dental fear

Armfield JM.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revisiting the hypothesized vicious cycle of

dental fear and avoidanc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13; 41: 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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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림 6처럼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악순환의 고리(Vicious Cycle)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시간이 지날수

록 그 문제가 심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치과공포증 환자는 치과치료

를 미루게 되고 이는 구강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구강 건

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치과공포증을 더욱 더 심화시키게 된다.

즉,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단지 공포증이라는 정신건강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

아야 한다. 최근에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46)47) 이러한 개념에서 보아도

구강건강의 관리는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치과공

포증 환자의 높은 비율이 유년기에 시작하게 되므로 치과의사는 어

린이들의 치과공포증 기전을 잘 이해하여 성인으로까지 문제가 이

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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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치과공포증의 조절 및 치료 (메타분

석)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치과공포증은 환자의 구강건강 그리

고 더 나아가 삶의 질 및 전신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

드시 조절되어야 한다.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

로 확실한 해결책이나 치료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치과공포증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본 장에서는 치과공

포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방법들의 실

효성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치과의사가 임상에서 치과공포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치과공포증 조절 방법

치과 공포증의 조절은 반드시 환자와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가 치료에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줌으로서 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보다 더 효과적인 환자의 협조 및 극복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치과 공포증 조절 및 치료가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 그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행동조절(Behavior management) 등과 같은 비약

물적인 방법이나 국소마취 등의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흡입

및 정주진정법이나 전신마취(Inhalation sedation, Intravenous

sedation, General anaesthesia) 등을 고려할 수 있다.5) 지금부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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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포증 조절을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허브

치과공포증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자연의 허브나 약초 등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Kaviani(2013) 등은49) 꽃시계덩굴

(Passiflora Incarnata Linnaeus이)라는 식물이 치과 공포증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치과 공포증 환자의

전투약(Premedication)으로서 이 식물의 꽃인 시계초(Passion

flower)가 진정제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실험을 통해 조사하

였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참여자 수가 크지 않다는 제한은

있지만 시계초(Passion flower)가 치과 공포증을 조절하기 위한 전

투약제로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Silveira-Souto(2014) 등은50) 치과공포증의 조절에 있어서 Erythrina

mulungu 라는 식물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0명의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양쪽 하악 매복 지치 발치 전

Erythrina mulungu 500mg 과 Placebo 500mg으로 그 효과를 비교

하였는데 혈압, 심박동 수 증 측정 지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

만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룹의 실험자들에서 Erythrina mulungu

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치과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아직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거부감 없이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

공포증이 매우 심한 환자들이나 다른 방법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

에게 시도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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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술 (Acupuncture)

그림 7. 이침의 부위

from Andrea(2012)

치과공포증 완화를 위해서 귀에 침을 놓는 이침(Auricular

Acupuncture) 방법이 사용된다. 귀의 긴장 완화를 위한 혈자리에 침

을 놓아 공포증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침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두려움 및 걱정을 덜어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다.51)52)53) Karst(2007)54), Andrea(2012)55) 연구에 따르면 이

침을 맞은 환자들에서 아무 조절도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두려움 감소가 측정되었다. 이침은 특별

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과공포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3) 음악 (Musical distraction)

음악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즉, 음악은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

력이 있다.56) 치과공포증은 심리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음악

을 이용해 치과공포증의 조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Bare(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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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89%에서 치과에서 들리는

음악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대기실에

비치된 잡지나 책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57)

(4) 향기 (Fragrance)

두려움 완화를 위해서 향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아주 오래전

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유(Essential oil)는 치료제 및 치료의 보조 용

도로 사용되어져 왔다.58)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치과공포증

환자의 공포증 및 두려움 완화에 향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 가

있었다. Lehrner(2000)59)의 연구에서는 오렌지 향이 여성 환자의 두

려움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후각이 덜 예민하기 때문에 향에 의한

두려움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Kritsidima(2009)60)는 라벤더 향(Lavender scent), Toet(2010)61)는

사과와 오렌지향, Jafarzadeh(2013)62)는 오렌지향 등을 이용하여 실

험을 하였다. Kritsidima(2009)는 라벤더향이 환자들이 현재 두려움

수준을 낮추어 주는데 효과적이지만 앞으로의 치과치료에 대한 공

포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Jafarzadeh(2013)는 오렌지향

이 공포증환자들의 타액 내 코르티솔 농도를 줄여주고 심박동수를

줄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Toet(2010)는 사과향과 오렌지향 모

두 환자들의 두려움 감소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앞선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기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면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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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심리 행동치료

인지심리 행동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에 대해 이

미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을 다시 재구조화 시키고 그 대상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료이다. 인지심리 치료는 환자가 오해하

고 있거나 비현실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현실적

으로 바로잡아 인식 구조의 변화를 유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환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치과공포증 유발 원인에 대한 이해 및

재구조화를 통한 인식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는 치과공포

증 환자의 행동조절에 대해서 효과적일 수 있다.63)

(6) 시, 청각 분산 (가상현실 이용)

환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치료에 정신이 집중되지 않게 유도

하여 공포 및 두려움이 생기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다. 2014년

Tanja-Dijkstra등은 치과 공포증을 조절하는 데에 있어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이용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Virtual Reality

Distraction(예를 들어 TV를 보는 것)이 다른 Distraction

Intervention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서 Virtual Reality Distraction

이 치과 공포증 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한 기억, 경험 및 두려움을

조절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치과 공포증의 정도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Virtual Reality의 내용에 따른 효과,

여기서는 natural environment와 urban environment에서의 차이점

을 비교하였다. 심한 치과 공포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서 경미한

공포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보다 Virtual Reality Distraction을 통해

더 큰 두려움의 감소 및 기억의 순화 과정이 일어났다. 또한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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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화면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그룹이 passive한 그룹보다 치과 공

포증 조절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64)65)

또한 Aminabadi(2012)등은 치과치료 동안 가상현실을 이용

한 안경을 착용하였을 시 환자들의 통증 인지 정도와 걱정 및 두려

움의 점수가 크게 낮아진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66)

(7) 진정법 및 전신마취(Sedation & General Anesthesia)

행동조절 등의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치과공포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약물을 사용하는 진정법과 전신마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Abdulwahab(2010)등은 약 36%의 환자들이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치료를 미루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진정법이나 전신마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환자들은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될 경우 치과 방문을 위

한 장벽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답했다.67)

Milgrom(2010)등에 따르면 진정법의 사용은 환자들의 두려

움 조절 뿐 아니라 불규칙적인 내원을 조절하는데 있어서도 사용되

고, 환자들의 두려움 감소를 위한 행동조절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

에서 진정법을 좀 더 포괄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68) 또한 Coolidge(2012)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치과

치료의 필요성이 크고, 치과공포증 수준이 높고,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정신적으로 더 취약하고, 협조하려는 의지

및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IV sedation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

였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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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외상성치료법(ART, Atraumatic Restorative Technique)

치과공포증의 상당 부분이 외상성 치과치료의 경험을 통해

서 발현되므로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비외상성치료법(이하

ART)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볼 필요 있다. ART란 치아우식이 진행

되어 탈회된 치질을 제거하고 글래스 아이오노머와 같은 수복용 재

료로 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두 손기구를 이용하는 수복방법

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치과용 핸드피스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전기가 필요 없는 치료기술이다.70) ART는 최소로 침습적인 치

료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법 보다 환자의 불편감이

훨씬 적다. 그동안 어린이의 충치치료나 두려움이 많은 성인에서 치

과공포증 환자의 치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었고 전

기를 사용하지 않게 때문에 개발도상국 등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국

가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유망한 방법이었다.

우리가 공포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ART가 전통적

인 치료 방법에 비해 건전치질의 삭제양이 적다는 장점보다는 핸드

피스용 버(bur)의 소음이나 진동이 없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편안

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경우 국소마취 또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유리한 점이 있다.71) 따라서 치

과에서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치과공포증 환자들에게 ART 치료법

은 한 간지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최면술(Hypnosis)

최면은 최면사와 환자간의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서 최면

술사는 환자의 느낌, 생각, 행동 등을 변화시키는 시도를 한다. 최면

술은 치과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환자는 최면 과정

을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순화하고, 치과공포증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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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유를 이해함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치료에 대한 탈민감화 과

정이 가능하게 된다.72)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는 치과공포증을

극복하고 치과진료에 임할 수 있는 심리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최

면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환자에게 올바른 방법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하여

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신뢰를 잃

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73)

(10) 체계적 탈감작 (Systematic desensitization)

Hakeberg(1990)는 체계적 탈감작은 치과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4) 체계적 탈감작 과정은 환자가 두려워하

는 대상을 환자에게 단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스스로 극복하게 유도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환자

가 치과용 핸드피스를 두려워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치과용 핸드피

스에 대해서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먼저 핸드피스와 친숙하게 함으로써 익숙하

게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직접 핸드피스를 환자가 잡고 사용

해 보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환자가 핸드피스의 동작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환자가 핸드피

스와 친숙해 지고 치료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는 공포증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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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분석

(1) 데이터 확보와 통계처리 방법

① Pubmed 데이터베이스의 논문들을 기본으로 검색하고 Google scholar에서 추가적으로 검색한다.

② 검색된 논문 중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논

문의 실험군과 대조군이 명확한 경우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적는다.

③ 진단도구를 통한 측정 데이터 선택 시 행동조절 전과 후의 데이터 차이를 논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마지막에 측정하여 보고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④ 논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과를 측정한 경우 첫 번째의 측정 방법 결과를 이용하고 적절치

않을 경우 다음 측정값을 이용한다.

⑤ 메타분석 프로그램으로는 Cochrane에서 제공하는 분석프로그램인 Review Manager(RevMan)를

사용한다.

⑥ 메타분석 시 Effect Measure는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MD)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같은 Outcome에 대해서 측정 방법이 다를 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결합시키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⑦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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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메타분석 시 Analysis Model은 Random Effects를 사용한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논문들 사이

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고 Random Effect는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당하

다.

⑨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평가를 위해 I2 통계량을 사용한다. I2 통계량은 포함된 논문들 사이

의 이질적인 정도를 나타내어 주는 하나의 척도로서 25%는 낮은 정도의 이질성, 50%는 중등도의

이질성, 75%이상은 이질성이 심함을 나타낸다.

⑩ 침술, 음악, 향기, 인지심리치료, 시청각 분산, 최면술에 대해 각각 소그룹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

과들을 다시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행동조절이 치과공포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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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피실험자정보

저자
조절법

(Intervention)
연령

피실험자

수

진단

도구
측정방법

결과

(mean ± SD)
비고

Michalek-Sa

uberer A55)

(2012)

침술

Acupuncture

18세

이상

총 182명

Auricular->

실험군:

61명

대조군:

61명

Sham->

실험군:

60명

대조군:

61명

STAI
치료 전 침술

받고 측정

1. 실험군(Auricular)

-> 54.7 ± 10.8 to 46.9 ± 10.4

2. 실험군(Sham)

-> 51.9 ± 10.2 to 48.4 ± 10.0

대조군: 51.0 ± 11.7 to 54.0 ± 11.6

(평균적인 증가 +3.0; CI +4.7 to +1.2)

<감소량>

1. Auricular: -7.3 (CI -9.0 to -5.6)

2. Sham: -3.7 (CI -5.4 to –1.9)

(p = 0.008)

Palle

Rosted75)

(2010)

침술

Acupuncture

40.3세

(20-71세)

20명

(남자 4명)

BAI:

Beck

Anxiety

Inventory

침술 치료 후: 26.5 to 11.5 (p<0.01),
- BAI 점수가

16점 이상인 중

등도에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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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술 치료

전후에 BAI

점수 측정,

- 모든 환자들

은 치료 전

5분간 침술

치료를 받음

의 치과공포증

환자만 실험에

참여

- 평균 BAI 점

수: 26.5 (치료

전)

- 대조군으로

BAI 점수의 평

균 값을 이용하

였다.

Matthias

Karst54)

(2007)

침술

Acupuncture
18-65세

총 67명

침: 19명

대조군:

10명

(나머지는

placebo &

midazolam)

STAI

설문조사는 치

료 전, 30분

후, 치료 종료

후 측정되었음

실험군: 50.47 ± 8.83 to 43.53 ± 9.99

대조군: 53.00 ± 9.61 to 56.50 ± 9.10

Myriam V.

Thoma76)

(2014)

음악
평균

57세

총 92명

실험군:

46명

STAI-S

음악을 듣기

전과 후 그리

고 음악을 듣

실험군: 33.59 ± 8.61 to 30.48 ± 7.96

대조군: 31.85 ± 9.15 to 31.22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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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46명

지 않은 그룹

에서 측정

음악을 들은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함.

F(1/90)=8.06; p=0.006)

Yu-Kyoung

Kim77)

(2011)

음악

40세

이하

106명

40세

이상

113명

총 219명

실험군:

106명

대조군:

113명

DAS

실험군의 경우

병원에 내원하

는 순간부터

수술이 끝날

때 까지 음악

을 들려주고

전 후의 DAS

지수 측정 비

교.

실험군: 13.42 ± 3.09 to 13.12 ± 3.24

대조군: 13.12 ± 2.87 to 13.51 ± 3.11

Claas

Lahmann78)

(2008)

음악

평균

32.7세(12.

2)

실험군:

28명(11명

남자)

대조군:

30명(18명

남자)

STAI

치료 받는 동

안 환자가 직

접 고른 음악

을 들려줌. 그

리고 2주후

재내원하여

STAI 설문지

작성.

실험군: 41.3 ± 9.6 to 36.8 ± 9.8

-> 차이는 -4.5 ± 4.6

대조군: 41.9 ± 11.5 to 40.5 ± 11.2

-> 차이는 -1.4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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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WAH

N79)

(2014)

음악 4~8세

총 40명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Venham’s

anxiety

scale

치료동안 어린

이들이 선택한

음악 들려줌,

- 조절 전후의 점수 차이

실험군: -1.0 ± 0.3, -1.4 ± 0.7

대조군: -1.1 ± 0.6

- 음악을 들은

그룹이 2가지의

서브그룹으로

나누어짐.

- 첫 번째 그룹

은 intrumental

music,

- 두 번째 그룹

은 nursey

music. 환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

Jennifer

Creem

Aitken80)

(2002)

음악 4-6세

총 45명

15명씩

대조군,

upbeat,

relaxing

music

Venham

picture

scale

upbeat music

과 relaxing

music 두 종

류의 음악이

있었고 어린이

는 무작위로

배치됨.(선택권

없음)

실험군(Upbeat music):

2.0±2.6 to 1.6±2.0

실험군(Relaxing music):

1.2±1.9 to 2.0±3.0

대조군(No music): 1.6±2.1 to 2.0±2.9

Hui-Ling

Lai81)

(2008)

음악 18-65세

총 44명

실험군:

22명

STAI

실험군은

치료동안

헤드폰으로

실험군(Music):

50.64 ± 5.10 to 32.8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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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22명

음악을 듣고

대조군은

헤드폰만

착용.

대조군(No music):

49.73 ± 5.49 to

39.55 ± 5.16

Md

Zabirunnisa

82)

(2014)

향기

(Fragrance)

18세

이상

총 597명

실험군:

287명

대조군:

310명

MDAS

대기실에서 15

분간 향기 맡

은 후 설문조

사.

실험군: 11.74 ± 4.10

대조군: 15.40 ± 4.18

Lavender 향

Dariush

Hasheminia

83) (2014)

향기

(Fragrance)

실험군:

평균

26.4세

대조군:

평균

27.5세

총 56명

실험군:

28명

대조군:

28명

DAS

대기실 및 치

료실에서 계속

적으로 향을

맡음

실험군: 26.4 ± 5.3

대조군: 27.5 ± 5.7

Orange 향

Mehdi

Jafarzadeh62)

(2014)

향기

(Fragrance)
6-9세

총 30명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

Salivary

Cortisol

농도로

간접적으로

측정

치료동안 향을

맡음

타액의 Cortisol 농도

실험군: 12.34 ± 1.26 to 13.03 ± 2.09

-> 2.14±2.80 차이

대조군: 12.70 ± 2.10 to 14.84 ± 2.94

-> 0.69±1.48

Orange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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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Toet61)

(2010)

향기

(Fragrance)
18-81세

총 219명

오렌지:

81명

사과향:

69명

대조군:

69명

STAI

대기실에 있는

동안 향을 맡

고 치료를 받

음.

오렌지향: 40.25 ± 11.12

사과향: 39.77 ± 11.86

대조군: 38.35 ± 10.42

Orange 향

& Apple 향

J. Lehrner59)

(2000)

향기

(Fragrance)
22-57세

총 72명

실험군:

35명

대조군:

37명

STAI

대기실에 전기

분산기를 이용

하여 향을 퍼

뜨려 놓음.

실험군 남자: 37.7 ± 12.5 (n=18)

실험군 여자: 38.3 ± 10.5 (n=17)

대조군 남자: 33.8 ± 6.3 (n=14)

대조군 여자: 44.0 ± 12.7 (n=23)

Orange 향

Kritsidima

M60)

(2010)

향기

(Fragrance)

18세

이상

실험군:

평균

40.02세

대조군:

평균

38.56세

총 340명

실험군:

170명

대조군:

170명

STAI-6
대기실에서만

적용

실험군: 7.41 ± 2.43

대조군: 10.71 ± 4.35

Lavender 향



- 47 -

André

Wannemuell

er84)

(2011)

인지심리

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평균

38.5세

(11.8)

총 48명

실험군:

19명

대조군:

29명

DAS

각각 60, 50분

의 인지심리

행동치료 시행

실험군: 17.03 ± 2.58 to 12.29

대조군: 16.75 ± 2.73 to 16.44

대조군이 전신

마취군

AD DE

JONGH85)

(1995)

인지심리

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18-65세

총 29명

실험군:

15명

대조군:

14명

DAS

- 인지치료를

받은 그룹과

구강건강과 치

과치료에 대해

설명을 받은

두 그룹,

- 최대 한 시

간 동안

intervent ion

함.

실험군: 17.5 ± 1.5 to 14.7 ± 2.8

대조군: 17.8 ± 2.2 to 17.8 ± 1.9

대조군이

Information

Intervention

U.

Berggren86)

(2000)

인지심리

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실험군:　

평균

34.1세

대조군:

평균

31.5세

총 84명

실험군:

48명

대조군:

36명

DAS

실험군은 인지

치료 대조군은

긴장완화 치료

를 받

실험군(Cognitive):

17.0 ± 2.3 to 8.6 ± 3.2

대조군(Relaxation):

17.6 ± 2.1 to 9.8 ± 3.8

대조군이

Relax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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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bhakar

AR87)

(2007)

시, 청각 분산

(Audiovisual

distraction)

4-8세

총 40명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Venham

picture

scale

전체 치료 시

간동안 실험군

은 텔레비전을

통해 시, 청각

분산 조절

실험군: 0.9 ± 0.4

대조군: 1.0 ± 0.6

Jayanthi

Mungara 88)

(2014)

시, 청각 분산

(Audiovisual

distraction)

5-9세

총 90명

실험군:

45명

대조군:

45명

CFSS-DS

첫 번째 방문

에서 부모가

설문조사(Base

line). 두 번째

방문에서 아이

는 행동조절

하에 치료 후

부모가 설문.

실험군: 30.20 ± 6.16 to 23.27 ± 4.63

대조군: 30.33 ± 6.42 to 30.64 ± 6.07

* CFSS-DS:

Children’s Fear

Survey

Schedule -

Dental

Subscale

S.

Nuvvula89)

(2014)

시, 청각 분산

(Audiovisual

distraction)

7-10세

총 90명

실험군:

45명

대조군:

45명

MCDAS

실험군의 경우

3D AV glass

이용. 설문조

사는 환자 스

스로 진행

실험군: 22.20 ± 3.90 to 8.27 ± 2.48

대조군: 20.60 ± 2.44 to 20.87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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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re CL90)

(2001)

시, 청각 분산

(Audiovisual

distraction)

평균

44.3세(20.

2)

총 25명

실험군:

25명

대조군:

40명(다른

논문들의

평균적인

data이용)

DFS
치료동안 시,

청각 분산

실험군: 34.70±10.60

대조군: 42.50±15.80

대조군으로

다른 논문들의

평균적인

data이용

Bo

Bentsen91)

(2001)

시, 청각 분산

(Audiovisual

distraction)

20-49세

총 23명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

VAS
치료동안 행동

조절법 적용.

실험군: 3.8 (-3.6 to 11.2)

대조군: 5.2 (-3.8 to 14.1)

* 95% 신뢰구간

- 실험군과 대

조군이 같은 환

자임.

- 환자의 한쪽

악궁은 조절법

하 치료. - 반대

쪽 악궁은 조절

없이 치료

Asl

Amina-

badi N66)

(2012)

시, 청각 분산

(Audiovisual

distraction)

4-6세

총 117명

그룹1:　

58명

그룹2: 59명

MCDAS

- 1번째 진료:

불소도포

- 2번째 진료:

조절법 시행

- 3번째 진료:

설문조사

<Group1>

조절법 사용: 1.89 ± 0.65

조절법 없이: 3.00 ± 0.81

<Group2>

조절법 사용: 2.05 ± 0.60

조절법 없이: 3.05 ± 0.60

두 그룹에 있어

서 모두 조절법

적용 및 미적용

치료 후 설문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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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분석 결과

다음 페이지에 메타분석을 통한 Forest Plot을 보도록 하자.

Huet A92)

(2011)

최면

(Hypnosis)
5-12세

총 29명

실험군:

14명

대조군:

15명

mYPAS

마취 할 때 실

험군은 최면술

을 이용.

실험군: median 23

대조군: median 50

* p= 0.0021

mYPAS:

modified Yale

p r e o p e r a t iv e

anxiety scale

Moore R93)

(2002)

최면

(Hypnosis)
19-65세

총 87명

실험군:

22명

대조군:

65명

DFS

유니트 체어

상에서 최면

시행

실험군: 81.50 ± 12.50 to 38.10 ±

14.90

대조군: 80.20 ± 11.70

표 1.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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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타분석 결과 1 For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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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타분석 결과 2 Forest Plot(앞장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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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침술의 경우 SMD –0.66[-0.97,

-0.35], I2=29%, P<0.0001의 결과를 보여서 해당 논문들의 이질성이

작은 편이고 치과공포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의

경우 SMD –0.45[-0.82, -0.08], I2=71%, P=0.02 로 효과는 있지만

데이터의 이질성이 높았다. 향기의 경우 SMD –0.34[-0.73, 0.06],

I2=90%, P=0.09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심리 행

동치료는 SMD –0.73[-1.61, 0.15], I2=73%, P=0.10으로 효과가 미비

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질성이 높고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2개

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 청각 분산조절의 경우 SMD –

0.99[-1.62, -0.36], I2=89%, P=0.002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지만 논문 사이의 이질성은 역시 높게 측정되었다. 최면은 SMD –

1.99[-4.60, 0.62], I2=96%, P=0.14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 역시 포함된 논문이 2개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과적으로 연구 마다 서로 다른 조절방법, 임상적인 환경 및 상황,

결과 측정방법의 차이, 그리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

성 차이 등 많은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

는 높은 수준의 이질성으로 나타났다. 인지심리 행동치료나 최면술

의 경우 포함된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효과 유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논

문에서 분석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침술과 시, 청각 분산을 통한 행

동조절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향기를 통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행동조절이 치과공포증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SMD –0.70[-0.94, -0.45], I2=89%, P<0.00001

로서 치과공포증 환자의 증상완화에 있어서 행동조절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메타분석이 아닌 서로 다른 몇 가지 행동조절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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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gren(1986)94) 등에 의해 오랫동안 치과치료를 미루거나 피해왔

던 치과공포증 환자 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려움을 감소시

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신마취와 정신생리학적 치료를 비교하였을

때 전신마취보다 정신생리학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훨씬 더 효

과적인 치과공포증의 조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였다.

Hakeberg(1993)등95)은 행동치료, 벤조다이아제핀, 전신마취 세 가지

방법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초기 치료 후 10년 후 재

평가를 했을 때 행동치료를 받은 그룹에서는 전신마취 치료를 한

그룹에 비해서 치과를 규칙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

고 치과공포증의 정도도 전신마취를 한 그룹에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지만 행동치료나 벤조다이아제핀을 사용했던 그룹에서는 개선

이 있었다. 즉,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의 의지를 제거하고 치료를 받

는 가장 수동적인 행동조절방법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환자의 공

포감이나 행동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Karst(2007)의 연구에서는 이침의 사용과

비강 내 미다졸람(Intranasal midazolam)의 사용이 모두 환자들의

두려움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방법은 비

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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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어린이의 치과공포증

어린이들의 치과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만히 치

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제어하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성인

에 비해 아직 상황 인식 능력과 대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성숙하

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치과공포증 역시 어

린이의 치과공포증은 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어린이의 치과공포증이라는 맥락에서 치

과공포증을 살펴보면 우선 치과공포증의 발현 나이에 대한 궁금증

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유년기에 치과공포증이 발현한다면 이는 성

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쉽게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

에 치과공포증이 발현하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은 큰 의

미가 있다. 본 절에서는 어린이의 치과공포증과 관련하여 어린이

치과공포증의 유병율, 치과공포증의 발현시기, 어린이들의 취약요소,

성인과의 차이점, 증상 및 조절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린이의 유병율

Katayoun Salem(2012)등은 연구에서 3에서 6세 사이의 어

린이들의 CFSS-DS 평균 수치는 32.15 (표준편차 10)정도였으며 유

병율은 22.2%임을 보고하였다. 아이들의 치과공포증 정도와 일반적

인 두려움 그리고 행동조절문제 사이에는 깊은 연관관계가 보였지

만 아이들의 치과공포증 정도와 부모의 치과 혹은 일반적인 공포증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결과적으로 어린

이들의 치과공포증은 부모의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성격이나 성질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이들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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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포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부모의 치과공포증 이나 일반적

인 공포증 수준 역시 자녀의 치과공포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은 치과공포증의 발현에는 부모로부터의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건화이론

(Conditioning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치과공포증이 심한 어

린이의 경우,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치과 방문에서 치아를 뽑는 경험

과 불친절한 치과의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실험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96) 추가적으로 Nigam(2013)등은 연구97)

에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치과공포증 유병율을 조사하고 치과공포

증과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

과 약 40%의 어린이가 심한 두려움을 나타내었고 대부분의 아이들

에서 조금의 두려움은 나타났다. 또한 치과 공포증과 일반 공포증

사이에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걱정이 많거나 두려

움이 많은 아이에게서 치과 공포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약 20~40%의 어린이들의 치과공포증 문제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치과에 대한 어

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치과공포증의 발현시기

Ost(1987)는 6가지의 다른 공포증에 대한 발현나이에 대해

서 연구하였다.98) 연구에 따르면 동물이나 혈액 공포증의 경우 대개

유년기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공포증은 청소년기, 광장공

포증과 폐쇄공포증은 성인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렇게

공포증에 따라서 발현이 우세한 연령대가 있다는 것은 치과공포증

또한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게 한다. 이 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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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약 20%의 치과공포증 환자가 14세 이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

로 조사되었고, Milgrom등의 연구에서도 약 33.3%의 치과공포증 환

자가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서 발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99)

1999년 Locker 등100)은 치과공포증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지적하면서 치과공포

증이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총

142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치과공포증 환자는 전체의 약

16.4% 정도였고 그 중 50.9%의 사람들의 치과공포증이 유년기에 시

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오직 조사자의 반 정도만이

유년기에 치과공포증이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1/5은 청소년기에, 1/3

은 성인이 되어서 치과공포증이 생겼다고 답하였다. 이는 1988년

Milgrom의 연구101)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앞서 Berggren(1984)의 연

구에서 약 85%의 치과공포증 환자가 유년기에 시작한다는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치과공포증 환자

가 유년기부터 그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어린이들의 취약요소

Locker(1999), Suprabha(2011)102), Oliveira(2012)103)는 어렸

을 때의 치과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치

과공포증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추가적으로

Suprabha(2011)에 따르면 최근 1년 안의 소아과 의사와의 만남, 과

거 병원에서의 경험, 첫 번째 치과 방문경험, 나이 등이 치과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증가함

에 따라 치과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점차 감소하고 치과에서의 행동

은 개선되지만 과거의 치과경험은 지속적으로 치과공포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과거의 병원 경험은 치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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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증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치과에서의 행동과는 크게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Locker(1999)는 유년기의 치과공

포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는 가족력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Katayoun Salem(201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Oliveira(2009)104), Akanksha Goyal(2014)105)는 사회경제적

인 요소가 아이들의 치과공포증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를

나누어 조사하였을 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에서 치과

공포증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Birth cohort 연구에 따르면 DMFS 점

수가 높아도 15세의 남자아이들은 치과공포증 환자가 될 위험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 비해 치과공포

증 환자가 될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5세에 치

아우식을 경험한 아이들은 치과공포증을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전

반적으로 치과공포증 없이 성장한 아이들의 경우 해당나이에서 통

계적으로 평균적인 DMFS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남

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치과공포증 환자가 될 확률이 낮은

한편 kawamura(2008)등106)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구강 건강을 증진

시키려는 의지, 치과공포증, 과자에 대한 의존도, 잇솔질, 치아우식에

대한 걱정 등의 항목에서 남학생에 비해 유의할 정도로 높은 점수

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린이들의 취약요소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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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치과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2) 어린 나이의 치아우식 경험

3) 사회경제적인 요소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 등)

4) 나이 (어릴수록 취약)

5) 성별 (여자어린이가 더 취약)

6) 가족력 (연구가 더 필요함)

4. 성인의 치과공포증과의 차이점

앞선 Ost(1987)의 연구에서는 유년기에 발현한 치과공포증

의 경우 조건화 경험에 따른 외인성 원인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고,

성인이 되어 발현한 경우는 불안장애에 대한 선천적인 취약함이 원

인인 내인성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 결과 직접 및 간접적인 경험은 유년기에 발현한 치과공

포증에 중요하고 성인에 시작된 치과공포증의 경우는 일반적인 심

리적인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성

인기에 시작된 환자들의 경우 유년기에 시작된 환자들에 비해 치과

의사나 치과의사의 행동에 더 민감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비슷

한 맥락에서 앞서 Locker(1999)는 직접적인 조건화 경험과 관련된

요소는 청소년기나 성인기보다는 유년기의 치과공포증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유년기에 발생한 치과공포증

의 경우 선천적인 취약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년기에 받은 직, 간

접적인 조건화 경험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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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상 및 조절

어린이들은 치과공포증을 느낄 때 앞선 Nigam(2013)의 연구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쾌한 느낌, 걱정스럽고 두려운 감정, 두통,

근육긴장, 발한, 안절부절, 가슴 통증, 소화 불량 등이 나타난다. 이

러한 증상은 성인에서와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행동조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크게 심리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행동조절을 할

수 있다. 심리적 방법으로는 의사소통에 의한 행동조절, 체계적 탈

감작, 주의분산, 도구적 조건을 사용한 강화, 모방 학습, 행동의 형

성, 재훈련, 최면 등이 있으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신체의 속박, 입

가리기 등이 있다. 성인에서의 조절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와 반드시 상의 하에 이러한 조절 방법을 시도해야 한

다는 점과 이러한 행동조절이 어린이의 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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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치과공포증의 최신 연구동향

치과공포증의 최신 연구동향은 치과공포증 환자의 증상 분

석,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뇌 신경회로의 변화 혹은 활성도를 분석

하는 것이다. 치과공포증 환자는 정상인과 달리 뇌의 특정 영역 및

특정 신경회로의 활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화가 생기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기능성자기공명영상

(fMRI)을 이용한 뇌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Anne Schienle108)등은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치과

공포증 양상이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과공포증 유병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9) 이러한 유병율은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나

타나는 치과공포증 증상 및 공포증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

이 조사된 것이 없다. 2006년 Sartory110)에 의해 연구된 바에 따르

면 남성과 여성에서 통증,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치과공포증의 임상적인 증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치료를 피하려는

행동 양상 및 치료 중 나타나는 내적인 감정조절 능력에서는 차이

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효과에 대한 연구

는 치과공포증보다는 단순히 두려움, 걱정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

다. 또한 치료 후에 기억에 남는 통증 및 부정적인 감정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11) 한편, 남성과 여성에

서의 두려움이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들에 따르면 전

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특정

치과 기구의 사용 등에서 여성이 더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

다.112) 이렇듯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치과공포증 양상에 대해 여

러 가지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남녀 치과공포증

환자에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Event-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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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ERPs)를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치

과공포증 환자는 증가된 centro-parietal late positivity(300-1500ms)

가 관찰되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prefrontal ERPs와 관련되어 나

타났는데 오직 남성치과공포증 환자에서만 300 – 1500ms 사이에

증가된 positivity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주의

집중 능력과 자극에 대한 노출 시 인지적인 회피를 위한 Frontal

Attention Network의 이용 여부 및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게 한다.

2013년 앞선 연구와 같은 저자인 Anne Schienle은 치과공포

증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른 신경회로의 구조적 및 기능적 차이를

다룬 논문을 추가적으로 보고하였다. 113) 이 연구에서는 치과공포증

환자 및 정상인의 대조군 그룹이 치과 치료하는 그림, 두려움을 야

기하는 그림,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림, 중립적인 그림에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치과 공포증 환

자에서 반응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치과 공포증 환자들은 안와전

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OFC), 뇌도(Insula), 보조운동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에서 증가된 활성을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편도체

(Amygdala)의 활성 증가 역시 관찰되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뇌의

신경활성 증가 양상은 특정한 동물에 대한 공포증에서와 매우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114) 또한 추가적으로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증상

유발과정에서 기저핵(Basal ganglia)의 활성 증가가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치과공포증과 관련한 뇌의 활성 증가와 성별간의 관계는

Prefontal cortex와 연관되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자극에 노출 시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는데 이는 그들의 경험적인 각성(Experienced

Arousal)과 음의 상관과계를 보인다. DLPFC 영역은 감정을 조절하

거나 상황을 재검토 하는데 기능을 하는 곳이다. 즉, 남성에서의

DLPFC 활성 증가는 남성이 더 인지적 조절을 잘 한다는 증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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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러한 증거는 남성에서 여성보다 적은 수의 치과공포증

환자가 발견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

서는 결론적으로 치과공포증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은 증상을 일으

키는 자극에 대해 서로 다른 신경계의 활성 및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여성 환자의 경우는 미상핵(Caudate nucleus)의

활성 증가가 특징인 반면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DLPFC의 증가된

활성이 눈에 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신경계 반응의 차이는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된 동안의 경험적인 각성이나 증상의 심한 정

도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치과

공포증 치료에 대한 접근 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서로 중점적

으로 치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2014년에 Kevin Hilbert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치과공포증

환자가 두려움 및 공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환자의 신경계에 그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15) 이 연구에서는 환

자들과 정상인의 대조군 그룹에 모두 치과공포증을 야기할 수 있는

청각 및 시각적인 자극을 준 후 관찰하였고 피부의 전도도 등을 측

정하여 자율신경계의 반응도 관찰하였다. 임상적인 실험 결과 치과

공포증 환자군에서 청각 및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이 중에서는 청각적 자극이 시각적인 자극보다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피실험자들이 답하였다. fMRI 결과를 살펴

보면, 청각 자극을 주었을 때 치과공포증 환자그룹에서는 전대상피

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시상(Thalamus), 뇌도(Insula),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해마(Hippocampus), 쐐기앞소엽

(Precuneus), 중심후회(Postcental gyrus), 조거구(Calcarine sulcus)

의 영역에서는 유의할 만큼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고, 대조군인 건

강한 그룹에서는 중대상피질(Midcingulate cortex, MCC)의 활성 증

가만 관찰되었다. 치과공포증 환자 그룹에서 시각 자극을 주었을 동

안에는 청각 자극에 비해 앞서 활성화된 부위 및 전반적인 부위에

서 눈에 띌 만큼 적은 뇌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고, 오직 소뇌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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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is) 부위에서만 유의할 만큼 증가된 활성이 관찰되었다. 결론

적으로 치과공포증 환자에서 청각 및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비

교해보면 청각자극에서는 뇌도(Insula),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OFC), 쐐기앞소엽(Precuneus)에서 신경활성 증가가가 관찰

되었고 시각자극에서는 미상핵(Caudate nucleus)에서의 활성 증가가

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편도체(Amygdala)의 활성은 어

떠한 경우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2감각

(청각, 시각)에 대한 치과공포증 환자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그리고

fMRI를 통해 뇌의 활성도 차이 및 활성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두 가지 자극 모두 정상인 그룹보다 치과공포증 그룹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공포증 환자에서는 동물 관

련 공포증과 연관된 뇌의 편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신경

활성이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청각적 자극이 시각적 자극에 비

해 치과공포증 환자에서 신경 활성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

타났고, 임상적으로는 환자들은 두 가지 자극 모두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다.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경활성이 증가할

수록 자율신경계는 억제 되어 조절되는 것처럼 보였고 음의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치과공포증 환자의 연구에서

그 결과가 환자에게 준 자극의 종류에 의존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

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014년 Michael L. Meier등116)은 fMRI를 이용하여 치과공포

증 환자의 뇌의 활성을 관찰하면서 같은 형태와 같은 크기의 통증

자극에도 자극이 작용하는 부위가 다를 때 생기는 두려움 및 공포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험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시도는 사

람이 공포를 느낄 때 나타나는 신경계의 반응 및 두려움에 대한 학

습방법, 그리고 공포 및 불안 장애의 병리학적인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자극의 종류나, 실험 주체가 공포에 대해 취약한 정

도 등의 척도가 두려움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에서는 흔하

게 관찰할 수 있는 치과공포증 및 두려움 환자에서 구강 내 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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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다른 부분의 자극에 비해 더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나타

내고 두려움검사에 대해 더 취약한 부분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악 오른쪽 견치와 오른쪽 경골에 조건화

되지 않은 자극을 주었을 때의 다른 반응을 관찰하였다. 동일한 형

태와 크기의 자극을 줌으로써 두려움 검사를 진행하였고, 피부 전도

도(skin conductance)와 뇌에서 두려운 감정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

는 편도체, 전대상회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뇌도, 시상

(Thalamus),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Medial prefontal

cortex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곳의 통증에 비해 치

과 통증(구강 내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피부 전도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시간에 따라 앞서 언급한 두려움의

처리를 맡는 뇌 부위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즉, 다른 곳 보다 치과

영역, 즉 구강 내 영역의 통증이 통증의 크기와 형태 등의 조건이

같을 때 보다 더 민감하고 눈에 띄는 반응을 나타낸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4년 Wilfried Scharmuller는 fMRI를 이용하여 여성치과

공포증 환자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통증 발생 시 신경회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117) 치과공포증 환자에서는 OFC(Orbito-frontal

cortex)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고 건강한 대조군의 환자에서는 치

과 치료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자기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걱정의

정도와 OFC와 편도체의 활성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두 그룹의 반응을 통해, 통증은 증가된 편도체의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였다.(편도체와 OFC는 위협이 되는 신

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중심영역이다)

2014년 Albert Wabnegger등은 앞선 남녀 성별 차이에 집중

한 연구의 연장으로 성별에 따른 회백질의부피와 치과공포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18) 앞서 소개한 2013년 A.

Schienle의 연구는 성별에 따라 치과공포증 환자에서 공포증을 유발

하는 시각적 자극을 주었을 때의 뇌의 활성장소 변화 등을 fMR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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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2013년의 연구는 남성과 여

성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차이점을 밝힌 것에 불과하였고 성별에 관

계없이 유사한 활성의 증가가 편도체(Amygdala), 해마

(Hippocampus), 피각(Putamen)등의 변연계(Limbic system)의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정도였다. 이 연구에서는

치과공포증 환자 중 여성의 미상핵 부피가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증가 되어 있다는 것을 Voxel-based morphometry(VBM)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 이는 공포증을 유발하는 자극의 처리에 전두엽-선

조체 회로(Fronto-striatal circuit)가 관여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창백(Pallidum), 미상핵(Caudate nucleus)을 제외한 뇌의

선택된 관찰 부위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회백질 부피

가 증가된 것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환자의

경우 치과공포증 설문조사 점수와 왼쪽 편도체(Amygdala) 및 양쪽

의 해마(Hippocampus)의 부피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DLPFC 부피와 경험적인 치과치료의 통증과는 남

성과 여성에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치과공포증 환자에게서는 여성 환자와는 달리 특히 오른쪽 해마의

부피가 치과치료 통증의 경험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조군인 정상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환자들만의 특징이었다. 정상인 중 남성의 경우에는 심지어

설문조사로 진행된 치과공포증의 정도와 DLPFC 부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 VBM연구는 치과공포증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뇌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그 초점

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치과공포증 환자보다 정상

인 군에서 DLPFC와 DMPFC에서의 회백질 부피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영역은 감정 조절을 할 때 활성화 되는 부위로서 뇌

에서 인지적인 조절을 하는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다.119) 즉 치과 공

포증 환자에서 이 영역의 부피가 작은 것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조절하거나 완화시키려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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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Phelps등120)

의 연구에 따르면 DLPFC 영역의 활성은 변연계의 억제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치과공포증 환자들에서 조절능력의 부족이 나

타나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비단

치과공포증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공포증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되어 진다. 추가적으로, 여성 환자에서 대부분의

관심 있는 뇌 영역의 증가된 회백질 부피를 보고하였다. 반면 남성

의 경우 백질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에서의 치과공포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여성에서는 치과 치료의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의 정도가 왼쪽 편도체 및 양쪽 해마의 부피와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고, 이 두 영역은 모두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

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또한 여성에서 DLPFC의

부피와 치과치료 경험 사이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남성

에서도 이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에서의 부정적이고 자극

적인 경험이 인지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부피와 관계가 있다고

추측하게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흥미롭게도 남성에서는 추가적으

로 치과 통증의 경험과 오른쪽 해마의 부피 사이에도 음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가 두려움 및 걱정 그리고 통증

의 처리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주

의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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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고찰

치과공포증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공포증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해 치과공포증

의 정의 및 이환율, 치과공포증의 원인, 치과공포증의 진단, 문화적

차이관점에서 본 치과공포증, 치과공포증이 치과치료 및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과공포증의 조절 및 치료, 어린이의 치과공포증, 치

과공포증의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치과공포증

이란 치과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공포증의 대상으로 하는 증상으로

서 환자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하며 전체 인구의 약 10-15%의 유병

율을 가진다.

치과공포증의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성 치과 경험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청각자극, 시각자극, 치과

지식의 수준, 간접 경험, 상황 조절능력 상실에 따른 불안감, 치과의

사에 대한 불신, 건강에 대한 염려, 신경회로의 이상 등이 있다. 일

반적으로 이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환자에게 작용하는 경우

가 많다.

치과공포증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방법은 점수화 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Corah Dental Anxiety Scale(DAS),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MDAS), Dental Concerns Assessment(DCA),

Dental Anxiety Inventory(DAI), Dental Fear Survey(DF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등과 같은 지표들을 이용하

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Venham Picture Scale(VPS), Facial Image

Scale(FIS)등의 측정방법이 있다. 이렇듯 치과공포증을 진단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하나가 가

장 좋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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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다양

한 진단방법에 대한 유효성 검사 과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치과공포증 환자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좀 더 특화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차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보고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

과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동양보다 서양에서 치과공포증 환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외향적인 문화의 사람들은

치료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극적 문화의 사람들의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수동적

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치과공포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화에 따라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이

러한 차이를 환자들의 증상 이해 및 치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

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부족하지만 분명 문화적 차이는 각국의 치

과공포증 환자의 양상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

다.

치과공포증 환자들은 구강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다. 치과공포증 때문에 치과에 가지 않게 되고 이

는 구강건강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더 침습적이고 통증이 심한 치

료를 받게 되어 치과공포증은 보다 더 심화된다. 구강건강은 전신건

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치

과공포증은 반드시 조절 및 치료되어야 하는 증상임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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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공포증의 조절 및 치료법으로는 허브, 침술, 음악, 향기,

인지심리 행동 치료, 시청각 분산, 전신마취 및 진정법, 비외상성치

료법, 최면술, 체계적 탈감작 등의 방법들이 보고되었는데 메타분석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으로 행동조절이라는 큰 범주에서 볼 때 행동조절은 치과공

포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메타분석에 포

함된 논문들의 이질성 수준이 높았고 인지심리 행동치료와 최면술

의 경우에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가 너무 적어 그 결과

를 신뢰하기 힘들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관련 논문들 각각의 데이

터로만 보면 증상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어린이의 치과공포증은 성인의 그것과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하는데 최소 50%이상의 성인 치과공포증 환자의 증상이 유년기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취약요소는 과거의 치과에서 겪은 부

정적인 경험, 어린 나이의 치아우식 경험, 사회경제적인 요소, 나이

(어릴수록 취약), 성별(여자어린이가 더 취약), 가족력 등이 있었다.

어린이의 치과공포증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성인으로 그

증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공포증의 최신 연구동향은, 치과공포증 환자들의 뇌활성

을 분석하는 것이다. fMRI를 이용하여 뇌의 활성 영역을 실시간으

로 분석 할 수 있다. 치과 공포증 환자는 안와전두피질

(Orbitofrontal cortex, OFC), 뇌도(Insula), 보조운동영역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에서 증가된 활성을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편도체

(Amygdala)의 활성 증가 역시 관찰되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치과

공포증의 양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보고되었다. 남성과 여성은

치과공포증 유발자극에 대해 상이한 신경계의 활성 및 반응을 보여

주었는데 여성 환자의 경우는 미상핵(Caudate nucleus)의 활성 증

가,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배측면 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증가된 활성이 관찰되었다. 남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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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LPFC 활성 증가는 DLPFC 영역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황을

재검토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에 비해 인지적 조

절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치

과공포증에 더 취약한 보고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의 양쪽 해마의 부피 및 왼쪽 편도체의 부피는 치과치

료 관련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 영

역들은 모두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영역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DLPFC의 부피가 작을수록 치과에서 부정적인 경험

및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이 영역이 인지조절

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치과공포증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렇게 치과공포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는데 아

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치과공포증의

원인을 보다 더 원론적으로 알아내고 이해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치과공포증 환자의 치료가 가능해 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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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orman Corah's Dental

Anxiety Scale (DAS)

If you had to go to the dentist tomorrow for a check-up, how

would you feel about it?

a. I would look forward to it as a reasonably enjoyable

experience.

b. I wouldn't care one way or the other.

c. I would be a little uneasy about it.

d. I would be afraid that it would be unpleasant and

painful.

e. I would be very frightened of what the dentist would

do.

When you are waiting in the dentist's office for your turn in the

chair, how do you feel?

a. Relaxed.

b. A little uneasy.

c. Tense.

d. Anxious.

e. So anxious that I sometimes break out in a sweat or

almost feel physically sick.

When you are in the dentist's chair waiting while the dentist

gets the drill ready to begin working on your teeth, how do you

feel?

a. Relaxed.

b. A little un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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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ense.

d. Anxious.

e. So anxious that I sometimes break out in a sweat or

almost feel physically sick.

Imagine you are in the dentist's chair to have your teeth cleaned.

While you are waiting and the dentist or hygienist is getting out

the instruments which will be used to scrape your teeth around

the gums, how do you feel?

a. Relaxed.

b. A little uneasy.

c. Tense.

d. Anxious.

e. So anxious that I sometimes break out in a sweat or

almost feel physically sick.

Scoring the Dental Anxiety Scale, Revised (DAS-R)

(this information is not printed on the form that patients see)

a = 1, b = 2, c = 3, d = 4, e = 5 Total possible = 20

Anxiety rating:

•. 9 - 12 = moderate anxiety but have specific stressors that

should be discussed and managed

•. 13 - 14 = high anxiety

•. 15 - 20 = severe anxiety (or phobia). May be manageable

with the Dental Concerns Assessment but might

require the help of a mental health thera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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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MDAS)

CAN YOU TELL US HOW ANXIOUS YOU GET, IF AT ALL,

WITH YOUR DENTAL VISIT?

PLEASE INDICATE BY INSERTING ‘X’ IN THE

APPROPRIATE BOX

1. If you went to your Dentist for TREATMENT TOMORROW,

how would you feel?

Not Anxious □ Slightly Anxious □ Fairly Anxious □

Very Anxious □ Extremely Anxious □

2. If you were sitting in the WAITING ROOM (waiting for

treatment), how would you feel?

Not Anxious □ Slightly Anxious □ Fairly Anxious □

Very Anxious □ Extremely Anxious □

3. If you were about to have a TOOTH DRILLED, how would

you feel?

Not Anxious □ Slightly Anxious □ Fairly Anxious □

Very Anxious □ Extremely Anxious □

4. If you were about to have your TEETH SCALED AND

POLISHED, how would you feel?

Not Anxious □ Slightly Anxious □ Fairly Anxious □

Very Anxious □ Extremely Anx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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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you were about to have a LOCAL ANAESTHETIC

INJECTION in your gum, above an upper back tooth, how would

you feel?

Not Anxious □ Slightly Anxious □ Fairly Anxious □

Very Anxious □ Extremely Anxious □

<Instructions for scoring the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Each item scored as follows:

Not anxious = 1 Slightly anxious = 2 Fairly anxious = 3

Very anxious = 4 Extremely anxious = 5

Total score is a sum of all five items, range 5 to 25: Cut off is

19 or above which indicates a highly dentally anxious patient,

possibly dentally phobic

Appendix 3. Dental Concern Assessment

(DCA)

Please rank your concerns or anxiety on the accompanying scale.

Please fill in any additional concerns.

Level of Concern or

Anxiety

Low
Mode

-rate
High

Don't

know

1 Sound or vibration of the drill 1 2 3 4

2 Not being numb enough 1 2 3 4

3 Dislike the numb feeling 1 2 3 4

4 Injection ("Novocain") 1 2 3 4

5 Probing to assess gum disease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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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sound or feel of scraping

during teeth cleaning
1 2 3 4

7
Gagging, for example during

impressions of the mouth
1 2 3 4

8 X-rays 1 2 3 4

9 Rubber dam 1 2 3 4

10 Jaw gets tired 1 2 3 4

11 Cold air hurts teeth 1 2 3 4

12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procedures
1 2 3 4

13 Root canal treatment 1 2 3 4

14 Extraction 1 2 3 4

15 Fear of being injured 1 2 3 4

16 Panic attacks 1 2 3 4

17 Not being able to stop the dentist 1 2 3 4

18 Not feeling free to ask questions 1 2 3 4

19
Not being listened to or taken

seriously
1 2 3 4

20
Being criticized, put down, or

lectured to
1 2 3 4

21 Smells of the dental office 1 2 3 4

22
I am worried that I may need a

lot of dental treatment
1 2 3 4

23
I am worried about the cost of the

dental treatment I may need
1 2 3 4

24

I am worried about the number of

appointments and the time that

will be required for necessary

appointments and treatment; time

away from work, or the need for

child care or transportation

1 2 3 4

25
I am embarrassed about the

condition of my mouth
1 2 3 4

26 I don't like feeling confined or not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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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by J.H. Clarke and S. Rustvold, Oregon Health

Sciences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1993 (Revised 1998)

Appendix 4. Dental Anxiety Inventory

(DAI)

1------------2------------3------------4------------5

totally hardly partly quite completely

untrue true true true true

1. I become nervous when the dentist invites me to sit down in

the chair.

2. I need to go to the toilet more often when I sit in the waiting

room thinking that the dentist will say my teeth look bad.

3. When I'm on my way to the dentist and thinking about the

anaesthetic, I would rather go back.

4. I sleep badly when I think about having to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5. When I lie back in the dentist's chair, I think about never

coming back again.

6. When I know the dentist is going to extract a tooth, I am

already afraid in the waiting room.

7. When I think of the sound of the drilling machine on my way

to the dentist, I would rather go back.

8. I already feel uncomfortable at home when I think that the

dentist will make a remark about my teeth.

in control

2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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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hen the dentist is about to give me an anaesthetic, I cling

to the arms of the chair.

10. 1I become afraid in the waiting room when I hear sounds

coming from the dentist's surgery.

11. 1On my way to the dentist, I sweat or freeze at the thought

that the dentist will say I brush my teeth badly.

12. When I think of the moment when the dentist blows air into

a cavity, I would like to cancel the appointment.

13. When the dentist looks into my mouth, my breathing

becomes faster.

14. I want to walk out of the waiting room the moment I think

the dentist will not explain what she/he is going to do in my

mouth.

15. On my way to the dentist, | feel nervous when I know my

teeth will be scaled.

16. I postpone making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as long

as I can.

17. I feel uncertain when discussing the treatment of my teeth

with the dentist.

18. When I am in the waiting room knowing the dentist is going

to scale my teeth, I am unable to concentrate on a magazine.

19. When I am on my way to the dentist and think of the smell

in the dental practice, I feel uncomfortable.

20. Before going to the dentist, I get palpitations when I think of

how the dentist will be displeased at my teeth.

21. As soon as the dentist gets his/her needle ready for the

anaesthetic, I shut my eyes tight.

22. In the waiting room, I sweat or freeze when I think of sitting

down in the dentist's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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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hen I am on my way to the dentist and think that she/he

will say my teeth look bad, then I want to go home again.

24. 1 already feel nervous at home when I know the dentist is

going to give me an anaesthetic.

25. When the dentist's chair reclines backwards, I tell myself

that the treatment will not take long.

26. In the waiting room, I feel nervous at the thought that the

dentist will say my teeth are badly brushed.

27. On my way to the dentist, I get anxious at the thought that

she/he will have to drill.

28. I already feel uncertain at home thinking of the moment

when the dentist will look into my mouth.

29. When I am sitting in the dentist's chair not knowing what is

going on in my mouth, I break into a cold sweat.

30. When I am sitting in the waiting room and thinking about

the checkup, I would prefer to go home.

31. When I am on my way to the dentist and I imagine his/her

instruments, my hands become clammy.

32. I think about cancelling the appointment if I suspect the

dentist will be displeased at my teeth.

33. I become nervous when the dentist is about to start checking

my teeth.

34. When I'm waiting for the dentist's assistant to call me in, I

try to think of something else.

35. On my way to the dentist, the idea of being in the chair

already makes me nervous.

36. I sleep badly the night before I have to have a tooth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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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Dental Fear Survey (DFS)

1 2 3 4 5

never

once

or

twice

a few

times
often

nearly

every

time

1

Has fear of dental work

ever caused you to put

off making an

appointment?

2

Has fear of dental work

ever caused you to cancel

or not appear for an

appointment?

When having dental work done:

3
My muscles become

tense....

4
My breathing rate

increases....

5
My breathing rate

increases...

6
I feel nauseated and sick

to my stomach...

7 My heart beats faster...
1

none

at all

2

a

little

3

some

-what

4

much

5

very

much

8
Making an appointment

for dentistry...

9
Approaching the dentist’

office...

10
Sitting in the waiting

room...

11 Being seated in the 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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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chair...

12
The smell of the dentist’

office..

13
Seeing the dentist walk

in...

14
Seeing the anesthetic

needle...

15
Feeling the needle

injected...

16 Seeing the drill...

17 Hearing the drill...

18
Feeling the vibrations of

the drill...

19
Having your teeth

cleaned...

20

All things considered,

how fearful are you of

having

dental work don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te>

How do you feel RIGHT NOW,

at this moment:

1

not at

all

2

some-

what

3

moder

ate

4

very

much

1 I feel calm

2 I feel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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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am tense

4 I feel strained

5 I feel at ease

6 I feel upset

7
I am presently worrying

over misfortunes

8 I feel satisfied

9 I feel frightened

10 I feel comfortable

11 I feel self-confident

12 I feel nervous

13 I am jittery

14 I feel indecisive

15 I am relaxed

16 I feel content

17 I am worried

18 I feel confused

19 I feel steady

20 I feel pleasan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Trait>

21 I feel pleasant

22
I feel nervous and

restless

23
I feel satisfied with

myself

24

I wish I could be as

happy as others seem

to be

25 I feel like a failure

26 I feel rested

27
I am "calm, cool and

collected"

28

I feel that difficulties

are piling up so that I

cannot overcome them

29 I worry too much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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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that really

doesn’t matter

30 I am happy

31
I have disturbing

thoughts

32 I lack self-confidence

33 I feel secure

34 I make decisions easily

35 I feel inadequate

36 I am content

37

Some unimportant

thought runs through

my mind and bothers

me

38

I take disappointments

so keenly that I can’t

put them out of my

mind

39 I am a steady person

40

I get in a state of

tension or turmoil over

my recent concern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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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tal phobia:

definition, prevalence, cause,

diagnosis & behavioral

management

Jun Sun Park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the symptoms and psychological

status of patients with dental phobia by providing a single

organized discourse based on the reported papers regarding dental

phobia. Furthermore, the method to manage dental phobic patients

effectively in clinical situation will be provid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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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elevant articles obtained by searching with the keywords of

“dental phobia”, “dental fear” and “dental anxiety” in Pubmed

database and GoogleScholar database were selected and reviewed.

For the meta-analysi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method of dental phobia, total of 26 pape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Result

Dental phobia is defined as a phobic symptom associated with

dental treatment or everything related to dental work and the

phobic patient is shown the tendency to avoid the situation or

object. As for cause, direct and indirect cause will be discussed.

The best tools for the diagnosis of dental phobia are

questionnaires for adults and the picture tests are utilized for

children. Cultural differences seems to be affecting the aspect of

the dental phobia. East people seem to be more prone to dental

phobia than West people. Average propensity of people in each

country was found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the treatment

method of dental phobia. Dental phobic patients are likely to fall

into a vicious cycle in terms of oral health care. Dental phobia

can be managed with behavior adjustment by way of herbs,

acupuncture, music, fragranc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udio-visual distraction, general anesthesia and sedation, ART,

hypnosis and systematic desensitization. The meta-analysi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management options was

performed and most of the method turned out to be effective

although the degree of effectiveness was somewha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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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Dental phobia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adults

and studied thoroughly because most of the dental phobic

patients begin in childhood. The latest trends in study of dental

phobia are to analyze the activity of the brain and the neural

circuitry changes of dental phobic patient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urpose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phobic patients and normal.

주요어 : Dental Phobia, Dental Fear, Dental Anxiety, Behavioral

Treatment, Culture, fMRI, Meta-analysis, New Trend

학 번 : 201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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