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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신진단검사를 이용한 구강작열감 환자의 심리학  분석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장용석․태일호․고명연․안용우

  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 구강안면동통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  BMS환자 59명과 

조군으로는 자의 클리닉에 내원한 치과신환 94명과 일반시민 92명을 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군은 정상범 내에 있었다.

2. BMS환자군은 HOS척도, PHOB척도에서 낮은 척도를 보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AR척도, PSY척도에서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3. BMS환자군의 남성에서는 HOS척도에서, 여성에서는 PHOB척도에서 가장 낮았다.

4. BMS환자군의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 O-C척도, DEP척도, ANX척도, PSY척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5. BMS환자군의 성군과 만성군으로 비교하 을때 별다른 이 찰되지 않았다.

주제어: 간이정신진단검사, BMS

1)Ⅰ. 서    론

  구강 작열감 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 

BMS)이란 육안 으로 명확히 찰되는 임상  징후 

없이 , 구강 막  입술을 침범하는 작열성 동통

이나 르는 듯한 동통 등을 호소하는 질환이다.1-3) 

Ziskin
4)
에 의해 특발성 구설통(Idiopathic orolingual 

pain)으로 연구된 이래 설열감, 설통, 구강통, 구강열

감 등으로 명명되며 연구되어 왔다.5)

  이 질환은 ‘어떠한 임상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구

강내 통증장애’로 정의되며 주로 50  이상 폐경기 여

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6-12) Grushka6)에 의하면 

남성일 경우 여성에서 보다 낮은 연령층에서 발 된

다고 하 고 Lewis5)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1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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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고 하 다. 

  발생원인으로는 철분결핍성 빈 , 악성빈 , 비타

민 B12결핍, 엽산결핍. 캔디다증,13,14) 정신  문제,15,16) 

호르몬 균형의 이상,
17)
 지도상설, 편평태선, 구강건조

증, 당뇨, 고 압, 성 알러지18,19) 등 여러 가지 

신 , 국소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자에 따라 상

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3)
 BMS의 형 인 

환자가 폐경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으로 에

스트로겐이 구강상피의 세포 증식과 각화에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
23-26)
 

Montgomery,27) Papic,28)  Trott29,30)등이 이들의 계

를 증명하려 하 으나 계성을 찾지 못했다.

  한편 신경성인 환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발생하여 작열감의 원인으로 심리  정신  요소가 

자주 거론되어 왔다.15,16,22,23) 한 특별한 원인요소가 

없이 심리  요인에 의해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우울

증과 련되어 작열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서  심리  긴장 상태를 평가하기 한 검사방

법에는 주 인 구두형의 임상면 법과 객 으로 

표 화된 설문 는 인벤토리형의 검사방법이 있으

며, 특히 한국인  한국  문화상황에 맞춰 수정, 표

화된 필답형 검사로는 미네소타 다면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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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 Inventory, 

MMPI),31)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90-R)32)  사회  재 응 평정척

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33)

등이 

있다.

  BMS환자에 있어서 정서 , 심리  요인을 악하

기 해 사용되는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ion)는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목

록으로서 90개 문항의 임상증상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검사실시  채 이 비 문가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환자의 증상을 체로 포 하고 있으면서

도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34,35)

 

  임상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비교  정확한 

심리평가를 할 수 있는 SCL-90-R을 이용하여36) 

BMS환자에 있어서 심리학  특이성을 살펴보고 이

를 임상에 활용하여 합리 인 치료계획의 수립에 도

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 

구강안면동통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  BMS환자 

59명(남14명,여45명)을 상으로 하 고, 조군으로

는 자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치과신환 94명(남37명,

여57명)과 일반시민 92명(남34명,여58명)을 상으로 

하 다(Table 1). 실험군인 BMS환자들은 부산 학

교병원 구강내과 구강안면동통클리닉에서 구강작열

감환자로 진단내려진 환자로서 진료를 받으러 내원

했을때 검사지를 작성하 고, 치과신환군은 일반 인 

치과진료를 하여 치과의원에 내원했을때 검사지를 

작성하 다. 그리고 일반시민군은 치과의원 밖에서 

만난 사람들을 상으로 검사지를 작성하 다. 

  조군으로 치과신환군과 일반시민군으로 나 어 

지정한 이유는 체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37) 따로 검사

하 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응답한 경우나 

락 항목이 많거나 극단  반응 는 무성의하게 일률

인 반응 그리고 의식 으로 조작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본 검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하여 채 에

서 제외하 다.

2. 연구방법

  각 상자는 개별 으로 간이정신검사의 90개 문

항을 읽고 지난 일 주일 동안의 경험유무에 해 각 

문항에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에서 택일하여 응답하게 하 다. 기본

척도에 따른 원 수를 채 하여 표 화된 규 표에 

의거, T 수를 산출하 다.32,38) 검사내용인 9개 증상

차원의 신체화척도(Somatization, SOM), 강박증척도

(Obessive-Compulsive, O-C), 인 민성척도

(Interpersonal Sensitivity, I-S), 우울척도

(Depression, DEP), 불안척도(Anxiety, ANX), 

감척도(Hostility, HOS), 공포불안척도(Phobic 

Anxiety, PHOB), 편집증척도(Paranoid Ideation, 

PAR)  정신증척도(Psychoticism, PSY), 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로그램(SPSS 10.0 for 

window)을 이용하 으며, BMS환자군과 치과신환군 

그리고 일반시민군간의 9개 증상차원의 차이 을 알

아보기 하여 ANOVA로 검증하 다. 그리고 각 군

의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 BMS환자군에서 성  

만성상태에 따른 차이를 student t-test로 시행하

다.

Ⅲ. 연구성  

1.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군 간의 비교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군은 정상범

내에 있었으며, BMS환자군은 HOS척도, PHOB척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AR척도, PSY척도에서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Table 2).

2. 성별에 따른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

군 간의 비교

  BMS환자군의 남성에서는 HOS척도에서, 여성에

서는 PHOB척도에서 가장 낮았다(Table 3, 4).

3. BMS환자군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BMS환자군의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 O-C척

도, DEP척도, ANX척도, PSY척도에서 더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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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Patients Dental New Patients Control (citizens)

M        F M        F M        F

Number (Total) 14       45 37       57 34       58

Mean Age (±SD) 62.88  ±  11.91 53.32  ±  11.13 64.07  ±  8.08

Age Range 20    ~    86 40   ~   81 50   ~   86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ANOVA.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der and age distrubution of BMS patient group, dental new patient and control groups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BMS patient
Mean 48.97 44.90 42.42 46.05 47.22 43.20 46.46 41.46 44.22

(SD) 9.07 8.71 7.64 9.29 10.20 4.61 8.71 4.85 6.23

Dental new 

patient

Mean 49.74 43.98 44.79 44.97 46.32 45.64 47.89 44.38 45.31

(SD) 8.40 8.26 7.68 9.24 7.34 5.81 7.27 7.02 7.20

Citizens
Mean 52.08 46.59 44.16 45.67 47.71 44.97 50.77 44.07 46.99

(SD) 13.74 10.89 7.32 9.02 9.67 6.36 10.85 8.17 8.17

P 0.735 0.166 0.164 0.749 0.910 0.039 0.001 0.053 0.067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ANOVA.

Table 2. Mean T-scores of BMS patient, Dental new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BMS patient
Mean 43.79 39.79 40.14 41.71 41.86 41.21 43.79 40.36 41.29

(SD) 5.51 5.16 5.01 6.93 4.87 2.46 4.08 2.79 3.45

Dental new 

patient

Mean 46.62 44.76 45.03 43.76 44.78 46.43 46.92 44.86 45.84

(SD) 5.94 9.85 8.90 9.22 7.86 7.09 8.92 8.63 8.59

Citizens
Mean 48.38 44.59 43.24 43.74 44.79 44.35 48.85 42.74 45.56

(SD) 11.76 8.83 5.23 7.05 8.56 5.84 8.88 6.75 7.44

P 0.342 0.174 0.104 0.691 0.438 0.025 0.161 0.233 0.138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ANOVA.

Table 3. Comparison of mean T-scores in male among  BMS patient group, dental new patient and citiz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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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BMS patient
Mean 50.58 46.49 43.13 47.40 48.89 43.82 47.29 41.80 45.13

(SD) 9.40 9.02 8.20 9.57 10.87 4.96 9.60 5.31 6.63

Dental new 

patient

Mean 51.77 43.47 44.63 45.75 47.32 45.12 48.53 44.07 44.96

(SD) 9.16 7.08 6.86 9.25 6.87 4.80 5.96 5.81 6.18

Citizens
Mean 54.24 47.76 44.71 46.81 49.41 45.33 51.90 44.84 47.83

(SD) 14.44 11.84 8.02 9.38 9.94 6.67 11.78 8.86 8.52

P 0.710 0.137 0.525 0.665 0.457 0.356 0.005 0.134 0.067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ANOVA.

Table 4. Comparison of  Mean T-scores in female among BMS patient group, dental new patient and citizen 

group.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Male
Mean 43.79 39.79 40.14 41.71 41.86 41.21 43.79 40.36 41.29

(SD) 5.51 5.16 5.01 6.93 4.87 2.46 4.08 2.79 3.45

Female
Mean 50.58 46.49 43.13 47.40 48.89 43.82 47.29 41.80 45.13

(SD) 9.40 9.02 8.20 9.57 10.87 4.96 9.60 5.31 6.63

P 0.013 0.011 0.203 0.044 0.023 0.064 0.191 0.335 0.042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student t-test.

Table 5. Comparison of mean T-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BMS patient group.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Male
Mean 46.62 44.76 45.03 43.76 44.78 46.43 46.92 44.86 45.84

(SD) 5.94 9.85 8.90 9.22 7.86 7.09 8.91 8.63 8.59

Female
Mean 51.77 43.47 44.63 45.75 47.32 45.12 48.53 44.07 44.96

(SD) 9.16 7.08 6.86 9.25 6.87 4.80 5.96 5.81 6.18

P 0.001 0.465 0.809 0.309 0.103 0.288 0.297 0.595 0.568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student t-test.

Table 6. Comparison of mean T-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dental new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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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Male
Mean 48.38 44.59 43.24 43.74 44.79 44.35 48.85 42.74 45.56

(SD) 11.76 8.83 5.93 7.05 8.56 5.84 8.88 6.75 7.44

Female
Mean 54.24 47.76 44.71 46.81 49.41 45.33 51.90 44.84 47.83

(SD) 14.44 11.84 8.02 9.38 9.94 6.67 11.78 8.86 8.52

P 0.048 0.179 0.355 0.101 0.026 0.481 0.196 0.234 0.200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student t-test.

Table 7. Comparison of mean T-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 in citizen group.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Acute
Mean 49.44 46.00 41.64 47.36 48.28 43.68 47.60 41.40 44.36

(SD) 10.23 9.18 5.59 9.01 12.00 4.45 8.94 4.26 6.18

Chronic
Mean 48.62 44.09 43.00 45.09 46.44 42.85 45.62 41.50 44.12

(SD) 8.27 8.41 8.87 9.50 8.75 4.76 8.58 5.30 6.35

P 0.734 0.410 0.504 0.358 0.498 0.501 0.393 0.938 0.884

The data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p-value was determined by student t-test.

Table 8. Comparison of mean T-scores between acute and chronic group in BMS patients.

4. 치과신환군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치과신환군의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6).

5. 일반시민군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일반시민군 내에서는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 

ANX척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7).

6. BMS환자군 내에서 성군과 만성군 간의 차이

  BMS환자군의 성군과 만성군 간의 비교시, 특별

한 유의 을 발견하지 못했다(Table 8).

Ⅳ. 총   고안

  구강작열감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 

BMS)은 ‘어떠한 임상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구강

내 통증장애’로 정의되며 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에게서 많이 나타난다.6,7) Bergdahl과 Bergdahl39)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유병율이 

30～39세의 여성에서는 0.7%에 불과하지만 노년의 

여성에서는 12.2%에 이른다고 하 다. 이 증후군에 

이환된 환자는 주로 의 방 2/3부 , 경구개의 

방부, 하순 막에서 자발 으로 발생하는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따가운 통증을 많이 호소하지만 때로는 구

강건조감, 미각이상 등의 증상을 복합 으로 나타내

기도 한다. 증상은 아침보다는 오후나 녁때에 더 심

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 여러 

가지 양결핍, 제2형 당뇨병, 그리고 타액선기능의 

변화가 있을 때 구강작열감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

고되었다40). 그러나, Grushka6)의 보고에서는 당뇨병, 

염, 심 질환, 장 질환 등의 유병율에 있어

서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아무

런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원

인과 련하여 재까지 여러 가지 국소 , 신  요

인, 그리고 심리  요인 등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

나 이것의 발생기 이나 원인론은 아직 충분히 이해

되지 않고 있다39,41). 더욱이 객 으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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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상  징후나 검사실 소견이 없기 때문에 진단은 

으로 환자의 병력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으며, 

부분의 환자에서 만족할만한 치료결과를 얻기가 어

렵다.

  Gruska6)는 BMS환자의 부분이 자발 인 작열감 

발생을 경험하며 의 방부와 구개 방부, 하순

막이 가장 흔하게 침범된다 하 고 Yontchev
42)

는 구

강작열감과 함께 동반증상으로 구강건조증, 입맛의 

변화, 지속 인 맛, 구갈등이 나타난다고 하 다.

  Gorsky,
20)
 Hertz,

43)
 Lamey,

28)
 Ziskin

4)
 등은 동통이

나 작열감은 정오에 시작되어 늦은 오후 무렵 최고조

에 달하는 경우, 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가 많

으며 지속되는 경우 작열감은 아침에 시작되어 밤에 

수면 에는 어든다고 하 다.

  Grushka6)는 BMS을 가진 폐경기 여성을 조군과 

비교시 폐경 증상이 더욱 하게 나타난다고 하

으나 Deutree-Meulenberg44)는 이들에서 호르몬 균형

에서는 어떠한 장애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 다. 

BMS 환자와 조군 여성 사이에서 폐경기가 지난 

년수, 외과 으로 폐경이 발생한 시기, 폐경기 이후의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ERT)여부, ERT로 

치료한 년수, ERT를 끝낸 후 지난 년수에서 차이

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 다.1) Ziskin과 Moultan4)은 

많은 환자들이 폐경기 여성이기는 하나 ERT가 효과 

없음을 발표하 다.

  인들에게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스트 스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트

스란 신체 외부로부터의 모든 요구에 한 비특이

 반응으로 응증후과정을 거치며,45) 신경내분비계

의 생리  반응과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46) 

  스트 스와 구강안면 역의 질환과의 계에 하

여 과 홍47)의 보고에 의하면, 구강건조증, 구취  

여러 구강 막질환  두개하악장애 등의 다양한 증

상이나 징후가 상호 연 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몇몇 연구에서는 스트 스가 구강질환과도 한 

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 홍48)

은 스트 스로 인하여 다양한 구강질환이 생길 수 있

음을 지 하 고, Wimmer등은 스트 스에 한 

처 방법에 따라서 치주질환의 진행  치료 후의 

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 다.

  한편 이 게 스트 스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

려진 구강질병에는 편평태선, 재발성 아 타성 구내

염, 구강건조증, 구강작열감 증후군, 그리고 구취 등

이 있고 이러한 질환들은 한 타액의 분비 정도나 

타액의 성상변화와 많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구강작열감증후군은 그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특정한 질환

인지 혹은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증상에 불과한지에 해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Grushka등은
51)

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이 

추신경 혹은 말 신경의 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있

을 때 나타나는 신경병변성 통증의 일종으로서 침해 

수용성 일차구심신경의 강직성 흥분으로 인해 지속

인 작열감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에, 다른 한 편에서는 이것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 요

인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신체  반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52-55) 따라서 구강작열감증후군에서 느

끼는 지속 인 작열감이나 이상미각이 말  감각신

경의 실질 인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  요

인에 의해서 변조되는 추성 기 과 련된 것인지 

아직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BMS환자에 한 원인과 치료방법에 

해서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 껏 제시된 다양한 요인들 에 심리학

인 측면에서 BMS환자의 특이성을 알아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 다.

  자는 임상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비교  

정확한 심리평가를 할 수 있는 SCL-90-R을 이용하

여36) BMS환자에 있어서 심리학  특이성을 살펴보

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여 합리 인 치료계획의 수립

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간이정신진단검사32)는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

의 심리  증상을 반 하는 임상진단검사인 자기보

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으로 환자의 주 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문 인 도움의 필요 여부를 정하는 

일차  도구로서 사용가능하며 검사의 실시  채

이 비 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시 시간이 

20여분으로 짧고 구나 할 수 있도록 검사문항이 쉽

고, 진단  치료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증

상을 포 하고 있는  등이 장 이라 할 수 가 있

다.56,57)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군을 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본척도의 T 수

는 모두 55이하로써 65이상을 정상38)에서 이탈한 것

으로 단할 때 모두 정상범 내에 존재하 다.

  BMS환자군 에서는 DEP척도에서 수치상 약간 높

게 나왔으나 유의할 만한 것은 아니었고, HOS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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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B척도에서 낮게나와 유의 을 보 고, PAR척

도, PSY척도에서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Table 2).

  성별에 따른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군 

간의 비교를 했을때 BMS환자군의 남성에서는 HOS

척도에서(Table 3), 여성에서는 PHOB척도에서 가장 

낮았다(Table 4).

  BMS환자군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을 알

아본 결과 BMS환자군의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 

O-C척도, DEP척도, ANX척도, PSY척도에서 더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5). 이는 남성에서보다 

여성환자들이 심리 으로 좀 더 불안하다는 것을 보

여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치과신환군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을 살

펴보면 치과신환군의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6).

  일반시민군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을 살

펴보면 일반시민군 내에서는 여성척도군에서 SOM

척도, ANX척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고찰해보면 BMS환자군의 여

성에서만 높게 나타난 척도는 O-C척도, DEP척도, 

PSY척도등이 해당되며 이는 여성에 있어서 우울증

과 같은 심리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신체  반

응이라는 의견과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 한다.61-64)

  BMS환자군 내에서 성군과 만성군 간의 차이

을 살펴보면 BMS환자군의 성군과 만성군 간의 비

교시, 특별한 유의 을 발견하지 못했다(Table 8).

  만성질환이란 질환의 병력이 어도 6개월 이상 지

속되어,58,59) 개체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만성의 

존재는 임상  후결정에 매우 요하다.60)

  그러나 BMS환자에 있어서는 성군과 만성군간의 

유의한 심리 인 차이 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간이정신검사를 이용하여 BMS환자에 

한 심리학 인 분석을 시도하 으며 이 분야는 아

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련 자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재까

지 국내에서는 련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향

후 보다 지속 이고 체계 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

강내과 구강안면동통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  

BMS환자 59명과 조군으로는 자의 클리닉에 내

원한 치과신환 94명과 일반시민 92명을 상으로 간

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BMS환자군, 치과신환군, 일반시민군은 정상범

내에 있었다.

2. BMS환자군은 HOS척도, PHOB척도에서 낮은 척

도를 보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AR척도, 

PSY척도에서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3. BMS환자군의 남성에서는 HOS척도에서, 여성에

서는 PHOB척도에서 가장 낮았다.

4. BMS환자군의 여성척도군에서 SOM척도, O-C척

도, DEP척도, ANX척도, PSY척도에서 더 높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

5. BMS환자군의 성군과 만성군으로 비교하 을때 

별다른 이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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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sychological Analysis of BMS Patients through the SCL-90-R

Yong-Seok Jang, D.D.S., Il-Ho Tae, D.D.S,M.S.D

Myung-Yun Ko, D.D.S.,M.S.D.,Ph.D. Yong-Wo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BMS patients were alalyzed psychologically by using the SCL-90-R. 59 BMS patient 

were subjected at Orofacial pain clinic, Department Of Or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07. The control group were subjected at dental clinic during the same period.

1. BMS patients group, Dental new patient group, Adult citizen groups were within normal range.

2. The T-scores of HOS, PHOB,PAR, PSY in BMS patient groups was significantly low.

3. The mean T-scores of male in BMS  patients group shows the lowest HOS scale, the mean T-scores of female in 

BMS  patient group shows the lowest PHOB scale.

4. The mean T-scores of female in BMS  patients group show higher SOM, O-C, DEP, ANX, PSY scales.

5. As compared with the mean T-scores of acute and chronic group in BMS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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