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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is used as a treatment for depression, anxiety, insomnia, and adjunctive inter-

vention for pain manage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pretreatment 

on the level of preoperative anxiety and the hemodynamic responses.

  Methods:  Sixty patients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to receive either no pretreatment 

(Control group, n = 30) or 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pretreatment (CES group, n = 30).  Anxiety scor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in the preoperative holding area and the operating room. 

  Results:  The anxiety score in the operating room compared with the preoperative holding area decreased in the CES group, 

but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the operating room were lower in the CES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pretreatment reduced the level of the preoperative anxiety and the hemodynamic 

response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6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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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개 기자극(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CES)은 귓

볼에 극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미세 류를 두개에 달

함으로써,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스트 스, 두통 등의 증

상과 여러 종류의 통증까지도 개선시키는 비약물  치료 

방법이다. CES는 만성 요통, 두통, 치통, 섬유근육통 등과 

같은 다양한 통증 증후군의 치료에도 효과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수술 에는 마취제의 효과를 37%까지 증강시켜 

마취된 환자에게 약물의 투여를 히 일 수 있다.1) 

CES 치료를 받은 후에는 뇌 가 느려지거나2) 압, 맥박, 

호흡수, 심박수가 감소되는 것과 같은 불안이 완화되는 이

완 반응이 나타난다.
3)

 

  수술 에 환자가 불안을 느끼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

난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2/3 이상이 불안을 느낀다.4) 

스스로의 제어 능력 상실에 한 걱정과 익숙하지 않은 환

경, 질병과 사망 험에 한 두려움 등에 의해 수술  불

안이 증가하게 된다. 수술  불안으로 인해 마취하는 동안

에 더 많은 양의 약제가 필요하고,5) 수술 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겠으나 지나친 수술  불안감은 빈맥, 고 압, 부정맥  

수술 후까지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등의 생리  반응들을 

일으키게 된다.6,7)

  보통 환자는 수술 날 입원을 하게 되는데, 마취과 의사

는 술  방문을 하여 환자의 임상 , 심리  상태를 평가하

고 환자와의 신뢰 계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실에 도착하여 심한 불안으로 인해 압이 크게 증가하는 

환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술  불안은 스트 스 호르

몬을 증가시키므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수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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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Control group (n = 30) CES group (n = 30)

Age (yr)

Sex (M/F)

Weight (kg)

Height (cm)

41.9 ± 9.7

 11/19

64.0 ± 9.8

161.9 ± 7.4

40.2 ± 11.3

12/18

62.1 ± 10.8

163.3 ± 7.6

Values are mean ± SD.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

tween both groups. Control group: no pretreatment, CES group: 

CES pretreatment. 

련한 스트 스로 인한 신경 내분비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8,9) 이러한 이유로 수술  불안감을 치료하기 

해 마취 투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심리치료 로그램들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조  요법으로 음악치료, 근이완치료, 

유머치료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0,11)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마취과 의사의 75%가 수

술을 하는 성인 환자에게 수술  투약으로 진정제를 례

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12) 술  불안 해소를 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마취 투약제로는 barbiturate, benzodiazepine, 

α2-adrenergic agonist 등이 있다. 이  barbiturate는 잔류 진

정작용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 마취 투약제로 상용되고 있

지는 않다. 소량의 benzodiazepine은 가장 리 사용되는 진

정제로 그 에서도 제거 반감기가 짧고 사용량이 다양하

며 안 역이 넓은 midazolam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midazolam의 경우도 과량 사용 시 호흡억제  

심 계에 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13) 한 표 인 

α2-adrenergic agonist인 clonidine 은 술  불안감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midazolam보다 약할 뿐 아니라 마취 에 압

과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술후에도 진정작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14) 따라서 두통이나 극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 자극 

등의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15) 

비침습 인 CES 처치를 이용하여 수술  불안과 이에 

따른 역학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안 하게 

마취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술  기시간 동

안에 다가올 수술에 한 두려움으로 불편할 환자들을 

해 긴장을 완화시켜  수 있는 처치를 한다면 환자의 후 

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술  불안 

감소를 한 CES 처치에 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  CES 처치로 수술  불

안감과 같은 성 불안감과 그에 따른 역학  반응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신

마취로 계획수술이 정된 18−65세의 환자  미국 마취

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60명을 상으로 하

다. 신체비만 지수가 정상 범 보다 25 이상인 비만, 임

신, 내분비, 신경근육계, 간  신장 질환,  질환, 심장

박동 조 기 사용 환자, 종양 제술이나 사지 단 등 술  

불안 정도가 심한 수술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

용하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으며, 주로 정형외과, 산

부인과, 그리고 이비인후과의 수술  소요시간이 2시간 

후이며 도가 비슷한 수술들을 상으로 하 다.

  수술 날 면담 시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목 과 

방법에 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이 때 환자들에게 수술 시작  기실에서 20−30분 

정도 머무르게 되며 술  불안감 해소를 해 CES 처치

를 받게 되거나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 고, CES 처

치 시 환자가 느끼는 자극이나 상황 등에 하여 미리 설

명하 다.

  모든 환자에게 마취 유도 약 1시간 에 마취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고 약 30분 에 기실에 

도착하도록 하여 수술 날 환자를 방문한 마취과 의사가 

직  불안 정도를 질문하고 불안감에 한 신체  지표로서 

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다. 불안 수는 Likert Scale을16) 

이용하여 환자 자신의 주  단 하에 다섯 단계(1;  

아님, 2; 약간임, 3; 보통임, 4; 많이 느낌, 5; 극도로 심함) 

 가장 한 수를 선택하도록 하 다. 환자에게  

불안하지 않은 상태는 1 ,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상

태는 5 , 간 정도로 불안할 때는 3 이며, 수가 높을

수록 불안이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 다. 이후 다

른 조사자에 의해 60명의 환자들을 무작 로 조군(control, 

n = 30)과 CES 처치군(CES군, n = 30)의 두 군으로 분류

하여 CES 군은 CES 처치를 20분간 시행하고, 조군은 

기본 인 간호를 받으며 기하도록 하 다. 수술실 입실 

직후 수술  기실에서 불안 수를 측정했던 조사자가 

다시 모든 환자들에게 불안 정도를 질문하고 압  심박

수를 측정하 다. 따라서 마취  방문과 불안 수, 압, 

심박수의 측정을 모두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 으나 CES 처치 시행 여부는 알지 못하도록 하 다.

  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 신장, 체 에는 각 군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CES군 환자들의 수술  기실에서 처치는 미세 류 

두개 기자극기(알 -스 Ⓡ 100, Electromedical Products Inter-

national, Inc., USA)를 사용하여 200 μA 이하로 0.5 Hz에 

고정하고 수술실 입실  20분간 치료를 하 다. 클립형 

극을 환자의 귀에 부착하고, 류의 강도는 환자의 귀가 따

끔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혹은 어지러움을 느끼는 정

도보다 조  낮게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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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Anxiety Score 

Anxiety score

PHA OR

Control group (n = 30)

CES group (n = 30)

2.71 ± 0.69

2.75 ± 0.94

2.92 ± 0.78*

  2.33 ± 0.56*
†

Value are expressed as mean ± SD. PHA: preoperative holding area, 

OR: operating room, Control group: no pretreatment, CES group: 

CES pretreatment, *: P ＜ 0.05 compared with PHA, 
†

: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nxiety score were graded us-

ing 5-point Likert Scale (1: lowest to 5: highest). 

Table 3. Changes of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Control group 

(n = 30)

CES group 

(n = 30)

SBP (mmHg)

DBP (mmHg)

HR (beats/min)

PHA

OR

% change

PHA

OR

% change

PHA

OR

% change

114.3 ± 10.7

  136.0 ± 18.0*

19.6 ± 9.2

73.7 ± 8.9

 77.1 ± 10.5

  5.8 ± 13.6

72.4 ± 8.5

   79.8 ± 15.7*

10.7 ± 3.8

110.0 ± 13.4

  127.0 ± 18.4*
†

 15.7 ± 6.2
†

71.0 ± 9.2

 74.9 ± 11.3

  6.5 ± 13.7

69.4 ± 5.9

   72.5 ± 13.0*
†

  4.7 ± 4.0
†

Value are expressed as mean ± 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PHA: preoperative 

holding area, OR: operating room, Control group: no pretreatment, 

CES group: CES pretreatment, % change: % change compared to 

the initial data, *: P ＜ 0.05 compared with PHA, 
†

: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3 (SPSS Inc. USA)을 이용하

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

하 다. 각 군의 압, 심박수 변화를 수술  기실과 수

술실에서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 고, 수술  기실에서의 

측정치를 기 으로 하여 이 값에 한 백분율 변화도 구하

다. 각 군내 변화는 paired t-test를 시행하 고, 군간 차이

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모든 통계처리에서 P값

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조군과 CES 군의 수술  기실에서의 불안 수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조군에서는 수술실 입실 후 

불안 수가 수술 기실에서의 불안 수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CES 군에서는 CES 처치 후 수술실에 

입실하여 측정한 불안 수가 수술  기실에서의 불안

수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 한 두 군간의 수술실 

입실 후 불안 수는 조군에 비해 CES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2).

  역학  변화를 살펴보면 조군과 CES 군 모두에서 수

술실 입실 후 수축기 압과 심박수가 수술  기실에서의 

측정값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 으나 (P ＜ 0.05, Table 3), 

CES군의 수술실 입실 후 수축기 압과 심박수는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3).

고      찰 

  CES 는 일반 으로 1 mA 이하의 미세 류를 귓볼에 

극을 부착하여 두개에 용하는 것이다.17) CES는 주로 불면

증, 우울증, 불안감에 한 효과 인 비약물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항불안제나 심리치료, 행동요법, 그 외 

다른 보존  치료법에 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의 치료를 해 CES를 이용한 실

험과 임상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 왔는데, 략 하루 30분

씩 5−15일 정도의 CES 치료 후 1주에서 2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들이 있다.17-19) 기의학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해온 신경생물학자인 Kirsch DL은 불안감 감소 

효과는 보통 CES 치료 에 경험하게 되며 몇 시간 후 혹

은 하루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20분간의 1회 치료로도 최

소한 하루 동안 효과 으로 불안감을 조 할 수 있으며 반

복 시행 시 그 효과는 된다고 보고하 다.15)

  CES의 기 은 아직 완 히 밝 지지 않았으나, 뇌조직을 

자극하여 신경 달물질 특히 세로토닌, 베타 엔도르핀, 노

르에피네 린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3) 스트 스로 인해 균

형이 깨진 뇌가 다시 스트 스를 받기 의 정상 인 생화

학  항상성을 가진 상태로 되돌아 가게 되고, CES 치료 

후 이완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세 류가 뇌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 집단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신경세포 집단이 신경 달물질인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을 

생산하여 신경세포들의 화학  활동성에 향을 미치게 된

다. 실제로 이 세포들은 뇌와 척수로 연결되어 주행하는 신

경 달 경로의 활동을 조 한다. CES는 뇌간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기 , 화학  활동을 변화시켜 신경계통의 활동

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세한 

신경학 인 조율은 Alpha-state라고 하는 이완된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 때 편안하고 긴장이 완화되며 집 력이 증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Alpha-state에서의 신경학  기 은 

스트 스 효과를 감소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기분을 

안정화시키고, 특정 유형의 통증에 한 지각과 인지에 

한 조 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들은 단 한 번의 치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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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된 치료 후에는 강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20)

  수술과 마취는 잘 알려진 스트 스 유발요인이다. 이로 

인한 수술  불안은 불유쾌한 감정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마취제 요구량의 증가와 수술 후 부정 인 생리 , 심리  

문제들을 일으키므로, 수술  불안 정도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환자의 안을 해서 뿐만 아니라 수술 합병증을 낮

추고 성공 인 수술과 수술 후 회복을 해서도 그 요성

이 크다.21) 불안은 수술 자체에 의하여 는 낯선 환경, 밝

은 조명, 친숙하지 않은 소리에 의하여 유발되고 환자의 나

이, 성별, 직업, 종교, 결혼 유무, 교육 정도, 과거 수술력과 

수술 종류와 연 이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일 때, 수술의 

종류로는 비뇨생식기와 암수술일 경우 불안의 빈도율은 커

진다고 하 다.22-24) 불안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활

성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코티졸 분비가 증가된다. 스트

스에 의하여 분비되는 카테콜아민은 기 치보다 10배 이상

이라고 한다.25) 감정 인 스트 스에 의한 교감신경계 활성

화와 스트 스를 받는 동안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내인

성 카테콜아민에 의하여 빈맥과 같은 역학  변화가 생

기게 되는 것이다.26) 이러한 수술과 마취로 인한 불안에 

한 치료법으로는 비약물  요법인 마취과 의사의 술  방

문과 최근 심사가 되고 있는 자기 최면, 명상, 이완요법

과 같은 정신신체의학이 있으며,27) 약물  요법으로는 마취

투약제인 benzodiazepine계가 리 사용되고 있다. 재는 

술  방문과 마취 투약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22) 

  지 까지 CES를 이용한 연구의 부분은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과 환자들을 상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분 간의 CES 처치로 하

루나 이틀 동안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에 착안하

여 수술과 마취에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수술  환

자를 상으로 CES 처치에 따른 수술  불안과 역학

 반응에 한 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한 최 의 연구이

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CES 처치를 여러 차례 시행할 경

우 항불안 효과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마취과 역에서

의 항불안제의 체 방법으로써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되어 

CES 처치가 환자들의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최소한의 

방해를 주며 기실에서 CES 처치를 길게 하기 하여 

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조군의 환자들에서 오히려 기다리

는 동안 불안감이 증폭되어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등을 고려하여 항불안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 연구  

가장 짧은 CES 처치 시간인 20분을 CES 처치 시간으로 

정하 다. 이에 CES 처치에 따른 불안 수를 감소시키는 

데 통계  유의성은 확보하 으나 임상 으로 유의하다고 

하기에는 미약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차후 연구 시 수술 

날과 당일 등에 CES 처치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이용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S가 미세한 류이기는 하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CES 

처치 자체가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카테콜아민, 코티졸과 같은 스트 스 호르몬 

등 객 으로 불안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측정하

지 못하여 역학  변화와의 상 계를 평가할 수는 없

었다는 과 동일한 수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하지 못

하 다는 은 이 연구의 제한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ES군이 조군에 비하여 수술실 입실 후 

불안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수술실 입실 후 수축기 

압과 심박수의 상승 정도도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CES 처치가 수술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불안감에 의한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억제하여 

역학  변화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으로 CES 처치는 수술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역학  변화를 완화시키기 한 효과 인 처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Kirsch DL, Smith RB: The use of cranial electrotherapy stim-

ulation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pain: a review. Neuro-

Rehabilitation 2000; 14: 85-94.

2. Krupitsky EM, Burakov AM, Karandashova GF, Katsnelson JaS, 

Lebedev VP, Grinenko AJa, et al: The administration of trans-

cranial electric treatment for affective disturbances therapy in alco-

holic patients. Drug Alcohol Depend 1991; 27: 1-6.

3. Taylor DN, Lee CT, Katims JJ: Effects of cranial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in normal subjects at rest and during 

psychological stress. Acupunct Electrother Res 1991; 16: 65-74.

4. Badner NH, Nielson WR, Munk S, Kwiatkowska C, Gelb AW: 

Preoperative anxiety: detection and contributing factors. Can J 

Anaesth 1990; 37: 444-7.

5. Maranets I, Kain ZN: Preoperative anxiety and intraoperative anes-

thetic requirements. Anesth Analg 1999; 89: 1346-51.

6. Nelson FV, Zimmerman L, Barnason S, Nieveen J, Schmaderer 

M: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anxiety on postoperative pain 

in th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patient. J Pain Symptom 

Manage 1998; 15: 102-9.

7. Williams JG, Jones JR: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anes-

thesia and operation. JAMA 1968; 203: 415-7.

8. Price DB, Thaler M, Mason JW: Preoperative emotional states and 

adrenal cortical activity; studies on cardiac and pulmonary surgery 

patients. AMA Arch Neurol Psychiatry 1957; 77: 646-56.

9. Zhou D, Kusnecov AW, Shurin MR, DePaoli M, Rabin BS: 

Exposur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ors elevates plasma 

interleukin 6: relationship to the activation of hypothalamic-pitui-



 김 정 외 5인：두개 기자극 처치의 향

661

tary-adrenal axis. Endocrinology 1993; 133: 2523-30.

10. Gaberson KB: The effect of humorous distraction on preoperative 

anxiety. A pilot study. AORN J 1991; 54: 1258-64.

11. Mason C: Musical activities with elderly patients. Physiotherapy 

1978; 64: 80-2.

12. Kain ZN, Mayes LC, Bell C, Weisman S, Hofstadter MB, Rimar 

S: Premed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tatus report. Anesth 

Analg 1997; 84: 427-32.

13. Drummond GB: Comparison of sedation with midazolam and ket-

amine: effects on airway muscle activity. Br J Anaesth 1996; 76: 

663-7.

14. Miller RD: Miller's Anesthesia. 6th ed. Philadelphia, Churchill 

Livingstone. 2005, pp 2596-7.

15. Kirsch DL: 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a safe and effective 

treatment for anxie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Medical Scope 

Monthly 1996; 3: 1-26.

16. Davey HM, Barratt AL, Butow PN, Deeks JJ: A one-item question 

with a Likert or Visual Analog Scale adequately measured current 

anxiety. J Clin Epidemiol 2007; 60: 356-60.

17. Schroeder MJ, Barr R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lectro-

encephalogram during cranial electrotherapy stimulation. Clin 

Neurophysiol 2001; 112: 2075-83.

18. Jarzembski WB: Electrical stimulation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Neurobehav Toxicol Teratol 1985; 7: 119-23.

19. Klawansky S, Yeung A, Berkey C, Shah N, Phan H, Chalmers 

TC: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cranial 

electrostimulation. Efficacy in treating selecte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conditions. J Nerv Ment Dis 1995; 183: 478-84.

20. Tan G, Alvarez JA, Jensen MP: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pproaches to pain management. J Clin Psychol 2006; 

62: 1419-31.

21. Spielberger CD, Auerbach SM, Wadsworth AP, Dunn TM, 

Taulbee ES: Emotional reactions to surgery. J Consult Clin 

Psychol 1973; 40: 33-8.

22. Egbert LD, Battit GE, Welch CE, Bartlett MK: Reduction of post-

operative pain by encouragement and instruction of patients. a 

study of doctor-patient rapport. N Engl J Med 1964; 270: 825-7.

23. Steelman VM: Intraoperative music therapy. Effects on anxiety, 

blood pressure. AORN J 1990; 52: 1026-34.

24. Norris W, Baird WL: Pre-operative anxiety: a study of the in-

cidence and aetiology. Br J Anaesth 1967; 39: 503-9.

25. Brand HS, Gortzak RA, Palmer-Bouva CC, Abraham RE, 

Abraham-Inpijn L: Cardiovascular and neuroendocrine responses 

during acute stress induced by different types of dental treatment. 

Int Dent J 1995; 45: 45-8.

26. Taggart P, Hedworth-Whitty R, Carruthers M, Gordon PD: 

Observations on electrocardiogram and plasma catecholamines 

during dental procedures: the forgotten vagus. Br Med J 1976; 2: 

787-9.

27. Eisenberg DM, Kessler RC, Foster C, Norlock FE, Calkins DR, 

Delbanco TL: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costs, and patterns of use. N Engl J Med 1993; 328: 

24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