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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 후 나타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항우울제를 중심으로 한 약물
치료와 여러 정신 치료가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충분치 않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 치료의 하나로 지속노출치료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고 당
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재경험시키는 상상노출을 이용하여 주로 회피 행동을 감소시키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교통사고 1년여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피 증상
및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하여 지속노출치료와 바이오
피드백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요어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노출치료, 바이오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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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Eye

서 론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이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EMDR)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행동 치

Disorder, 이하 PTSD)는 극심한 외상에 폭로된

료에는 노출치료, 바이오피드백 등이 포함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장애의 하나로서

다고 할 수 있다. 노출치료는 환자가 스스로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세 가지 증상군을

공포 속에 오래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포유발

특징으로 하며 스트레스, 사회적 환경, 피해자

자극에 둔감하게 만드는 치료법으로 여기에는

의 성격 경향과 생물학적 취약성 등 다양한

습관화(habituation)와 소거(extinguishment), 두 가

요소가 이 질환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

지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습관화

려져 있다(Ballenger et al, 2000). PTSD의 원인

는 신경계가 한 종류의 강한 자극에 오래 노

으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출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무디어지는 현상이

중 인지 모델에서는 외상 사건을 처리하거나

며, 소거는 환자가 노출을 통해 공포유발 자

합리화하는데 실패한 결과, PTSD가 발생하는

극이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것으로 설명한다. 행동 모델에서는 PTSD의 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회피반응을 줄이는 것

생 기전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

이다. 노출 방법은 환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계에서는 공포반응을 유발하는 외상이 고전적

따라 조절되어야 하는데 중등도 공포를 느끼

조건화 반응을 통하여 조건적 자극과 짝을 이

는 자극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한 자극으로 노

루게 된다. 둘째는 조작적 학습을 통하여 조

출하는 점진 노출 (graded exposure)이 가장 흔

건화된 자극이 최초의 외상과는 무관하게 공

히 적용된다. 또한 노출치료는 노출 자극의

포 반응을 일으키고 따라서 조건화된 자극과

종류에 따라 실제노출 (in vivo exposure)과 상상

비조건화된 자극을 모두 피하려는 회피양상이

노출 (imaginal exposure)로 나눌 수 있는 데, 환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은 회피를 통

자가 두려워하는 실물이나 실제상황에 노출하

하여 사건의 경험을 피하려 하지만 단지 불안

는 실제노출이 치료 효과가 우수하지만, 공포

증상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에 불과할 뿐

반응이 극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연하기 어려

PTSD의 증상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일상생활

울 때에는 상상노출 (imaginal exposure)이 이용

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

된다. PTSD의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노출시키

한 장애를 초래한다 (Brewin & Holmes, 2003).

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상노출만이 가능하다.

PTSD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는 선택적 세

미국에서는 만성 PTSD 치료를 위해 상상노출

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삼환계 항우울제가

을 반복하는 지속노출치료 (prolonged exposure)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새로운 기전의 항

가 개발되어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우울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나 극심한 공포를 일으키는 기억에 대한 상상

(Kim et al., 2005), 우울 장애나 다른 불안 장

노출은 환자에게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

애에 비해 약물치료의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할 수 있어 치료 과정 중에 환자가 치료에 저

(박원명 등, 2004). 비약물 치료로는 정신역동

항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지속노출치료

적 정신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최면치료,

과정 중에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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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딪칠 것 같아 불안해졌고 이로 인해 심

러 가지 이완 기법들이 이용되기도 한다.
바이오피드백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내적

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며 손, 발이 저리는

인 생리적 인자를 시각적, 청각적인 형태로

등의 신체 증상이 생겨 차 타는 것을 피하게

제시하고 불수의적인 생리기능을 스스로 조절

되었다. 사고 후 환자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다. 즉, 환자의

에 복귀하였으나 차를 타는 것이 불안하여 집

생리적 자기조절 기능 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에서 회사까지 왕복 1시간 씩 걸어다녔다고

자극에 대한 지나친 반응을 수정하도록 피드

하였다. 또한 회사에서 차를 타고 외부로 가

백 학습을 시도하고,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

야하는 업무가 빈번한데도 자동차에 대한 회

는 생리적 반응을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바이

피 증상이 심하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

오피드백 치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고, 결국 환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

만 그보다는 약물치료와 병행하거나 혹은 정

었다. 환자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방

신치료, 최면요법과 함께 시행되어 치료 효과

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탔지만, 집에

를 높인다(Schwartz and Andrasik, 2003). 그러므

서 병원까지 오는 빠른 길은 도중에 사고 난

로 만성 PTSD 환자들의 상상노출 치료에 바

지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 그 곳을 우회하는

이오피드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노출 시

버스를 타고 다니는 회피 증상도 있었다고 한

치료 순응을 방해하는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다. 환자는 지속적인 외래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 PTSD로

이에 저자들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
던 만성 PTSD 환자에 대하여 지속노출치료와

진단받고 이후 Remeron, Amitriptyline 등의 약
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환자는 사고 2개월 뒤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바이오피드백을 병합하여 치료 효과를 보았던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

증례 하나를 보고하고자 한다.

후 주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환자
는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 면접을 보

증 례

려고 하였지만 차를 타는 것이 힘들고 일을
잘할 자신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29세의 미혼 남성이 2003년 10월 승용차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치질 않아 입사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치는 교

포기하고 외래 치료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1

통사고를 당한 후 타 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

년 이상의 외래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면, 불

를 받다 불면, 두통, 이명 등의 증상으로 서울

안, 회피 행동 등의 증상은 지속되었고 2005

백병원 신경정신과 외래 방문하여 급성 스트

년 3월부터는 이전과 달리 지속적인 우울감,

레스 장애로 진단 받았다. 이후 꾸준히 외래

의욕 감소, 정신 운동성 지체를 보여 만성

방문하며 Trazodone, Valium, Gabapentine 등으로

PTSD에 추가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어 우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불면, 두통은 호전되지

울 증상의 호전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시

않았다. 더욱이 차를 타면 사고 당시의 고통

Venlafaxine 225mg, Trazodone 100mg, Lorazepam

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서 옆 차선에 있는 차

2.5mg, Zolpidem 10mg을 복용하고 우울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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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지만 불안, 초조함

두 가지 상황을 각각 2번 씩 반복하여 상상노

을 계속 호소하고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이 호

출을 실시하였다. 한 부분의 상상노출을 마치

전되지 않아 입원 10병일부터 Respiratory sinus

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행한 후 다음 위계

arrhythimia (RSA) 바이오피드백 시행하였다. 바

의 상황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이오피드백은 1~4회에는 자율훈련법과 바이

후 10회기부터 12회기까지는 위계 중 가장 직

오피드백을 조합한 프로그램이었고 점진적 이

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hot spot)을 집중적으

완법과 호흡법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

로 3번 반복하여 상상노출을 실시하였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처

다.
약 20여일 간 입원한 후 우울, 불안 증상이

음에는 치료 시작 시에 환자의 불안감이 커지

호전되어 퇴원한 환자는 이후에도 사고 당시

고 치료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에 대한 재경험을 반복하면서 불안해하고 전

를 해소하기 위해 치료자는 환자에게 이것을

신 마비감 같은 신체증상이 호소하며 회피 행

기억일 뿐임을 상기시키면서 안심시켰고 각

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환자와 상의한 후 바

회기 시작과 끝에 약 5분 씩 바이오피드백을

이오피드백과 지속적인 상상노출 치료를 병행

시행하여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켰다.

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5~12회기에 걸쳐 바

또한 각 회 마지막에는 환자와 상의하여 환

이오피드백과 지속노출치료를 병행하였고, 주

자가 직면할 수 있는 실제노출(in vivo exposure)

1회 60분 씩 시행하였다. 5회기에서 사고와

을 숙제로 주었고 매 회기 시작 시 이에 대해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해 위계를 세

환자와 상의하였다. 참고로 각 회기에 내준

웠는데 환자는 차가 뒤집혔는데 밖으로 빠져

숙제를 살펴보면, 1-5회기 까지는 바이오피드

나오지 못할 때의 기억을 가장 심한 불안 상

백의 호흡 훈련과 이완 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황으로 설정하였고 가해자 차량이 길 한복판

숙제로 제시하였고 환자는 하루에 2번 씩 이

에 있는 장면, 차가 부서지고 끌리는 소리, 사

훈련을 15분 정도 연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6

이렌 소리, 경찰관의 질문 등의 상황이 불안

회기 이후부터는 치료 시간에 위계를 설정하

하다고 하였다. 6회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상

였던 상황 중에 환자가 비교적 잘 수행했던

노출을 시행하여 설정하였던 위계 중 가장 직

상황의 상상노출(예를 들면, 사고 후 어리둥절

면하기 쉬운 자극에서부터 점진적인 상상노출

한데 경찰관이 와서 이것저것 묻는 상황, 경

을 시행하였다. 보통 한 회기에서 위계에서

찰차와 소방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을 반복

정한 상황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상황을 반복

하여 떠올리는 숙제를 제시하였다. 7회기에는

적으로 심상 노출하였다. 6회기와 7회기에는

병원에서 집으로 갈 때 동생과 함께 승용차로

환자가 상상노출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사고 난 지점을 지나가는 것을 숙제로 제시하

불안해하여 하나의 상황에 대해 천천히 기억

였으나 환자는 사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시행

을 떠올리게 하여 2번 상상노출을 반복하도록

하지 못하고 둘러서 갔다고 보고하였다. 8회

실시하였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환자가 점차

기에는 병원을 방문할 때 버스를 타고 사고

치료 상황에 익숙해지고 부여된 과제를 잘 수

지점을 지나서 오는 것을 과제로 주었고 이를

행하면서 자신감이 생겨 8회기와 9회기에는

잘 수행하였다. 환자는 이 때 많이 불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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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복식 호흡과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하 MMPI)등에서 뚜렷한 증상 감소가 관찰

하였다. 9회기에는 사고 난 지점 주위를 30분

되었다. STAI로 측정한 결과, 현재 환자의 불

이상 머무르게 하는 것을 숙제로 제시하였고

안정도를 보여주는 상태불안(State anxiety)은

환자는 이를 잘 수행하였으며, 10회기에는 차

55T(63.5%ile)로 normal range에 속하였다. 이는

를 타고 집 주위를 운전하는 것을 과제로 제

2003년 10월 첫 내원당시의 64T(92.3%ile)와 비

시하여 잘 수행하였다.

교했을 때, 불안 정도가 상당히 감소한 소견

환자는 각 회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고통

이었다. 또한 평소에 비교적 일상생활에 안정

스러운 경험들에 점차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안경향성을 보여주는

9회기에는 위계 중 가장 떠올리기 힘든 부분

특성불안(Trait anxiety)은 45T(32.3%ile)로 내원

까지도 처음으로 직면할 수 있었다. 10-12회기

당시 57T(78.6 %ile)의 불안정한 상태에 비해

에는 소위 hot spot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중적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 이로써 환자가 현재

으로 상상노출을 시행할 수 있었다. 12회기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고, 치료가

끝난 후 환자와 합의하여 바이오피드백 및 지

현 상태의 불안 뿐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으

속노출치료를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외래

로 정서적 불안을 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를 다니면서 약물 유지치료를 받고 있다.

을 주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MMPI상

환자의 증상 변화를 살펴보면 바이오피드백

에서는 2003년 당시 자신이 경험하는 증상들

및 노출치료 후 점차 회피 행동이 줄어들면서

에 대해 주관적 불편감 내지 고통감을 많이

불안, 재경험, 과각성 등의 증상도 줄어들기

호소한 반면(F=64), 현재는 심적 고통이나 불

시작하였다. 환자는 9회기 이후에는 ‘사고 지

편감이 크게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F=51). 또

점을 지나는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집 근

한 사고 직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

처에서 혼자 운전을 시도해보았다’고 표현하

계를 맺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과

였고, 10회기 시점부터는 외부 활동을 시작하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고하여

여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12회기에

Social introversion 항목이 증가된 양상을 보인

는 상상노출을 연습하면 할수록 더욱 상세하

반면(Si=59), 현재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

게 기억나고 조금씩 더 편해진다고 보고하였

감은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Si=43). (그림 1)

다. 12회기 종료 후에도 환자는 혼자 상상노
출을 연습할 수 있었고 자주 상상노출을 시행

고 찰

한다고 보고하였다.
환자의 증상 호전은 두 차례 실시된 심리검
사의 결과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환자의

본 증례는 바이오피드백과 지속노출치료를

증상 평가를 위해 외래 첫 방문 시와 지속노

병합해서 만성 PTSD 환자를 치료한 증례이다.

출 및 바이오피드백 종료 후 1개월 뒤 심리검

만성 PTSD 환자에서 바이오피드백은 복식호

사가 시행되었는데 상태특성 불안척도 (State-

흡법, 점진적 이완법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외

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 STAI), 다면적 인

상성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불

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안과 신체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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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MPI profiles before and after prolonged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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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은 환자가 실제노출이나 상상노출과 같

(2001)는 고통스러운 상상노출에 대한 환자의

은 노출 치료 시, 사고의 경험을 떠올릴 때

불안을 줄이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신체증상, 불안감을 스스로

복식호흡법과 근육이완법 등의 이완 훈련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어 환자의 치료 순응을

사용하였다.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여주었다. 환자의 보고에 따르면 상상노출

치료 초기에 갑작스러운 사고 기억의 노출은

시 반복적으로 사고 기억을 재경험하여 사고

큰 불안과 치료비순응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와 관련된 기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사실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바이오피드백을

바이오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결

사용하여 지속노출치료를 시도하였고 환자의

과적으로 환자의 회피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증상 완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출치료에 바이오피드백과 이완 훈

주요 목표로 하는 지속노출치료에 있어 바이

련 등의 불안 감소 기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오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처음 4회기 동안은 환자의 불안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

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바이오피드백 치료만을

다. 이론 상 노출치료는 불안을 더 많이 일으

실시하였고, 5회기부터 노출치료의 과정을 시

킬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작하였다. 노출치료의 과정은 Foa(2001)가 제시

불안 감소 기법이 오히려 노출치료의 효과를

한 지속노출치료 (prolonged exposure)의 구성에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Foa 자신도 최근

맞추어 시행되었다. 5회기에는 지속노출치료

한국에서 열린 지속노출치료 워크샵에서 지금

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상상노출의 위계

은 이완 훈련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를 설정하였으며 회기 사이에 과제로 할 수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경험적인 술회일 뿐

있는 실제노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6회기

아직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결

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상노출을 실시하여 불안

론을 위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이 적은 장면부터 노출을 시작하여 반복적으

각한다.

로 시행하였다. 특히 떠올리기 힘들어하는 기

이 증례는 참고적인 증상 평가를 위해 STAI

억에 초점을 두어 환자가 현재 시제로 상황을

와 MMPI를 이용한 심리검사를 하였으나,

묘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12회기에서는 환

PTSD 증상 평가를 위해 개발된 증상 평가 도

자의 경과에 대해 상의하였고 습득한 기술의

구나 주관적 불편감 점수(subjective units of

유용성을 평가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discomfort)와 같은 정량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지속노출치료라고 번역될 수 있는 prolonged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

exposure는 만성 PTSD 환자 치료를 위해 Foa

하고 이 증례가 시사하는 바는 만성적이고 치

등이 발전시킨 기법이다. 미국에서는 재난 이

료하기 힘든 PTSD 환자를 12회 정도의 단기

후의 치료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고 치료

간의 치료로서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치

기법의 발전도 활발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료 종결 후에도 잘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또

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Foa의

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지속노

지속노출치료도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이제

출치료의 원칙에 입각한 상상노출치료를 시도

막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Foa

한 몇 안 되는 증례이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

- 31 -

인지행동치료

기 위해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한 것도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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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24-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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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

Clinical Neuroscience. (in press)

in

the

treatment.

treatment
Psychiatry

of
and

Foa, E. B., Rothbaum, B. O. (2001). Treating the

고 생각한다.

Trauma of Rap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1st ed. The Guilford Press; New

참고문헌

York
Schwartz, M. S., Andrasik, F. (2003). Biofeedback:

박원명, 이경욱 (200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 약물치료.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5,
22-29.
Brewin, C. R., Holmes, E. A. (2003) Psychological
theori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 Psychol Rev. 23, 339-376.
Ballenger, J. C., Davidson, J. R., Lecrubier, Y.,
Nutt, D. J., Foa, E. B., Kessler, R. C.,
McFarlane, A. C., Shalev, A. Y. (2000).
Consensus statement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rom the International Consensus
Group on Depression and Anxiety. J Clin
Psychiatry. 61 Suppl 5, 60-66.

- 32 -

A Practitioner's Guide, 3rd Ed, The Guilford
Press; New york.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2005. Vol. 5, No. 1, 25-33

<Special Article>

Prolonged Exposure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Case Report

Won Kim MD

Jung-Hoon Bae MD

Jong-Min Woo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and stress research institute,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s a debilitating illness to a lot of victims.
Unfortunately, the standard guideline of treat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treatment outcome is not yet satisfactory. The imaginal exposure therapy is one of the
psychotherapy which revealed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avoidance and other symptoms,
especially in patient with chronic PTSD. The relaxation training can be applied to reduce
excessive anxiety during the imaginal exposure. Recently, we applied the imaginal exposure
therapy to a male patient with chronic PTSD, and used biofeedback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anxiety. The combination of imaginal exposure therapy and biofeedback was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his symptoms.
Key words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posure therapy, bio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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