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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IV에 의하면,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은

였으며, 사회공포증이 아닌 다른 불안이 주요 문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

제이거나, 주요 우울증 혹은 정신병적인 장애가

켜보는데 있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

있는 경우 등은 프로그램 참여 기준에서 제외하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

였다.

움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APA, 1994),

치료전후 평가를 모두 마친 환자들은 총 45명

1년 유병율이 8%, 평생 유병율이 13.3%까지 보

(남자 25명, 여자 20명)이었고, 연령은 평균 31.3

고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

세로 16세에서 48세까지 청소년부터 장년층에

가 되었다(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걸쳐 다양하였으며, 교육수준은 평균 고졸이상

Eschelman, Wittchen, & Kendler, 1994).

(고등학생 2명, 고졸 18명, 대졸 23명, 대학원졸

이러한 사회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

2명)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자가 21명, 기혼자

지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 21명, 기타 3명이었다. 이중 한달 추후 평가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집단치료 효과는 외국의

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6명(남자 7명, 여자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고(Heimberg, Becker,

9명)이었다. 이 중 6명은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Goldfinger & Vermilyea, 1985; Heimberg, Dodge,

있었고, 추후평가 때까지 같은 용량을 유지하였

Hope, Kennedy, Zollo & Becker, 1990; Lucas &

다.

Telch, 1993; Mattick & Peters, 1988; Mattick, Peters,
& Clarke, 1989), 국내에서도 주로 대학생을 대상

인지행동집단치료

으로 한 연구들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
(박기환, 안창일, 2001; 이정윤, 1996; 조용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권

1998).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공포증의 임상 집

정혜와 이정윤 및 조선미(1996)가 Heimberg(1991)

단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검

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개발한 사회공포증의 인

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지행동집단치료 프로그램으로, 크게 인지재구성

의 대학생 집단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사회

훈련과 노출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eimberg

공포증의 인지행동집단치료가 환자 집단에서도

의 프로그램에 역기능적 신념을 다루는 인지치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

료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한 집단은 5-10명씩으

였다.

로 구성되었고, 매주 1회 2시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박기환과 안
창일(2001)의 부록을 참조 바람).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nxiety and
DSM-IV 진단 기준에 따라 두 명의 전문가(정

Distress Scale: SADS)

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사회공포

SADS는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한 것으로

증으로 분류된 정신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이정윤(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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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위형으로 응

절차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안 소척도 18문항과 회
집단치료 첫 회기와 종결 회기, 그리고 1달 후

피 소척도 10문항으로 나눌 수 있다.

추후 모임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해 치료전-치료후 검사간,
치료후-추후 검사간 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Leary(1983)가 제작한 것을 이정윤(1996)이 번안
한 것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결

척도로 되어 있다.

과

사회공포증 질문지 및 전반적 공포 평정(Fear

표 1에서 보듯이, 치료전-치료후 검사의 비교

Questionnaire-social phobia subscale & global phobia: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FQ & FQ-grobal)

보였는데,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에 사회공

Marks와 Mathews(1979)가 개발한 척도들 중 사

포증 관련 증상 뿐 아니라 일반적인 특성 불안

회공포증 하위척도와 전반적 공포증 척도를 박

및 상태불안과 우울증까지 유의미하게 호전되었

기환과 안창일(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

사회공포증 질문지는 5문항이고 전반적 공포 평

한달 후 추후 평가 자료를 치료 후 평가 자료
와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

정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측정치는 하나도 없었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다. 이로 볼 때, 치료후의 호전된 상태가 한 달
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xiety Inventory: STAI)
STAI-state, STAI-trait는 원래 정신적 질환이 없
는 정상 성인의 불안을 조사하는 도구로 개발되

논

었으나, 임상 집단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의

척도로서(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각
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
료 후에 모든 질문지 상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
었을 뿐 아니라 한달 후 추후 평가에서도 유의

Beck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미한 향상이 지속되었다. 이로 볼 때, 사회공포
증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이미 국내의 여러 연구

BDI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

들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온 대학생

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뿐만 아니라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척도로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들 점수를 박기환과 안창일
(2001), 이정윤(1996), 조용래(1998)가 대학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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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료전 및 치료후 검사 평균과 차이 검증 결과 (n=45)

***

측정치

치료전검사
평균(표준편차)

치료후검사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회피 및 불안

22.16(5.19)

16.69(6.41)

8.14

사회적 회피 및 불안-불안

11.47(2.26)

9.47(2.95)

6.30***

사회적 회피 및 불안-회피

10.68(3.55)

7.22(3.95)

7.3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6.33(8.45)

27.93(7.48)

6.34

사회공포증 질문지

23.76(7.78)

15.00(7.40)

7.24

전반적 사회공포 평정

6.19(1.48)

3.90(1.73)

7.24

Spielberger 상태불안

57.07(12.00)

46.75(14.17)

4.99

Spielberger 특성불안

59.42(10.14)

49.98(11.36)

6.25***

Beck 우울증 척도

21.23(15.63)

13.82(14.43)

4.45

t 검증
***

***
***
***
***
***

***

p<.001

표 2. 치료후 및 추후 검사 평균과 차이 검증 결과 (n=16)
측정치

치료후검사
평균(표준편차)

추후검사
평균(표준편차)

t 검증

사회적 회피 및 불안

18.19(6.48)

17.38(6.22)

1.10

사회적 회피 및 불안-불안

10.00(2.85)

9.69(2.55)

.96

사회적 회피 및 불안-회피

8.19(4.04)

7.69(4.17)

.9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0.25(5.93)

31.00(8.58)

-.46

사회공포증 질문지

18.15(6.83)

17.46(7.69)

.36

전반적 사회공포 평정

4.62(1.76)

4.62(1.55)

.00

Spielberger 상태불안

51.77(11.99)

47.85(11.47)

1.50

Spielberger 특성불안

53.38(12.44)

47.08(7.30)

2.18

Beck 우울증 척도

16.00(13.86)

11.46(8.49)

1.54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척도들 점수와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임상집단의 증상심각도

비교했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severity)가 대학생집단보다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회피 및 불

하고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지

안 척도 점수는 본 연구에서 다소 높았고, 우울

행동집단치료가 향후 임상 실제에서도 활용 가

증 척도 점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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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교할만한 통제집단
이 없었고, 치료 후 평가에 비해 추후 평가의 사

Heimberg, R. G., Becker, R. E., Goldfinger, K., &

례수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지속

Vermilyea, J. A. (1985). Treatment of social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phobia by exposure, cognitive restructuring,

것으로 생각된다.

and homework assignm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3, 236-245.
Heimberg, R. G., Dodge, C. S., Hope,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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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Report>

The Effect of the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 for Social Phobic Patients

Kee-Hwan Park

Yu-Jeong Huh

Young-Hee Choi

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CBGT) for social phobic outpatients. 45 patients completed posttreatment assessment
and 16 patients completed the 1month follow-up assessment. Results showed that the social
phobic outpatients were improved at the posttreatment assessment. In addition, this improvement
was lasted at 1 month follow-up assessment.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CBGT for social
phobic outpatients was effective.
Key words : social phobia,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 ou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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