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SEP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43, No 5

강박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이상에 대한 2년 추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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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Dysfunctions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wo-Year Treatment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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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cognitive dysfunctions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over the two-year of pharmacological treatment.
Methods：The thirty-three OCD patients and thirteen normal subjects were administered the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clinical evaluations twice (at the baseline and two-year).
Results：In spite of the two-year treatment, the accuracy of delayed recall on the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s (RCFT),
the numbers of responses on the category and letter test of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 the response time
on the Trail Making Test part A (TMT-A) remained significantly impaired in the OCD patients compared with the normal
controls.
Conclusion：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gnitive dysfunctions such as visuospatial memory and verbal fluency might
be the underlying persisting neuropathophysiology of OC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5):5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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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는 비언어적 기억, 시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시각적
주의력과 선택적 주의력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기능의 이

강박장애는 의미있는 기능의 저하나 심한 스트레스를 일

상을 보고하고 있다.7-13)

으키거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이

그러나, 이러한 인지기능의 이상이 치료에 의해 호전되는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가 있는 동안 개인은 이러한 강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최근의 강

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

박장애의 치료와 신경인지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1)

식할 수 있다.

는 강박장애 환자가 치료 후에 주의력 전환(set-shifting)

최근까지 이루어진 강박장애의 병태생리에 관한 연구들

능력, 언어유창성(verbal fluency), 적절한 자극을 구별하

은 강박장애가 매우 광범위한 신경계의 이상이라는 점을

는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들이 호전되었다고 보고되었다.14,15)

2-6)

보고하고 있으며,

강박장애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연구

또한,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술(PET)을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전두-피질하 회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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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뇌의 여러 부위가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3,16,17)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상대조군과 비교한 연구가 아니어
서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박장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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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약물치료 전후의 인지기능 변화를 4개월 후 추

600 mg을 병용투여 받았다. 정상대조군은 연구 시작 시점에

적 조사하여 같은 기간 동안 추적한 정상인들의 인지기능과

서 병원 및 지역사회에 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31명이 연구

18)

서로 비교한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12주

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13명이 2년 추적에 포함되었다.

간 행동치료 후 인지기능의 변화를 정상대조군과 비교한 연

이들 모두 두부 외상, 약물 중독의 병력이나 신경과적 질환

19)

구 보고가 있다.

이 두 연구들에서는 치료 후 임상증상의

은 없었다.

호전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남아 있는 인지기능들이 존재하였

박장애 환자가 장기간의 치료 후에도 인지기능의 이상이 지

연구방법
강박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임상증상 및 신경인지기
능 검사는 연구 시작 시점과 2년 추적 시점에 각각 시행되었
다. 강박장애 증상의 심각도는 예일-브라운 강박장애척도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YBOCS)26)
를 사용하였다.
강박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
두엽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Rey-Oster-

속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rieth Complex Figure Test(RCFT),27) 선로 잇기 검사

다. 이 연구들은 12~16주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나, 많은 수의 강박장애 환자들에 있어서는 장
기간의 치료 후에도 상당한 장해를 야기하는 증상이 남아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이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
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강박장애의 증상에 있어서 인지기
능의 이상, 특히 전두엽 기능과 관련있는 인지기능의 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22-24) 미루어 볼 때, 이는 강

본 연구의 목적은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2년간

(Trail Making Test, TMT),28)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

장기 추적 조사하여 강박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이상이 어떠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29)

한 변화를 보이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것이다.

WCST)30)를 연구 시작 시점과 2년 추적 시점에 시행하였
다. 한국어판 지능검사(K-WAIS；Yum et al., 1992)31)를

방

법

연구 시작시점과 2년 평가 시점에 시행하였다. 모든 신경심
리검사는 한번에 이루어졌으며 1시간내지 1시간 30분이 소

연구대상
서울대학교병원 강박장애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였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1)
(DSM-Ⅳ)에 따라 강박장애로 진단된 환자 39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강박장애의 진단은 연구 참여 시점에 정

통계분석
강박장애의 임상증상(YBOCS)의 변화와 신경심리검사

신과 전문의 1인에 의해 DSM-Ⅳ 진단을 위한 구조적 임상

수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반복분석 분산분석(Repeated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SCID-

measures of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25)

요되었다. 시행된 검사들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자들의 이전
연구3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Ⅰ) 을 통해 이루어졌다. 두부 외상, 약물 중독, 신경과적

하였다. 평가 시점(연구 시작 시점, 2년 추적 시점)이 집단내

이상이 있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중 33

요인이 되고 진단(강박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이 집단간 요

명이 2년 연구 추적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강박장

인이 되었다. 평가시점마다의 두 군간의 신경심리검사의

애 환자들은 2년 추적 당시 모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행을 비교하기 위하여 student-t 검정을 시행하였다. 강

사용된 약물의 일일 평균 투여량은 sertraline 162 mg,

박장애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차이

fluoxetine 60 mg, paroxetine 43 mg, fluvoxamine 170

는 student t-검정과 chi-square 검정을 하였다. 통계 계

mg이었다. Clomipramine은 두 명의 환자에게 각각 100

산은 SPSS(version 11.0)로 하였다.

mg과 50 mg이 다른 선택적 세로토닌 차단제와 병용투여되
었다. 16명의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병용하여 15명은

결

과

risperidone 1~3 mg, 1명에게는 olanzapine 5 mg이 투여
되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병용 투여받은 환자들은
모두 16명인데, 이들 중 14명이 clonazepam을 평균 1.1
mg, 1명은 lorazepam 0.5 mg, 1명은 diazepam 4 mg을
투여 받았다. 1명의 환자가 depakote(sodium valproate)

578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임상증상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Table 1과 같다. 2년 추적에 참여한 33명의 강박장애 환
자들 중에서 24명(72.7%)은 남자이며 9명(27.3%)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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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상대조군은 남자 8명(61.5%), 여자 6명(38.5%)으
로 두 군간의 유의미한 남녀차이는 없었다(χ2=0.551, df=
1, p>0.05). 두 군간에 평균 연령과 지능의 차이는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 정도는 강박장애 환자군이
13.88±2.27년이고 대조군이 15.54±1.51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22, p>0.05).
강박장애 증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일-브라운 강
박장애 척도의 결과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2년 추적 시점에서 강박사고척도(F=10.730, p<0.01), 강
박행동척도(F=21.121, p<0.001) 및 전체 점수(F=23.477,
p<0.001) 모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CD patients and
the normal controls recruited in two-year follow-up study
OCD (n=33)

Controls (n=13)

Mean

SD

Mean

SD

pvalue*

Age

026.85

08.69

029.69

7.61

0.31

Level of
education*

013.88

02.27

015.54

1.51

0.02

IQ

110.52

13.51

116.85

8.04

0.12

Age of onset

018.63

07.48

-

-

-

Duration of illness

008.30

05.92

-

-

-

Variables

*：student-t test

강박장애 환자들의 신경인지기능의 변화
연구 시작 시점과 2년 추적 시점의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신경인지기능 검사의 수행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교육 정도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반복측정
분산분석 시에 교육기간(년)을 공변량으로 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연구시작 시점에서 강박장애 환자군은 정상인 집단에 비
해 RCFT의 즉각회상(t=-2.398, p<0.05)과 지연회상(t=
-2.342, p<0.05)이 유의하게 떨어져 있었다. 또한 COWA
에서 단어연상(t=-2.376, p<0.05)과 범주연상(t=-2.948,
p<0.01) 모두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수행이 저조하였다.
TMT는 part A 검사에서만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시간이 오
래 걸렸다(t=2.579, p<0.05). 2년째 추적검사에서는 RCFT
의 즉각회상과 지연회상 점수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COWA 검사의 단어연상(t=-2.773, p<0.01)과 범주
연상(t=-2.671, p<0.05), TMT 검사의 part A(t=3.934,
p<0.01)는 여전히 강박장애 환자군이 유의하게 수행이 떨어
져 있었다.
신경인지검사 수행에 있어서 수행측정 시점과 수행정도
사이의 교호작용을 보기위해 시행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Table 2. The neuropsychological tests results for the OCD patients (n=33) and controls (n=13) at the baseline and the follow-up
Baseline
OCD
Copy

Two-year follow-up
Control

OCD

Control

32.86 (02.67)

32.31 (03.18)

32.26 (07.69)

32.19 (02.04)

Immediate recall‡

17.11 (06.33)

21.81 (04.86)

23.14 (07.26)

26.46 (05.37)

Delayed recall*‡

17.69 (06.11)

22.00 (03.99)

22.11 (06.76)

25.77 (04.88)

Letter*‡§

33.82 (10.56)

42.69 (13.40)

38.00 (10.33)

48.69 (14.96)

Category*‡§

35.03 (08.91)

43.62 (08.85)

37.73 (08.01)

44.46 (06.79)

Part A*‡§

43.30 (16.94)

30.69 (07.24)

35.76 (08.80)

24.46 (08.70)

Part B

84.94 (45.84)

70.46 (27.61)

67.97 (27.78)

55.54 (11.77)

69.33 (13.53)

72.69 (08.19)

67.12 (09.03)

71.46 (07.28)

Error

34.52 (25.14)

21.00 (15.22)

20.09 (21.36)

12.69 (04.43)

Perseverative

16.94 (12.49)

10.77 (07.69)

11.45 (13.95)

06.08 (02.53)

Perseverative error

15.67 (11.25)

10.23 (07.04)

10.52 (11.69)

05.92 (02.29)

Nonperseverative error

19.45 (15.63)

10.77 (08.96)

09.67 (10.71)

06.77 (02.71)

Category

04.48 (02.17)

05.54 (00.88)

05.42 (01.42)

06.00 (00.00)

Obsession†

11.66 (04.12)

-

07.86 (04.76)

-

Compulsion†

11.38 (04.55)

-

06.76 (05.11)

-

Total†

23.03 (06.20)

-

14.69 (09.15)

-

COWA (Number of response)

TMT (Response time)

WCST
Correct

YBOCS

RCFT：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TMT：trail-making test, COWA：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WCST：wisconsin card
sorting test, YBOCS：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SD in parentheses. *：main effect of diagnostic group by repeated
measure ANOVA；p<0.05, †：effect of time of testing by repeated measure ANOVA；p<0.05, ‡：student t-test of the two groups
at baseline；p<0.05, §：student t-test of the two groups at follow-up；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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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CFT의 정확도 점수에서는, 측정 시점의 효과(집단내

을39,40) 고려할 때, 본 연구의 RCFT 검사 결과는 강박장애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 시점과 진단군 간

의 기저에 있는 신경병태생리적 기전이라 여겨지는 안와

의 교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단군에 의한

전두엽-선조체계의 이상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

효과(집단간 효과)는 지연회상(delayed recall)에서만 유

을 시사한다.

의하게 나타났다(F=6.296, p<0.05). 통제된 구어 연상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 언어 유창성은 정상인과 차이가

(COWA) 검사에서는, 음소 언어 유창성 검사에서 측정시

없다는 기존의 횡단면적 연구 결과가 있으나11,41) 차이가

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였다(F=7.031, p<0.05).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9,42-44) 최근의 한 추적 연구

음소 언어 유창성 검사와 범주적 언어 유창성 검사 모두에

에서는 강박장애 환자가 행동치료 후에 언어 유창성이 호

서 측정 시점과 진단군 간의 교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나

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14) 그러나 이 연구는 정상대조군과

지 않았다. 진단군에 따른 집단간 효과는 두 가지 소검사 연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상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5.955, p<0.05；F=

가 없었다. 현재까지 저자들의 문헌검색 결과로는 본 연구

6.546, p<0.05). 즉, 강박장애 환자군은 COWA 검사의 두

진이 이전에 시행한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4개월

가지 소검사에서 모두 정상인보다 낮은 언어 유창성을 보

추적 연구를3,18) 제외하고는 강박장애 환자의 언어적 유창

였다.

성에 대해 치료 전후로 연구한 것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선로 잇기 검사(TMT)에서는 A형과 B형 모두 측정시점

그 연구에서 치료 후 강박장애의 증상이 호전되었음에도 불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6.803, p<0.05；

구하고 정상인보다 언어 유창성은 여전히 떨어져 있음이

F=8.785, p<0.01), 두 가지 검사 모두에서 측정시점과 진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본 연구진의 4개월

단군에 의한 교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

추적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박장애 환자에서의 언어

단군에 따른 집단간 효과는 A 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유창성은 2년간의 치료 후에도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음을

나타났다(F=11.898, p<0.01).

보이고 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CST)에서는 어떠한 소항목

기존의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선로 잇기 검사 A형(TMT-

도 집단내 효과나 집단간 효과, 두 효과간의 교호작용이

A)의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인과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강박장애 환자에서 TMT-A 검사가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10,42,45) 이와는 달리, 강박장애 환자가 정상인들보다

고

찰

수행속도가 느리다는 보고들도 있다.44,46-48) 최근에 발표된
강박장애의 인지기능에 관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TMT-A

본 연구의 목적은 2년 치료 후의 강박장애 환자의 신경인

검사에 대한 연구자간의 불일치가 약물치료 유무에 의한

지기능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2년 추적 결과, RCFT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9) 강박장애 환자가 수행이

의 지연회상점수가 정상군보다 여전히 낮았으며 통제된 구

떨어져 있다고 보고한 4개의 논문 중 3편이 벤조다이아제

어 연상 검사(COWA), 선로 잇기 검사 A형(TMT-A)에

핀계 약물이나 선택적 세로토닌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으

서 2년간 치료 후에도 강박장애 환자들이 여전히 정상 대

며, 반면 정상대조군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논문은 모두

조군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고 있었다.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강박장애 집단이었다고 한다. 본 연

이전에 발표된 강박장애와 정상인들의 인지기능을 비교

구에서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

한 횡단면적 연구들에서 비언어적 기억, 특히 시공간적 기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

억 기능이 강박장애 환자들에게서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는

대조군 사이의 선로 잇기 검사 결과의 차이는 해석상 주의

9,33,34)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박장애의 인지기능 이상에

대한 추적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최근 강박장애 환자
의 비언어적 기억 즉, 시공간기억 이상이 치료 후에도 남아
14,18,19)

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추후에 약물을 통제한 연구를 통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RCFT 검사에서 즉각 회상은 강박장애 군

본 연구의 결과

과 정상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

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

났고 지연회상에서만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각적 기억은 안와전두엽과 이와 연관되어 있는 변연계와

다. 그러나 즉각회상의 집단간 효과의 p값이 0.053으로 경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8) 이 부위들은 또한

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RCFT에서의 시공간적 기억의 장

강박장애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음

애는 알려진 바와 같이 도형을 보고 그리는(copy)를 수행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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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의 조직화 전략(organization strategy) 능력의
이상으로 인한 즉각 회상 기억의 장애가 있고 즉각 회상과
지연회상 사이의 정보 손실은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미루어 볼 때,33)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 시각적 기억은 지

25:929-937.
12) Nelson E, Early TS, Haller JW. Visual attention in obsessive-com-

pulsive disorder. Psychiatry Res 1993;49:183-196.

13) Savage CR, Keuthen NJ, Jenike MA, Brown HD, Baer L, Kendrick

14)

연 회상뿐만 아니라 즉각 회상도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
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즉각 회
상이 두 군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대조군의 숫자

15)

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등의 통제가 더 잘 이루어

16)

진 대조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하자면, 강박장애 환자들은 2년간의 비교적 장기간
의 치료 후 임상증상의 유의미한 호전에도 불구하고 시각

17)

적 기억, 언어적 유창성 능력은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기능이상은 강박장애 환자의 증

18)

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신경병태생리적 기능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

중심 단어：강박장애·인지기능 이상·RCFT·C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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