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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른 공황장애 환자의 치료결과를 비교하고, 광장공포증 유무가 약물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DSM-IV 진단기준에 따라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
장애 환자 57명,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지 않은 공황장애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12주 인지행동치료와 약물
병합치료 시작 전, 후에 공황장애 심각도 평가 척도(PDSS), CGI를 평가하였고,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Beck 우울 척도(BDI), 개정판 불안 민감도 지표(ASI-R), 광장공포에 대한 인지 질문지(ACQ), 신체
민감도에 대한 질문지(BSQ),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N),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P)를 작성
토록 하였다. 치료 후 두 군 간의 증상 심각도 및 임상 특징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치료 전, 후로 증상 심각도 및 임상 특징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및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군에서 치료 전 약물 사용 상태, 약물 처방
1주후 약물 사용 상태, 12주후 약물 사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 square-test를 시행하였다. 치료 후
증상 심각도 및 임상 특징의 정도에서 두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DSS에서는 광장공포증
군에서 치료 후 더욱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비광장공포증군에 비하여 변화의 폭이 컸던 불
안에 대한 민감성, 광장공포에 대한 인지, 긍정적 자동적 사고의 변화와 연관이 있었다. 광장공포증군과 비
광장공포증군에서 치료 전과 치료 1주후 약물 사용 상태 및 치료 12주후 약물 변화의 상태에 있어 두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요어 :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약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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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공포증은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장

와 Margot(1996)는 공황장애 환자에 대한 5년

소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 또

간의 전향적 추적 연구를 통해 우울증의 공존,

는 공황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도

공황증상의 심각도, 광장공포적 회피를 경과

움 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보고하였고,

에 대한 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 환

Buller 등(1986)은 광장공포증을 공황장애의 심

자들은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

각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과 같은 복잡한 장소, 대중교통의 이용 등을

또한 Williams와 Falbo(1996)는 광장공포증의 정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면서(DSM-IV,1994), 사회

도에 따른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생활에서 기능이 크게 제한된다(Noyes et al.,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공황발작 횟수의 감소

1990; Buller et al., 1991).

및 공황이 없는 상태로 평가한 치료결과는 광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환자의 1/3 내지 1/2

장공포증이 덜한 군과 심한 군에서 유의한 차

에서 동반되며(Nutt, Ballenger & Lepine, 1999),

이를 보였다. 즉 광장공포증이 덜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와 동반하지 않

환자가 더욱 좋은 치료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은 공황장애는 진단 분류, 원인, 증상 및 치료

결과의 차이는 치료 후 1년에서 2년 동안 추

의 측면에 있어서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적평가를 하였을 때도 지속되었다.

있다. 그동안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과의 관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계를 밝히기 위해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지

장애 환자들과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않은 공황장애 환자에 비해 치료결과가 좋지

공황장애 환자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장

이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상관성을 이해

공포증의 유무에 따라 공황장애의 치료 후 주

하는 것이 진단 및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부

요 임상 특징의 변화를 비교하고, 광장공포증

분이기 때문이다.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

의 유무와 치료결과와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

장애 환자군은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서 공황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

환자군에 비해 증상에 대한 고통 및 생활에서

우고자 한다. 둘째로 광장공포증의 유무에 따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하게 컸으며(김정

라 약물 사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범과 정철호, 1998), 우울증, 사회공포증, 강박

검증하고자 한다.

증 등의 공존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고
(Starcevic et al, 1992; 임경희, 장은진, 및 김정

방 법

범, 2002), 부적응적인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
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황병주와 김정범,
2000).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의 치료 효과 및

연구 대상

경과에 대한 예측인자를 밝히는 여러 연구에
있어서 일관되게 좋지 않은 결과와 만성 경과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서울백병원

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Noyes,

정신과 집단 인지행동치료 12주 프로그램에

Garvey & Cook, 1989; Maier etal., 1989). Scheibe

참여한 공황장애 환자들 중 정신과 전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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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광장공포증군 (n=18)

광장공포증군(n=57)

t

sign.
a

2.38

0.123

35.58 ± 7.32

0.46

0.647

15.22 ± 2.18

14.86 ± 2.08

0.62

0.540

발병연령 (세±SD)

35.17 ± 7.99

31.25 ± 7.26

1.85

0.075

유병기간 (개월±SD)

17.22 ± 22.54

42.68 ± 48.22

-3.07**

0.003

기혼

14

40

1.38

미혼

4

13

이혼

0

4

매우 좋음

0

0

좋음

3

4

평균

10

37

좋지 않음

3

12

매우 좋지 않음

2

4

주부

4

12

학생

1

1

사무직

4

16

노동직

0

1

자영업

4

7

전문직

4

10

무직

0

6

기타

1

4

성별

남 (%)

7 (17.1%)

34 (82.9%)

여 (%)

11 (32.4%)

23 (67.6%)

연령 (세±SD)

36.65 ± 8.62

교육수준 (년±SD)

결혼상태 (%)
a

0.503

a

0.578

a

0.749

사회경제적 상태 (%)
1.97

직업 (%)

a

4.26

2

은 χ 결과임.
** p < .01

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에 의하여 DSM-IV 진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이하 비광

단기준에 의거하여 우울증, 성격장애, 약물 남

장공포증군)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연

용 등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배제한 광장공포

령은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에서 각

증을 동반한 환자(이하 광장공포증군) 57명과

각 35.58±7.32세, 36.65±8.62세로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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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고, 성별, 교육수준, 발병연령, 결혼

경험하는 고통, 예기불안, 광장공포증적 두려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 수준 또한 유의

움과 회피, 직무수행의 장해 및 고통, 사회적

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병기간은 광장

기능의 장해 및 고통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

공포증군에서 42.68±48.22개월로 17.22±22.54개

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환자와의 면담을 통

월인 비광장공포증군에 비해 25개월가량 더

해 평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1개월간을 기준으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로 각 항목에 대해 증상의 정도에 따라 0점
(증상 없음)에서부터 4점(극심함)으로 평정하고
7가지 항목들의 총점수를 평균하여 복합점수

치료 방법

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범(2001)이 번
8 내지 12인의 집단치료 형태로 매주 1회,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120분씩 총 12회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인지행동치료에 경험이 많은 정신

CGI(Clinical Global Impression, CGI)

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에 의해

CGI는 증상 심각도에 대한 임상가의 주관적

인지행동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인지행동치료

인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Guy(1976)에 의해서

의 내용은 공황장애 및 불안의 특성에 대한

고안된 척도로 1점(정상, 증상 없음)에서부터 7

교육 및 교정된 정보의 제공, 환자의 잘못된

점(극도로 심각함)까지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불안 해석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 호흡 훈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척도(Spielberger

련과 근육이완 훈련 등 신체 조절훈련, 신체
내적 자극에 대한 노출, 실제상황 노출 등으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TAI는 Spielberger(1970)가 고안하고 김정택

로 이루어졌다.
약물사용 환자의 경우 항우울제는 seroxat 10

과 신동균(1978)이 번안한 상태 불안 20문항,

내지 20mg을 사용하였고, 항불안제는 clonazepam

특성 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의

0.5 내지 1mg을 사용하였다. 인지행동치료의

설문지이다. 상태 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는 유지하거

그 정도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상태이며,

나 감량하였다.

특성 불안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동기나 획득
된 행동성향으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불안 상
태를 의미한다.

측정도구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공황장애 심각도 평가 척도(Panic Disorder

BDI)

Severity Scale, PDSS)

BDI는 Beck 등(1960)이 고안한 것으로 우울

PDSS는 Shear 등(1997)이 개발한 것으로 공

증상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황장애와 부수증상의 7가지 영역을 간편하고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평가하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는 항목에는 공황발작의 빈도, 공황발작 동안

BDI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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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불안 민감도 지표(The Revised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utomatic

Anxiety Sensitivity Index, ASI-R)

Thoughts Questionnaire-Negative, ATQ-N)

ASI-R은 Taylor와 Cox(1998)가 각성증상에 대

ATQ-N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비하

한 위협적인 신념을 평정하는 자기보고 검사

하고 낙담하게 하는 부정적 사고가 얼마나 빈

인 ASI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16개 문항

번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에서 6개 문항을 제외하고 26개 문항을 추가

Hollon과 Kendall(1980)이 개발하고, Kwon(1992)

하여 총 36개 문항으로 확장한 것으로 김지혜

이 번안한 자동적 사고 설문지로서, Kwon

등(2004)이 표준화하였다. 0점(전혀 그렇지 않

(1992)이 우리말로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구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

성되었다.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광장공포에 대한 인지 질문지(Agoraphobic
Cognition Questionnaire, ACQ)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Positive, ATQ-P)

ACQ는 Chambless 등(1984)이 고안하고, 원

ATQ-P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호택, 박현순, 및 권석만(1995)이 우리말로 번

고양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안한 것으로 불안을 느낄 때 파국적인 사고

사고를 얼마나 빈번히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

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평정하는 14문항으

해 Ingram과 Wisnicki(1988)이 개발하고, 국내에

로 구성되어있고, 그 정도를 1점(전혀 그런

서 이주영과 김지혜(2002)가 표준화하였다. 이

생각이 들지 않는다)에서부터 5점(언제나 그

척도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런 생각이 든다)으로 응답하며 전체 문항 총

점에서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이 척도의 점수가
된다.

절차

신체 민감도에 대한 질문지(Body Sensation
Questionnaire, BSQ)

인지행동치료 전(0주) 공황장애 환자의 증상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주관적으

BSQ는 Chambless 등(1984)이 고안하고, 원호

로 보고하는 공황 횟수와 함께 증상 강도, 증

택, 박현순, 및 권석만(1995)이 우리말로 번안

상으로 인한 불편감, 공황 발작에 대한 예기

한 것으로 불안에 수반한 자율 신경계의 각성

불안의 정도를 0~8점의 SUDS (subject units of

과 연관되는 특정 신체감각을 경험할 때 얼마

distress) 척도로 보고하는 기본 기록지를 작성

나 두려워하는지를 평가하는 17개의 문항으로

토록 하였고, 치료 전(0주), 후(12주)에 측정도

1점(전혀 두렵지 않다)에서부터 5점(극도로 두

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렵다)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이 척도 역시

통계적 분석은 SPSS 12.5판을 이용하였다.

전체 문항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이 척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에서 치료 전

도의 점수가 된다.

과 후의 증상 심각도 및 주요 임상 특징의 정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본 기록지의 보고결

- 167 -

인지행동치료

과와 PDSS, CGI, STAI-S, STAI-T, BDI, ASI-R,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광장공포증군과

ACQ, BSQ, ATQ-N, ATQ-P의 점수에 대하여

비광장공포증군에서의 치료 전 약물 사용 상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태를 확인하여 χ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약물

군 간의 치료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두

순응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행동치

군에서의 치료 전, 후의 PDSS, CGI, STAI-S,

료 첫 회기 후 처방된 약물에 대하여 1주 후

STAI-T, BDI, ASI-R, ACQ, BSQ, ATQ-N, ATQ-P

약물 사용 상태를 확인하여 χ 분석을 실시하

점수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두

였다. 그리고 치료 12주 후 두 집단간 약물

군 사이에서 치료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사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물 사용 상

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태를 변화 없음, 약물 감량, 약물 증량, 처음

measures ANOVA test)을 이용하였다.

부터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그리고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른 약물 사용

2

2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치료 전 집단 간 증상 심각도 및 임상 특징 비교
비광장공포증군
(평균±표준편차)
(n=18)

광장공포증군
(평균±표준편차)
(n=57)

t

한달 간 공황 횟수

1.72 ± 2.44

2.02 ± 4.22

-0.28

6개월 간 공황 횟수

4.00 ± 6.80

5.00 ± 9.01

-0.43

증상의 강도 (SUDS)

5.89 ± 2.08

6.37 ± 1.47

-1.08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SUDS)

4.78 ± 2.02

5.84 ± 1.25

-2.69

예기불안 (SUDS)

5.17 ± 1.69

5.70 ± 1.42

-1.21

Spielberger 상태 불안 척도

45.63 ± 10.29

46.04 ± 10.67

-0.14

Spielberger 특성 불안 척도

44.43 ± 8.64

47.64 ± 9.63

-1.24

9.19 ± 5.61

11.19 ± 8.35

-1.08

개정판 불안 민감도 지표

87.53 ± 25.11

95.23 ± 24.48

-1.04

광장공포에 대한 인지 질문지

24.56 ± 8.57

31.23 ± 9.08

-2.65

신체 민감도에 대한 질문지

44.06 ± 12.00

42.94 ± 11.27

-0.33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

53.53 ± 17.94

57.53 ± 19.41

-0.73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

97.73 ± 24.69

76.53 ± 21.62

2.95

공황장애 심각도 평가 척도

9.39 ± 4.30

15.98 ± 4.21

-3.96

CGI

5.39 ± 0.61

5.53 ± 0.76

-0.70

주관적 보고

Beck 우울 척도

**

*

**

객관적 보고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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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95, p=.007)

결 과

(표 2).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의 치료 전 증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의 치료 전-후

상 심각도 및 주요 임상 특징 비교

증상 심각도 및 주요 임상 척도 변화 비교
비광장공포증군에 비하여 광장공포증군에
서 공황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통계적으

12주 간의 치료 후 광장공포증군 57명 중

로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t=-2.69,

19명, 비광장공포증군 18명 중 7명에서 자료의

p=.009), PDSS 점수에서도 증상의 심각도가 더

누락이 있었다. 광장공포증군 38명, 비광장공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6, p<.001). 그러

포증군 11명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비광장공

나 두 군간 공황 횟수나, 공황에 대한 예기불

포증군의 경우 PDSS, CGI, STAI-S, BDI, ACQ,

안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

BSQ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찰되지 않았다. STAI-S, STAI-T, BDI, ASI-R,

STAI-T, ASI-R, ATQ-N, ATQ-P 점수는 유의미

BSQ, ATQ-N 점수에서는 두 군 사이에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광장공포증군의 경

미한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에는 치료 후 ATQ-N 외의 모든 척도에 있

광장공포증군에서 ACQ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어서 유의미한 점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비

높았고(t=-2.65, p=.013), ATQ-P 점수는 유의

광장공포증군에 비해 전반적인 척도들에서 더

표 3. 집단 간 증상 심각도 및 임상 특징의 치료 전 후 비교
비광장공포증군
(n=11)

광장공포증군
(n=38)

치료 전

치료 후

t

PDSS

9.44 ± 5.70

4.00 ± 5.05

6.86

CGI

5.33 ± 0.71

3.11 ± 0.78

5.36

치료 전

치료 후

t

***

13.76 ± 4.14

4.86 ± 3.55

16.29

***

5.50 ± 0.69

2.92 ± 0.78

13.55

176.28

**

48.45 ±11.17

39.45 ± 9.03

3.09

45.39 ±10.67

40.00 ±10.97

2.76

42.27 ± 7.99

1.33

48.00 ± 9.35

43.09 ±11.24

3.44**

7.73 ± 7.99

**

ASI-R

97.89 ±23.03

5.82 ± 5.25
78.11 ±27.69

2.87
1.53

22.94 ± 6.19

6.19

43.24 ±10.41

33.88 ±10.22

5.19

2.50

34.55 ±11.23

3.71

ATQ-P

87.22 ±25.35

86.89 ±27.32

* p < .05, ** p < .01, *** p < .001
PDSS: 공황장애 심각도 평가 척도
CGI: Clinical Global Impression
STAI-S: Spielberger 상태 불안 척도
STAI-T: Spielberger 특성 불안 척도
BDI: Beck 우울 척도

7.00

31.46 ± 8.29

21.09 ± 6.02

49.09 ±10.61

45.56 ±12.86

70.07 ±16.78

***

**

26.64 ± 9.17

BSQ

58.44 ±17.79

97.68 ±20.87

3.43

*

ACQ

ATQ-N

11.36 ± 8.04

1.89
0.05

57.54 ±20.64
78.41 ±21.12

52.54 ±24.28
87.19 ±23.84

3.52

5.84

***

0.00

0.96

***

0.16

0.91

0.17

0.11

***

0.34

0.24

***

0.46

0.62

***

2.29

1.20

***

1.08

1.95

*

5.33

0.18

1.03

1.51

0.26

1.75

14.46

8.67**
16.09
22.48
26.98

***

41.57

1.31
**

-2.77

F

***

***

ASI-R: 확장판 불안 민감도 지표
ACQ: 광장공포에 대한 인지 질문지
BSQ: 신체 민감도에 대한 질문지
ATQ-N: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
ATQ-P: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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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46.18 ± 9.92
10.15 ± 6.17

F
101.06

STAI-S

BDI

집단간

***

STAI-T

*

집단내

*

인지행동치료

표 4. 치료 후 집단 간 증상 심각도 및 임상 특징의 변화 비교
비광장공포증군
(평균±표준편차)
(n=11)

광장공포증군
(평균±표준편차)
(n=38)

t
*

공황장애 심각도 평가 척도 변화

-5.44 ± 3.05

-8.89 ± 3.99

CGI 변화

-2.22 ± 0.97

-2.57 ± 0.98

Spielberger 상태 불안 척도 변화

-9.00 ± 9.66

-5.39 ± 11.22

Spielberger 특성 불안 척도 변화

-3.91 ± 9.76

-4.91 ± 8.21

0.33

Beck 우울 척도 변화

-4.64 ± 5.35

-3.64 ± 6.09

-0.48

-19.78 ± 38.82

-27.61 ± 20.87

0.78

-5.55 ± 7.35

-8.52 ± 7.90

1.10

신체 민감도에 대한 질문지 변화

-14.55 ± 13.02

-9.36 ± 9.79

-1.40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 변화

-12.89 ± 20.46

-5.00 ± 20.16

-1.02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 변화

-0.33 ± 21.68

8.78 ± 16.54

-1.32

개정판 불안 민감도 지표 변화
광장공포에 대한 인지 질문지 변화

2.42
0.99
-0.95

* p < .05

욱 유의한 수준으로 치료 전 후의 점수 변화

광장공포증 유무와 약물 사용과의 관련성

를 보였다. 특히 비광장공포증군에서는 유의
미한 변화가 없거나 적게(p<.05)나타난 것과

치료 전 약물 사용 비교

비교하여 ASI-R(p<.001)과 ACQ(p<.001), ATQ-P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에서 치료

(p<.01)점수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전 약물 사용 여부에서는 두 군 간에 통계적

다(표 3). 그러나 임상 척도들의 점수 차이를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5).

구하여 두 군간 independent t-test 한 결과에서
는 PDSS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치료 1주차 약물 사용 비교

로 나타났다(표 4).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에서 각각
11명, 6명의 환자들이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았

광장공포증 유무와 공황장애 치료 결과와의

고, 두 군간 약물 사용 상태에 대한 차이는

관련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그
러나 광장 공포증군에 비하여 비광장공포증군

CGI, STAI-S, STAI-T, BDI, ASI-R, ACQ, BSQ,
ATQ-N, ATQ-P 등 치료결과를 평가한 대부분

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관
찰되었다(표 6).

의 하위 변인에서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DSS에서는

치료 후 (12주) 약물 사용 비교

비광장공포증군과 광장공포증군에서 유의미한

치료 12주 후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표 3).

군 사이에 약물 사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 170 -

최영희 등 /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른 공황장애 환자의 치료결과 비교

표 5. 치료 전 집단 간 약물 사용 비교
비광장공포증군 (n=18)

광장공포증군 (n=57)

χ2

약물 사용 하지 않음

11 (61.1%)

31 (54.3%)

0.251

약물 사용

7 (38.9%)

26 (45.7%)

표 6. 치료 1주차 집단 간 약물 사용 비교
2

비광장공포증군 (n=18)

광장공포증군 (n=57)

χ

약물 사용 하지 않음

6 (33.3%)

11 (19.3%)

1.537

약물 사용

12 (66.7%)

46 (80.7%)

표 7. 치료 12주차 집단 간 약물 사용의 변화 비교
비광장공포증군 (n=18)

광장공포증군 (n=57)

χ2

변화 없음

9 (50.0%)

37 (64.9%)

2.07

약물 감량

3 (16.7%)

8 (14.0%)

약물 증량

0 ( 0.0%)

1 ( 1.8%)

약물 사용 하지 않음

6 (33.3%)

11 (19.3%)

서 약물 사용 상태를 변화 없음, 약물 감량,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공황장애의 유병

약물 증량, 처음부터 약물 사용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광

네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두 군 사이에

장공포증군이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고 보고한

서 약물 사용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경우도 있고(Kikuchi et al., 2005; Turner et al.,

한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광장공포증

1986),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군의 경우 약물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도 1

(김정범과 정철호, 1998; Thyer et al., 1985). 발

례 관찰되었다(표 7).

병연령 및 예기불안의 정도에 있어서도 본 연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으나(Beitman et al., 1987; 김

논 의

준홍과 김철진, 1997; 고은정 등, 2000), 광장
공포증군에서 공황장애가 더 일찍 시작되고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에서 인구학

(Noyes et al., 1986) 예기불안이 더 심하다고

적 특성 및 증상 심각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김정범과 정철호, 1998;

공황장애의 유병기간에 있어 광장공포증군이

고은정 등, 2000). 공황의 빈도, 증상의 강도는

25개월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발병연령,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공황발작의 횟수, 증상의 강도, 예기불안에서

않았다(Telch et al., 1989). PDSS 총점수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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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

PDSS의 변화는 광장공포증군과 더 연관성이

는 광장공포증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장공포증군에서 더 많

보였다. CGI는 두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은 치료 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지 않았으나 양군에서 모두 5점 이상(상

일반적으로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에 대한 치

당히 병들어 있음)으로 나타났다.

료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는 인자이고

공황장애의 특징적인 인지적 측면에서는 광

또한 광장공포증군에서 우울증 및 성격장애

장공포증군에서 ACQ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등 좋지 않은 예후를 나타낼 것으로 확인된

나타났다.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

공존병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광장공

자의 경우에 광장공포증이 유발되는 상황에

포증군에 비하여 전반적인 치료의 결과가 좋

대한 두려움이 더욱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보여 진다. 그리고 ATQ-P 점수가 유의하게 낮

에서는 오히려 광장공포증군에서 PDSS로 평가

은 것(t=2.95, p=.00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공황장애의 증상들의 치료 전, 후의 변화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가 일상적

가 더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나타났고,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훨씬 적게

는 비광장공포증군에 비해 광장공포증군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결과이다.

변화의 폭이 컸던 불안 민감성이나 광장공포

그 외 공황장애에서 특징적인 인지적 측면

증과 관련된 파국적 사고 경향의 감소와 긍정

인 불안에 대한 민감성, 신체 감각에 대한 민

적 자동적 사고 경향의 증가가 기여한 결과로

감성,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경향에서는 광장

볼 수 있겠다. Basoglu 등(1994)에 따르면 광장

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 사이에 유의미한

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하

치료 후 전반적인 호전은 공황 보다 공포적

여 ASI가 광장공포증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았고

회피의 감소와 더욱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

(김정범과 정철호, 1998; Donnell & McNally,

고되었다. 불안 민감성의 감소 및 광장공포증

1990), 불안 민감성은 광장공포증이 커지게 되

과 관련된 파국적 사고 경향의 감소는 광장공

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여, 불안

포적 회피의 호전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

민감성과 광장공포증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되

다. 또한 공황장애 환자에서 신체적으로 해를

었으나(Whit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광장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등 인지 왜곡이 공

공포증군에서 ASI-R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

황 증상 발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나지 않았다.

치료 후 긍정적 자동적 사고의 경향이 높아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목적인 광장공포증군
과 비광장공포증군 사이의 치료결과 비교에서

것 또한 공황 증상의 호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

는 치료 후 증상 심각도 및 주요 임상 특징의

Pollack 등(2000)은 공황장애의 좋지 않은 결

정도에 있어서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황증상의 심

지 않는 수준으로 모두 호전되었다. PDSS, CGI

각도, 광장공포증, 긴 유병기간, 여성 등의 예

로 평가한 공황증상의 심각도는 두 군 모두에

측인자를 가진 환자군과 갖지 않은 환자군에

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p<.001). 이 중

서의 sertraline 12주 치료 효과의 차이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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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중 치료 전 공황증상의 심각도가

지 않는다고 하였다. Byrne 등(2002)은 환자의

심한 경우 치료 후 CGI-I 호전이 유의미하게

특성과 적절한 약물 사용과의 관련성을 1년간

낮았고, 다른 예측인자들에 있어서는 예측인

코호트 연구를 한 결과에서 광장공포증이 동

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사한 정도의 치료 호

반된 경우에 오히려 더욱 적절한 약물 사용을

전을 나타내었다. 이는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Taylor 등

라 치료의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1989)에 따르면 회피적 행동의 경향이 없는

않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환자군에 비해 회피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군

반면, Williams와 Falbo(1996)는 광장공포증의

에서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더 적다고 하였고,

정도에 따라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본 연구는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

비교하였는데 낮은 정도의 광장공포증을 보이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광장공

는 환자의 경우 치료 후 공황이 없는 상태가

포증의 유무에 따라 약물사용에 차이를 보이

94%였고, 고도의 광장공포증을 가진 환자의

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에는 치료를 회피하려

경우는 52%가 공황이 없는 상태를 보여서 그

하는 경향을 가진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

들은 광장공포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치료결과

장애 환자들이 배제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가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 연

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구에서는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치료 직후의

구분에 따른 치료결과를 비교하였으므로 광장

결과만을 비교했다는 점이다. 실제 광장공포

공포증의 심한 정도가 치료의 결과에 미치는

증과 공황장애의 치료결과의 연관성을 좀 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서 Williams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료 이후 장기 추

Falbo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겠다.

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마지막으로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른 공황장

된다. 둘째,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이

애 환자들의 약물 사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에 대하여 부작용을 경험하여 약물을 거부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하기 이전의 약물 사용

하는지, 약물의존에 대하여 염려를 하는 것인

여부, 치료 1주에 조사한 약물 사용에 대한

지 등의 다른 약물순응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순응도 그리고 치료 기간 중 약물 사용의 변

배제하지 않은 것이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른

화에 있어 광장공포증군과 비광장공포증군에

약물 사용을 비교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

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으로 생각된다.

비광장공포증군에서 광장공포증군에 비해 약

결론적으로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물을 복용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환자와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애

관찰되었다. Taylor 등(1989)의 연구에서도 회

환자의 12주간 인지행동치료와 약물 병합치료

피행동을 보이는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후 공황증상의 심각도와 주요 임상 특징을 비

서 약물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교한 결과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약물을 복용하는 군과

환자의 경우 치료의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

하지 않는 군에서 공황증상의 수, 공황발작의

는 예상과 달리 증상 전반에 걸쳐 비광장공포

횟수, 회피행동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증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호전되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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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후의 공황장애 증상 심각도의 변화는

김정범 (2001). 한국판 공황장애 심각도 척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

의 개발. 정신병리학, 10, 140-151.

민감성, 광장공포증과 관련된 파국적 사고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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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주효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광장공포증

김준홍, 김철진 (1997).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의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장공

공황장애 환자와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

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에 신체

애 환자의 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 3,

증상에 대한 과민성과 광장공포증과 관련된

112-122.

파국적 사고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

김지혜, 유범희, 오강섭, 김율리, 이소영, 임영

자동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하는 적절한 인지

진 (2004a). 한국어 개정판 불안 민감도

행동치료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지 않은 공황

지수의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43,

장애 환자와 유사한 정도의 치료결과를 보일

54-61.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 (1995). 한국판 공황장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애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

또한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의

상, 12, 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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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

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지

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

행동치료에 참여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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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광장공포증 유무에 따라 약물 사용

이주영, 김지혜 (2002). 긍정적 사고의 평가와

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를

활용: 한국판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 특성으로 해석할 것인

지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

지, 아니면 항공황 약물의 사용이 광장공포증

상, 21, 647-664.

상의 호전에는 상관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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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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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Study of Treatment Outcome in
Panic Disorder with or without Agora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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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treatment outcome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with or without
agoraphobia, an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agoraphobia and the use of medication. The subjects were 57
patients who met DSM-IV criteria for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and 18 patients who had panic disorder
without agoraphobia. We assessed symptom severity and some cognitive behavioral indexes typically found in panic
patients using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PDSS), Clinical Global Impression (CGI),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The Revised Anxiety Sensitivity Index (ASI-R), Agoraphobic
Cognition Questionnaire (ACQ), Body Sensation Questionnaire (BSQ),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Negative
(ATQ-N),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Positive (ATQ-P). For statistical analysis, we performed 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to compare the scores of scales between pre and post treatment in both groups.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the scores at post treatment state. Also chi square-test was used to compare
the use of medication between patients with agoraphobia and without agoraphobia during some specific phase of
treatm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cores of scales between both groups at post treatment.
Improvement of panic symptom severity was more prominent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treated
with CBT and pharmacotherapy and improvement was correlated with changes of anxiety sensitivity, agoraphobic
cognition and positive automatic thoughts. The use of medication at pre treatment, at 1st week and 12th week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Key words : Agoraphobia, panic disorde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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