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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effectiveness of various psychotherap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by means of a systemic review.
Methods : A systematic search using key words was conducted using EMBASE, MEDLINE and CENTRAL.
Results : Five studies were included in this systematic review. Th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was used for quality assessment. Diagnostic-specific cognitive behavioral therapies for various anxiety disorders (ds CBT) were also effective in reducing comorbid depression. Transdiagnostic cognitive behavioral therapies targeting anxiety and depression (tCBT-AD) were not superior than ds CBT for anxiety disorders.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wa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onclusion : ds CBT relieves anxiety symptoms as well as depressive symptoms comorbid with anxiety
disorders effectively. In addition, MBSR is more successful for anxiety disorders with co-occurring depression by focusing broadly on the shifting relationship to internal experience rather than focusing narrowly on
specific symptoms. (Anxiety and Mood 2019;15(1):20-28)
KEY WORDS : Depression·Anxiety disorders·Comorbidity·Psychotherapy.

서

론

울증상이 동반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불안장애 환자의 대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증상과 함께 우울증상을

다양한 불안장애의 치료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

동시에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3,4 우울증상은 불안장애의 경

항은 다른 정신장애와의 공존률이 75%에 이른다는 점이다.1,2

과를 만성화시키고, 재발률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환

불안장애와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은 우울장애로, 연구

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살의 위험성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에 따라 다르지만 공존율은 28~63%에 이르며, 아임상적 우

있다.4-6 그러므로 불안장애 환자에게서 보이는 우울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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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불안장애의 치료에서 약물치료를 제외한다면, 불안장애의
종류별 진단 특이적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그러나 공존질환이 없
는 불안장애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단 특이적 인지행동치료
를 통해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상까지 효과적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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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중재 전과 후, 세팅(Setting) : 병원 또는 웹기반의 치료를 제

10년간 여러 연구들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

공받을 수 있는 장소, 연구설계(Study Designs) : 무작위 대

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조군 실험 설계 및 유사 실험 설계.

에 의한 진단분류의 한계에서 벗어나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3 이후 우울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장애와 불안장애로 분류되기 전, 선행하는 공통적 병리(부정

본 연구는 2018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출간

적인 정서, 신경증)를 치료목표로 설정하거나 우울장애와 불

된,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상에 대한 psychotherapy를

안장애에서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범

연구한 문헌 중 학술지 논문만을 검토하였다. 단행본, 석·박

9-11

진단적 인지행동치료를 고안하였다.

이외에도 잘못된 생각

사 논문, 학회 발표문 등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학술지 논

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기존의 인지행동적 접근을 뛰어 넘

문은 Core, Standard, Ideal(COSI)모델을 근거로 Core 데이

어, 의식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느낌을 비 판단적인 방식으

터베이스에 해당하는 EMBASE, MEDLINE(PubMed), Co-

로 수용하고, 지금-여기의 관점에서 알아차리는 수용전념치

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CENTRAL)

료와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기법도 새로운 범 진

를 통하여 검색하였다.17

단적 치료전략으로 대두되었다.12,13 하지만 앞서 나열한 치료

데이터베이스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MeSH 구조를 기본

들이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으로 하였으며, 불안장애의 우울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무엇보다도 불안장애의 일

표현되는 주요 검색어와 유의어 및 대안어를 확인하였다. 이

차 치료로 확립된 진단 특이적 인지행동치료와 비교했을 때

후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 특성에 따라 MeSH 및 EMTREE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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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우월성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어 구조를 통해 불리언 연산자(Boolean operators)를 활용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의 우울증상을 완화할 수 있

관련 문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불안장애에 우울증상이

는 근거기반 psychotherapy를 확인하고, 이러한 치료의 효과

공존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Anxiety disorders”와 “De-

크기를 기존의 진단특이적 인지행동치료와 비교한 연구들을

pression”을 통합하여 검색하였고, 치료에 대해서는 “Ther-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으로 검색하면서 향후 근거기반 임상에

apeutics”, “Therapy”, “Treatment”를 조합하였다(Appendix 1).

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psychotherapy는 무엇인지 고찰
문헌선정 및 제외기준

하였다.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우울증상을 동반한 불안장애 환자

대상 및 방법

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나 유사
실험설계 가운데 연구 전문(full-text)을 확보할 수 있고, 영

문헌검색

어로 출판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포함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연구가 아닌 문헌은 제외하였
고, 자료의 수량적 통합을 위해 질적연구(사례연구, 질적 연구

문헌검색 전략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매뉴얼 및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17

(PRISMA)의 방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문헌선택과정
3개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최근 5년내 출간된 문헌들을
검색하였고, EMBASE 112편, MEDLINE 195편, CENTRAL

핵심질문
체계적 문헌고찰의 일반적인 기술 형식인 PICOTS-SD에

368편으로 총 675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데이터 베이스
에서 검색된 전체 675편의 문헌을 EndNote(ver. X8) 프로그

따라 대상논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PICOTS-SD

램에 등록 후 중복검사를 실시한 결과 146편의 중복문헌이

는 다음과 같다.

제거되었다. 이후 529편의 논문에 대하여 제목과 초록을 확

연구대상(Participants) :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불안장애

인하여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선정한 후 전문을 확보할 수

환자, 중재(Interventions) : 우울증상을 경감시키는 psycho-

있는 69편의 논문에 대하여 문헌선정 및 제외기준을 적용하

therapy, 비교중재(Comparisons) : 비중재나 전통적 방법의

였다. 실험연구설계가 아닌 문헌 9편, 중재결과를 제시하지

중재, 중재결과(Outcomes) : 우울증상의 경감, 시점(Time) :

않은 경우가 6편, 표본의 크기가 너무 적은 문헌이 3편,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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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75세 초과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4편, 불안장애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Table 1). 2013년부터 2015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가 12편, 우울과 불안의 공존을 대

까지 출간된 논문은 3편이었고,19-21 2016년부터 2018년 7월 6일

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가 13편, 생물학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

이전까지 출간된 논문은 2편이었다.22,23 연구가 진행된 국가는

6편, 컴퓨터 기반 치료프로그램(Computer based therapy)의

미국19,20,23이 3편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21,22가 2편이었으며, 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11편이었고, 최종적으로 총 64편의

럽과 아시아에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연구 설계는 무작위

문헌이 제외되어 최종 5편의 문헌만이 선정되었다(Figure 1).

대조군 설계가 2편으로 모두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설계였
고,21,22 유사실험 설계는 3편으로 1편은 이질 집단 사전 사후
검사설계였으며,19 2편은 단일집단 사전 사후 실험설계였다.20,23

문헌평가
최종 선정된 논문의 질 평가는 Scottish Intercollegiate

연구 대상자 수는 200명 이상20,21과 101명에서 200명 사이22,23

Guidelines Network(SIGN)에서 제시한 점검표(check list)를

는 각각 2편이었으며, 100명 이하는 1편이었다.19 치료세팅은

18

토대로 평가하였다. 점검표의 항목은 10가지로 ‘연구 질문의

병원이 3편으로 제일 많았고,19,20,23 2편은 컴퓨터화된 치료 프

명확성’, ‘무작위 할당’, ‘적절한 은폐’, ‘이중맹검’, ‘중재군과 대조

로그램에 대한 연구로,21,2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군 간의 동질성 여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실험중재 여부

치료 개입이 가능한 세팅이었다. 5편 가운데 4편의 문헌이 윤

에 의한 차이만 존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도구’, ‘중도

리적 고려사항을 준수하였다.20-23

탈락률’, ‘결과 분석 시 대상자의 누락여부’, ‘연구가 다른 장소
에서 시행되었을 때 유사한 결과 도출’의 유무를 점검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
Table 2와 같이 첫 번째 문헌 평가 항목에서는 대상문헌

결

과

모두가 연구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연구 설계 측면에
서 무작위 할당방법 적용여부를 평가할 때 1편의 문헌은 블
록을 통하여 생성된 무작위 번호를 사용하였고,21 1편은 무작

문헌의 일반적 특성

위 할당 원칙을 지켰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

therapy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최근 5편의 문헌에 대하여

았다.22 중재군에 대한 적절한 은폐방법을 언급한 논문은 1편

Included

Eligibility

Screening

Identification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psycho-

675 Recorded identified through
EMBASE(n=112)
MEDLINE(n=195)
CENTRAL(n=368)

Records after duplicate removed
(n=529)

Records screened
(n=71)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69)

458 Records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s

Full-text excluded with reasons
Not experimental study (n=9)
No available outcome (n=6)
Small sample (n=3)
Age<18 and>75 (n=4)
No anxiety disorder (n=12)
Not comorbid state (n=13)
Only biological therapy (n=6)
Computerized therapy vs traditional therapy (n=11)

Relevant literatures
(n=5)

Figure 1. 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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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21 나머지 4편은 은폐 여부를 기술하지 않았다. 이중맹
21

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논문은 1편이었으며, 1편은 이중맹
22

대조군 없이 중재군의 사전 사후 결과를 확인한 Bomyea
20

등 의 연구와 Talkovsky 등23의 연구는 중재군이 모두 치료

검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나머지 3편에서는 이중맹검

를 완료하였다. Arch 등19의 연구는 두 치료에 표본을 무작위

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19,20,23 단일집단 사전

로 배정한 후 치료를 완료한 사람만을 가지고 분석하여 중재

사후 설계에 해당하는 2편의 논문을 제외한 3편의 논문에서

군과 대조군을 분리하여 중도 탈락률을 계산할 수 없었다. 또

는 중재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평가

한 중재 이후 반복적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한 연구들은 최종

하였다.19,21,22 모든 문헌들은 분명하게 기술된 도구를 통해 주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탈락률을 계산하였다. 중도 탈락률이 없

결과 변수에 대하여 중재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나, 1편

었던 문헌은 2편이었고,20,23 그 외의 문헌에서 중도 탈락률은

에서는 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기술하지 않았다.20

20.2%에서 35.6%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y of included
studies

로 평가함)로 언급된 수가 7개 이상일 때 ‘높은 질’, 6개 이상

Variables

N (%)

일 때 ‘용인되는 수준’, 4개 이상일 때 ‘낮은 질’, 3개 이하는

Type of studies
Published journal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5 (100.0)

Publication year
2013-2015

3 (60.0)

2016-2018

2 (40.0)

각 항목에서 ‘그렇다’(탈락률은 20% 미만일 때를 ‘그렇다’

우울증상 완화에 대한 치료적 중재의 특성
5편의 문헌에서 불안장애 환자들의 우울증상을 완화시키
기 위한 중재가 시행되었다. 각 문헌의 대상자와 중재방법, 측

Country
USA

3 (60.0)

Australia

2 (40.0)

정도구, 주요 결과 변수 등은 Table 3와 같다. 대상자는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었으며, 1편의 연구는 재향군인만을 대상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 (40.0)

Quasi experimental design

3 (60.0)

으로 하였다.19 공황장애,22 범불안장애21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어, 하나의 불안장애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헌은 총 2편이었다.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

Sample Size
≤100

1 (20.0)

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불안장애 환자들

101-200

2 (40.0)

을 포함한 표본을 가지고 연구한 문헌은 총 3편이었다.19,20,23

＞200

2 (40.0)

중재방법으로는 범 진단적 인지행동치료(Transdiagnostic

Setting
Community

2 (40.0)

Hospital

3 (60.0)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tCBT),20-23 마음 챙김에 기
반한 스트레스 완화 치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19가 있었다. tCBT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동시

Ethical consideration
Yes

4 (80.0)

에 치료할 수 있는 진단들의 범위가 상이했는데, 1편은 tCBT

No

1 (20.0)

를 다양한 불안장애를 아우르기 위한 인지행동치료(tCBT for

Table 2. Results of the quality assessment of the studies according to SIGN method
First author (year) 1.1

1.2

1.3

1.4

1.5

1.6

Bomyea (2015)20

Y

-

Can’t say Can’t say Can’t say Can’t say

Arch (2013)19

Y

-

Can’t say Can’t say

Dear (2015)21

Y

Y

Y

Fogliati (2016)22

Y

Y

Can’t say

Talkovsky (2017)23

Y

-

Can’t say Can’t say Can’t say Can’t say

1.7

1.8(%)
Exp. Cont.

Y

0

Y

Y

Y

32.4

Y

Y

Y

Y

25.9

N

Y

Y

Y

23.6

Y

1.10

Can’t say Does not apply
20.2
23.3

0

1.9

Overall
-

N

Does not apply

-

Y

Does not apply

++

Y

Does not apply

+

Can’t say Does not apply

-

SIGN :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1.1 : The study addresses an appropriate and clearly focused question, 1.2 :
The assignment of subjects to treatment groups is randomised, 1.3 : An adequate concealment method is used, 1.4 : The design
keeps subjects and investigators ‘blind' about treatment allocation, 1.5 :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are similar at the start
of the trial, 1.6 :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oups is the treatment under investigation, 1.7 : All relevant outcomes are measured in a standard, valid and reliable way, 1.8 : What percentage of the individuals or clusters recruited into each treatment arm
of the study dropped out before the study was completed?, 1.9 : All the subjects are analysed in the groups to which they were
randomly allocated (often referred to as intention to treat analysis), 1.10 : Where the study is carried out at more than one site,
results are comparable for all sites, ++ : High quality, + : Acceptable, - : Low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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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ustralia

Fogliati

clinic

Cont. (n)

-

115

105

disorder clinic

120

-

anxiety disorder (120)

treatment at

design
the anxiety

TR diagnosis of an

A primary DSM-IV-

receiving

Individuals

73

experimental

Quasi

72

ANSQ (145)

the wellbeing
program

PD symptoms ≥1 on

applied for

study

Principal complaint of

controlled

Individuals

(338)

program
168

≥5 on the GAD-7

the wellbeing

study

170

GAD symptoms

Principal complaint of

39

32

MINI Veterans (71)

applied for

Randomized

program

tCBT-A

tCBT-AD

tCBT-AD

-

dsCBT

dsCBT

Pre-post

Pre-post

Pre-post

Dep CSR

PHQ-9

PHQ-9

severity*

symptom*

Depressive

symptoms

Depressive

symptoms

Depressive

depression*

diagnosis

Principal

anxiety*

Depression*,

Outcome

therapy

CSR, BDI

PHQ-8

OASIS, PHQ-3,

tools

Measurement

behavioral

Pre-post

Pre-post

period

Measurement

reduction

Cognitive

-

Control

based stress

≥1 anxiety disorders on Mindfulness

503

learning and

≥8 on OASIS
management

anxiety

Coordinated

Intervention

PTSD on MINI (503)

controlled

Individuals

disorders

Anxiety

clinics

design

Randomized

Exp. (n)

Subjects(N)

17 primary care ≥1 GAD, PD, SAD,

setting

Recruit

experimental

Quasi

design

experimental

Quasi

Study design

* : Significant. ANSQ : anxiety sensitivity questionnair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CSR : clinical severity rating, Dep CSR : clinician severity rating of the individual’s depressive
diagnosis, dsCBT : diagnostic-specificcognitive behavior therapy, GAD :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 : 7-item measure of the symptoms and severity of general anxiety,
MINI :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SPIN : Mini-social phobia inventory, OASIS : overall anxiety severity and impairment scale, PD : panic disorder, PD/A :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PHQ-3 : three-item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8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8,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AD : social anxiety disorder, tCBT-A : transdiagnostic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anxiety disorders, tCBT-AD : transdiagnostic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ve disorders

(2017)23

Talkovsky

(2016)

USA

Australia

Dear (2015)21

22

USA

USA

Country

Arch (2013)19

(2015)20

Bomyea

(year)

First author

Table 3.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for relieving depressive symptoms in anxiety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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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등

anxiety disorders, tCBT-A)23로 정의하였고, 2편은 불안장애

item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3)

및 기분장애 전반을 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로, 불안증상은 불안 정도 평가(Overall Anxiety Severity and

(tCBT for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ve disorders,

Impairment Scale, OASIS)로 측정하였으며, CALM으로 치

21,22

tCBT-AD)로 정의하였다.

20

Bomyea 등 의 연구에서는 불

료했을 때, 회기가 진행 됨에 따라 불안장애 환자들의 우울

안에 대한 학습과 관리의 통합적 프로그램(Coordinated Anx-

증상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0.23, p＜0.001). 우울 및 불

iety Learning and Management, CALM)이라는 치료를 제

안증상은 상호작용하면서 감소하였는데, 불안증상 감소가

시하였는데, 이는 불안장애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tCBT와

우울증상의 경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39.1%)가 그 반대의

진단 특이적 인지행동치료(Diagnostic-specific Cognitive

경우(18.6%)보다 컸다. 다양한 불안장애가 혼재된 그룹이 아

Behavioural Therapy, dsCBT)를 적절히 조합하여 시행하는

닌 단일 질환만으로 구성된 표본(각각 공황장애, 범불안장

통합적 프로그램이었다. MBSR은 마음챙김, 명상, 요가에 대

애)을 가지고 연구한 2개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상 경감 효과

한 회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후반부에 배치된 3시간 동안의

에 대해 환자건강질문지-9(Patient Health Questionnair,

19

정좌명상이 이전 회기를 정리하는 일종의 핵심 회기였다.

PHQ-9)를 사용하여 tCBT-AD와 dsCBT를 비교하였다.21,22

한 회기당 치료 시간은 50분부터 2시간까지 다양하였고, 웹

공황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 3개월, 12개월, 24개

기반의 치료는 한 슬라이드당 50개의 단어로 구성하여 60장

월 후 두 치료의 효과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

정도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21,22 중재 간격

고[PD cohen’s d 치료 전후 0.02(-0.64, 0.68), 3개월 후 0.63(-

19,20,23

은 3편의 문헌에서 1주에 한번으로 치료하였고,
21,22

1~2주 사이의 간격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다.

2편은

0.06, 1.29), 12개월 후 0.38(-0.03, 1.03), 24개월 후 0.56(-0.13,

전체 치료 회기

1.21)],22,23 범불안장애에서는 12개월 이후에 tCBT의 효과가

수는 최소 5번에서 최대 12번이었는데, CALM 프로그램에서

우월했지만, 효과 크기 정도는 크지 않았다[GAD cohen’s d

는 일반적으로 6~8회기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숙련된 임

치료 전후 0.38 (0.06, 0.70), 3개월 후 0.13(-0.19, 0.44), 12개

상적 전문가가 회기마다 불안 정도를 측정하여 일정수준 이하

월 후 0.40(0.08, 0.72), 24개월 후 0.56(0.24, 0.88)].21

로 내려갈 때까지 치료 회기를 지속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0

Arch 등19의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상의

중재방법으로는 3편의 문헌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MBSR와 tCBT-A의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

그룹치료로 시행하였고,19,20,23 2편의 문헌에서는 웹 기반의 치

였다.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통하여 확인된 우

료로 제공하였다.21,22

울증상의 정도가 경미한 환자는 치료 직후(p＜0.05)와 3개월

중재효과를 평가한 시기에 관하여 모든 문헌은 중재 전·후

추적관찰 후의 시점(p＜0.05)에서 tCBT-A의 효과가 더 우수

로 결과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3개월, 12개월, 24개월

하였고,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는 비록 치료

에 3회 추적평가를 실시한 문헌 2편,21,22 6개월, 12개월, 18개

직후에 MBSR과 tCBT-A의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었으나, 3

20

월에 3회 추적평가를 실시한 문헌 1편, 3개월 후 1회 추적평
19

가를 시행한 문헌 1편이 있었다.

개월 추적관찰 후의 시점에서는 MBSR의 치료효과가 더 우
수했다(p＜0.01).

고

결과변수 및 효과

찰

Talkovsky 등23의 연구와 Bomyea 등20의 연구에서는 다양
한 불안장애 환자가 혼재되어 있는 그룹에게 tCBT-A를 시행
23

불안 완화를 목표로 한 인지행동치료의 우울 완화 효과

한 후 우울증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Talkovsky 등 은 우

2016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에서는 사회불안장애, 범

울장애를 동반하는 불안장애 환자에게 tCBT-A를 시행하여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대한 각각의 dsCBT를 했을 때 불안장

우울증의 임상 중증도 평가 척도(Clinical Severity Rating for

애에 공존하는 우울증상이 함께 경감된다고 보고하였으며,

Depression, Dep CSR)로 치료 전후 우울증상을 측정하였다.

효과크기는 우울장애에서 우울증상을 완화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의 우울증상이 경감됨을 확인하였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크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고(p＜0.001) 효과 크기는 한 종류의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

(anxiety disorder Hedges’ g : 0.64, MDD Hedges’ g : 0.81,

로 tCBT-A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비슷하였다. Bomyea

p=0.09).14 Bomyea 등20의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에게

등20은 CALM 프로그램의 시행 전후로 우울증상과 불안증

CALM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안을 완화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감소하는지에 대해 매개 연구

만을 했을 때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은 서로 치료적 매개관계

를 하였다. 회기당 우울증상은 환자건강질문지-3(The three-

를 가지며 한 증상의 호전이 다른 증상의 호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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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불안증상의 경감이 우울

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와 ACT 및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하였

MBSR의 치료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공존질환이 없는

다. 이는 불안 완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가 동반된 우울증상

불안장애 환자에서는 인지행동치료가 더 좋은 효과를 나타

에도 직, 간접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냈고, 우울증상을 가진 불안장애 환자에서는 ACT와 MBSR

24

25

이다. Moscovitch 등 과 Aderka 등 은 불안증상의 완화가

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13,19 이는 불안장애

선행되었을 때, 우울증상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

치료에 있어 중간자로 작용하는 우울증상에 기존의 인지행동

해서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불안이 경감됨에 따라

치료보다 수용 및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더 좋은 효과가 있

회피를 하지 않게 되면, 긍정적 상황에 노출 되거나 사회적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9 우울증상 경감에 ACT 및 MBSR이

관계를 맺을 기회가 증대되고, 자연히 행동활성화 치료가 되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로 수용 및 마음챙김을

20

면서 우울증상이 경감된다고 하였다. 또한 Bomyea 등 은 불

기반으로 한 치료가 인지행동치료와 같이 특정 우울 및 불안

안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우울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

증상에만 국한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

료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불안을 일으키는 자동사고에 도

적경험 전반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러한 부적정서

전하는 인지치료를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감이 상승

에 거리두기를 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울증상을 경감할 수 있

되면서 우울감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는 인지적 탈 융합화(cognitive defusion) 또는 탈 중심화(de-

결론적으로 우울증상이 있는 불안장애 환자에서 불안증

centering)를 익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7,28

상의 감소를 위해 고안된 인지행동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
하게 되면 동반된 우울증상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점
본 논문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불안장애에 동반
된 우울증상의 심각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즉, 불안장애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아우르는 tCBT-AD와 dsCBT의

에 동반된 우울증상이 아임상적인 수준의 경미한 우울증상

우울증상 경감 효과 비교

일 경우에 필요한 psychotherapy와 주요우울장애에 준하는

범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각각을 대상으로 한 2개의 무작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경우에 필요한 psychotherapy는 상이

위 대조군 연구에서 dsCBT와의 직접비교연구를 시행한 결

할 수도 있다. 둘째, 문헌검색과정에서 치료에 대한 검색어를”

과, tCBT-AD를 통한 우울증상의 경감효과는 dsCBT의 효

psychotherapy”로 특정하지 않고 “Therapeutics”, “Therapy”,

21,22

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

불안장애의 높은 공존율을 고려

“Treatment”로 보다 폭 넓게 설정하였다. 저자들은 문헌 검색

하여 고안해낸 tCBT-AD가 기존의 dsCBT와 치료효과가 비

범위를 넓게 하여 보다 많은 문헌을 확보한 후 다양한 psy-

슷하다는 결과는 임상연구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

chotherapy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검색어를

26

과이다. 그러나 McHugh 등 은 tCBT-AD가 우울장애와 불

“psychotherapy”로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Therapy”. “Thera-

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모두 포함시킨 이질적인 그룹에

peutics” 혹은 “Treatment”로 검색되지 않는 “psychotherapy”

대해 한번에 일괄적으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

가 있다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를 시작하기 전에 공존질환에 대해 정확한 감별진단을 할 필
요가 없다는 점을 들며 실용적 측면에서 dsCBT보다 우월할

결

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 이외의 근거기반 psychotherapy

psychotherapy의 현황과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한 체계적 문

최근에는 인지행동치료에 이어 제 3세대 psychotherapy라

헌고찰연구이다. 기존의 진단특이적 인지행동치료는 동반된

고 일컫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우울증상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며, 우울과 불안증상을

ACT)와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치료(Mindfulness

아우르는 인지행동치료는 기존의 진단특이적 인지행동치료

based stress reduction, MBSR)가 주목받고 있다. ACT는 부

에 비해 우울증상 경감에 대한 치료적 우월성이 없었다.

정적인 내적경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며

ACT및 MBSR은 우울증상을 동반한 불안장애 환자를 치료

13

가치에 전념하도록 돕는 치료이며, MBSR은 마음챙김 명상

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불안장애에 동반된 우울

을 훈련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ACT 및 MBSR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

움으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치료이다.12 최근 다양한 불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불안장애 종류별 진단특이적 인지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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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등

동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추후 불안장애에 동반
된 우울증상의 중증도를 고려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

sion: A meta-analysis. Psychol Med 2016;46:3451-3462.

15. Newby JM, McKinnon A, Kuyken W, Gilbody S, Dalgleish T. Sys-

며, psychotherapy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검색어들을 포함하여
검색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기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중심 단어 : 우울증상·불안장애·공존상태·Psychotherapy.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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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Detailed Search Strategy
MEDLINE
((depression[Title/Abstract]) AND "anxiety disorder"[Title/Abstract]) AND treatment[Title/Abstract]
Filters : published in the last 5 years; Humans ; English
EMBASE
'depression':ab,ti AND 'anxiety disorder':ab,ti AND 'therapy':ab,ti AND ([systematic review]/lim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lim)
AND [2013-2018]/py
CENTRAL
depression : ab and "anxiety disorder":ab and therapy:ab Publication Year from 2013 to 2018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depression : ti and "anxiety disorder":ti and "treatment":ti Publication Year from 2013 to 2018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depression : ab and "anxiety disorder":ab and treatment:ab Publication Year from 2013 to 2018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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