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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irment of Working Memory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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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irment of working memory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through neuropsychological examination.
Methods : A total of 38 patients who met the DSM-5 criteria for panic disorder and 40 healthy controls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Controls and patients were matched for age, sex, and education. The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A),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and the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PDSS) were used to evaluate the severities of anxiety, depression, and panic disorder. Further,
the digit span task was performed to assess working memory. In addition, a sub-analysis was performed after
excluding participants with clinical depressive symptoms. Finally, a sub-analysis by the education level was
performed.
Results : The HAMA, HAMD, and PDSS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compared to controls. The scores of digit span forward, digit span backward, digit span sequencing, and total
digit span were significantly lower for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compared to controls. In the sub-analyses
excluding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by education level, the score of total digit span was significantly lower
for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compared to controls.
Conclusion : In this study,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had deficits in working memory compared to healthy
controls. (Anxiety and Mood 2021;17(1):41-47)
KEY WORDS : Panic disorder·Working memory·Digit span task·Cognitive function.

서

론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 공황장애는 치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면서

공황장애는 불안 장애 중 하나로 급성 불안과 함께 빈맥,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발한 등의 자율 신경계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공

경과를 갖는 환자에서는 사회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삶의

황발작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예기 불안 및 회피 반응을 특징

질 저하를 야기하며 직, 간접적인 사회경제적인 소실이 크기

1

으로 하는 질환이다.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2~3.3%로

때문에 공공의료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4-6

보고되고 있으며2 우리나라에서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반면, 최근 여러 연구는 불안 장애에서의 인지 장애를 포

2010년에 5만명에서 2017년에는 14만 4천명으로 급격하게 증

함한 신경 생물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황장애 환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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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불안 장애 환자에서 구조적 뇌 이상이 발견되었다.7,8
20~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Airaksinen 등9의 연구에 의하
면 불안 장애에서 언어 삽화 기억과 실행 기능 장애가 있음
을 보였다. 그러나 인지 기능 장애의 프로필과 성격은 불안장
애의 아형에 따라 형태가 달랐으며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된 강박장애에서는 시각 기억, 작업 기억, 실행 기능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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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와 작업기억

패턴이 보고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언어 기억
7,10

장애, 작업 기억, 실행 기능 장애가 보고되었다.

정상 대조군은 환자군과 나이, 성별, 교육 수준을 1:1로 대
조하여 인터넷 공개 모집 혹은 노인 복지관에서 모집하여 정

공황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을 포함한 신경심리학적 연구에
서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질환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 자극에

신과적 및 신체적 질환에 대한 병력이 없다고 응답한 40명을
선별하였다.

대한 잘못된 해석뿐 아니라 시각 기억, 언어 기억, 단기 기억,

본 연구는 강북삼성병원의 임상 시험 심사 위원회의 승인

작업 기억을 포함한 다양한 기억력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고,

을 받아 진행되었고 모든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

선택적 주의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를 포함한 선택적 인지 장

의서를 받았다.

8,9,11,12

애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메타 분석은 공황장애 환

자에서 작업 기억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고 그 외 다양한

측정 방법

신경심리학적 연구들의 결과들이 서로 다른 인지 영역의 장
애를 보고하거나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13-16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 연한을 조사하였다.

Alves 등 의 연구에서 공황장애의 인지 기능 영역을 평가하

교육 연한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

기 위해 다양한 신경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도

였다.

는 연구도 발표되어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였다.
13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의 원인은 다
른 신경학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본적인 인지 능력 차이에
대한 통제 실패 및 다른 특성을 가진 환자 집단의 포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임상 척도
해밀턴 불안척도(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A)23
는 불안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해밀턴에 의해서 고

반면 많은 연구에서 학업 성취에 대한 작업기억의 필수적인

안되었고 임상가가 평가하는 불안 증상 평가 척도이다. 불안

역할을 확인 했으며 특히, ADHD 환아들에서도 ADHD 증상

증상에 관해 정신적 요소 및 신체적 요소를 포함하여 14개의

보다 작업기억의 저하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0~4점으로 측정되고 점수가

17-19

가 있다.

또한 뇌졸중 후 환자에서도 작업 기억의 저하가

높을수록 더 심한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사람들의 노화 과정에서 작

해밀턴 우울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20,21

HAMD)24는 임상가가 측정하는 우울 증상 평가 척도이다. 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 및 우울 증상이 미치는 인지 기

울증상의 행동적,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17가지 문항으로 구

능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선별 단계에

성되며 각 문항은 0~2점, 혹은 0~4점의 점수로 측정되고 점

서 학력, 연령, 성별을 1:1로 대조하여 모집하고 학력별, 임상적

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증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으로 하위 그룹을 나누어 추가 분석을

임상적으로 7점 이하를 우울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8점

포함하여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통해 공황장애 환자의 인지기

이상부터 임상적 우울군으로 정의하였다.25

업 기억이 향후 삽화 기억 저하를 예측한다는 보고가 있다.

능, 특히 작업기억의 결함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황장애 심각도 척도(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PDSS)26는 Shear 등이 고안한 도구로 임상가가 평가하는 공

대상 및 방법

황 장애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0~4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공황발작의 빈

연구대상

도, 공황발작 동안 경험하는 고통, 예기불안, 광장 공포증적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성균관대학교

두려움과 회피, 내적 감응적 두려움과 회피, 직무 수행의 상해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정

나 고통, 사회적 기능의 장해나 고통을 평가하고 한국형

신과 전문의가 면담하였을 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

PDSS 검사의 내적 일치도는 0.88로 보고되었다.27

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DSM-5)의 공황장애 진
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 중 구조화된 Mini international
22

인지 기능 평가-숫자 따라하기 검사(Digit span task)

Neuropsychiatirc Interview 를 시행하여 공황장애 진단이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해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K-

확인된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 중 양극성 장애, 조현

WAIS IV 중 숫자 따라하기 검사(Digit span task)를 사용하

병, 기질성 뇌질환, 물질관련 장애, 공황장애 이외의 다른 불

였다. 참가자들은 일련의 숫자를 듣고 ‘바로 따라하기(Digit

안장애, 우울장애가 동반된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span forward)’, ‘거꾸로 따라하기(Digit span backward)’, ‘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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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희 등

서대로 따라하기(Digit span sequencing)’의 3가지 소항목 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or Mean±SD

제로 구성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한 문항 당 두 번의 시행
이 가능하며 각 과제 당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소항목을 합친 총 점수와 각 소항목 점수를
모두 결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검사는 언어성 작업 기억
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 기억은 인지 수행에 필요한 정보
의 조작과 유지를 위한 집합으로 흔히 정의 되는데, 바로 따라
하기 검사는 주의력, 즉각 기억을, 거꾸로 따라하기와 순서대
로 따라하기는 주의력, 작업기억 등을 측정한다.28-30

Age

PD

Control

(n=78)

(n=38)

(n=40)

p

39.01±14.36 38.92±14.97 39.10±13.95 0.957

Sex

0.642

Male

41 (52.6)

21 (55.3)

20 (50.0)

Female

37 (47.4)

17 (44.7)

20 (50.0)

18 (23.1)

9 (23.7)

9 (22.5)

60 (76.9)

29 (76.3)

31 (77.5)

Education

0.901

Below high
school
Above college

통계분석

Total

PD : panic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환자군과 일반인 대조군 사이에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독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Mean±SD

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를, 범주형 변

Total (n=78)

PD (n=38)

Control (n=40)

p

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Pearson’s Chi-square test)을

HAMA

12.23±14.70

24.26±12.54

0.80±1.42

＜0.001

시행하였다. 종속 변수는 숫자 따라하기의 총 점수와 각 소항

HAMD

6.64±7.48

12.92±5.92

0.68±1.56

＜0.001

목 점수였고 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DSS

5.18±6.05

10.63±4.08

0±0

＜0.001

반면 하위 그룹 분석으로 임상적으로 우울증상이 있는 경
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HAMD 점수가 7점 이하인 경우만 선
별하여 공황장애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이
때 공황장애 환자군이 10명으로 적은 수였으며 숫자 따라하

PD : panic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HAMA :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D :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PDSS :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Table 3. Digit span scores of the participants
Mean±SD

기 점수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비모수적 방
법인 만-위트니 유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두 군

Total (n=78) PD (n=38) Control (n=40)
DSF

12.37±2.94 10.76±2.75

간에 중위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하위 분석

DSB

9.69±3.03

인 학력별 분석에서도 자료수가 적어지고 정규성을 만족하지

DSS

8.33±2.26

않으므로 만-위트니 유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분

Total scores

30.38±7.30

석을 시행하였다.

p

13.9±2.23

＜0.001

8.11±2.48

11.2±2.73

＜0.001

7.66±2.39

8.98±1.95

0.009

26.53±6.7

34.05±5.87

＜0.001

PD : panic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DSF : digit span forward, DSB : digit span backward, DSS : digit span sequencing

통계 프로그램은 SPSS Inc. PASW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황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에서의 임상 척도와 작업 기억

모든 통계량은 p＜0.05를 유의수준으로 정하였다.

비교
공황 장애 환자군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HAMA(p＜

결

과

0.001), HAMD(p＜0.001), PDSS(p＜0.001) 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able 2). 또한 숫자 따라하기 검사 총 점수는 건강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 대조군(34.05±5.87)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군(26.53±6.70)

총 연구 대상자는 78명으로 성별은 남성 41명(52.6%), 여성

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마찬가지로 바로 따라하기(p＜

37명(47.4%)이었다. 이 중 38명이 공황장애 환자였고 40명이

0.001), 거꾸로 따라하기(p＜0.001), 순서대로 따라하기(p=

건강한 대조군이었다. 환자군의 연령은 평균 38.92±14.97, 대

0.009), 각 소항목에서도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

조군의 연령은 평균 39.10±13.95였고 환자군 중 남성은 21명

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3).

(55.3%), 여성이 17명(44.7%)였으며 대조군 남성은 20명(50.0%),
여성이 20명(50.0%)였다. 대조군과 환자군은 연령, 성별, 교육

우울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공황장애 환자군과

수준을 1:1로 대조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 간 통계적

대조군의 작업 기억 비교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유의하
게 HAMD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임상적인 우울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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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HAMD 점수가

학력에 따른 공황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의 작업 기억 비교

7점 이하인 경우를 선별하여 공황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을 하

학력에 의해 작업 기억, 주의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분석하였다. 이 역시도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학력 별로 하위 그룹을 나누어 추가 분석

군에서 PDSS 점수(p＜0.001)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숫자따라하

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졸 이하의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

기 총 점수(p=0.009)도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소항목에서는

황장애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숫자 따라하기 총 점수(p=0.008)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바로 따라하기

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그 외에 바로 따라하기(p=0.003), 거꾸

(p=0.02), 거꾸로 따라하기(p=0.009)는 유의하게 낮았으나 순

로 따라하기(p=0.050)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서대로 따라하기(p=0.08)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그러나 순서대로 따라하기에서는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
장애 환자군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는 않았다(p=0.077). 반면 대학교 입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건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igit span scores of participants without depressive symptoms
Median (Min-Max)

p

Total (n=49) PD (n=10) Control (n=39)
HAMA

0 (0-2)

12 (6-13)

0 (0-1)

＜0.001

HAMD

0 (0-2)

5.5 (4-6)

0 (0-1)

＜0.001

0 (0-0)

＜0.001

DSF

PDSS

14 (12-16) 11 (9-14)

14 (13-16)

0.02

DSB

11 (8-13)

8.5 (6-10)

11 (10-14)

0.009

DSS

9 (8-10)

7.5 (6-9)

9 (8-10)

0.08

35 (31-38)

0.009

Total scores

0 (0-0)

8 (4-10)

32 (29-38) 27 (24-32)

PD : panic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HAMA :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D :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PDSS :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DSF : digit span forward,
DSB : digit span backward, DSS : digit span sequencing
Table 5.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igit span scores of participants by education group
Median (Min-Max)
Total (n=78) PD (n=38) Control (n=40)
Below high

n=18

n=9

p

n=9

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숫자 따라하기 총
점수(p＜0.001)와 바로 따라하기(p＜0.001), 거꾸로 따라하기
(p＜0.001), 순서대로 따라하기(p=0.029)에서 모두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주의력과 작업기억의 저
하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로 그 결과,
숫자 바로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순서대로 따라하기에
서 공황 장애 환자의 점수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황 장애 환자의 주의력, 작
업 기억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을 시사한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공황 장애에서 주요 우울장애 공존율
을 30~68%로 보고할 정도로 단독으로 진단되는 경우보다
다른 정신과적 동반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31-33 주
요 우울장애에서의 인지 기능 저하, 특히 기억력과 전두엽 기

school

능과 관련된 기능이 최근 몇 년 동안 깊이 연구되었고 주요 우

HAMA

6.5 (0-25)

25 (24-35) 0 (0-1)

＜0.001

HAMD

5 (0-15)

15 (13-18) 0 (0-0)

＜0.001

PDSS

3 (0-11)

11 (10-13) 0 (0-0)

＜0.001

이 나타났다.34,35 본 연구에서는 Mini international Neuropsy-

0.003

chiatirc Interview를 통해 공황 장애 외의 다른 동반된 정신
질환을 제외하였으나 공황 장애 환자군 38명 중에서 HAMD

DSF

10 (9-13)

DSB
DSS
Total scores
Above college
HAMA
HAMD
PDSS
DSF

9 (8-9)

13 (10-14)

7.5 (6-10)

7 (5-8)

10 (7-11)

0.050

7 (5-8)

6 (5-7)

8 (6-9)

0.077

25 (21-31) 23 (18-25) 31 (27-32)
n=60

n=29

n=31

4 (0-20.5) 22 (12-35) 0 (0-1)
3.5 (0-11.5) 12 (6-18)
0 (0-10)

10 (8-13)

0.008

0 (0-1)
0 (0-0)

13.5 (11-15) 11 (10-13) 15 (13.5-16)

8점 이상인 임상적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이 28명으로 높은
숫자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적 우울 증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0.001

에 대한 교란 변인을 통제하고자 HAMD 점수가 7점 이하인

＜0.001

경우만 선별하여 공황장애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을 재분

＜0.001

석하였고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

＜0.001

한 주의력, 작업기억 감소를 보여 같은 결과를 보였다.

DSB

10 (8-12.5)

9 (7-10)

11 (10-14)

＜0.001

DSS

9 (7-10)

8 (7-9)

9 (8-10.5)

0.029

Total scores 31.5 (27-37) 28 (26-31) 35 (31.5-39.5) ＜0.001
PD : panic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HAMA :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D :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PDSS :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DSF : digit span forward,
DSB : digit span backward, DSS : digit span sequencing

44

울장애 환자들의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에서 감퇴가 두드졌음

이전 Dratcu 등36의 연구에서는 7명의 건강한 대조군에 비
해 14명의 공황장애 환자에서 작업 기억과 외현기억의 손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Zhou 등37의 연구에서는 30명의 공황
장애 환자군, 30명의 공황장애 환자의 first depree relative
(FDR)군과 30명의 대조군을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1:1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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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희 등

하여 모집하였고 숫자 따라하기, Iowa gambling task, 위스콘

애 및 해마, 해마상 융기주위, 아래마루소엽(inferior parietal

신 카드 테스트를 통해 작업 기억, 실행기능, 의사결정(deci-

lobule),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안와전두엽

sion-making)을 비교하여 공황장애 환자군과 공황장애 환자

(orbitofrontal cortex)의 활성 및 혈류 감소를 보였다.38,41-44 또

의 FDR군에서 모두 작업 기억, 실행기능, 의사결정 기능에 유

한 기능적, 구조적 영상을 통해 작업 기억과 관련된 영역을

의한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황장애 환자군에

연구하였고, 그 결과 기저핵의 일부, 전두엽, 배외측 전전두엽

서 숫자 따라하기 검사에서 작업 기억의 유의한 저하를 보였

(dorsolateral prefronal cortex), 대상피질(cingulate cortex)

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선행

의 활성도가 작업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45-48 이는

연구들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수가 적었고, Dratcu 등36의

공황장애 환자에서 장애를 보이는 영역들, 특히 prefrontal-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1:1 대조 모집하지 않았

limbic circuit, 대상피질과 일부 겹치는 부위로, 해당 영역 활

37

다. 또한 Zhenhe 등 의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환자군의

성의 문제가 공황장애 환자의 작업 기억 저하와 연관되어 있

HAMD 점수가 9.5±4.0으로 임상적 우울 증상으로 인한 인지

을 가능성이 있겠다.

기능에 대한 교란 변인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
38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공황 장애 환자군에서 약제

반면 Galderisi 등 의 연구에서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를 복용 중인 경우를 배제하지 않아 약제 복용이 교란 변인으

28명의 공황장애 환자군과 1:1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1:1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Thilo 등49의 연구에서 Ben-

로 대조하여 32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zodiazepine을 복용 중인 공황장애 환자, 약제를 복용하지 않

서는 Continuous Performance test(지속수행검사)의 총 오

은 공황장애 환자,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Benzodiaz-

류 숫자를 이용하여 작업 기억을 비교하였고 공황장애 환자

epine에 국한된 연구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나 공황장애 환

에서 총 오류 숫자가 높아 작업 기억의 저하를 시사하였지만

자는 Benzodiazepine사용과 독립적으로 인지기능 결함이

그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이 공황장애 환자에

유의하였다. 둘째, 지능에 대한 교란 변인을 통제하지 않아

서의 인지 기능의 선행 연구가 본 연구 결과와 다르고 연구마

지능이 교란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Gladsjo 등50

다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른 특성을 가진 환자 집

의 연구와 Galderisi 등38의 연구에서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단의 포함(ex. 불안 정도의 차이, 인종 차이)으로 인해 결과의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FSIQ, VIQ를 보였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Galderisi 등38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본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 지능과 같은 인지 기능이 작업 기

환자군에서 HAMA 평균 점수 17.50±7.2로 중등도 증상을 갖

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선별 단계

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HAMA 평균 점수 24.26±12.54로

에서 인지 관련 장애를 배제하였고 학력, 연령을 1:1로 대조하

중등도-중증 증상의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공황장애

였다. 또한 학력에 의해 인지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들의 유병률, 관해 비율 및 치료 반응, 유전자 다형성 등

학력 별로 하위 그룹을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시행하여 일반적

이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

인 인지 기능 수준에 의한 교란 변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를 포함한 동양 환자들과 서구

셋째, 환자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의 오류를 고

의 공황장애 환자들 사이에 질병의 임상 경과가 다를 수 있

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단일 기관 외래를 내원했던 환

다는 가정이 제시되었다.39,40 따라서 인종 차이로 인하여 본

자들로서 환자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의 차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다.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 결혼, 종교 등의 인구사회학적

또한, 각 연구마다 사용한 연구 도구가 다르며 작업 기억을

특성과 환자군의 유병 기간, 관해 여부가 수집되지 않아 환자

측정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Galderisi 등

군의 임상양상을 증상의 중증도 외에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의 연구에서는 Continuous Performance test(지속수행검사)

있다는 한계가 있겠다.

의 총 오류 숫자로 작업기억을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한

숫자 따라하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식의 차이

공황장애에서의 주의력, 작업 기억 저하를 숫자 따라하기 검

점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본 연구의 결과는 중등도-

사를 통해 조사한 최초의 시도로 공황장애에서의 인지 기능

중증 증상의 한국인 공황장애 환자라는 특정 집단에서 작업

평가의 중요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겠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억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울증상이 결과에 대해 교란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

공황장애 환자에 대한 다양한 기능적, 구조적 영상 연구에

해서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인지 기

서 공황장애 환자에서 오른쪽 내측측두엽의 구조적 이상,

능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이 인지

temporo-limbic circuit, prefrontal-limbic circuit의 기능 장

기능 결함, 특히 기억력, 주의력, 집행 기능 및 정신 운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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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와 작업기억

의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반면
공황장애 환자에서 흔하게 우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

12.

는 본 연구에서도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군에
서 유의하게 높은 HAMD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13.

우울증상이 없는 대상 집단으로 하위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14.

역시도 결과가 같았다.

결

론

15.

본 연구는 38명의 공황장애 환자와 40명의 건강한 대조군
을 대상으로 숫자 따라하기 검사를 통해 작업 기억을 평가하
였고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공황장애 환자에서 작업 기억의

16.

유의한 저하를 보였다. 작업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적
우울 증상, 학력에 대해 통제한 하위 분석에서도 공황 장애

17.

환자군에서 작업 기억이 유의하게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 단어 : 공황장애·작업기억·숫자 따라하기 검사·인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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