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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를 위한 입문 정보

프로그램의 배경 정보 및 목적

이 치료 프로그램은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약물치료 중단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목표는 성공적인 항불안제 복약 중단을 돕는 동시에 

환자의 근본적인 공황·불안장애를 제거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치

료 프로그램은 벤조디아제핀 복용량을 줄이는 환자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항우울제의 중단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

다(Whittal, Otto, & Hong, 2001). 이 프로그램은 또한 범불안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복약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불안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데도 임상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치료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는 불안으로 인한 신체감각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감정이 도출된 외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공황장애의 인지

행동 모델과 일치한다(Barlow, 2002; Clark, 1986; McNally, 1990). 이 프로

그램은 복약 중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치료에도 중점을 두었기 때문

에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1차적 중재치료 목적의 연구에 적

용되었다(Heldt et al.，2003, 2006; Otto, Pollack, Penava, & Zucker, 1999). 

이때 복약 중단의 구성 요소는 개별 환자의 목표에 따라 선택하였다(Otto, 

Pollack, & Sabatino, 1996).

항불안제 중단하기(stopping anxiety medication, SAM)에 대한 이 치료자 가

제1장



2 항불안제 중단하기 치료자 가이드

이드는 공황장애치료 경험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해 만들었다. 이 책은 

개인 또는 집단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노출기반 인지행동치료(CBT)에 대

한 회기별 지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8개의 정규 회기와 3개의 추가 회

기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벤조디아제핀 중단에 권장되는 최소 수준의 중

재치료를 제시한다. 공황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추가 회기가 필요할 

수 있다. 초기 회기는 90분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회기가 개인별 또는 집단 프

로그램 형식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60~90분이 소요된다.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환자가 자신의 진도를 보다 잘 안내하고 관찰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치료자 가이드는 8개의 정규 회기와 3개의 추가 회기로 구성하였다. 각

각의 정규 회기에 대한 장은 필요한 자료 목록과 회기 요소 및 목표에 대한 개

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개요로 시작한다. 그리고 중재치료와 순서 및 중재치

료 제공을 위한 임상 스타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치료 

정보를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례와 비유를 자주 사용했

다. 집단치료는 화이트보드 또는 기타 시청각 자료가 설치된 방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인별 치료를 위해서 치료자는 이 가이드의 그림과 표의 정보를 제공

하거나 활동기록지를 참조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벤조디아제핀 중단에는 처방의사와의 치료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처방의사에게 이 CBT 프로그램의 개요와 벤조디아제핀 치료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고, 그 중단을 장기간 (아마도 더 낮은 수준의 고통에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환자의 복약 

중단 사유를 검토하고 테이퍼(taper：점진적인 약물 감량_역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처방의사 및 CBT 치료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테이퍼 

속도 및 테이퍼에 대한 의학적인 최종 승인은 처방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중재치료 외에도 복약 중단으로 일어나는 증상을 정기

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은 처방의사가 수행할 수도 있지만 CBT 

치료자도 함께해야 한다. 이 관찰에는 등급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약물－테이퍼 증상 체크리스트는 제2장에 제시하였다. 대안적으로 치료

자들은 약물 금단증상 체크리스트(Physiciane Withdrawal Checklist)(Rick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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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izer, Case, & Greenblatt, 1990) 또는 벤조디아제핀 금단증상 체크리스

트(Benzodiazepine Withdrawal Checklist)(Pecknold, McClure, Fleuri, & Chang, 

1982)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중단 과정을 관찰하는 임상의는 약물중단 전

에 기존 장애증상과 이후 발생하는 응급증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복약 중단을 

시작하기 전에 2주간 증상의 기저수준(2－week baseline level)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저수준을 설정하는 기간은 복약 테이퍼 시작이 세 번째 치료회기 이

후에야 진행되기 때문에 이같이 구성된 프로그램에서는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

환자는 CBT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신과 평가와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

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학적 평가를 통해서 자극감응 노출치료에 

필요한 신체 운동을 완수할 정도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

다. 일부 여성은 임신 때문에 벤조디아제핀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내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극감응 노출치료(예：

과호흡하기 또는 계단 오르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경험상 자극감응 노출

치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승인되는데, 특히 복약 중단과 더 큰 신체적 스트레

스 요인, 즉 반복되는 공황증상의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는 첫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인지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a) 치료 중에 공황장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며 때때로 수업처럼 느껴질 수 있다, (b) 공황장애 증상 통제를 

위한 특정 기술 훈련이 제공되며 환자는 회기 이외의 시간에 이러한 기술을 

연습해야 한다, (c) 치료는 환자가 두려움 없이 이러한 감각에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불안할 때의 신체감각에 단계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것이다, (d) 

정기적인 출석과 연습은 프로그램 진행에 필수적이다.

항불안제 중단하기의 초점

이 치료 프로그램은 벤조디아제핀 치료(또는 불안증상에 대한 항우울제 치료)

를 중단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공황장애로 진단받아서 보

조적 중재치료 없이 약물치료 중단을 두려워하는 개인을 위해 개발되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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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 대

표적인 이유로는 약물 의존에 대한 우려,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통제하려는 

일반적인 욕구, 약물중단에 대한 의학적인 권고(예：계획 임신 전) 및 현재 치

료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과 대체치료 시도에 대한 소망 등이 있다. 약물치

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환자는 다양한 수준의 중증도를 보이지만 공황장애의 

중증도는 약물 중단 성공의 예측 인자가 아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

의 사람들이 중등도 수준의 공황증상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 중단에 성공하

였다. 공황장애 환자는 불안장애 또는 기분장애가 동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렇게 동반질환이 있는 공황장애라고 하더라도 복약 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공황장애에 대한 CBT 치료는 동반되는 불안장애 및 기분장

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tto, Powers, Stathopoulou, 

& Hofmann, 2008; Tsao, Lewin, & Craske,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

그램은 기본적으로 공황장애가 잠재되어 있는 환자의 증상 패턴을 구체적인 

치료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기분장애 또는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

에게는 추가적인 인지행동 중재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증거기반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한 약물치료가 공황장애 증상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흔하

게 발생한다. 공황장애치료 전보다 더 악화되거나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빈번하며, 대다수의 공황장애 환자가 복약 중단에 성공하는 데 어려움

을 겪는다(Fyer et al., 1987; Noyes, Gamey, Cook, & Suelzer, 1991; Pecknold, 

Swinson, Kuch, & Lewis, 1988). 이러한 어려움은 느린 테이퍼 전략을 사용한

다고 해도 짧은 반감기 및 긴 반감기를 가진 벤조디아제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Denis, Fatseas, Lavie, & Auriacombe, 2006; Schweizer, Rickels, Case, 

& Greenblatt, 1990). 항불안제 중단하기(SAM) 프로그램은 이러한 약물치료

를 중단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자를 성공적인 약물치료 중단으로 이끌고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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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공황장애에 대한 관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Barlow

에 의해 개발되고 검증된 공황통제요법(panic control therapy, PCT)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하지만(Barlow, Craske, Cerny, & Klosko, 1989; Barlow, Gorman, 

Shear, & Woods, 2000; Craske, Brown, & Barlow, 1991), 약물치료 중단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수정되었다. PCT와 비교하여 SAM 프로

그램은 자극감응 노출(공포심을 느끼는 내부감각에 대한 단계별 노출)의 구

성 요소를 강화하였다. 이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PCT보다 자극감응 노출을 

더 일찍 도입하며, 자극감응 노출이 공황장애 치료 및 금단증상의 감각에 직

면할 때 회복력을 보이는 치료 변화 과정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특징으로 여

겨진다. 자극감응 노출은 벤조디아제핀의 테이퍼 시 발생하는 감각뿐만 아니

라 불안할 때의 감정적·신체적 감각에서 안전한 느낌을 다시 얻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 금단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및 재앙화된 반응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자극감응 노출이 모든 약물에 대하여 금단 및 감

정을 뒤흔드는 갈망을 제거하는 데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Otto, 인

쇄 중; Otto, Safren, & Pollack, 2004; Zvolensky, Yartz, Gregor, Gonzalez, & 

Bernstein, 2008).

우선 벤조디아제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공황장애 환자 34명을 대

상으로 한 대조군 연구에서 SAM 프로그램을 평가했다(Otto et al., 1993). 알

프라졸람 또는 클로나제팜을 복용하면서 스스로 복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

을 호소한 환자들이 느린 테이퍼 프로그램 단독 치료군 또는 느린 테이퍼 프

로그램 집단치료 형식의 SAM 프로그램 치료군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SAM 

프로그램이 포함된 느린 테이퍼군에는 처방을 한 정신과 의사의 주간 모니터

링 및 지원 방문이 포함되었다. 느린 테이퍼 단독 프로그램의 한 환자가 테이

퍼 시작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33명의 환자가 참여하였다. 느린 테이퍼 단독 

프로그램의 환자 중 25%만이 복약 중단에 성공한 반면, SAM 프로그램 환자

의 경우 76%가 복약 중단에 성공했다. 정신적 고통의 패턴과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물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SAM 프로그램 환자는 고통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3개월 후에 실시한 추적평가에 따르면 SA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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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자 중 77%가 벤조디아제핀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테이퍼 전에 실시

한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질병의 중증도가 감소한 경향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 그룹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상대적 효능을 비

교하였다. 각 그룹은 (1) 의사의 지원 및 느린 테이퍼를 포함하는 본 프로그

램, (2) 의사의 지원 및 느린 테이퍼를 포함하는 이완 훈련 프로그램, (3) 의사

의 지원 및 느린 테이퍼만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완치료는 치료

의 비특이적 측면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고, 자극감응 노출 프로그램에 내재

된 수용기반전략과 증상의 중증도를 조절하도록 설계된 근육 이완 프로그램의 

대처기반 접근법의 가치를 더욱 잘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총 47명의 환자

가 위의 세 가지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되어 치료를 시작했다(Otto, Hong, & 

Safren, 2002). 급성기 치료가 끝났을 때 CBT 치료를 받은 환자의 56.3%는 벤

조디아제핀 없이 생활하는 상태를 달성하였다. 이에 비해 테이퍼 지원 및 이

완 훈련을 한 치료군은 31.3%, 그리고 테이퍼 및 의사의 지원만 있었던 치료

군은 40%가 벤조디아제핀 없이 생활하는 상태를 달성하였다. 6개월간의 추

적 동안 치료군 간의 차이가 더욱더 뚜렷해졌으며, 전체 SAM 프로그램에서

는 62.5%가 벤조디아제핀 없이 생활을 한 반면 의사의 지원 및 느린 테이퍼와 

이완 훈련이 결합된 치료군은 12.5%, 의사의 지원 및 느린 테이퍼만 있었던 

프로그램에서는 26.7%가 벤조디아제핀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가적으로 치료지침을 준수하는 것과 SAM 치료를 통해 얻은 결과 간의 긍정

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여, SAM 프로그램의 효과가 기여하는 바를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는 SAM 프로그램이 비특이적인 치료요소

가 아니라 능동적인 치료요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완치료를 활용하여 

불안감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기보다 SAM 프로그램에서 자극감응 노출 및 

인지재구성을 사용함으로써 불안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했다.

SAM 프로그램은 벤조디아제핀 복약을 중단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항

우울제 중단에도 사용된다. 공황장애 환자 8명의 사례에서 Whittal 등(2001)

은 모든 환자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약물치료를 성공적으로 중단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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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침을 기반으로 한 CBT 집단 프로그램에서 더 나은 개선 사항이 있었음

을 보여준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사항은 공황장애 환자가 벤조디아제핀 및 항우울제 중

단에서 비슷한 정보 제공, 인지재구성 및 자극감응 노출 중재치료를 적용한 

다른 CBT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Hegel, 

Ravaris, & Ahles, 1994; Schmidt, Wollaway－Bickel, Trakowski, Santiago, & 

Vasey, 2002; Spiegel, Bruce, Gregg, & Nuzzarello, 1994). 예를 들어 공개임상

시험(open trial)에서 Hegel 등(1994)은 12회의 CBT 회기를 진행한 후 높은 비

율(80%)로 벤조디아제핀 중단에 성공하였다고 보고하고, 1년간의 추적 조사

에서도 높은 비율로 공황증상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했다. Spiegel 등(1994)은 

공황장애가 있는 외래환자의 무작위 시험에서 CBT 프로그램과 벤조디아제

핀 약물 복용 중단을 위해 의사의 지원만 진행된 프로그램을 비교했다. 두 연

구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해 CBT 프로그램으로 벤조디아제핀을 중단한 비율

이 높았으며, 또한 중단한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Spiegel 

등이 연구에 사용한 매우 느린 테이퍼 프로그램은 특히 흥미로운데, 대다수의 

환자들은 이 매우 느린 벤조디아제핀 테이퍼를 사용했을 때 CBT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벤조디아제핀을 빠르게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CBT를 받지 않

은 환자는 금방 재발하였다(6개월 후 비교를 해보면 CBT 프로그램을 받은 환

자를 100%라 할 때 테이퍼 단독 치료군 중 50%만이 벤조디아제핀 중단 상태

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우 느린 테이퍼가 금단증상의 강도를 감소시

키는 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공황장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두려움을 치료

하는 것이 환자가 장기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을 중단하고 공황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모델

SAM 치료 프로그램은 공황발작 경험과 관련된 신체감각에 대한 두려움을 느

끼기 때문에 공황발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공황장애 인지행동 모델을 기

반으로 한다. 최초의 공황발작은 스트레스－체질 모형(stress－diathe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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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많은 이에게 볼 수 있는 증상이다. 재발성 공황발

작의 발생은 투쟁－도피 반응(fight－flight reaction)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즉, 

주관적으로 인식된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도피반응이다. 주

관적 위험은 개인이 상상한 공황감각에 의해 구체화되며 일반적으로 졸도, 사

망, 통제력 상실, 과흥분하거나 창피함을 겪는 것과 같은 공포를 포함한다. 공

황장애의 맥락에서 본 공황발작이란 과도하게 예민한 신체 각성반응에 대한 

공포반응이다. 미래에 일어날 공황발작 가능성에 대한 예기불안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의 회피 및 탈출과 결합하여 더욱 극적으로 공황장애 

증상을 유발한다(Candilis et al., 1999; Carrera et al., 2006; Cramer, Torgersen, 

& Kringlen, 2005).

예기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위험(임박한 공황발작을 예고하

는 감각과 상황)에 민감해진다. 만성적으로 높고 일반화된 각성수준 및 다음 

공황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신호에 대한 예민함은 공황발작을 일으킬 

준비태세를 갖춘다. 예기불안과 공황발작이 조합을 이루면 공황장애의 악순

환을 형성한다(그림 1.1 참조). 정보, 인지재구성, 자극감응 및 실제 상황에의 

노출을 강조하는 CBT는 이러한 패턴을 제거할 수 있으며(Smits, Powers, Cho, 

그림 1.1 ┃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모델

스트레스 

생물학적 취약성 소인

경보반응

심박수 증가, 두근거림

숨이 가빠짐, 질식감

가슴 통증 또는 불편함, 저리거나 또는 따끔거림

증상의 잘못된 재앙적 해석증가된 불안 및 공포
조건화된 

두려운 신체감각

증상에 대한 

과민성 예기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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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ch, 2004), 강력한 치료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Furukawa, Watanabe, 

& Churchill, 2006; Gould, Otto, & Pollack, 1995). 따라서 SAM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약리적인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 치료이다(McHugh et al., 2007).

벤조디아제핀 테이퍼와 관련된 문제점

벤조디아제핀 복약으로 공황장애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조절한 환자는 

이러한 복약 테이퍼 및 중단 과정에서 다양하게 잠재하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공황발작과 예기불안을 생리적으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신체감각

은 지속될 수 있다. 느린 테이퍼의 경우에도 벤조디아제핀의 중단은 기분이상

(불안, 짜증, 불쾌감), 신경계 증상(근육통, 경직, 두통, 허약, 에너지 저하, 안

절부절못함, 근육경련, 성적 흥미 저하, 감기 걸린 것 같은 증상, 이명), 위장

관계 증상(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감각장애(감각 예민성 증가, 통증 감수

성 증가, 이상감각, 미각이상, 광과민, 지각왜곡), 수면장애(불면증, 악몽) 및 

인지장애(집중력 저하, 언어표현이상, 비현실감, 혼돈) 등을 포함하는 금단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Roy－Byrne & Hommer, 1988; Tyrer, Murphy, & 

Riley, 1990).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공황장애 병력이 없는 환자도 테이퍼 과정에 어려

움을 겪는다.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는 금단증상이 공황발작 증상과 매우 유

사하고 테이퍼 과정에 동반되는 금단증상이 두려운 신체감각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감각은 환자

가 공황장애 재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때 나타나며, 공황발작으로 이어지

는 과각성화, 재앙화된 해석이 증가하면서 특히 금단증상 시 발생하는 감각

에 반응하기 쉽다. 벤조디아제핀을 중단하는 것은 조건화된 안전신호, 즉 약

물을 복용할 때마다 공황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없애 

버린다. 따라서 환자들은 약물복용을 건너뛰면 불안 및 공황증상이 증가될 것

이라는 부가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이 반응을 거짓 금단증상이라고 하

며 신체감각에 대한 예기불안과 각성을 증가시켜 공황증상을 촉진할 수 있다

(Winokur & Rickels, 1981). 이러한 어려움은 금단반응 및 반동불안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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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된다. 반동불안은 복약 중단으로 인해 전형적인 수준 이상으로 불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 장애의 재발을 촉진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급성 금단 기간과는 무관하게 공황장애의 재발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발은 공황장애의 기본 병리학적 과정(예기불안과 

두려운 신체감각)에 대한 치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벤조디아제핀 중단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지행동 모델은 

금단증상의 발생에 민감하고 공황장애의 재발을 두려워하는 시기에 그들이 

우려하는 공황증상과 유사한 감각에 노출되는 것을 강조한다(Otto, Pollack, 

Meltzer－Brody, & Rosenbaum, 1992). 그림 1.2는 이러한 효과 중 일부를 요약

한 것이다. 이러한 벤조디아제핀 중단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행동

치료란 (a) 조건화된 두려운 신체감각의 감소, (b) 공황감각의 중증도를 관리

하는 기술 제공, (c) 환자에게 금단증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

점을 두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 금단증상은 공황장애 환자가 두려워하는 불

안, 공황감각과 유사하기 때문에(테이퍼 동안에 공황장애가 다시 발생할 가능

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 벤조디아제핀 중단 과정을 생물학적 증상

을 유발하는 절차로서 개념화했다(Otto et al., 1992). SAM 치료 프로그램은 

상호 관련된 네 종류의 중재치료, 즉 자극감응 노출, 인지재구성 기술, 회피 

상황에 대한 노출(실제 상황에의 노출), 신체증상 관리기술(횡격막 호흡 및 이

완 훈련)을 통합하고 있다. SAM 프로그램의 상호 관련된 중재치료를 활용하

여 기저에 있는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동시에 환자가 벤조디아제핀 금단증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체감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2 ┃ 벤조디아제핀 테이퍼와 관련된 어려움의 인지행동 모델

불안과 공황 

삽화의 증가

공황과 관련된 

불안과 신체적 

증상

벤조디아제핀 

테이퍼

 ■ 조건화된 안전신호 

(복약)의 제거

 ■ 공황장애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 증상의 잘못된 해석 및  

재앙적 사고

 ■ 조건화된 두려운 신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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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치료

다양한 약리학적 치료전략이 벤조디아제핀 테이퍼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

는 임상시험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중단보다는 점진적인 테이퍼가 더 안전하

고 덜 괴로우며 성공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짧은 반감기 약물에

서 긴 반감기 약물로 전환하면 테이퍼 동안 일어나는 신체감각을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감각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Denis 

et al., 2006; Otto et al., 1993). 다양한 약리적 제제의 증가는 공황장애에서 

벤조디아제핀 중단에 따른 괴로움을 개선하는 데 잠재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

안되었지만 체계적으로 통제된 연구에서 입증된 바는 비교적 드물며, 항경련

제인 카바마제핀은 효과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혼합된 결과를 보인다(Denis et 

al., 2006). 범불안장애 환자에서 삼환계 항우울제인 이미프라민이 효과를 보

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다(Rickels et al., 2000). 벤조디아제핀 중단에 대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벤조디아제핀 중단에 

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Otto et al., 2002).

치료 프로그램의 위험과 이득

많은 환자들이 벤조디아제핀으로 장기치료를 지속하기로 선택한다

(Worthington et al., 1998). 이러한 선택은 공황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약 테이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결정 중 한 가지 치료전략으로 환자

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공황장애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

러 약리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선택한다(Bruce et al., 2005). 이 치료 프로

그램은 이러한 치료전략의 대안이 되며, CBT는 공황장애 조절을 극대화하는 

한편 약물치료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환자는 

벤조디아제핀 중단이 다양하고 불편한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느

린 테이퍼는 이러한 감각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이러한 증상에 대처하는 치료전략에 대한 훈련

이 필요하다. 이 치료지침은 그러한 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공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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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대한 핵심적인 중재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약물 테이퍼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들에게 

벤조디아제핀을 성급하게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검증된 느린 테이

퍼 프로그램이 적절한 의료적 처치임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연구에서 모든 환자가 예정된 테이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은 

아니다(Otto et al., 2002). 따라서 CBT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테이퍼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늦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돕기 위한 선택사항

이 될 수 있다. SAM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환자들이 벤조디아제핀과 

공황이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설명된 테이퍼 일정이 너

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목표에 적합한 일정을 계획하는 작

업을 해야 한다.

약물의 역할

공황장애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및 추가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

2장에서 제시된다. 제2장은 적절한 시간 동안 테이퍼 및 치료 과정을 마치려

는 욕구와 치료 안전성 및 테이퍼 증상의 최소화를 고려한 균형 잡힌 테이퍼 

일정을 구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약물 반감

기의 차이는 다른 종류의 금단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테이퍼 프로그램으로 

유발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환자가 대비할 수 있는 테이퍼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환자 및 처방의사와 협력하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이다.

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항우울제 중단하기(SAM) 치료 프로그램은 (a) 벤조디아제핀 (또는 항우울제) 

중단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b)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

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설계된 중재치료를 포함한

다. 이 치료자 가이드에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치료 구성 요소가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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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교육 및 인지재구성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공황과 동일한 감각

으로 오인하는 재앙화적인 해석(예：심박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심장

마비와 동일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2) 자극감응 노출(두려운 신체감각에 대한 체계적 노출)은 개인의 견딜 수 있

는 저항력과 벤조디아제핀 테이퍼 및 공황장애와 관련된 신체감각에 대해 

점차 편안해지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3) 두렵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실제 노출법은 환자가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신체감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역

할 기능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4) 횡격막 호흡 및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은 테이퍼 프로그램 동안 흔히 환자

들을 괴롭히는 신체각성 및 과호흡 증상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었다.

SAM 프로그램

인지중재치료

인지중재치료는 정보, 교육 및 인지재구성을 포함한다. 1회기로 시작하여 환

자에게는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모델이 제공된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사이

클이 기반이 되는 이 모델은 SAM 프로그램에 도입된 모든 자료의 기초적인 

뼈대가 되며 환자가 불안과 공황에서 나아가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틀

을 제공한다. 이 모델 외에도 환자에게 불안과 공황발작에 수반되는 생리적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사이클에 대한 잘

못된 인지적 해석에 대해 교육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특정 유형에 대해 논

의한다. 가능성 과대평가 및 재앙화 사고가 그것이다. 가능성 과대평가는 공황

발작이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재앙

화 사고는 어떤 사건이나 결과를 참을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치명적

인 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그러한 생

각 자체가 공황발작의 강도를 높이고 공황장애를 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환자의 재앙화 사고와 가능성 과대평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인지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인지적 오류를 밝혀내기 위해 기본적인 질문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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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일어난

다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확인되면 초기 질문 다음으로 “그 이후에는 어

떻게 될까요?”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안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

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되짚어보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핵심 예측 또는 재앙화 사고를 알아채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불안한 각성과 공황의 신체감각을 상상 속 재앙적 결과로 인

한 것과 구별하게 된다.

가능성 과대평가에 대한 인지중재치료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a) 각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루는 근본적인 핵심 예측을 확인하고(예：“내가 공황 상태

가 되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거야!”), (b) 예측을 사실로서가 아니라 가설로 취

급하고, (c)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반박하는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환자는 자신이 두려워한 예측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보다 현

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보다 정확한 가능성 추정에 도달하는 것 외

에도 특정 사건에 대한 대안적 설명(예：“흉통은 속 쓰림으로 인한 것일 수 있

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재치료의 초점은 공황이나 불안이 일어

날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가 불안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가 이해하는 것이다.

재앙화 사고에 대한 인지중재치료 역시 비슷한 과정이다. 첫째, 환자는 상

상 속 재앙의 정확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 둘째, 환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

악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셋째, 환자는 이 사

건의 실제적인 심각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즉, 환자에게 사건이 상

상했던 것만큼 실제로 나쁜지 여부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에게 불안과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관리 가능하며 대부분의 재앙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기억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어떠한 인지적 오류에는 특정 대처전략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

면 공황발작의 결과로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탈재앙화)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가능성 과대평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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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것이 더 좋다.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서 실신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당혹감을 경험할 가

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느 시점

에서 당혹감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혹감의 결과는 더 쉽게 탈재

앙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처 절차는 만약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

한다 하더라도 환자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초

점을 맞춤으로써 통합될 수 있다. 예컨대 공황으로 인해 슈퍼마켓에서 기절하

는 일(비록 환자가 기절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

할 것이다.

이러한 인지전략을 회기 내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치료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인지전략은 복약 테이퍼와 연관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구성 요소에는 예상되는 금단증상

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환자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사이클에 빠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다. 환자가 테이퍼 과정을 시작한 후인 4회기 이후에

는 앞서 언급한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실제 금단증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다

룬다. 마지막으로 공황과 관련된 두려움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사이클로의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다루어진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노출되도록 회기를 구성한다. 이로써 그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극감응 노출 상황에서 환자들을 이러한 생각에 노출시킴으로

써 이후 회기에서 추가 훈련을 제공한다. 그러한 생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공황과 관련된 감각의 존재는 이 

과정을 촉진시킨다.

추가로 환자들은 금단증상과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된 인지전략을 제공받

는다. 이 인지전략은 ‘벤조디아제핀 독감’이라는 증상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

이다. 이를 통해 독감에 대처하는 환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복약 테이퍼의 일

환으로 발생하는 증상에도 그와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

어 환자들에게 비록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 독감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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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대처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한 증상에 직면할 때 환자는 대

체로 재앙화 사고 또는 증가된 불안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대신 증상이 완

화될 때까지 질병을 견뎌낸다. 환자가 이 방법을 복약 테이퍼와 관련된 신체

감각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이 접근법은 다른 공황 조절전략과 함께 환자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테이퍼 관련 감각을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종합하자면 SAM 프로그램에 사용된 인지중재치료는 환자에게 불안과 공

황증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증

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자극감응 노출기법의 도입과 증상 유발 후(post－

induction) 정확한 처리에 도움을 준다. 요컨대 인지중재치료는 증상의 해석

에 대한 환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자극감응 및 실

제 상황에의 노출기술이 이러한 감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교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극감응 노출

자극감응 노출은 체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공황장애 환자의 증가된 불안

과 불안을 유발하는 신체감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환자의 신체감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한 감각에 대한 반복적

인 노출과 인지 및 이완전략을 리허설함으로써 환자는 다음 목표에 도달하고

자 노력한다. (a) 벤조디아제핀 중단으로 인한 금단반응의 일부인 불안 및 공

황 유사감각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b) 공황장애의 일부인 신체감각에 대한 

두려움의 제거(이 목표는 환자가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감소시키면 공황장애

가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c) 이전에 위험하거나 견딜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감각에 대한 저항력 개선이다. 또한 자극감응 노출은 

환자에게 인지전략을 연습할 수 있게 하고 금단증상과 불안, 공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에 이러한 전략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

환자에게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모델을 제시할 때 자극감응 노출에 대한 근

거를 소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델은 공황의 신체감각을 잘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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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때 생기는 불안 유발 효과를 강조한다. 후속 회기에서 환자는 자극감응 

노출의 목적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게 된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조건화(반

복되는 연관성)를 통해 두려워하는 감각이 공황반응을 자동으로 유발하게 된

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화 반응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중요

한 요소이다. 어떤 환자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두려운 감각을 반복적으로 경험

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이 절차를 통해 환자는 그러한 신체감각을 불안의 

경험으로부터 분리하고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결과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새로운 연습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들은 본인이 어떤 감각을 경험하게 될지

와 이러한 감각은 연습으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환자가 자극감응 노출을 피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극감응 노출 또는 복약 테이퍼로 유발되는 감각은 환

자가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태(일부 경우에는 공황에서 해방)에서 점점 불편한 

상태로 이행된다. 이 때문에 초기 자극감응 노출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

은 약물중단 프로그램에서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의 자극감응 노출은 환

자가 유도된 증상을 가장 잘 인식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전략을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치료 모델보다 대처 및 노

출을 기반으로 한 치료 모델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며 복약 테이퍼에 의해 유

발된 감각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감각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면 불편한 감각은 빠르게 소멸된다. 따라서 환자에게 감각을 유발하는 활동 

및 상황(예：공포 상황이나 연습)뿐 아니라 감각을 회피(주의를 환기시킴)하

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도록 권장한다.

치료 프로그램의 자극감응 노출에는 머리 돌리기, 의자 회전, 튜브 호흡 등

과 같은 다양한 운동이 포함된다(전체 목록은 제7장 5회기 참조). 이러한 운

동은 다양한 신체감각을 유발하고 불안, 공황 및 벤조디아제핀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유발된 신체감각이 공황발작

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환자는 지정된 운동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 운

동은 복약 테이퍼의 결과로 새로운 감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새

로운 감각에 환자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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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특정 운동은 환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치료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된다.

자극감응 노출은 2회기의 첫 부분에 소개되며 SAM 프로그램에서 특히 강

조된다. 환자는 회기에서 각각의 운동을 안내받은 다음 집에서도 계속 노출훈

련을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노출에서는 안전신호를 단계적으로 감

소시킨다. 환자는 치료자의 감독하에 치료실 환경에서 자극감응 노출 절차를 

수행하며 초기의 편안함을 얻는다. 환자는 집에서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두려

움 없이 감각을 유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 집에서 자

극감응 노출 훈련으로 편안함을 얻다가 나중 회기에서는 집 외의 장소에서 자

극감응 노출을 끝마친다.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가 성공적인 노출을 완료하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감각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

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프로그램화된 자극감응 노출을 통해 환자에게 이러한 감

각들이 두려움, 공황 또는 재앙적인 결과 없이 관리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

거를 제공해준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조건(환자가 상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수준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또는 테이퍼 관련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에서 수행되는 자극감응 노출을 통해 환자는 그러한 감각이 선택된 상

황에서만 안전하다기보다는(예：치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기분

이 좋을 때 안전하다, 또는 집에서 유도될 때 안전하다) 그 자체로 언제 어디

서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안

전신호의 존재가 노출의 유익한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다(Wells et al., 1995). 

SAM 프로그램에서 안전신호의 단계적 감소는 치료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

한 강도로 수행되는 자극감응 노출에서부터 치료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행되

는 더 어려운 과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

듯이 자극감응 노출의 목표는 이러한 감각의 근원에 관계없이 환자가 불안으

로 과하게 각성된 감각에 반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극감응 노출의 목표는 환자가 불안감을 회피하거나, 딴 데로 관심을 돌리

거나, 누그러뜨리려는 불안을 유발하는 패턴을 중단하는 대신 환자 자신의 불

안한 경험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하고, 탈재앙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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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 et al., 2004). 이것은 SAM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벤조디아제핀 테

이퍼 감각에 대한 두려움 반응에 대해 환자를 ‘예방시켜주는’ 것을 돕기 위해 

수행된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자극감응 노출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공

황장애의 기저에 있는 불안을 유발하는 패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불안

과 관련된 신체감각이 더 이상 공황발작, 예기불안 및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

록 해준다.

자연적 노출과 실제 상황에의 노출

점차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자연적 노출 그리고 실제 상황에의 

노출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자연적 노출은 환자가 신체 활동, 특정 신체 움

직임, 감성적인 영화 시청 및 카페인 음료 마시기 등과 같은 공황과 관련된 감

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노

출되면 환자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감각에 대처하는 법을 배

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연적 노출은 감각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이나 상황에서의 불안염려를 줄이도록 고안되었다. 마찬가지로 실제 상황에

의 노출은 환자가 공황이 예상되는 상황에 접근하고 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가지 유형의 노출 모두 환자에게 공황관리 전략을 인위적이지 않고 보다 

그림 1.3 ┃ 신체의 경보반응에 대한 대처방식 재교육

공황 유발 반응

 ■ 이런!!!

 ■ 만약 내가 죽는다면? 만약 

내가 자제력을 잃는다면?

 ■ 재앙적 기억

 ■ 서둘러/긴장해/조절해

안전 유발 반응

 ■ 감각과 함께 ‘이완’하기

 ■ 감각이 실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기

 ■ 대처 생각과 대처 기억   

사용하기

 ■ 당신은 감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불안의 신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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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피 또는 탈출과는 달리 오히

려 행동에 접근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이 두려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원하는 일을 중심으로 일상 활동을 

계획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노출은 환자가 특정 운동으로 유발

될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감각이 유발될 때도 그러한 감각이 안

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체관리 전략

SAM 프로그램의 가장 덜 중요한 구성 요소를 생각해보자면 신체관리 기술인

데, 그중에서도 특히 횡격막 호흡 재훈련 및 근육이완 훈련이다. 한 연구에 따

르면 이러한 치료 요소를 삭제해도 공황장애에 대한 비슷한 치료 프로그램에

서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다(Craske et al., 1991; Schmidt et al., 2000). 우리는 

불안한 각성을 ‘통제’하려는 전략이 환자들이 실제로 공황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긴장을 풀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SAM 치료 프로그

램은 신체관리 기법으로 증상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

로 환자가 불안한 감각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예：

“어떻게 이러한 감각에 대해 편안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긴

장은 벤조디아제핀 테이퍼 동안 정기적으로 유발되는 증상이며, 우리는 환자

에게 이러한 만성적인(테이퍼 동안) 증상의 강도와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전략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SAM 프로그램 동안 횡격막 호흡 및 근육

이완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는 있지만,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핵심 기

법이라기보다는 테이퍼 관련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전략을 조심

스럽게 소개한다.

개인 대 집단 치료

SAM 치료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시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효능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통제된 임상연구(Otto et al., 1993)는 집단치료로 수행되

었지만,  임상 실무에서는 개별적인 치료가 빈번하게 적용되었다. 집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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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집

단 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집단치료에

서는 전체 환자 집단을 평가하고 전체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개별 환자의 벤

조디아제핀 테이퍼를 연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개인치료가 보

다 시기적절하고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치료의 효과는 벤조디아

제핀 중단에 대한 CBT의 다른 적용에서도 입증되었다(Hegel et al., 1994; 

Spiegel et al., 1994).

SAM 프로그램의 기타 적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AM 프로그램은 약물 테이퍼가 목표가 아닌 공황장

애 치료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약물요법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

는 개인치료에 적용되었다. 또한 집단치료에서도 매우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

니라 약물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

지되었다(Heldt et al., 2003).

SAM 프로그램의 원리는 불법약물 사용의 치료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약

물사용과 관련된 감정적 및 신체적 감각 노출에 초점을 두었는데, 아편제 의

존 환자의 지속적인 불법약물 사용의 치료에 메타돈 유지 프로그램이 사용

되었다(Otto et al., 2004; Pollack et al., 2002). 이 불법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서는 약물을 사용하게 하는 내부(주로 감정적인) 및 외부 신호가 감지되고, 

이 신호에 대한 대안적인(적응적인) 행동이 논의된다. 다음으로 관련된 감정

적 신호가 노출로 유도되고, 신호에 대한 비약물적 반응의 리허설과 함께 감

정적 감각 수용 연습이 이어진다. 자극감응 노출기반 전략은 금연에 대한 새

로운 치료 프로그램에도 사용되었다. 금연치료에서도 불안증상에 대한 두려

움은 금연에 실패하는 위험요소이며(예：Brown, Kahler, Zvolensky, Lejuez & 

Ramsey, 2001; Zvolensky, Bonn－Miller, Bernstein, & Marshall, 2006), 따라서 

금연 프로그램의 일부로 적용하는 자극감응 노출은 금연 성공률을 장기적으

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Zvolensky et al., in press).

종합하자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환자들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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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예방시키도록 자극감응 노출을 사용하는 치료 목표와 일치한다. SAM 프

로그램의 경우 각성에 대한 신체감각 또는 금단현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두

려움 때문에 다시 벤조디아제핀 치료를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것이다. 

물질사용장애의 치료에서도 중독성 물질에 대한 갈망을 높일 수 있는 감정으

로부터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자극감응 노출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모든 치료 

프로그램에서 환자는 자극감응 노출을 통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부정적

인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배울 것이다.

치료원칙 대 프로토콜

SAM 프로그램은 각 회기의 목표를 달성할 환자의 기술(‘학습 요소’) 측면에

서 설명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은 치료자들이 중재치료 체크리

스트를 완성하는 방식이 아닌 치료학습에 참석함으로써 각 회기의 성공 여부

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치료자들이 중재치료의 기본 원리에 충

실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치료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목

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치료 ‘예술’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접근방식이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