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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강박증에 있어 인지행동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개입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훈련이 가능한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computer-

bas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CCBT)를 개발하고, 이를 

임상 장면에 적용하여 그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전두엽 실행기능 평가를 포함하여 인지행동치료에 한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방법: 강박증에 한 심리교육, 노출 및 반응방지 기법, 인지적 

재구성 기법을 포함하는 한국형 강박증 CCB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http://www.ocdcbt.com). 연구 상자 공개 모집으로 

CCBT 집단에 배정된 42명의 참여자 중 27명이, 치료자 기반 

인지행동치료(therapist-lead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TCBT) 집단에 배정된 4명 중 3명이 최종적으로 치료 후 평가까지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TCBT 집단은 서울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강박증 집단 인지행동치료에 참여 중인 환자들을 추가하여 총 

3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치료 전후에 강박, 우울, 불안 증상 및 

직업/사회적 적응 척도와 같은 자기보고형 증상 질문지와 전두엽 

실행기능 관련 신경심리검사 배터리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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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치료 전 CCBT와 TCBT 집단 간 증상 및 신경인지기능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완료 후 두 

집단에서 모두 강박증상, 우울증상, 직업/사회적 기능의 유의미한 

호전이 있었으며, 집단 간 비교에서도 치료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CCBT 집단 내에서 단독 치료군은 약물치료 

병행군과 비교해서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 중도 탈락자들은 

완료자들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지행동치료에 한 반응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레이(Rey) 복합 도형검사의 모사 조직화 점수가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고찰: 치료 경험이 많지 않은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강박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CCBT가 충분히 효과적이며, 치료자 및 

환자의 시간과 비용 비 효과성이나 치료 접근의 편이성을 고려할 

때 그 활용도는 더욱 크다. 또한 시각적 조직화 능력과 같은 

실행기능의 결함이 인지행동치료에 한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차후 충분한 수의 환자들을 상으로 무작위 

조군 연구를 통해 CCBT 치료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 

주요어: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컴퓨터 기반, 노출 및 반응방지, 치료 

반응 예측요인 

학  번: 2005-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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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강박증과 인지행동치료 

강박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이고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사고(obsession)와 이에 따른 불안감을 중화하거나 

위협적인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강박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1 강박증은 흔히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장해(disability)의 만성화로 인해 환자, 가족, 지역 

사회에까지 상당한 손실을 일으키며,2 조현병(schizophrenia) 

만큼이나 그 장해가 심각하다는 보고도 있다.3  

현재 강박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이하 SSRI)를 사용한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하 CBT)가 가장 효과적인 개입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4,5 특히 

CBT 중 노출과 반응 방지(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이하 ERP)를 핵심으로 하는 행동치료 기법의 경우 약물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또는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어,6,7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인해 약물치료를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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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강박증 환자들에게 있어 CBT는 강력한 치료적 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CBT의 이러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강박증 

환자들이 치료적인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10년에 이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는 우선 환자가 

낙인(stigma)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 장면을 잘 찾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9 또한 잘 훈련된 치료자 수가 부족하여 CBT를 

받기 위한 기자 수가 길어진다는 문제점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10 이와 더불어 치료실까지의 거리가 멀고, 치료 시간의 

편이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치료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11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강박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병의 이환 기간이 길어지고 기능상의 장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 규모 WHO 연구에 따르면 강박증 환자들 중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의 비율은 59.5%에 달했다.12    

 

2.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의 발전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computer-ba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하 CCBT)는 치료에 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치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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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CBT의 잠재적 이득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자가 이끄는 인지행동치료(therapist-l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하 TCBT)에 한 유용한 안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1990년 부터 자가-치료를 위한 CCBT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우울증('Beating the 

Blues, Cope, Overcoming Depression, MoodCalmer'), 

공포증/공황장애('FearFighter'), 강박증('OCCheck, CAVE, 

BTSteps/OCFighter’), 불면증, 물질 중독, 건강염려증, 아동 불안, 

과민성 장 증후군 등 여러 장애와 증상에 다양한 CCBT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치료 프로그램의 

임상적 효과성(clinical effectiveness) 및 비용 비 효과성(cost-

effectiveness)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13-15  

이 중 강박증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CCBT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공식적 자료는 1987년에 Baer 등16에 의해 

보고된 ‘OCCheck’ 프로그램이 있다. OCCheck는 노출 훈련의 

순응도를 강화시키고 훈련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37년 동안 공격적 강박사고와 확인 의례를 보이는 

58세 여성 환자가 집에서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집 밖에서는 

휴 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훈련한 결과가 증례기록(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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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으로 보고되었다. 환자는 확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OCCheck에 접속하도록 훈련 받았고, 그때마다 3분간 

충동에 저항하라는 안내 음성과 더불어 실제로 프로그램 내 시계가 

작동하면서 시간이 측정되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3년 동안이나 

치료자 기반의 ERP 훈련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 정도는 

경미하였지만, OCCheck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확인 행동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49주 동안 이러한 성과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91주에 추적(follow-up) 면담하였을 때, 환자는 공공장소에서 

프로그램 사용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휴 용 컴퓨터 사용을 중지한 

상태였고, 외부에서의 확인 행동도 다시 치료 전 기저 수준으로 

돌아가 있었다.  

1998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Kirkby와 그 동료들17이 

애니메이션(animation)을 활용하여 ERP 훈련을 하는 CCBT를 

개발하였다. 컴퓨터 지원의 리 노출(‘Computer-aided Vicarious 

Exposure’)이라는 명칭의 약자를 따‘CAVE’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먼저 환자들에게 스크린 속 인물의 주증상(오염 

강박사고와 세척 강박행동)과 ERP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준다. 이후 

자신이 스크린 속 인물이라고 상상하면서, 집 정원에 나가 수선화 

구근을 심는 등 더러움에 노출하도록 지시한다. 환자들은 마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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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인물을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더러운 데 손을 가져다 

도록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며, 집 안 욕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 도 존재한다. 화면 내에는 인물의 불안감을 표시하는 

‘온도계(thermometer)'가 있어 화면 속 인물이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불안감이 상승되는 정도를 피드백 해준다. 화면 속 

인물의 손을 오염시킨 후에도 세면 에서 씻지 않고 버틴다면 

환자들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이 점수들이 누적되어 목표 자극의 

습관화 점수(2000점) 가까이 상승되면,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온도계 상에서 인물의 불안 수준 정도가 점점 낮게 측정되어 실제 

습관화(habituation) 과정을 모방하여 보여준다.  

CAVE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소규모 예비 연구(pilot study)에서 

검증되었다.17,18 매주 45분씩 3주 동안의 회기가 끝난 후, 

피험자들은 파듀아 질문지(Padua Inventory), 벡 우울 

질문지(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에서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며, 예일-브라운 강박척도(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이하 Y-BOCS)의 총점도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척 

행동을 주된 강박증상으로 보이는 환자(washer, 7명)들이 확인 

행동을 주된 강박증상으로 보이는 환자(checker, 6명)들에 비해 더 



6 

 

호전을 보여, 실제 증상과 프로그램 내용이 관련이 있을 때 참여 

열의나 치료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화이자(Pfizer)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BTSteps(Behavior Therapy Steps)'라는 

이름의 음성 자동 응답(interactive voice response: 이하 IVR) 

기술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BTSteps는 ERP 중심의 행동치료가 중심이 되며, 회기 

진행은 총 9단계로 이루어진다. 1~4단계에서는 강박증 및 ERP에 

한 설명, 그리고 증상의 평가가 주를 이루며, 5단계부터 각 

개인의 증상에 따라 ERP를 적절히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마지막 9단계에서 재발 방지를 교육하면서 치료가 종결된다.19   

BTSteps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specialist)의 

강박증 진단이 있어야 하며, 등록 이후 워크북(workbook)과 

어디서든 24시간 자유롭게 IVR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번호와 

암호를 받게 된다. 환자는 전화를 건 후 서버 컴퓨터에 미리 녹음된 

질문과 지시문에 반응하여 전화기의 키패드(keypad)를 누르거나 

간단한 단어(숫자, 'yes', 'no')를 말함으로써 응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증상 평가, 과제 순응도 등의 

치료 내용은 다시 환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되어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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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feedback)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치료자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있어 

총 9번에 걸쳐 참가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되어 있다. 이때 

참가자들은 IVR 시스템에 한 기술적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한 주 동안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연락하여 그 이유에 해서 알아보고 훈련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BTSteps의 IVR 시스템은 접근의 

유용성, 선택 시간 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간에 따른 증상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자에게 요구되는 시간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20 

현재까지 BTSteps와 관련하여 3개의 개방 연구(open trial)19-

21와 2개의 무작위 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22,23가 

수행되었고, 모든 연구에서 BTSteps 참가자들이 강박증상에 있어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Greist 등22의 

다기관(multisite) 무작위 조군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내의 

8개 기관에서 200명 이상의 규모 강박증 환자 집단을 모집하여, 

CCBT(BTSteps) 집단에 74명, TCBT 집단에 69명, 컴퓨터를 

사용한 이완(relaxation) 집단에 75명을 무작위 배정하였다. 이후 

2주간의 평가와 10주간의 치료를 진행한 후 치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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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부터 14주 후에 추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저선 

(baseline)에서 모든 참가자들의 강박증상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Y-BOCS 평균 25점) 유병 기간(duration of illness)도 평균 

22년으로 길었다. 하지만 치료 완료 후 이완 집단은 유의미한 

호전이 없었던 반면에 CCBT와 TCBT 집단은 모두 Y-BOCS 

점수가 유의미하게 저하되었다. Y-BOCS 점수 변화의 효과크기 

(effect size)는 TCBT, BTSteps, 이완 집단에서 각각 1.2, 0.8, 

0.4에 해당하였다. BTSteps 집단의 경우 10주 동안 평균 140분의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 시간이 길고 ERP 수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치료 호전 정도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료자 시간 

면에서는 CCBT가 TCBT에 비해 치료자 시간의 약 85%를 

절약하였으며, 나머지 15%도 초기 참가자 선별(screening)에 

할애된 것이었다.  

Greist 등22의 연구에서 CCBT 참가자들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치료자로부터 평균 4분 이하의 지지를 받았지만, 질문지나 치료 

만족도를 평정하기 위하여 여러 번(총 5회) 치료실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 동기를 강화시켰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enwright 등23은 환자가 전혀 치료자를 볼 수 없고 치료실에도 

내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짧지만 정기적으로 치료자들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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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하는 경우 BTSteps의 치료 결과나 치료 순응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무작위 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44명의 강박증 환자들이 17주 동안 BTSteps에 참여하는데, 한 

집단은 정기적으로 9번 치료자들이 환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건이었으며, 다른 집단은 환자가 훈련 시 어려움이 있어 먼저 

연락을 취하면 이후 치료자가 다시 전화를 주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Y-BOCS 및 직업/사회적 적응 척도(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이하 WSAS)에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지만, 정기적으로 치료자의 연락을 받은 집단의 환자들에게서 

탈락률(drop-out)이 더욱 낮았고, Y-BOCS 및 WSAS의 호전 

정도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치료자가 정기적으로 환자에게 연락하여 

간략하게나마 도움을 주는 것(brief helpline live advise)이 치료에 

한 환자의 동기 유발과 지속에 효과적이며 또한 실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0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Mataix-Cols와 Marks10는 CCBT가 

치료자를 체하기보다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치료자 중심의 치료 체계에서 CCBT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자는 

동일한 시간 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수를 보다 늘릴 수 있으며, 



10 

 

환자 또한 치료 기자 목록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치료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자가 

환자들을 선별하고 짧게나마 지지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CCBT가 완전히 치료자를 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저자들은 강박증 치료에 있어 단계적인 치료 모델(stepped 

care model)을 제안하는데, 즉 사례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강박증 치료를 일차 치료, 외래 치료, 입원 치료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그림 1).  

 

 

Figure 1. Stepped care model for O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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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상의 심각도가 덜하고, 공병장애(comorbidity)가 없으며, 

병식(insight)이 많고, 치료에 한 동기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일차 치료로서 집에서 CCBT와 같은 자가-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여기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외래에 방문하여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 TCBT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보다 증상이 

심각하고 치료에 저항적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병원에 

입원하여 더 강도 높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Greist 

등22의 연구에서 TCBT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경우 

CCBT로 전환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지 않지만, 그 반 의 

경우 즉 CCBT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경우 TCBT로 

전환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지지된다.  

 

3. 국내 CCBT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고소공포증에 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치료24, 강박증에 한 가상현실 프로그램25, 사회공포증에 한 

인터넷 CCBT26가 개발되어 있다. 이중 가상현실은 모두 

한양 학교 의공학과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것으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display) 장치와 조이스틱(joystick)을 

사용하여 마치 현실 속에서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움직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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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박증 가상현실의 경우 직접 창문 열기, 

전등이나 가스레인지 켜기, 우산이나 핸드폰 챙기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박증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경우 그 자체로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가상현실 속에서 얼마나 

강박증 환자들의 불안을 실감나게 유발할 수 있는지에 한 도구 

(anxiety-provoking tool)로서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을 살펴보는 

측면이 강하다. 상 적으로 고소공포증 가상현실 치료는 실제 

노출치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 상 적절한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프로그램이 설치된 치료 시설에 내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자가-치료로 보기는 어렵다.   

고려 학교 심리학과에서 개발한 사회공포증 CCBT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트 기반으로(주소: http://www.ku-socialphobia.com),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어디서건 접속하여 

치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개관한 CCBT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사회공포증과 인지행동치료에 

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회의, 회식, 일 일 화, 

등)에서 상 방이 보이는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동영상이 있어, 

이를 보며 노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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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목적 

한국에서도 강박증에 한 CCBT 프로그램의 개발은 정신건강에 

한 인식 부족과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선입견27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강박증 환자들에게 유용하고 효과적인 치료적 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강박증 CCBT를 

개발하고, 이를 임상 장면에 적용하여 기존 TCBT와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20,22,23와 마찬가지로 

강박증상, 우울증상, 직업/사회적 적응 능력을 두루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신경인지 결함이 강박증의 취약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28 치료 효과에 따른 신경인지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기존에 신경인지 결함과 CBT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몇몇 연구들29,30이 있으나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강박증에 민감한 신경심리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시공간적 구성 능력 

(visuospatial organization), 비언어적 기억, 실행 기능의 유지 및 

변경과 같이 강박증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신경인지 결함 

영역31,32을 측정하는 과제들을 포함시켜 인지행동치료 전후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4 

 

연구재료 및 방법 

 

1. CCBT 프로그램 개발 

1) 개발 과정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비 지원을 받아(과제번호 2009-

0076316),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한국형 

강박증 CCBT 프로그램(‘Computerized OCD Therapy’: 이하 

COT)을 인터넷 기반으로 개발하였다(http://www.ocdcbt.com).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은 서울 학교병원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매뉴얼33과 동일하며, 인터넷 기반 

자가-치료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CCBT에 한 설명이나 치료 

적용 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많이 소개하였다.  

 

 2) 메인 화면 구성  

COT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박증 / 인지행동치료 / CCBT / COT / 고객센터 / 회원정보’로 

구분된다. 이 중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CCBT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이트를 둘러보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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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COT 메인 화면 

 

공개로 설정하였으며, 강박증 자체에 한 이해와 인지행동치료의 

개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COT는 실제 개인별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하는 메뉴로, 회원 가입을 하고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접속하여 회기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고객센터 중 

공지사항과 FAQ는 전체 공개에 해당하나, Q&A는 치료 도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게시판이므로 비밀 보장을 

위하여 회원 가입한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비밀글 설정도 가능하여 아예 질문을 올린 사람만 답변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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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한이 가능하였다. 회원정보는 회원 가입 또는 수정, 

탈퇴와 관련된 메뉴이다.  

 

메인 화면의 각 메뉴와 그 아래 소제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강박증 - 강박증이란? : 유병률 : 주요증상 : 유형 : 원인 :  

공존질환 : 치료  

② 인지행동치료 - 인지행동치료란? : 강박증의 인지행동치료 :  

치료 효과 

③ CCBT -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 : COT 소개  

④ COT - 훈련하기 : 나의 훈련 기록  

⑤ 고객센터 - 공지사항 : FAQ : Q&A 

⑥ 회원정보 - 회원약관 : 회원가입 : 회원수정 : 회원탈퇴 :  

ID/PW 찾기  

 

<사진 2>에서는 ‘강박증’ 메뉴의 소제목과 그 소제목 중 

하나인 ‘치료’ 부분의 설명글이 제시되어 있다. 화면 상단이나 

왼쪽의 소제목을 클릭함으로써 해당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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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강박증 메뉴 내 소제목과 설명글 

  

3) COT 훈련 구성 

COT 훈련하기는 총 11회기로 구성되며, 각 회기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0회기: COT 개관과 치료에 한 다짐 

1회기: 강박증상과 인지행동모델 이해하기  

2회기: 불안 완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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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노출과 반응방지 기법  

4회기: ERP 적용하기 1  

5회기: ERP 적용하기 2  

6회기: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  

7회기: 강박증에 공통적인 인지적 평가 다루기 1  

8회기: 강박증에 공통적인 인지적 평가 다루기 2  

9회기: 강박증에 공통적인 인지적 평가 다루기 3 &  

핵심 신념 재구성하기  

10회기: 종결 및 재발 방지 

 

우선 COT 메뉴를 클릭하면 <사진 3>과 같이 ‘훈련하기’와 

‘나의 훈련 기록’ 두 가지로 영역이 구분된다. ‘훈련하기’에서 

해당 회기를 클릭하여 회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각 회기 내에서 

자신이 작성한 기록들은 ‘나의 훈련 기록’의 동일 회기를 

클릭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의 훈련 

기록’에서는 각 회기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훈련하기’ 내 이전 회기뿐만 아니라 ‘나의 

훈련 기록’ 내 그 회기 과제까지도 모두 완수해야 한다. <사진 

3>에 제시되어 있는 표는 ‘나의 훈련 기록’ 중 훈련 몰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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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으로, 훈련 참가자가 현재까지 진행한 회기와 총 접속 

횟수 및 시간, 세부 훈련 내역이 모두 제시된다.  

 

사진 3. COT 내 ‘훈련하기’와 ‘나의 훈련 기록’ 

 

각 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0회기는 전체 

치료의 개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를 들어 강박증에 한 이해를 

돕고, 강박증에 효과적인 인지행동치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COT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어떤지에 해 설명한다. 더불어 COT를 

시작하기 전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시 필요한 다짐을 나눈다. 



20 

 

0회기의 말미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 증상 평가가 실시되는데, 

여기에는 예일-브라운 강박척도(Y-BOCS)34, 벡 우울 척도(BDI)35, 

벡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이하 BAI)36, 직업/사회적 

적응 척도(WSAS)37가 포함된다(사진 4). 이들 질문지는 각각 

강박증상, 우울증상, 불안증상, 직업/사회적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COT 훈련 중 각각 0, 5, 10회기 말미에 세 차례 실시되어, 

이를 통해 COT 진행 과정에 따라 증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4. 증상 질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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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에서는 강박증상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회피행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개인의 강박증상 탐색표를 작성하도록 

촉진하였다. 더불어 강박증의 인지행동모델을 설명하며, 이를 

인지행동치료와 연계시켜 앞으로 행동 기법과 인지 기법을 통하여 

강박증상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사진 5).  

 

 

사진 5. 강박증의 인지행동모델과 인지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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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에서 5회기까지는 행동 기법에 속하는 것으로, 노출과 반응 

방지(ERP) 기법이 중심이 된다. ERP를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2회기에서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습관화의 원리와 같은 

불안의 기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불안 수준을 0~100점 척도의 

그래프로 완성하도록 한다. 더불어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 운동이나 근육 이완 훈련을 음성 지시문에 따라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불안한 상황에서 더 편안해지고 이완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  

3회기에서는 ERP의 기저 원리에 해 배우고, ERP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훈련 계획표를 개인별로 작성하게 된다. COT에서는 

강박증상의 하위유형별로 ERP 촉발자극을 크게 3가지 모듈 

(module)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강박증상의 하위유형은 오염(contamination), 

확인(checking), 순수 강박사고(pure obsession), 수집(hoarding)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38 이 중 일반적인 CBT에 해 치료적 

반응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고되는 수집 유형을 제외하고,39 

COT에서는 나머지 3개 하위 유형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촉발자극들을 구성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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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듈 별 촉발자극의 구성은 예비 연구(pilot study)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강박증에 한 참고 문헌40-42들을 토 로 각 

하위유형 별로 전형적인 촉발상황 및 강박사고들을 15개씩 

골라내었고, 이를 서울 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치료 

중인 16명의 강박증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각각의 발생 빈도와 

불편감을 평정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1. 현재 또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강박사고인가? 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강박사고가 

떠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0~4점 척도 평정)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는 어떤가? (0~4점 척도 평정), 

세 가지였다. 예비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11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7.4세였다. 환자들의 증상 유형은 

확인 유형 3명, 오염 유형 1명, 확인 + 오염 유형 9명, 확인 + 

순수강박 유형 1명, 오염 + 순수강박 유형 2명이었다. 이들이 각각 

평점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촉발자극을 각 모듈 

별로 8개씩 선택하여, <그림 2>와 같이 COT 촉발 자극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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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rganization of ERP triggers in COT 

 

ERP 훈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3회기에서 COT 내에 개발되어 

있는 24가지 촉발자극 중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촉발자극을 

고르고 0~100점 척도 내에서 불편감을 평정토록 하였다. 프로그램 

내에서 제시되는 자극 이외에도, 참여자 자신의 개인특유적인 

(idiosyncratic) 촉발자극들을 직접 입력하여 불편감을 평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한 촉발자극들을 불편감의 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것이 ERP 훈련 계획표이다. <사진 6>은 ‘오염’ 증상을 

주로 보이는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ERP 훈련 계획표를 작성한 

예이다. 모두 11개의 촉발상황을 선택하였으며, 이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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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에서 11위까지는 COT 내 개발되어 있는 촉발상황을 고른 

것이며, 1위와 2위의 촉발상황은 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사진 6. ERP 훈련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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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부터는 본격적으로 ERP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ERP 훈련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인(systematic) 노출을 목표로 하며, 이때 너무 

적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은 훈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불안감 50점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점차 더 불안한 촉발상황에 

노출토록 하였다. 즉 <사진 6>에서 제시한 ERP 훈련 계획표에 

따르면, 이 참가자는 불안감이 50점인 6번 순위의 ‘집에서 나갈 

때 또는 밤에 전기 기구를 켜 놓아서 화재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부터 ERP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촉발상황 자체가 

참가자에게는 혐오적인(aversive) 자극이라는 점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므로, 각 촉발상황 내에서도 4단계로 그 

위계를 구분하여 불안 유발 정도를 조절하고, 참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노출을 진행토록 하였다.  

촉발상황 내 4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해 이루어졌다. 

1~3단계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불안감이 점점 더 

심화되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오염 모듈 중 ‘화장실 변기’에 

해당하는 촉발상황은 1단계에서 깨끗한 집안 화장실을 찍은 일련의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2단계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3단계에서는 가장 더러워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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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을 찍은 사진들에 노출하는 식이다. 마지막 4단계는 

부분 직접 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 

상황이라면 참가자가 지금까지 회피해 왔던 장소인 집안 화장실 

또는 공중 화장실에 직접 다녀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COT 내에서 

개발된 촉발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1∼4단계까지 단계가 모두 

지정되어 있으나, 참가자 개인이 직접 작성한 개인특유적인 

촉발상황의 경우에는 참가자 스스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노출 

훈련을 진행토록 하였다.  

특히 COT에서는 ERP 훈련의 촉발자극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 기사, 동영상, 애니메이션, 직접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사진은 연구진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 

외에도 서울 학교병원 홍보팀에서 지원받거나 또는 ‘연합 

뉴스’나 ‘뉴스 와이어’와 같은 전문 미디어 매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사진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기사 또한 부분 ‘연합 

뉴스’와 ‘뉴스 와이어’에서 허가를 받아 인용하였으며, 동영상은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하였다. 애니메이션은 

연구진들의 본을 받아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서 제작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촉발자극들에 해서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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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 전 2차 예비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2차 예비 연구에서는 1차 예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강박증 환자 5명이 

참가하였고(남성 2명, 여성 3명), 이들에게 COT에서 개발한 총 

24가지의 촉발상황에 해, 그리고 각 촉발상황 별 내에서 3단계로 

구분된 촉발자극이 실제 어느 정도 불안감을 유발시키는지 0~6점 

척도 내에서 평정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불안감 유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촉발자극에 해서는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듭하였고, 실제 불안감의 총점에 따라 각 촉발상황 별 

단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ERP 훈련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각 회기 ERP 훈련하기 

창에서는 그 회기에 참가자가 훈련해야 할 촉발상황이 짙은 

하늘색으로 표시된다(사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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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ERP 훈련하기 창 

 

참가자가 그 아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중 훈련해야 할 

단계를 누르면 <사진 8>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COT에서 개발한 

촉발상황이 제시가 된다. 우선 인트로(intro)로 훈련해야 할 

촉발상황과 강박사고에 한 설명이 나오고, 이와 관련하여 1분 

동안 자신의 경험이나 그 때 느꼈던 불안감을 생생하게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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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지시한다. 지시는 모두 화면에 적혀 있는 동시에 성우의 

목소리로도 녹음되어 스피커를 통해서 제시된다.  

 

 

사진 8. 팝업창 내 촉발자극 및 노출훈련기록표 

 

노출 훈련을 준비하는 1분의 시간이 지나면, 실제 촉발자극이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제시가 되는데, COT에서 개발한 촉발자극의 

략적인 노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이 때 촉발자극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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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유발하지 못하였다면 <다시보기> 버튼을 눌러 해당 

촉발자극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며, 만약 충분한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면 <훈련하기> 버튼을 눌러 노출훈련기록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팝업창 오른쪽에는 

노출훈련기록표가 있으며, <훈련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시계가 작동하면서 5분 단위로 50분까지 불안감 수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ERP 훈련이 성공했느냐의 여부는 훈련 도중 어떠한 강박행동도 

하지 않고 50분이 되는 시점에 불안감이 25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훈련이 성공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노출 훈련을 함으로써 

습관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더욱 떨어트릴 수 있으며, 해당 단계가 

성공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촉발상황의 4단계까지 모두 완료되면 다음 회기에 그 다음 

촉발상황으로 마찬가지로 넘어갈 수 있다. 노출훈련기록표에 작성한 

내용은 모두 ‘나의 훈련 기록’에 저장이 되어 확인이나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사진 9). ERP 훈련은 ERP 훈련 

계획표에 따라 4회기부터 9회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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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노출훈련기록표 모음 

 

6회기부터는 새롭게 인지적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6회기에서는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찾는 것을 연습하고, 

강박증상을 ‘촉발상황 - 강박사고 - 인지적 평가 - 감정 - 

강박행동/회피행동’ 5가지로 구분 짓는 <생각기록지 5열> 

작성법을 훈련하였다. 7~9회기 동안에는 강박증에 공통적인 인지적 

평가(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함, 사고 통제의 중요성,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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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위험에 한 과도한 평가, 확실성에 한 욕구 및 

완벽주의)를 하나씩 설명하고, 이에 개입하는 인지적 기법을 

훈련하게 된다. 행동 실험, 누적 확률 계산법, 파이 차트 기법, 

연속선 기법, 하향 화살표, 조사 기법, 장단점 찾기 등이 그러한 

예로, 각 회기 내에 기법에 한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손쉽게 따라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10>은 ‘어머니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위험에 한 과도한 평가를 보이던 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누적 

확률 계산법의 예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 10. 누적 확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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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생각기록지 7열> 작성법 또한 인지적 기법에서 

매우 중요한데(사진 11), <생각기록지 5열>을 통해 기존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평가를 파악하고 난 후 이를 안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체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다. 

 

 

사진 11. 생각기록지 7열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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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기에서는 강박증에 관련 있는 핵심 신념에 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으며 간단하지만 이러한 핵심 신념을 재구성하는 

인지적 기법에 해서 설명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사진 12).  

  

 

사진 12. 핵심 신념 기록지 작성하기 

 

10회기는 종결 및 재발 방지와 관련된 회기로서, 이전에 훈련한 

전체 치료 과정을 요약하여 자신만의 인지행동모델 도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차후 재발 가능성과 이 때 처할 수 있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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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교육시킨다. 또한 처음 0회기에 작성하였던 치료 목표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은지 자신이 직접 평정토록 하며, COT에 한 평가나 제안점도 

적어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이 회기의 말미에는 Y-BOCS, 

BDI, BAI, WSAS를 포함하는 증상 평가를 다시 한 번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모두 ‘나의 훈련 기록’에 저장이 되어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치료 전(0회기), 치료 중반(5회기), 치료 

후(10회기)에 걸쳐 자신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추이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사진 13).    

한편, 훈련 도중 참가자들이 궁금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점들에 

해서는 Q&A를 통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하였다. CCBT의 특성상 

치료자의 직접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힘들지만, 언제든 원할 때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치료자가 이에 해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달아 주었으며, 참가자가 정서적으로 매우 격앙되거나 자살 사고와 

같은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개입하도록 여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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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나의 증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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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T 관리자 화면의 구성 

COT에는 관리자 화면이 따로 존재하여,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훈련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하며, 더불어 고객센터에 올라오는 

Q&A에 답변을 달거나 공지사항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14>는 회원 관리에서 특정한 회원 아이디를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회원 상세 화면으로, 개인 훈련 정보나 훈련 이력, 증상 

평가가 모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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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COT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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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BT 효과성 검증 

1) 연구 상자 

선정 기준. 2009년 11월부터 서울 학교병원 및 서울 학교, 

아주 학교, 서울디지털 학교, 지역 정신과 의원, 정신보건센터, 

강박증 자조 모임 온라인 카페 등에 연구 상자 모집 공고문을 

붙이거나 온라인상에 공고문을 올려, 이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임상심리전문가(연구자)가 <DSM-IV의 제1축 장애의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이하 SCID-I)>43을 사용하여 강박증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상자를 선정하였다. 배제 

기준에는 현저한 정신증적 증상을 가진 경우(예, 조현병,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신경학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예, 

간질, 뇌손상), 뚜렛 장애,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K-WAIS 

단축형으로 전체지능 추정 시 70 미만), 지난 6개월간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BTSteps 선행 연구에서는 강박증상의 심각도 면에서도 Y-

BOCS 총점이 진단 분할점(cutoff)인 16점 미만이거나 강박행동 

(compulsion) 소척도 점수가 8점 미만인 경우 ERP를 통한 치료적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외하였다.19 하지만 자기보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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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OCS가 임상가 평정용에 비해 점수가 낮게 평정되는 경향이 

있어,44-46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Y-BOCS 총점 14점 미만과 

강박행동 소척도 점수 7점 미만으로 점수를 낮추어 배제 기준으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인지행동치료를 이미 경험하였거나 

약물치료 이외 다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제외하였다. 

강박증에 한 약물치료(예, SSRI)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 

기간 2주 전부터 약물의 변경이나 용량의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에 해서는 매 주 또는 2주 단위로 연구원이 

연락하여 실제 약물 처방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정식으로 강박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연구 

상자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의 면담 이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재면담하여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이하 DSM-

IV)>1에 의거하여 강박증 최종 진단을 내렸다. 신경인지기능 검사의 

규준 데이터를 고려하여 연구 상자의 연령 범위는 만 16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한하였고, 모든 피험자에게는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 상자 모집과 연구 절차는 

서울 학교 의과 학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의를 통과하였다(C-0907-0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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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선발 및 배정.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총 109명이 연구 상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해서 우선 석사급 연구원 1인이 전화 통화로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정보를 포함하여 강박증상과 과거 및 현재 치료력을 간략하게 

질문하여 일차 선별(screening)하였다. 특히,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담당 주치의에게 본 연구 참여 여부를 상의하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연구 기간 동안 약물의 종류와 용량의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에 한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연락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9명 중 강박증상이 아닌 경우가 3명,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 1명,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항암 

치료 중) 2명, 강박증에 한 약물치료가 안정화되지 못한 경우가 

12명이 있어 우선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가족들이 연락하였다가 

본인이 참여를 거부(reject)한 경우가 5명,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참여하기로 했다가 추후 다시 의사 철회(withdrawal)한 경우가 

4명, 약속된 면담 시간에 연락 없이 오지 않은 경우(no show)가 

9명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73명이 서울 학교병원으로 직접 

내원하여 1시간에 걸친 연구 상자 선발 면담에 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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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D-I를 사용한 연구 상자 선발 면담에서는 강박증이 

주진단이 아닌 경우가 9명(사회공포증 2명, 공황장애 1명, 

기분장애 4명, 경미한 강박증상 5명), 강박증이 주진단이긴 하지만 

비특이적 증상으로 인해 연구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6명(수집 증상 

1명, 눈동자의 움직임이 신경 쓰임 3명, 등), 배제기준에 포함되는 

공병장애가 있는 경우 5명(뇌수술 경력 2명, 정신증 2명, 

양극성장애 1명)이 배제되어, 총 50명이 최종 피험자로 선발되었다. 

하지만 이후 치료 전 평가에 오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4명이 있어 최종적으로 4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이들을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CCBT) 집단과 

통제 집단인 치료자 기반 인지행동치료(TCBT) 집단에 무작위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중도 탈락률까지 감안하였을 때 연구 상자 

수가 충분히 모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2010년 2월부터는 연구 

상자 모두를 일단 CCBT 집단에 배정하였다. 그에 따라 연구 

초기에 참여한 연구 상자 4명만이 TCBT 집단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42명은 모두 CCBT 집단으로 배정되었다.  

이렇게 배정된 피험자들 중 전체 인지행동치료 회기와 치료 후 

평가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은 TCBT 집단에서 3명, CCBT 

집단에서 27명이었다. TCBT 집단에서 불안감으로 인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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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1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CCBT 집단의 

경우 개인적 사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가 8명이었으며(모친의 

병 또는 사망 2명, 장기 여행 1명, 출산 후 양육 문제 1명, 개인 

상담으로의 전환 1명, 치료 참여의 어려움 호소 2명, 동기 상실 

2명), 나머지 7명은 회기 참여율이 점점 저조해지다가 이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연구진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고지하였다.  

 

TCBT 집단 자료 추가. 사실상 본 연구가 최소 3개월을 요하는 

임상 치료 연구이며, 또한 연구 상자가 기존에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또한 연구 기간 동안에도 약물치료 외에 다른 

심리치료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연구 기간 동안 약물 종류나 용량의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충분한 수의 연구 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두되었다. 이에 따라 통제 집단이 되는 

TCBT 집단의 경우 서울 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강박증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해서도 추가적으로 IRB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서울 학교병원의 강박증 집단 인지행동치료 참여 시 강박증 

진단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현저한 정신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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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예, 조현병)이나 신경학적 증상(예, 뇌졸중, 뇌손상)을 가진 

경우, 또는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K-WAIS 단축형으로 

전체지능 추정 시 70 미만)는 제외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기준보다 

본 연구 상자의 배제 기준이 더 엄격하여 이에 해서는 모든 

치료가 완료되어 차후 분석 시 해당 자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인지행동치료 2주 전부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약물치료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적용하지 못하였다. 즉, 

해당 환자들 부분은 서울 학교병원 외래 기반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고, 인지행동치료 기간 동안 약물의 종류나 용량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를 통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74명의 

서울 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박증 환자들이 본 연구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배제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20명이 제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Y-BOCS 

총점이 14점 미만이거나 강박행동 소척도 점수가 7점 미만인 

경우가 16명, 신경외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가 1명, 연령이 16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가 2명, 기존에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1명이었다. 55명의 참가자 중 

최종적으로 33명이 치료 후 평가까지 모두 참여하였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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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은 치료 도중 중도 탈락되거나(19명), 치료는 마무리하였으나 

치료 후 평가 참여를 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3명). 

치료를 완료한 33명의 자료 중에서도 치료 전 평가 질문지가 

분실되어 최종적으로 31명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직접 연구자가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한 3명과 

서울 학교병원 강박증 집단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하여 치료 후 

평가까지 완료한 31명의 연구 상자를 포함하여 총 34명의 

자료를 TCBT 집단 결과로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3>에 연구 상자의 선발과 배정, 치료 완료 시까지 

제외된 인원과 그 이유, 치료 진행 절차 등에 해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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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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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및 연구 절차 

연구 상자들은 치료가 시작되기 1~2주 전 서울 학교병원으로 

내원하여 치료 전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CCBT 집단 또는 TCBT 

집단으로 나누어져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였다. 각 치료 집단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CCBT) 집단. 본 연구에서 개발한 

COT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매 주 한 회기씩 10주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개관에 해당되는 0회기는 1회기에 

붙여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회기 당 소요 시간은 과제까지 

포함하여 1~3회기와 10회기가 1시간 반~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4회기부터 9회기까지는 5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접속 횟수나 

시간,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았는데, 즉 참가자들은 각자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에서 치료에 참여하며, 회기 

별로도 한 번에 회기를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 접속하여 

한 회기를 완료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단 한 회기가 끝난 후 다음 

회기로 넘어갈 때는 적어도 같은 날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한 번에 연달아 회기 진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회기 중 



49 

 

0회기, 5회기, 10회기 말미에는 증상 평가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치료 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된 의문점은 홈페이지 

내 Q&A나 연구원 이메일을 통하여 언제든 질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는 답변을 달아 주었고, 또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에는 연구용 핸드폰으로 전화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특성 상 후반으로 갈수록 자발적인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접속 빈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연구원이 1∼2주에 한 번씩 전화 또는 이메일로 피험자에게 

연락하여 프로그램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피험자들의 경우 혹시 약물의 종류와 용량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치료자가 이끄는 인지행동치료(TCBT) 집단. COT와 마찬가지로 

TCBT 집단 또한 서울 학교병원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매뉴얼33을 따랐다. 연구자가 시행한 TCBT 집단의 

경우 4인으로 구성되었고, 서울 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별관 

회의실에서 매주 2시간씩 10주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었다 

(2009.12~2010.01). 서울 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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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T 집단의 경우 보통 매해 3월, 7월, 11월에 2개씩의 집단이 

구성되어 치료가 진행되었다. 치료 회기는 12회기 전후였으며, 회기 

당 시간은 집단 치료 1시간~1시간 30분, 개인 치료 15~30분 

내외였다. 집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집단 당 강박증 환자 

4~6명에 치료자는 2~3명(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또는 임상심리 

수련생)이었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는 1~2주 안에 서울 학교병원으로 

피험자들이 다시 내원하여 치료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자는 

서울 학교 임상심리 전공 석사 과정생 또는 서울 학교병원 

임상심리 수련생으로 1~2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증상 질문지 및 

신경심리검사 배터리의 실시와 채점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았다. 

평가자에게 피험자가 속한 집단에 해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공개 모집을 통해 내원한 연구 상자의 경우 주로 서울 학교 

석사 과정생들이, 서울 학교병원 환자인 TCBT 집단의 경우 주로 

서울 학교병원 임상심리 수련생들이 평가를 맡아 피험자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한 눈가림(blind)은 되지 않았다. 치료자로 

TCBT 집단에 참여하는 임상심리 수련생의 경우 동일 환자에 한 

치료 전후 평가를 맡지는 않도록 통제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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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원자료는 임상심리전문가인 연구자가 받아 채점을 다시 

재감수하였다. 

 

3) 측정도구 

치료 집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강박증상의 주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들20,22,23과 마찬가지로 자기보고형 Y-

BOCS34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우울, 불안, 직업/사회적 적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BDI,35 BAI,36 WSAS37를 함께 실시하였다. 

모든 증상 질문지는 자기보고형이며, 각 질문지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Y-BOCS). 

Goodman 둥34에 의해 개발된 임상가 평정 척도를 한국판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46 강박증상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심각도를 평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점에서 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이에 따라 

강박사고 소척도 점수(1~5번 문항 점수의 합, 총점 20점)와 

강박행동 소척도 점수(6~10번 문항 점수의 합, 총점 20점), 

그리고 전체 합산점수(총점 40점)가 산출된다. 한국판 자기보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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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OCS는 강박증 환자들을 상으로 하였을 때 내적 일치도가 

0.87로 양호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 또한 임상가 평정용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다.46 Greist 등22의 연구에서는 90명의 

환자에게 Y-BOCS 자가 평정용과 임상가 평정용을 모두 

실시하였을 때 두 질문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등35이 개발한 우울 

증상에 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당 0~3점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총점 63점).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 등4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0.85로 

양호하였다. 

 

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등36이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4점 Likert 

척도(0~3점)의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총점 63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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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권석만48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AI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0.94로 보고되었다.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WSAS). Marks 등37이 

개발한 기능 장애에 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직업 활동, 가정 

활동, 사회적 여가 활동, 사적인 여가 활동,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 등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 당 0~8점의 9점 

척도로 평정한다(총점 40점). 선행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0~.94로 보고되었다.37 

 

증상 평가와 더불어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종결 후에는 

신경심리검사 배터리(battery)를 실시하였다. 신경심리검사 

배터리는 모두 강박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신경인지기능(주로 

전두엽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때 연구 

상자 선정의 배제 기준(IQ 70 미만)을 확인하기 위해 웩슬러 

지능 검사 단축형도 함께 실시하였다. 아래는 신경심리검사 배터리 

목록이며, 각 검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신경인지기능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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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만 

16~64세까지 성인의 전반적인 지적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으로 어휘, 산수, 차례 맞추기, 토막짜기 4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전체 지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49 

 

Trail Making Test (TMT)-A/B. TMT-A는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원 안에 있는 1~25까지의 숫자들을 순서 로 연결하는 

과제이며, TMT-B는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원 안에 있는 13개의 

숫자와 12개의 글자(가~타)를 숫자 1부터 시작하여 숫자와 글자를 

교 로 번갈아 가며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50 TMT-B는 분할 

주의력 및 mental shifting과 같은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TMT-B의 완성 시간 

(sec.)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CVLT). 언어 학습 및 기억 

검사로서, 우선 월요일에 슈퍼에서 사야 할 16개의 물건 목록(A 

목록)을 5번에 걸쳐 반복 학습시키고, 이후 화요일에 슈퍼에서 사야 

할 16개의 목록(B 목록)을 1회 불러주어 기억하도록 한다(간섭 

시행). 이후 바로 A 목록의 단기 지연 회상을 시키고 20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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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A 목록의 장기 지연 회상 및 지연 재인을 실시한다. A 

목록은 가구, 생선, 채소, 필기도구라는 4가지 의미범주 별로 

4단어씩 선정되어 있어, 1~5차 시행 총회상 시 범주에 따라 단어를 

기억하였는지 아니면 단어를 불러 준 순서 로 기억하였는지에 

따라 의미적 군집(semantic clustering)과 계열적 군집 

(sequencing clustering)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51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규준의 T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 0, 표준편차 1).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ROCF). 복잡하고 

추상적인 시각 자극을 보고 모사한 후 자극을 치우고 즉시 

회상하여 그리며, 20분 후에 다시 지연 회상 및 지연 재인을 

실시하는 과제이다.52 채점 시에는 18개 요소의 위치와 정확도를 

각각 1점씩 양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총점 36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채점52 방식뿐만 아니라 Savage 방식의 질적 채점53 방식 

또한 도입하였는데, 이는 강박증 환자들이 기억 능력 그 자체보다는 

조직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 때문이다.54 질적 채점은 주 

사각형(2점), 사각형 내 수직선(1점), 수평선(1점), 각선(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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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삼각형(1점)을 완결된 형태(gestalt)로 지각하여 한 번에 

그리는지를 기준으로 6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 ‘ᄉ, ᄋ, ᆨ’ 

각각의 철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1분의 제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이 떠올려서 답하도록 하는 과제로, 언어적 유창성(verbal 

fluency)을 측정한다.55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규준으로 10점 평균, 

3점 표준편차인 T점수를 사용하였다. 

  

Stroop test. 최 한 빠르게 카드의 단어나 색깔을 보고하는 단어 

시행 및 색상 시행과 단어와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단어 

읽기를 억제하고 색깔을 보고하는 간섭 시행으로 구분된다.55 이를 

통해 자동화된 반응(읽기)을 억제하는 주의 통제 능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섭 시행의 T점수(10점 평균, 3점 표준편차)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Object Alternation Test (OAT). 두 개의 상자 중 하나에 동전을 

넣어두고 동전이 든 상자를 맞추게 하는 것으로, 피검자가 정답을 

맞힌 후에는 다른 상자에 동전을 넣는 것이 규칙이다. 피검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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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깨닫고 정답을 10번 연속으로 맞추게 되면 검사를 중지하며, 

이때까지 걸리는 정반응수, 완성시행수, 보속반응수를 채점하게 

된다. 보속반응(perseveration)과 안전두엽 기능(orbitofrontal 

lobe function)을 측정하는 과제이다.56 

 

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 색깔, 형태, 개수(color, 

form, number)가 다른 네 가지 카드가 배열되어 있는 화면에서 

아래 제시된 카드 하나를 위에 배열된 네 가지 카드 중 하나와 

짝을 지어 분류하는 과제이다.57‘Right/Wrong' 피드백에 따라 

피검자가 직접 분류 규칙을 찾아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추상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피드백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인지적 

융통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R에서 제작한 

전산화된 WCST를 사용하여 전체 오류수와 보속증적 오류수를 

측정하였고, 50점 평균, 10점 표준편차인 T점수를 사용하였다. 

 

4)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CCBT와 TCBT 두 집단 간 성별, 나이, 교육 

연수, 손잡이, 지능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과 강박증 발병 연령,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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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치료받기까지의 기간, 약물 투여 유무, 강박증상의 하위유형과 

같은 병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속형 변수의 비교에는 독립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범주형 변수의 비교에는 카이-자승 검증(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치료 시작 전 두 집단 간 강박증상이나 우울, 불안, 

직업/사회적 기능 면에서, 그리고 신경인지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두 집단 간 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연속형 변인은 공변량(covariate)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이후 3개월 이상의 인지행동치료가 모두 완료된 후 각 집단 별로 

강박, 우울, 불안증상 및 직업/사회적 기능의 호전이 있는지, 

신경인지기능 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응 t 검증(paired t-test)을 

통해 우선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CCBT와 TCBT 집단 간 치료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상 질문지와 

신경심리검사 배터리 결과 각각에 해 혼합 설계 분산분석(mixed 

ANOVA: repeated measure, within-between interaction)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때도 치료 전 

단계에서부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외생변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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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 변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통제하고,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공분산분석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추가시켜 3요인 혼합 설계 분산분석(집단 간 2요인 × 치료 전후 

비교)을 통해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30,58 

의 기준에 따라 Y-BOCS 35% 이상 감소된 경우를 치료 반응자 

(responder)로 구분하여, CCBT 집단과 TCBT 집단 간 치료 

반응자의 비율이 다른지를 카이-자승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표본 수에 비해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 수가 많은 편이므로, 두 

집단 간 비교에서는 효과크기(effect size)를 모두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 분산분석 시에는 부분 에타 제곱값(partial 

η2)을 사용하였고, 집단 별 치료 전후 비교 시에는 여러 선행 

연구들22,59에서 사용한 집단 내 비교(within group calculation) 

방식의 Cohen’s d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tial η2과 

Cohen’s d 값이 각각 .06과 0.5 이상이면 중등도(medium)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η2과 Cohen’s d 값이 각각 .14와 0.8 

이상이면 큰(large)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60,61  

CCBT 집단에 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COT 프로그램 내에서 0, 5, 10회기에 걸쳐 실시한 증상 

질문지의 변화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피험자 내 설계(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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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약물치료 병행 유무 또는 

강박증상의 하위유형에 따라 CCBT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혼합 설계 분산분석 또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시행하였다. 특히 강박증상 

하위유형의 경우 각 유형 별 피험자수가 적어 결과 변수의 

정규분포나 등분산성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모수 검증(non-

parametric analysis)을 도입하였다. 이후 CCBT 도중 중도 탈락한 

피험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인구학적, 증상 질문지, 

신경심리검사 변인들을 상으로 CCBT를 완료한 집단과 비교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BT 반응 요인을 확인하고자 CCBT와 TCBT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CBT 참여자 중 반응자(responder) 집단과 

비반응자 집단을 구분하였고, 이들 간에 인구학적 변인, 치료 전 

증상의 심각도, 치료 전 신경인지기능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변인들은 치료 반응에 한 설명 변인으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진: 조건>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진입 및 제거의 

기준은 각각 .05와 .10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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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CCBT  TCBT 집단 별 특성  

CCBT 집단과 TCBT 집단의 인구학적 변인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성별, 나이, 학력, 손잡이, 지능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 

면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병력 

면에서는 두 집단의 발병 연령은 모두 20세 전후로 비슷하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CCBT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길었다. 실제로 CCBT 집단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강박증 진단을 받은 경우도 33.3%(9명)에 달했다.   

한편,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TCBT 집단에서 

월등히 높았다(94.1%). 이는 TCBT 집단 34명 중 31명 

(91.0%)이 서울 학교병원 외래 환자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치료 전 평가 당시 TCBT 집단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던 피험자들은 평균 2.41개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고, 

약물의 종류는 부분 SSRI(Prozac, Zoloft, Lexapro)를 포함하고 

있었다(88.2%). 상 적으로 CCBT 집단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던 피험자의 경우 평균 1.64개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고,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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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Prozac, Lexapro) 단일 처방 중인 경우가 54.5%(6명)에 

달했다.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of two groups    

  
CCBT 

(n = 27) 

TCBT 

(n = 34) 

Group 

difference 

Number of male (%) 19 (70.4%) 21 (61.8%) NSa 

Age 29.22 ± 9.03 28.76 ± 8.94 NSb 

Education (yr) 14.96 ± 2.28 14.24 ± 2.10 NSb 

Intelligence (K-WAIS FIQ) 112.85 ± 12.16 111.53 ± 14.22 NS b 

Handedness (Rt./ Lt./ Mixed) 24/ 2/ 1 34/ 0/ 0 NSa 

Onset age (yr) 20.15 ± 7.13 19.21 ± 9.14 NSb 

Duration of illness (yr) 9.47 ± 7.92 9.64 ± 6.22 NSb 

Duration of untreated period (yr) 7.22 ± 6.84 3.70 ± 4.14 Sb 

Number of patients on  

medication (%) 
11 (40.7%) 32 (94.1%) Sa 

OCD subtype (washer/ 

checker/obsession/ mixed) 
8/ 7/ 3/ 9 11/ 13/ 8/ 2 Sa 

Note: K-WAIS FIQ =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Full scale IQ.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NS, not significant (p > .05); S, significant (p < .05). 
a χ 2 test. b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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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상의 하위유형 면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TCBT 집단의 경우 우선 확인(38.2%), 오염(32.4%), 

순수 강박사고(23.5%)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복합 

유형은 그리 많지 않았다(5.9%), 상 적으로 CCBT 집단은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복합 유형이 33.3%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 

오염(29.6%), 확인(25.9%), 순수 강박사고(11.1%) 유형이 뒤를 

이었다.   

 

2. CCBT  TCBT 집단의 증상 비교 

집단 별 치료 전후 증상 질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증상 

변화에 한 paired t-test와 Cohen’s d 값을 <표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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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ymptom questionnaires for CCBT versus TCBT 

 CCBT (n = 27)  TCBT (n = 34) 

Pre-therapy Post-therapy Paired t-test Cohen’s d  Pre-therapy Post-therapy Paired t-test Cohen’s d 

Y-BOCS  23.70 (5.74) 15.15 (4.87) 7.65*** 1.64‡  23.38 (5.23) 15.71 (6.75) 6.06*** 1.29‡ 

 Obsession  11.78 (2.59)   7.74 (2.52) 6.83*** 1.61‡  11.63 (2.99)   7.79 (3.53) 5.67*** 1.19‡ 

Compulsion  11.93 (3.42)   7.41 (2.47) 7.39*** 1.54‡  11.81 (2.68)   7.91 (3.47) 5.97*** 1.28‡ 

BDI  14.89 (8.89)   9.37 (8.75) 3.17** 0.64†  15.91 (11.49)   9.91 (9.49) 4.26** 0.58† 

BAI  14.26 (8.19) 10.93 (9.90) 2.07* 0.37  16.38 (10.77) 15.26 (14.56) 0.57 0.09 

WSAS  17.70 (10.01) 11.19 (7.84) 2.81* 0.74†  21.85 (9.38)  16.29 (10.46) 4.14* 0.57† 

Note: Y-BOCS =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0~40);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BAI = Beck Anxiety Inventory (0~63); 

WSAS = Work/Social Adjustment Scale (0~40).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5, **p < .01, ***p < .001. † Medium effect size, ‡ Large effe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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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료 전 CCBT와 TCBT 집단 간 강박증상을 비롯하여 

우울이나 불안증상, 직업/사회적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사전에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인구학적 변인인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을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어떤 증상 질문지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Y-BOCS F(1,58) 

= 0.00, p = .994; BDI F(1,58) = 0.00, p = .997; BAI F(1,58) = 

0.32, p = .571; WSAS F(1,58) = 1.55, p = .218.  

두 집단 모두 중등도의 강박증상과 직업/사회적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또한 경도의 우울 및 불안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박증상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도 집단 간 증상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Y-BOCS Obsession F(1,58) = 0.01, p = .906; 

Compulsion F(1,58) = 0.02, p = .881.  부분 에타 제곱값(partial 

η2) 또한 Y-BOCS .000, BDI .000, BAI .006, WSAS .026 

수준으로 모두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편, 집단 별로 치료 전후 비교를 하였을 때는 두 집단 모두 

강박증상, 우울증상, 직업/사회적 기능에서 치료 후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표 2 paired t-test). CCBT 집단은 응 t-검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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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증상에서도 호전이 관찰되었지만, 효과크기(Cohen’s d) 

면에서는 작았다.    

이후 CCBT, TCBT 집단 간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을 공변량으로 두고 혼합 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YBOCS, BDI, WSAS 증상 질문지에서 치료 

전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주효과나 집단 × 

치료 전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interaction effect, Y-BOCS F(1,58) = 0.43, p = .516; BDI 

F(1,58) = 0.06, p = .813; BAI F(1,58) = 0.83, p = .366; WSAS 

F(1,58) = 0.65, p = .424. 효과크기 면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의 

partial η2이 Y-BOCS .007, BDI .001, BAI .014, WSAS .011로 

모두 작았다.    

즉,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을 통제하였을 때, CCBT 집단과 TCBT 

집단 모두에서 치료 후 강박증상, 우울증상, 직업/사회적 기능의 

호전을 보이며,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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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symptom questionnaires for CCBT (n = 27) versus 

TCBT (n = 34)   

 

다음으로 CCBT 집단과 TCBT 집단 구성 시 약물치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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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해당 변인이 모두 범주 변인으로 

공분산분석이 불가능하여 각각의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추가시켜 

3요인 혼합 설계 분산분석(집단 간 2요인 × 치료 전후 비교)을 

실시하였다. 우선 약물치료 병행 유무를 독립 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 모든 질문지에서 약물치료 병행 유무에 따른 주효과나 약물치료 

병행 유무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 약물치료 병행 

유무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way 

interaction effect, Y-BOCS F(1,57) = 0.15, p = .701; BDI 

F(1,57) = 0.18, p = .672; BAI F(1,57) = 3.24, p = .077; WSAS 

F(1,57) = 0.15, p = .703.  

하지만 Y-BOCS와 WSAS 질문지에서 집단 × 약물치료 병행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57) 

= 4.55, p = .037; F(1,57) = 5.48, p = .023. 이는 TCBT 집단 

내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하지 않는 피험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치료 전 단계에서부터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TCBT 집단(32명)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Y-BOCS와 WSAS 점수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약물치료 비병행군 Y-BCOS = 16.50 ± 2.12, WSAS = 

9.00 ± 11.31; 약물치료 병행군 23.81 ± 5.08 WSAS = 22.66 

± 8.85. 하지만 치료 효과 면에서 약물치료 병행군과 비병행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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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부재하였다. 즉, CCBT와 TCBT 집단 간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피험자들의 비율 차이(40.7%  94.1%)를 고려하였을 

때도, 두 집단 간 치료 효과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강박증상의 하위유형을 독립 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 

모든 질문지에서 강박증상 하위유형에 따른 주효과나 집단 × 

강박증상 하위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강박증상 하위유형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 강박증상 하위유형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3-way interaction 

effect, Y-BOCS F(3,53) = 0.87, p = .461; BDI F(3,53) = 0.66, 

p = .578; BAI F(3,53) = 1.05, p = .378; WSAS F(3,53) = 0.06, 

p = .979.  

요약하면, CCBT 집단과 TCBT 집단의 치료 전 기저 차이 

(치료받기까지의 기간, 약물치료 병행 유무, 강박증상 하위유형 

비율의 차)의 영향력을 통제 또는 분리하여 고려하였을 때에도, 

집단 간 치료에 따른 증상 호전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적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효과크기(partial 

η2)를 측정하였을 때도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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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치료 반응자의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TCBT 집단의 

경우 34명의 피험자 중 13명이 치료에 반응하였고(38.2%), CCBT 

집단의 경우 27명 중 14명이 치료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51.9%). 하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χ2 = 1.13, p = .288.  

 

3. CCBT  TCBT 집단의 신경인지기능 비교   

집단 별 전두엽 실행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심리검사 

배터리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치료 전후 신경심리검사 결과 

변화에 한 paired t-test와 Cohen’s d값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우선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에도 CCBT 

집단과 TCBT 집단 간 치료 전 신경인지기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을 때, 어떠한 신경심리검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TMT-B F(1,57) = 0.37, p = .547; CVLT 

semantic cluster F(1,58) = 0.07, p = .795; CVLT serial cluster 

F(1,58) = 0.66, p = .421; ROCF organization F(1,58) = 2.63, p 

= .111; COWA F(1,58) = 0.39, p = .534; Stroop interference 

F(1,58) = 3.52, p = .066; OAT perseverative errors F(1,58) = 

0.01, p = .922; WCST total errors F(1,57) = 0.08, p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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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neurocognitive tests for CCBT versus TCBT  

  

CCBT (n = 27) TCBT (n = 34)  

Pre-therapy Post-therapy Paired t-test Cohen’s d  Pre-therapy Post-therapy Paired t-test Cohen’s d 

TMT-B (sec) 68.85 (23.81) 61.58 (20.79) 1.95 0.33 62.84 (20.30) 59.84 (20.74) 0.93 0.15 

CVLT,  

semantic cluster  
-0.31 (1.16) -0.23 (1.53) -0.23 -0.06 0.11 (1.38) -0.12 (1.32) 0.02 0.17 

CVLT,  

serial cluster  
-0.19 (1.39) 0.46 (2.44) -1.42 0.14 0.12 (1.90) 0.47 (2.19) -1.02 -0.17 

ROCF,  

organization at copy 
4.42 (1.42) 5.58 (0.81) -3.48** -1.02‡   5.09 (1.62) 5.44 (1.42) -1.48 -0.23 

COWA  13.92 (3.02) 14.46 (2.35) -1.74 -0.20 13.32 (2.42) 14.26 (2.49) -3.72**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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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op, interference 12.85 (2.07) 14.00 (1.44) -3.26** -0.66† 14.00 (2.75)  14.32 (2.28) -0.82 -0.13 

OAT,  

perseverative errors 
6.25( 3.86) 3.19 (3.31) 3.98** 0.87‡ 6.71 (4.56)   3.94 (4.15) 2.73* 0.64† 

WCST, total errors 50.08 (7.69) 51.96 (9.56) -1.35 -0.22 50.06(10.45) 53.91 (7.49) -2.52* 1.04‡ 

WCST, 

perseverative errors 
49.88 (9.19) 54.20 (12.05) -2.59* -0.41 51.39 (14.55) 55.61 (12.94) -1.94 -0.31 

Note: TMT-B = Trail Making Test-part B; CVLT =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ROCF = Rey-Osterrieth Complex Figures Test; COWA =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OAT = Object Alternation Test; WCST = Wisconsin Card Sorting Test.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5, **p < .01, ***p < .001.  
† Medium effect size, ‡ Large effe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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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ST perseverative errors F(1,57) = 0.38, p = .541. 

효과크기(partial η2) 면에서도 모든 신경인지검사 결과가 .000 

~ .057 사이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다음으로, 집단 별로 나누어 치료 전후의 신경인지검사 결과 

비교를 하였다. CCBT 집단의 경우 Stroop 간섭 시행의 반응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ROCF 모사 시 조직화 능력이 향상되고, 

OAT 보속반응수 및 WCST 보속오류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상 적으로 TCBT 집단의 경우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에 

COWA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고, OAT 보속반응수 및 WCST 

총 오류수는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표 3 paired t-test). 하지만 

CCBT 집단의 WCST 보속오류수, TCBT 집단의 COWA 점수 

상승은 효과크기(Cohen’s d) 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집단 간 치료 전후 신경인지기능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을 공변량으로 하여 혼합 

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ROCF 모사 조직화, COWA, OAT 

보속반응수, WCST 총 오류수, 보속오류수에서 치료 전후 주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집단 간 주효과나 집단 × 치료 전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TMT-B 

F(1,55) = 1.07, p = .305; CVLT semantic cluster F(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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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p = .973; CVLT serial cluster F(1,57) = 0.28, p = .600; 

ROCF organization F(1,57) = 3.21, p = .078; COWA F(1,57) = 

0.48, p = .494; Stroop interference F(1,56) = 1.33, p = .254; 

OAT perseverative errors F(1,57) = 0.15, p = .703; WCST 

total errors F(1,55) = 0.26, p = .610; WCST perseverative 

errors F(1,55) = 0.14, p = .708. 효과크기(partial η2) 면에서도 

모든 변인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000 ~ .053 사이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다음으로, 약물치료 병행 유무를 독립 변인으로 추가하여 3요인 

혼합 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신경인지검사 변인에서 

약물치료 병행 유무에 따른 주효과, 집단 × 약물치료 병행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 약물치료 병행 유무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 약물치료 병행 유무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way interaction effect, TMT-B F(1,54) = 

2.80, p = .100; CVLT semantic cluster F(1,56) = 1.88, p 

= .176; CVLT serial cluster F(1,56) = 2.71, p = .105; ROCF 

organization F(1,56) = 1.30, p = .259; COWA F(1,56) = 0.00, 

p = .990; Stroop interference F(1,55) = 0.75, p = .390; OAT 

perseverative errors F(1,56) = 0.11, p = .746; WCST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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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F(1,54) = 0.28, p = .599; WCST perseverative errors 

F(1,54) = 0.18, p = .673.  

마지막으로, 강박증상의 하위유형을 독립 변인으로 추가하였을 

때에도 모든 변인에서 강박증상 하위유형 주효과, 집단 × 강박증상 

하위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강박증상 하위유형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 강박증상 하위유형 × 치료 전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way interaction effect, 

TMT-B F(1,53) = 0.51, p = .676; CVLT semantic cluster 

F(3,52) = 1.84, p = .151; CVLT serial cluster F(3,52) = 0.77, 

p = .517; ROCF organization F(3,52) = 0.21, p = .887; COWA 

F(3,52) = 0.35, p = .792; Stroop interference F(3,51) = 0.01, 

p = .999; OAT perseverative errors F(3,50) = 0.28, p = .839; 

WCST total errors F(3,50) = 0.09, p = .967; WCST 

perseverative errors F(3,50) = 0.28, p = .839.  

즉, 증상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치료 후 신경인지검사의 변화 

면에서도 CCBT와 TCBT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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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BT 집단 내 세부 분석 

1) 치료 과정 중 증상 변화의 추이 및 프로그램 만족도 

COT 프로그램 내에서 0, 5, 10회기에 걸쳐 총 3번의 증상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4>에서는 이러한 증상 변화의 추이를 

정리하고, 피험자내 설계의 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4. Changes of symptom questionnaires in CCBT progress 

 CCBT progress  

F 

 

Pairwise 

comparison Session 0a Session 5b Session 10c 

YBOCS 23.65 (4.48) 18.31 (5.86) 15.04 (5.03) 54.28*** a > b > c 

Obsession 11.58 (2.21) 9.12 (2.83) 7.96 (2.31) 33.25*** a > b > c 

Compulsion 12.08 (2.54) 9.19 (3.25) 7.08 (3.02) 51.47*** a > b > c 

BDI 16.46 (9.19) 12.15 (9.10) 8.38 (7.55) 22.07*** a > b > c 

BAI 14.08(10.16) 12.38 (9.64) 10.54 (9.07) 3.07 - 

WSAS 19.08 (9.35) 13.54 (8.75) 10.00 (6.85) 18.22*** a > b > c 

Note: Y-BOCS =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0~40);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BAI = Beck Anxiety Inventory (0~63); WSAS = 

Work/Social Adjustment Scale (0~40).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01. 

 



77 

 

불안증상을 제외한 강박증상, 우울증상, 직업/사회적 적응 능력이 

CCBT 진행에 따라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고, 특히 쌍별 

비교(pairwise comparison) 시 0회기에서 5회기, 그리고 

5회기에서 10회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선형적(linear)인 치료 효과가 관찰되었다. 

10회기를 마치고 모든 훈련이 완료된 후에는 0회기 때 본인이 

직접 기입한 치료 목표의 달성 정도, COT 훈련에 한 만족도, 

치료과정에 있어 자신의 참여도를 각각 0~100점 척도 내에서 

평정하도록 하는데, CCBT 집단의 치료 목표 달성 정도 평균치는 

55.88 ± 17.57, COT 훈련에 한 만족도는 63.27 ± 16.97, 

치료과정에 있어 자신의 참여도는 67.88 ± 17.16으로 보고되었다.  

 

2) 약물치료 병행 유무에 따른 치료 효과  

CCBT 집단 내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40.7%에 달해, 

약물치료 병행군과 비병행군 사이의 치료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표 5). 우선 치료 전에 두 집단 간 증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Y-BOCS t = -0.80, p = .434; BDI t = 

0.84, p = .407; BAI t = 1.21, p = .236; WSAS t = -0.81, p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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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F-values of symptom questionnaires for CCBT with/without medication 

 

CCBT with Medication (n = 11) Only CCBT (n = 16) 

F(Med) F(Tx) F(Med×Tx) 

Pre-therapy Post-therapy  Pre-therapy Post-therapy 

Y-BOCS  22.64 (4.32) 14.64 (5.66)  24.44 (6.58) 15.50 (4.41) 0.57 53.65*** 0.16 

   Obsession  11.36 (2.16) 7.55 (2.91)  12.06 (2.89)  7.87 (2.31) 0.40 42.79*** 0.09 

Compulsion  11.27 (2.41) 7.09 (2.84)  12.38 (3.98)  7.62 (2.25) 0.68 49.88***     0.20 

BDI  16.64 (6.92)  8.09 (8.15)  13.69 (10.06) 10.25 (9.28) 0.02 11.91** 2.16 

BAI  16.55 (9.33) 11.18 (9.23)  12.69 (7.20) 10.75 (10.64) 0.45 4.96* 1.09 

WSAS  15.82 (9.60)  11.45 (7.89)  19.00 (10.38) 11.00 (8.06) 0.27 6.75* 0.58 

Note: Y-BOCS =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0~40);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BAI = Beck Anxiety Inventory (0~63); 

WSAS = Work/Social Adjustment Scale (0~40); F(Med) = F(Medication), between-group variance; F(Tx) = F(Treatment), within-group variance; 

F(Med×Tx) = F(Medication×Treatment), interaction effect.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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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물치료 병행 유무에 따라 CCBT에 한 반응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혼합 설계 분산분석(약물치료 병행 유무 × 

치료 전후)을 실시한 결과, Y-BOCS, BDI, BAI, WSAS에서 모두 

치료 전후에 따른 주효과는 관찰되나, 집단 간 주효과나 집단 × 

치료 전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약물치료를 병행한 조건과 CCBT 단독 치료를 받은 조건 간 치료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3) 강박증상 하위유형별 치료 효과   

다음으로, CCBT 집단 내 강박증상 하위유형 별로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유형이 10명 이내의 적은 

피험자 수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오염 8명, 확인 7명, 혼합 9명),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각 유형별로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중 순수 강박사고 유형은 총 인원이 3명에 

불과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Y-BOCS 강박사고, 강박행동, 

전체점수가 치료 후 유의미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에 더하여, 오염 유형은 치료 후 불안 증상이, 혼합 유형은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추가적인 호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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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z-values of symptom questionnaires 

for four OCD subtypes in CCBT group. 

OCD Subtype Pre-therapy Post-therapy z-value 

 

 

Contamination 

subtype 

(n = 8) 

Y-BOCS 24.25 (3.67) 16.50 (2.56) -2.38* 

 Obsession 11.63 (2.13) 8.38 (1.30) -2.25* 

 Compulsion 12.63 (1.77) 8.13 (1.36) -2.54* 

BDI 12.00 (6.89) 6.00 (5.18) -1.82 

BAI 11.75 (6.36) 7.63 (6.00) -1.97* 

WSAS 17.88 (12.05) 11.88 (6.36) -1.52 

 

 

Checking 

subtype 

(n = 7) 

Y-BOCS 26.00 (8.41) 17.29 (5.71) -2.37* 

 Obsession 12.57 (3.21) 9.00 (2.71) -2.26* 

 Compulsion 13.43 (5.38) 8.29 (3.09) -2.20* 

BDI 16.43 (9.64) 13.29 (11.56) -1.19 

BAI 13.43 (9.09) 16.00 (14.06) -0.67 

WSAS 21.14 (10.90) 12.57 (9.13) -1.52 

 

Mixed 

subtype 

(n = 9) 

Y-BOCS 21.78 (4.99) 12.67 (4.90) -2.67** 

 Obsession 11.44 (2.51) 6.33 (2.65) -2.72** 

 Compulsion 10.33 (2.60) 6.33 (2.45) -2.67** 

BDI 17.67 (9.86) 8.44 (6.27) -2.49* 

BAI 18.11 (8.71) 9.00 (5.52) -2.38* 

WSAS 15.00 (7.55) 7.89 (4.8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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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Y-BOCS =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0~40);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BAI = Beck Anxiety Inventory (0~63); WSAS = 

Work/Social Adjustment Scale (0~40).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 p < .05, **p < .01. 

 

4) CCBT 중도 탈락자 특성  

마지막으로, CCBT 집단으로 배정받은 42명 중 15명(35.7%)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탈락하여, 이러한 중도 탈락자의 

인구학적, 증상적, 신경인지기능적 특성이 완료자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및 신경인지기능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증상 

질문지 면에서는 탈락자들이 완료자들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7). 또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탈락자들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았고, 

강박증상의 하위유형 별로는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비율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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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between CCBT completers versus dropouts 

  
Completers 

(n = 27) 

Dropout 

(n = 15) 
Statistics p 

Number of male (%) 19 (70.4%) 6 (40.0%) 3.69a  .055

Age 29.22 ± 9.03 28.67 ± 10.32 0.18 b  .857

Education (yr) 14.96 ± 2.28 14.27 ± 2.15 0.97b .339

Intelligence  

(K-WAIS FIQ) 
112.85 ± 12.16 111.87 ± 13.74 0.24b  .811

Onset age (yr) 20.15 ± 7.13 19.60 ± 7.41 0.24b .815

DUP (yr) 7.22 ± 6.84 8.12 ± 9.25 -0.36b  .720

Number of patients  

on medication (%) 
11 (40.7%) 9 (60.0%) 1.43 a  .336

OCD subtype (washer/ 

checker/obsession/ mixed) 
8/ 7/ 3/ 9 2/ 4/ 6/ 3 5.43a  .143

Y-BOCS 23.70 ± 5.74 25.53 ± 6.97 -0.92b  .365

BDI 14.89 ± 8.89 22.67 ± 12.01 -2.20b .039

BAI 14.26 ± 8.19 26.40 ± 13.45 -3.18b  .005

WSAS 17.70 ± 10.01 20.53 ± 12.48 -0.80b  .427

Note: K-WAIS FIQ =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Full scale IQ; DUP 

= Duration of untreated period; Y-BOCS =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0~40);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BAI = Beck Anxiety Inventory 

(0~63); WSAS = Work/Social Adjustment Scale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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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a χ 2 test. b Independent t-test. 

 

5. CBT 반응자  비반응자 간 비교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 면에서 CCBT와 TCBT에 따른 집단 차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으므로, 치료 유형별 구분 없이 전체 피험자 

중 Y-BOCS 점수가 35% 이하 감소된 피험자를 CBT 반응자 

집단(27명, 44.3%),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반응자 집단(34명, 

55.7%)으로 구분하였다. 반응자와 비반응자 집단 간 인구학적 변인, 

증상 질문지 점수 면에서 치료 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반응자 집단의 

연령이 비반응자 집단보다 어린 경향성이 관찰되었다(표 8). 

신경인지기능 면에서는 반응자 집단이 비반응자 집단에 비해 치료 

전 ROCF의 모사 조직화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WCST 총 오류수도 적은 

편이었다.   

반응자와 비반응자 집단 간에 비교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던 

연령, ROCF 조직화 점수, WCST 총 오류수가 치료 반응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러한 변인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ROCF 모사 조직화 점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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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χ2 = 4.60, p = .032. 구체적으로 치료 

전 ROCF 모사 조직화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CBT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확률(odds ratio)은 8.85배 증가하였다.   

 

Table 8. Comparison between CBT responders versus non-responders 

  
Responders  

(n = 27) 

Non-responders  

(n = 34) 
t-value p 

Y-BOCS  24.48 (6.32) 22.76 (4.54)  1.23 .222 

BDI 16.33 (9.57) 14.76 (11.02)    0.59 .561 

BAI 16.07 (9.13) 14.94 (10.23)  0.45 .654 

WSAS 18.78 (8.69) 21.00 (10.63)  -0.88 .384 

Age 26.83 (7.03) 30.82 (9.86) -1.86 .067 

ROCF, organization   5.26 (1.20)  4.44 (1.71)  2.43 .032 

WCST, total errors  52.37 (8.91) 48.00 (9.07) 1.87 .066 

Note: Y-BOCS =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0~40);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BAI = Beck Anxiety Inventory (0~63); WSAS = 

Work/Social Adjustment Scale (0~40); ROCF = Rey-Osterrieth Complex Figures 

Test; WCST = Wisconsin Card Sorting Test.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마지막으로, 치료 반응 유무에 따라 전두엽 실행기능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각 신경인지기능 변인 별로 혼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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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일하게 ROCF 모사 조직화 

점수에서 치료 전후와 집단(반응자  비반응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58) = 5.74, p = .020.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치료 전 비반응자 집단이 반응자 집단에 

비해 ROCF 모사 조직화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치료가 완료되었을 때는 조직화 점수가 반응자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그림 5).   

 

 

Figure 5. Comparison of organization score at copy of ROCF for responders 

(n = 27) versus non-responders (n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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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1. COT 프로그램 특성 

본 연구에서는 ‘COT’라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기반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임상 장면에서 

검증하였다. 이미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는 강박증과 관련하여 

BTSteps와 같은 자가-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지만,15,59 국내에서는 아직 컴퓨터 또는 인터넷 기반의 자가-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그와 관련된 효과 검증 연구, 보급화가 

모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COT는 서울 학교병원에서 

실시해온 치료자 기반의 집단 인지행동치료 매뉴얼33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강박증이나 인지행동치료에 한 

정보를 참가자에게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참가자들의 증상 특성에 맞추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표적인 강박증 CCBT인 BTSteps와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BTSteps가 매뉴얼을 

따로 읽으면서 IVR 시스템에 접속하여 증상을 평가하고 회기 

진행을 체크해야 했다면, COT는 인터넷 사이트 안에 매뉴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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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회기 진행, 과제까지 모두 통합된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이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ERP 방식 면에서 

BTSteps가 참가자들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 혼자 

노출 훈련을 적용해 보도록 하는 반면에, COT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 ERP 훈련을 할 수 있는 촉발상황이나 자극들을 기본 

구성으로 만들어 놓아서, 참가자들이 ERP 적용 방식에 해서 보다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BTSteps가 노출 및 반응방지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 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COT는 자동적 사고 

및 역기능적 신념의 재구성과 같은 인지 기법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이는 오염이나 확인 등과 

같은 외현화된 강박행동을 보이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순수 

강박사고와 같은 내현화된 강박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였다.62 

 

2. CCBT  TCBT 효과 비교 

COT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과 TCBT 집단 환자들의 증상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강박증상(강박사고, 

강박행동), 우울증상, 직업/사회적 적응 능력의 호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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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Y-BOCS의 강박사고, 강박행동, 전체 

강박증상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총점은 치료 전 

23점 이상에서 치료 후 15점 로 떨어져 더 이상 강박증상의 진단 

분할점(cutoff)인 16점을 충족하지 않았다.63 하지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자기보고형 Y-BOC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임상가 평정용 Y-BOCS의 진단 분할점인 16점을 그 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판 자기보고형 Y-BOCS 타당화 

연구42에서도 자기보고형의 경우 진단 분할점을 2~3점 낮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크기 면에서는 본 연구의 경우 TCBT 

1.29, COT 1.64로 상당히 높은 Cohen’s d 값을 보였는데, 이는 

Greist 등의 연구22에서 보고된 TCBT의 효과크기보다도 높은 

수치였다(TCBT 1.2, BTSteps 0.8). 최근 발표된 Andersson 등의 

개방 연구59에서 인터넷 기반 강박증 CBT의 효과크기가 1.56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Andersson은 이를 치료자의 

강도 높은 개입(한 환자 당 평균 92분 소요)과 피드백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BTSteps의 IVR 시스템과 

비교하여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에서 정보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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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RP 훈련을 위한 촉발상황 등을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적절한 치료 진행을 도와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강박증상 이외에도 우울증상이 경도에서 정상(normal) 수준으로, 

직업/사회적 기능의 손상이 중등도에서 경도 수준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호전되었다. 유일하게 불안증상만이 TCBT 후 유의미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CCB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퇴는 

관찰되었으나 효과크기 면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BAI의 특성 

상 강박증보다는 공황장애에 한 민감도가 높아 강박증상의 

호전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못한 영향이 있어 보이며,64 이와 더불어 

실제 강박증 환자들의 생리적 측면에서 불안 수준(anxiety level)은 

치료 후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65 실제 

한국판 BAI에 한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 불안(general 

anxiety)’이라는 이차 요인 하에 ‘주관적, 신경생리학적, 

자율신경계적, 공황적 불안’이라는 4개의 일차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어,66 추가적으로 BAI의 4개 하위척도를 구분하여 각 

집단 별 치료 전후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CCBT 

집단에서만 주관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을 뿐, t = 2.30, p 

= .030, 두 집단 모두에서 신체적인 면에서의 불안(신경생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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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경계적, 공황적 불안)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박증 환자들이 3개월 간의 인지행동치료 후 

주관적 불안감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지만, 신체적 

수준에서의 불안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Greist 등의 연구22에서는 CCBT가 통제 집단인 이완 훈련 

집단에 비해서는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 TCBT에 

비해서는 치료 효과가 낮았던 점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증상 질문지 점수의 변화 폭이나 효과크기 면에서 CCBT와 

TCBT의 치료 효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치료 반응자 비율도 CCBT 

집단이 51.9%로 TCBT 집단 38.2%보다 수치 상으로는 앞섰으며 

효과크기도 CCBT 집단이 더 높았다(1.64  1.29). 인터넷 

기반의 자가-치료만으로도 강박증에 있어 치료자 기반의 치료에 

근접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무작위 조군 연구가 아니며 CCBT 집단과 TCBT 집단의 

피험자 구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사실상 치료 전 증상 질문지 및 신경인지검사 결과 비교 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어떤 변인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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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CBT 집단은 현재 서울 학교병원 외래 기반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인 반면(91.0%), CCBT 

집단은 강박증 진단 자체가 처음이거나 기존에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경우가 33.3%에 달할 정도로 치료 경험이 

많지 않았다. 또한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TCBT 집단보다 

CCBT 집단이 2배 정도 길었다(3.70년  7.22년).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료 전 증상 평가 시 두 집단 간 증상 질문지에서 

어떠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지만, TCBT 집단은 기존에 이미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TCBT 집단이 

CCBT 집단에 비해 실제로는 강박증상의 심각도가 더 심하고 

치료에 저항적인(resistant) 환자군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순히 CCBT가 TCBT만큼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치료 경험이 

많지 않은 중등도 수준의 강박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CCBT가 

충분히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CCBT와 약물 병행치료 

환자군과 비교하였을 때도 CCBT 단독치료 환자군에서 동등한 치료 

효과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단일 치료로서 CCBT의 효과성 및 

잠재성이 있어 보인다.    



92 

 

3. CCBT의 장점  

CCBT의 효과성은 TCBT에 비해 치료자에게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와 피험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는 피험자 선발을 위한 면담 

1시간, 치료 전후 평가 각각 1시간 반씩 해서 총 3회, 4시간으로 

한정되었다. 실제로 인지행동치료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10회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 면 면 만남이 전혀 없었고 온전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촉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2주에 한 번씩 

연구원이 전화하여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독려하는 데 

평균 5분 내외가 소요되었고, 피험자들의 경우에는 부분 궁금한 

내용을 COT 홈페이지 내 Q&A에 문의하고 이에 해 연구자가 

답해주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하였다. 하지만 Q&A에 올라오는 

문의조차도 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이 더 많아서, 전화 또는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작용은 굳이 전문가인 치료자가 아니라 BTSteps처럼 연구 

코디네이터가 일차적으로 맡아도 좋을 수준이었다. 이는 TCBT 

집단이 한 회기 당 평균 2시간씩 12~16회기 과정으로 총 

24~32시간 내외의 강도 높은 치료자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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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BT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치료를 포기했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에 한 낙인을 피하고자 

치료에 저항하였던 환자들에게도 강력한 치료적 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CCBT 집단의 경우 다양한 이유(직장인, 

수험생, 지방 거주)로 TCBT보다는 CCBT에 참여하기를 원하였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자가-치료를 지속할 수 있기를 요청하여 최  

1년까지도 홈페이지 접속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COT)에 

한 만족도 및 참여도 또한 60점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즉, 

CCBT를 통해 치료자 뿐만 아니라 환자 또한 치료실을 오고 가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아직 프로그램이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도 TCBT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CCBT의 한계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CCBT를 통해서 일관되게 좋은 효과만을 

얻은 것은 아니다. CCBT에 참여한 42명의 피험자 중 15명 

(35.7%)이 중도 탈락하였고, TCBT 집단도 전체 58명 중 19명 

(32.8%)이 중도 탈락하여 비슷한 탈락률을 보였다, χ 2 (df = 1, n = 

101) = 0.10, p = .758. CCBT 중도 탈락자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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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을 때, 완료자들과 비교하여 강박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치료에 한 동기 자체가 떨어지거나 또는 ERP 적용 시 

촉발상황을 감내하기 더욱 어려웠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탈락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이러한 높은 불안 및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CCBT 전체 참여자 42명을 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증상 

질문지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여성에서 우울 및 불안증상, 

직업/사회적 적응 기능 저하 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각각 BDI t = -1.98, p = .059; BAI t = -2.04, p = .051; WSAS 

t = -1.94, p = .062. 

강박증상의 하위유형 면에서는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중도 탈락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았다. 네 가지 하위유형 전체를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크게 반응성 

(reactive)과 자생성(autogenous) 강박사고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차이가 드러났다. 이 등67은 침투사고라는 자극 자체의 속성에 

주목하여 강박사고를 구분하면서, 자생성 강박사고 유형(성적, 

공격적 강박사고)은 비현실적이고 자아 이질적인 사고 내용으로 

인하여 사고 통제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정서 초점적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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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략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 반응성 강박사고 유형(오염, 확인 

강박사고)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용되어 

책임감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문제 초점적인 직면 방략이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복합 유형의 

경우에도 확인 유형과 오염 유형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순수 강박사고 유형이 오염 또는 확인 유형과 

동반된 경우여서, 오염/확인/복합 유형을 모두 반응성 강박유형으로 

묶고 순수 강박사고 유형(자생성 강박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탈락자 집단에서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χ 2(df = 1, n = 42)= 4.78, p = .029.  

결과적으로,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강박증 환자 9명이 CCBT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이 중 6명이 중도 탈락하였고, 3명만이 전체 

치료를 완료하였다. 치료 완료자 수 자체가 매우 작아 비모수 

통계법으로도 하위 유형별 치료효과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으나, 

3명 중 2명은 치료 전 Y-BOCS 점수에서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CCBT 치료 효과 부분은 

차후 더 많은 피험자를 모아 검증할 필요가 있겠으며, CCBT 치료 

유지 및 탈락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유형의 경우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환자들이 CBT 참여 시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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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탈락률이 높음을 감안할 때,40 높은 탈락률은 COT 

프로그램에 있어 3~5회기가 ERP라는 행동 기법에 집중 할애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순수 강박사고 유형의 

탈락 회기를 확인해 보았을 때 6명 중 5명(83.3%)이 5회기 

이전에 탈락하였다. 순수 강박사고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CCBT 

전체 탈락자 15명의 탈락 회기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14명 

(93.3%)이 모두 5회기 전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COT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게 인지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ERP를 적용하도록 하였을 때 치료 탈락률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CCBT 치료를 완료한 피험자들의 경우에도 원래 의도하였던 

10주 과정 안에 훈련을 완료하지 못하고 평균 18주 정도가 

소요되었다(평균 127일, 범위 65~240일). 계획 로 일주일에 한 

회기씩 진행하지 못하여 연구팀에서 전화로 회기 진행을 독려해야 

했던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 상 TCBT 

집단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 주에 한 회기씩 COT 프로그램 진행을 

고정한 것이고, 실제 CCBT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치료 속도를 

환자들 개인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Greist 

등22의 연구에서도 BTSteps 집단의 경우 피험자들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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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pace) 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CCBT 참여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CCBT 

훈련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것에 해 부담감이나 불편감을 

토로하면서 연구 기간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자가-치료의 경우 치료 동기 및 참여 유지가 특히 

중요해 보인다. 우선 여러 CCBT 연구22,23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기적으로 치료자 또는 연구 코디네이터가 연락하여 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밖에도 다른 치료 강화 요소를 

규명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동적으로 치료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하고 상호작용 기회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ataix-Cols와 Marks10가 

단계적 치료 모델에서 제안한 것처럼, 증상의 심각도가 덜하고, 

병식이나 치료에 한 동기가 더 높은 환자들에 한 일차 

치료로서 CCBT가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강박증상의 

심각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우울 및 불안증상의 수준, 

강박증상의 하위유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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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BT 치료 반응성 예측 요인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어떠한 유형의 환자들이 CBT에 더 

잘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CBT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해당 치료에 적합하고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치료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68,69 

우선 CCBT와 TCBT 집단에서 치료 후 신경인지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OAT 

보속오류수 및 WCST의 오류수들(총 오류수 또는 보속오류수)의 

감소이다. 하지만 두 과제 모두 한번 규칙을 인지하고 난 후 두 

번째 시행 에서는 연습 효과(practice effect)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과제임을 감안할 때, 3~4개월 간격의 재검사 결과를 통해 

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단순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CCBT와 TCBT를 구분하지 않고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분류하여 

두 집단 간 신경인지기능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ROCF 모사 

조직화 점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치료 전부터 

반응자 집단은 비반응자 집단에 비해 추상적 시각 자극에 한 

조직화 능력이 보다 뛰어나며, 특히 이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인지행동치료에 반응할 확률은 무려 8.8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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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강박증 환자들에 있어 시각적 조직화 능력의 결함과 이로 

인한 기억 손상은 선행 연구53,70에서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강박증 환자들이 상황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정신 변환 능력(mental shifting 

ability)이 부족하여 안적이고 적응적인 전략을 시도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일화 기억을 부호화하고 인출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강박증의 전두-선조체 

회로 결함(frontal-striatal dysfunction) 모델과도 일치한다.71,72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 능력의 결함과 CBT에 한 반응성이 

관련을 보이는 이유는 우선 환자의 추상적-논리적 사고 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리치료 개입 시 논의된 내용들에 

해 환자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지적 

융통성(mental flexibility)을 포함하여 실행기능의 손상은 치료 시 

배운 기술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 곤란을 주기 때문일 

수 있다.30 

하지만 반응자  비반응자 집단에서 치료 후 신경인지기능 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비반응자 집단에서 ROCF 

모사 조직화 점수가 치료 후 유의미하게 상승되는 양상을 보였다 

(치료 전 4.44, 치료 후 5.58). 하지만 조직화 점수의 총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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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이고 반응자 집단은 치료 전부터 5.26의 높은 점수를 보였음을 

고려할 때 천정 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반응자 집단에서 

호전이 관찰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는 반응자 집단이 비반응자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강박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전두엽 관리기능 그 자체는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신경인지기능의 결함이 강박증의 상태와는 

별개로 안정적인 신경학적(기질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강박증상의 호전 정도와 

신경인지기능의 호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29,80 여기에는 우울, 불안, 강박증상에 따른 지연(slowing) 

행동의 호전 또는 신경심리검사 자체의 연습 효과와 같이 

강박증상과는 관련없는 다른 요인이 신경인지과제 수행의 변화를 

초래했을 수 있겠다.  

 

6.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임상 장면에서 TCBT와 

비교하여 CCBT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피험자를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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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집단의 선정, 실험처치의 

무선적 배정, 실험처치에 있어서의 제한(약물치료 통제) 등, 모든 

관련 변인들이 완전히 통제하거나 조작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에 속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험처치 전후 비교(before-after static-group 

comparison)73를 통하여 각 집단에 기저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전 차이를 공분산분석이나 제3의 

독립요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외생변인의 영향력을 최 한 

통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상 적으로 적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두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효과크기를 함께 

검토하는 등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이러한 결과를 재검증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작위 조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통제 집단 면에서도 기존에 검증된 치료(TCBT)군 뿐만 

아니라 무처치 조군 집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CCBT 치료 완료 후 후속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기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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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6개월이나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증상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강박증상의 하위유형별로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유형 

별 피험자 수가 너무 적었고, 특히 순수 강박사고 유형은 개별 

분석조차 시행하지 못하였다. 차후 강박증상의 하위유형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Y-BOCS 증상 체크리스트, 

단축형 강박증상목록74 등)를 사용하여 각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치료 효과를 검증한다면 CCBT 효과에 해 보다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OT 프로그램의 경우 BTSteps와 비교하여 인지적 

기법이 더해졌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치료(ERP)와 

인지치료 기법의 치료 효과를 따로 구분하여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COT 프로그램 내 5회기에 실시한 증상 평가에 비해 

10회기에 실시한 증상 평가에서 모두 유의미한 호전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6회기부터 추가된 인지 기법이 ERP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차후에는 강박증 환자들의 인지 

변화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강박신념 질문지75 등)를 

포함시킴으로써 인지 기법이 어떠한 영역에서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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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치료적 제언 

본 연구는 언제 어디에서든 접속 가능한 컴퓨터 기반의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또한 임상 

장면에서 그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형 강박증 치료 알고리듬에 의하면,27,76,77 경한 

강박증의 치료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병용치료 모두를 

일차 치료방법으로 추천하고, 중등도 이상의 심한 강박증 

치료에서는 약물치료 또는 병용치료만을 일차 치료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즉, 단계적 치료 모델10에서 제안한 것처럼 치료 

경험이 많지 않은 경도에서 중등도 강박증 환자들에게는 일차 

치료로 CCBT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멀리 지방에 있거나 군 와 같은 제한적 공간에 있는 경우, 

또는 치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BT는 치료자 기반 치료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또한 현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으며 

인지행동치료 기 중인 환자들이나, 또는 치료자 기반의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회기 사이의 과제 

수행이나 치료 완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 치료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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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경우 

인지행동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진료여건상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77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CCBT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 그 활용도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병원에 내원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준임상적(subclinical) 수준의 강박증상으로 인해 불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간편하게 CBT 치료 원리 및 기법을 

가르쳐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는 보다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COT’와 같은 컴퓨터(인터넷)를 활용한 자가-치료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자에게 요구되는 시간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인지행동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잠재적인 강박증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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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is known to be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along with medication. Despite the effectiveness of CBT, many patients 

remain inadequately treated or just untreated due to several constr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computer-

based CBT (CCBT) for OCD that emphasizes user’s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nd to examine its clinical efficacy. In addition,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treatment response to CBT are examined 

including the frontal executive function.  

  

Methods: The Korean version of CCBT (‘COT’, http://www.ocdcbt.com) 

was developed in total 11 sessions, which include psycho-education for OCD 

and CBT,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and cognitive restructuring. 

After screened by a clinician, 46 patients with OCD were assigned 

to CBT guided by COT program (CCBT, n = 42) or a therapist 

(TCBT, n = 4). In addition, fifty-four outpatients participating in group 

CBT for OC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inclu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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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T group. Finally, 27 and 34 subjects completed CCBT and TCBT, 

respectively. Self-report measures of OCD, depression, anxiety, and 

work/social functioning and neurocognitive test battery we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CBT and TCBT were observed 

in clinical symptoms and neurocognitive functions before treatment. Two 

groups showed similar improvement in OCD symptoms, depression, and 

work/social functioning after treatment, which significant difference in 

treatment effect was not observed in between-group comparison. Within 

CCBT group, subjects participating in only CCBT showed similar treatment 

effect in comparison of subjects participating in CCBT with medication, while 

CCBT dropouts tended to have more sever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than CCBT completers. The organization score at copy of the Rey 

Complex Figure Test can only predict CBT response.  

  

Conclusions: CCBT was found to be as effective for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OCD symptoms as TCBT,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 in 

absence of random assignment of participants. Considering the high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CCBT, COT can be a helpful first ste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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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ing OCD patients when TCBT is unavailable due to restriction in time 

and place. Deficit in visual organization ability may be related to low 

response to CBT for OCD. Randomized controlled study with larger sample is 

needed to replicate and generalize th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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