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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Only a few prospective studies of panic disorder are available. This study investigated natura-

listic outcome of panic disorder patients at twelve months after the initial diagnosis. 
Methods：A total of 84 subjects were diagnosed with panic disorder by diagnostic interview,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IV) and Anxiety Disorder Interview Schedule for DSM-IV (ADIS-
IV). Among them, 80 subjects could be evaluated by means of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PDSS) at 
follow-up interview after twelve months. Treatment continuation was also examined at follow-up interview.  
Results：At initial intake, 80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22% with mild, 33% with moderate-to-marked, 

and 45% with severe symptoms on the basis of their PDSS total score. At twelve months, 20% of patients 
reached remission, 65% had mild and 15% had moderate-to-marked symptoms. Initial panic symptom severity, 
presence of agoraphobia, panic symptom duration before diagnosis, number of comorbid Axis I disorders we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higher PDSS total score at twelve months. Forty six percent of total patients 
continued medication and 23% have stopped treatment by clinician’s recommendation and 31% have self-
discontinued their medication. At twelve months, all three groups were improved but self-discontinuatio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PDSS total score. 
Conclusion：In the one-year naturalistic outcome study of panic disorder patients, high percentage of pa-

tients achieved remission or had mild symptoms. (Anxiety and Mood 2006;2(2):108-114) 
 
KEY WORDS：Panic disorder·Outcome·Follow-up study·Predictor. 

 

 

서     론 
 

공황장애는 심각한 불안 발작이 자율신경계 증상과 동반

되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불안 

발작에 대한 심각한 예기 불안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야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1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많은 편이며 대개 1.5~3.5%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1,2 한국

에서는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0.48~1.7%라고 보고된 

바 있다.3,4 

공황장애는 언제 불안 발작이 일어날지를 스스로 예측할 

수 없으며 발작시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므로 불안 장

애 중에서도 환자의 치료 욕구가 가장 높은 질환의 하나이

다. 또한 잦은 응급실 내원과 광장공포증적인 회피 등으로 

사회적 기능의 질적인 저하가 생겨서 현재 주요한 정신보

건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5-7 

공황장애는 DSM-Ⅲ에서부터 독립적인 질환으로 인지되

었으며 그 전에는 불안신경증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공황장

애는 타 정신 질환에 비하여 비교적 진단 분류의 역사가 짧

은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구미에서도 이 질환에 대

한 역학이나 원인, 예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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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질환의 임상적 중요성에 비하여 그 자연 경과에 대해

서 알려진 것이 적다. 공황장애의 자연 경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만성화 비율과 만성화에 대한 예측 인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 질환의 만성화와 관해, 재발의 비

율은 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과의 예측 

인자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하며 특히 전

향적인 추적 연구8-10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치료

가 시작되면서 상당 수준의 호전을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관

해와 재발을 반복하게 되며, 많은 수의 환자는 여전히 증상

을 지니고 생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후향적인 연구11

에서는 치료 2년 후 31%의 환자가 증상의 관해를 보이고 

있었으며 50%는 경하지만 반복적인 증상을 지니고 있었고 

19%는 심한 만성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 전향적인 

연구10에서는 1년 후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 군에서 

39%,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군에서 17%의 관해율을 보이

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12에 따르면 환자 중 1/3에서 1/2

은 추적 연구에서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며 때때로 

증상의 기복이 있으나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환자들은 증상이 그대로 남아 있

거나 오히려 약간 나빠진 상태였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

면 공황장애의 자연경과는 대체적으로 만성적인 장해나 영

속적인 완치보다는 증상의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양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선행 연구들에서 공황장애의 관해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

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또 체계적인 정의를 가지고 연

구한 경우에도 연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해를 정의하

였기 때문에 각 연구에서 보고한 자연 경과들을 동등한 입

장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국에서도 공황장애에 대해 여러 기존 연구13-20들이 있

었고 자연 경과에 대한 후향적인 연구는 있었으나20 전향적

으로 추적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의 자연 경과에 대한 전향적 1년 

추적 연구를 하여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 한국 공황장애 환

자의 경과와 그 예측 인자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외래에 내원하여, 공황장애로 첫 진단

을 받은 84명의 환자 중, 치료 유지 여부에 관계 없이 12

개월 후 전화를 통한 추적 면접이 가능하였던 80명의 환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거주지와 연락처의 변경으로 2

명, 면접 거부로 2명, 총 4명의 환자에 대한 추적 면접은 

시행하지 못했다. 

항우울제를 통한 약물치료와 개인 지지정신치료를 병행

하였으며, 프로토콜을 갖춘 체계적인 인지행동치료는 시행

하지 않았고, 첫 내원 시 환자들에게 공황장애에 대한 교육

과 설명을 하고 교육자료를 배부하였다.  

 

연구도구 

 

DSM-Ⅳ의 제 1축 장애의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
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Ⅳ, 이하 SCID-I)21 

공황장애의 진단을 평가하고, 공황장애에 병발된 1축 장

애와 공황발작시 나타나는 공황증상의 숫자를 조사하기 위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오수와 홍진표22가 공역

한 한국어판 SCID-Ⅰ을 사용하였다. 

 

DSM-Ⅳ용 불안장애 면담 도구(Anxiety Disorder Inter-
view Schedule for DSM-Ⅳ, 이하 ADIS-Ⅳ)23 

공황장애의 진단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공황장

애와 광장공포증에 대한 반구조화된 진단도구로 DSM-Ⅳ

에 따라 진단하도록 되어있다. ADIS-Ⅳ는 공황장애에 대

한 국내의 선행 연구19에서 사용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에

서의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다. 

 

공황장애 심각도 척도(Panic Disorder Severity Scale,이

하 PDSS)  

공황장애의 전반적인 심각도 측정도구로 1997년에 Shear 

등24에 의하여 개발되어 이후 후속 연구에서 그 타당도와 신

뢰도를 인정받아25 사용되고 있는, 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

진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김정범26이 번역한 한국어판 

PD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가가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난 1개월 동안 각각의 항목에 대

해 증상의 정도에 따라‘증상없음’(0점),‘경도’(1점),‘중

등도’(2점),‘심함’(3점),‘극심함’(4점)으로 평가하고 7

가지 문항의 총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수를 구한다.27,28 

증상심각도의 등급은 PDSS 총점수에 의하여 각각 경도

(10점 이하), 중등도-심함(11~15점), 극심함(16~28점)

으로 분류하였다. PDSS 총점수에 의한 증상심각도 등급의 

분류는 Yamamoto 등29의 제안을 따랐다. 

선행연구8를 참고하여 추적 면접시 PDSS 총점수가 0점

(무증상)과 1점(최소 증상)일 때를 관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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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정신과 전문의가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임상

적으로 공황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환자들에 

대하여 정신과 레지던트 1인이 ADIS-Ⅳ를 시행하였고, 정

신과 전문의 1인에게 총 5회에 걸쳐 10시간 동안의 SCID-

Ⅰ 시행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1인이 SCID-Ⅰ을 

시행하였다. 임상적 판단, ADIS-Ⅳ, SCID-Ⅰ을 종합하여 

레지던트 1인, 전문의 1인이 합의하에 공황장애를 진단하

였다. 레지던트 2인, 전문의 2인이 참석한 정례적인 회의를 

매주 시행하여 진단의 적절성을 재차 평가하였다. 첫 면접 

12개월 후, 정신과 레지던트 1인이 전화 통화로, PDSS를 

사용하여 지난 1개월 동안의 공황증상에 대한 추적 면접을 

시행하였다. 전화로 시행된 구조화된 면접의 결과가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시행한 면접의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일치율과 

호환성을 보인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30,31 

예후 예측 인자로서의 치료 순응도의 형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환자가 현재 치료를 지속 중인지, 의사와의 상호 동의하

에 치료를 종료하였는지, 자의로 조기에 치료를 중단하였는

지 조사하였다. 추적 면접 후 서울아산병원 전산화 프로그

램을 통한 수진 내역 조회를 하여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

와 치료 종료 상태를 재차 확인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 

순응도를 분류하였다. 

 

자료 분석 

광장공포증 동반 유무에 따른 추적면접에서의 PDSS 총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적인 두 표본 평균간의 

비교(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였다. 치료순

응도 유형에 따른 추적면접에서의 PDSS 총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

행하였다. 광장공포증 동반 유무와 첫 면접, 추적 면접시 증

상심각도 등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 test

를 시행하였다. 그 외의 예후 예측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발연령, 유병기간, 진단시의 PDSS 총점수, 병발한 1축 장

애의 숫자, 진단시 공황 증상의 숫자를 각각 종속 변수로 놓

고 추적면접에서의 PDSS 총점수와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놓은 후 다중선형회귀분석(mul-
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

증에 SPSS-Windows(version 11.5)를 사용하였고 통계

적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Table 1) 

총 연구 대상자는 80명(남자 41명, 여자 39명)으로 광장

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애 군은 총 21명(남자 10명, 

여자 11명),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군은 총 59명

(남자 31명, 여자 28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41.8±10.9

세였고 평균 교육 연수는 13.0±3.9년으로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53%, 주부

가 30%였으며 두 군간에 직업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군이 상대적으로 진단에 소요된 

평균 기간이 길고, 무직인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one-year prospective follow-up study of adults with a current diagnosis
of panic disorder 

 Total Panic disorder without agoraphobia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N=80 N=21 (26%) N=59 (74%) 

 N (%) N (%) N (%) 
Male 41 (51) 10 (48) 31 (53) 
Occupation    

Employed 42 (53) 12 (57) 30 (51) 
Housewives 24 (30) 05 (24) 19 (32) 
Students 05 (06) 03 (14) 02 (03) 
No occupation 09 (11) 01 (05) 08 (14) 

 Mean±SD Mean±SD Mean±SD 
Education (years) 13.0±03.6 13.8±02.2 12.7±03.9 
Age at intake (years) 41.8±10.9 38.6±10.1 42.9±11.0 
Age of symptom onset (years) 38.9±11.3 36.7±10.9 39.8±11.5 
Panic symptom duration  

before diagnosis (months) 
35.5±51.9 20.7±31.8 40.7±56.6 

PDSS total score at intake 15.0±05.3 11.9±04.2 16.2±05.2 
PDSS total score one year after  05.8±03.9 03.2±02.8 06.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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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다. 

첫 면접시의 평균 PDSS 총점수는 15.0±5.3점(최저 4점, 

최고 28점)으로 공황증상 심각도 등급으로는 중등도-심함과 

극심함의 경계에 해당하였다. 첫 면접시의 PDSS 총점수는 광

장공포증을 동반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추적 면접시의 평균 PDSS 총점수는 5.8±3.9점(최저 0

점, 최고 14점)으로 경도의 심각도 등급에 해당하였다. 추

적 면접시의 PDSS 총점수는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첫 면접시와 추적 면접시의 증상 심각도 등급의 변화

(Table 2) 

첫 면접시 총 80명의 환자들의 증상 심각도 등급은 경도 

22%(PDSS 총점수 10점 이하), 중등도-심함 33%(PDSS 

총점수 11~15점), 극심함 45%(PDSS 총점수 16점 이상)

였다. 

12개월 후의 추적 면접에서 총 20%의 환자에서 관해

(PDSS 총점수 0~1점)가 성취되었고 65%의 환자에서 경

도의 증상 심각도를 보였다. 나머지 15%의 환자는 모두 중

등도-심함의 등급이었고 극심함의 등급인 환자는 없었다. 

광장공포증이 없는 순수한 공황 장애 군이 첫 면접에서 유

의하게 증상 심각도 등급이 낮았고(p<0.05) 추적 면접에서 

유의하게 높은 관해율(p<0.01)을 보이고 있었다. 순수한 공

황장애 군은 21명의 환자 모두 추적 면접에서의 증상 심

각도 등급이 경도 이하였다. 

치료 순응도와 증상심각도와의 관계(Table 3) 

추적 면접시 치료를 유지하고 있었던 환자는 46%, 의사

와의 상호 동의로 치료를 종료한 환자는 23%, 자의로 조

기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31%였다. 자의로 조기에 치료

를 종료한 25명의 환자들은 종료 이유에 대하여, 16명은 증

상의 호전으로 더 이상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 7명은 학업, 경제 사정, 먼 곳으로의 이사 등의 개인

적 이유, 2명은 기대한 만큼의 치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라고 보고하였다. 세 군 모두가 추적 면접에서 평균 PDSS 

총점수가 경도 수준으로 호전되었으나, 자의로 조기에 치료

를 종료한 군이 다른 두 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p<0.01) 

높은 증상 심각도(8.3±3.7점)를 보이고 있었다. 치료를 유

지하고 있었던 군은 첫 면접 시 다른 두 군과 비교하여 유

의하게(p<0.05) 높은 평균 PDSS 총점수(16.7±5.8점)

를 보이던 군이었다. 

 

추적 면접시의 증상심각도(PDSS 총점수) 예측 인자(Table 4) 

추적 면접시의 PDSS 총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인자

는 광장공포증, 첫 면접시의 PDSS 총 점수, 진단에 소요된 

시간, 동반된 1축 장애의 총 숫자였다. 공황 발작시의 공황 

증상 총 개수, 특정 1축 장애의 진단은 추적 면접시의 PDSS 

총점수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투여 약물 

추적 조사를 완료한 80명의 환자에 투여되었던 약물은 ci-

Table 2. Panic symptom severity grade at intake and one year after 

 Total (N=80) Panic disorder without agoraphobia (N=21)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N=59) 
At intake N (%) N (%) N (%) 

No symptom 00 (00) 00 (00) 00 (00) 
Mild 18 (22) 06 (29) 12 (20) 
Moderate-marked 26 (33) 12 (57) 14 (24) 
Severe 36 (45) 03 (14) 33 (56) 

One year after    
Remission 16 (20) 09 (43) 07 (12) 
Mild 52 (65) 12 (57) 40 (68) 
Moderate-marked 12 (15) 00 (00) 12 (20) 
Severe 00 (00) 00 (00) 00 (00) 

    

Table 3. Association with panic symptom severity and treatment continuation 

 Type of treatment continuation 

 Continuation Planned termination Self-discontinuation 

 N=37 (46%) N=18 (23%) N=25 (31%) 

Total PDSS score Mean±SD Mean±SD Mean±SD 
At intake 16.7±5.8 13.9±5.4 13.4±3.8 
One year after 05.5±3.6 03.0±2.2 0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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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opram 55명(69%), paroxetine 15명(19%), fluvoxa-
mine 5명(6%), venlafaxine 2명(3%), sertraline 1명(1%), 

moclobemide 1명(1%), alprazolam 1명 (1%)이었다. 투

여된 약물의 종류와 추적 면접시의 증상심각도 사이에는 유

의한 관계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공황장애 환자의 자연 경과를 전향적으로 추적

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추적 면접을 위하여 사용한 도구인 PDSS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PDSS 총점수가 몇 점일 

때 공황장애가 관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한 선행 연구는 아직 없다. Shear 등25의 연구에서 DSM-

Ⅳ 공황장애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 PDSS 총점수 8점을 제

시한 바 있으나, 이는 공황장애의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에

서의 기준이었고, 증상 관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은 아니었다. 공황장애의 예후 연구에서 관해에 대한 체계

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의 일이며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많지 않다. 본 연구와는 다

른 증상 평가도구를 사용한 최근의 두 연구8,32에서는 증상

이 없거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증상만 남아

있는 경우를 관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기준을 참

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적 면접시 지난 1개월간 PDSS 총

점수가 0점(무증상)과 1점(최소 증상)일 때를 관해로 정의

하였다. DSM-Ⅳ에는 공황장애의 관해에 대한 조작적인 기

준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황장애의 예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관해(remission)와 회복(recovery)은 특

별한 구분없이 저자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서 제시한 회복은 공황 증상이 추적 면접 시점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연구자들이 설정한 특정 기준 이하로 경감된 일

시적인 회복을 의미하며, 관해 또한 이와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8-10,12,32 

총 80명의 환자에서 첫 면접 시 중등도-심함과 극심함의 

경계선에 해당하였던 평균 PDSS 총점수(15.0±5.3점)는 

1년 후의 추적 면접 시 경도(5.8±3.9점)에 해당하는 점수

로 호전되었다. 첫 면접에서 경도 20%, 중등도-심함 33%, 

극심함 45%이던 증상심각도 등급은 추적 면접에서 관해 

20%, 경도 65%, 중등도-심함 15%로 호전되었다. 순수한 

공황장애 군의 관해율은 43%였고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

황장애 군에서는 이 보다 낮은 12%의 관해율을 보였는데, 

이는 Keller 등10이 공황장애의 1년 자연경과를 추적한 선행 

연구에서 순수한 공황장애 군이 39%,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군이 17%의 관해율을 보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다. 

총 80명 중 추적 면접에서 증상의 변동이 없었던 환자는 

2명, PDSS 총점수가 악화된 환자는 1명이었고 77명은 처

음보다 호전된 PDSS 총점수를 보였는데, 이렇게 대다수의 

환자가 증상의 호전을 보인 이유는, 대부분의 대상 환자들

이 발병 직후 공황증상과 발작에 대한 공포심이 가장 심각

할 때 외래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hear 등33은 추적면접에서 PDSS 총점수가 이전 면접 시 

보다 30% 이상 낮아진 경우를 의미있는 증상 호전으로 간

주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에

서는 총 87%(70명)의 환자가 추적면접에서 지난 1개월간, 

1년 전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증상 호전 상태에 있었다. 의

미있는 호전이 없었던 13%(10명)의 환자들 중에서 9명은 

광장공포증이 합병되어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공황장애의 예후 예측 인자로 가장 주

목되고 있는 것은 광장공포증으로, 여러 추적 연구에서 비

교적 일관되게, 광장 공포증이 동반된 환자들이 증상 심각

도가 높으며, 관해율이 낮고 재발률은 높다고 보고된 바 있

다. 연구에 따라 그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임상에서 공황장

애로 진단된 환자의 절반 이상이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며 지

역 사회에서는 그보다 낮아 공황 장애 환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광장공포증을 동반한다.34 본 연구에서는 

74%의 환자가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광장공포증을 공

황장애의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지, 다른 1차적인 질환으

로 간주할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35-37이 있어 왔으며 현재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이하 DSM-Ⅳ) 진단 체계

에서는 공황장애를 광장공포증에 앞선 일차적인 질환인 것

으로 분류하고 있다.38 최근의 한 전향적인 장기 추적 연구8

에서는 순수한 공황장애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경우에 비

하여 주목할 만큼 낮은 만성화 비율을 보이는 등 질환의 경

과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광장공포증

의 유무는 공황장애 환자의 예후가 만성화되는데 기여하는 

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장공포증을 공황장애의 심

각도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간주하는 최근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one-year follow-up PDSS total
score 

Variables β F p 

Agoraphobia 0.392 4.791 0.002 
Total PDSS score at intake 0.515 6.794 0.000 
Panic symptom duration before diagnosis  

(months)  
0.469 3.980 0.001 

Number of comorbid axis I disorders 0.508 5.422 0.000 
Number of panic symptoms 0.059 1.38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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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추세39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공황장애의 예후 예측 인자로 그 외에 주목받고 있는 것

은 동반된 불안 장애나 우울 장애, 유병 기간, 불안 민감도

와 같은 환자의 인지적인 경향, 성격적인 특성 등이다.40 본 

연구에서 성별이나 진단 당시의 나이, 초발연령, 투여된 약

물의 종류는 공황장애 환자의 예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는

데 이는 다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병발한 1축 장애의 총 숫자는 추적 면접에서의 

PDSS 총점수와 유의한 관련을 보인 예후 예측 인자로 나타

났다. 병발한 1축 장애가 주로 우울장애, 특정공포증, 건강공

포증 등의 불안 장애, 알코올 중독이었던 점을 볼 때 임상현

장에서 이러한 병발질환이 공황장애와 더불어 2~3개 이상 

이상 공존하거나 이전에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 만성

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 등 동반된 개별적인 1축 장애 자체는 추적 면접에

서의 PDSS 총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알코올 중독이 있을 때 

공황장애의 예후가 악화된다는 선행 연구8와는 일치하지 않

는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병발한 1축 장애의 

총 숫자가 많을수록 추적 면접에서의 증상이 심했던 것과도 

상반되는 결과이며, 아마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수가 개별

적인 1축 장애와 공황 장애의 예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황 발작에서의 공황 증상 갯수는 첫 면접에서의 PDSS 

총점수와는 유의한 관련(p<0.01)이 있었으나, 추적 면접에

서의 PDSS 총점수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므로 예후 예

측인자가 아니라 진단 당시의 증상심각도만을 나타내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행연구8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던 군과 의사의 지시하에 종료한 군, 

자의로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 군 모두가 추적면접에서의 평

균 PDSS 총점수에서 30% 이상의 의미있는 호전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치료 순응도와 예후와의 관계를 조사한 Toni 

등32의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 치료를 유지한 환자들 뿐 아니라 자의로 조기에 치

료를 종료한 환자들도 추적 면접에서 평균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첫째, 대부분의 환자

들이 발병 후 공황증상이 가장 심했던 단계에서 첫 면접을 

시행하였으므로 이후 치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병 후의 급

성 증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자의로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도 외래 치료 기간 동안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적인 교육을 받고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로 인한 인지적 왜곡의 개선이 추적 면접 시점까지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자의로 조기에 치

료를 중단한 환자들 또한 최소 0.5개월에서 최대 4개월의 약

물 치료를 받았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치료 후에 의사와의 합의하에 치료를 종료한 환

자들이 추적 면접에서의 PDSS 총점수가 가장 낮았고 자의

로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가장 높았는데, 이 결과

에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증상의 만성화에 상당 부분 기

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군은 첫 

면접에서의 PDSS 총점수가 가장 낮았던 군이었으며, 여기

에서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환자군이 치료 초

반에 증상이 호전되면 치료를 조기에 중단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자의로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군은 진

단 당시 증상심각도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 증

상심각도는 세 군 중에서 가장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 환

자군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지속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PDSS를 사용하여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

자를 후향적으로 추적한 Gardos41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큰 

증상호전은 치료 첫 1년 동안 나타났고 이후에는 단지 점진

적인 증상 호전만을 보이거나 정체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

처럼 공황장애 환자에서 처음 1년 간의 치료는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의 치료 순응도 형태를 볼 때, 초기 증상심각

도가 경미한 공황장애 환자들이 작은 증상 호전을 경험하여 

불안이 감소하면 충분한 치료 기간 없이 자의로 조기에 치료

를 중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경우 그들이 충분한 

기간의 치료를 유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증상 호전에 도

달할 기회를 상실하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국 공황장애 환자들의 자연 경과에 대한 최초의 전향적 

연구인 본 연구에서, 총 80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1년 자연 

경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의 진단을 위한 첫 면접에서, 임상적인 판단 뿐 

아니라 두 종류의 구조화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의 

신뢰도를 높인 점, 선행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공황장애의 증상 심각도를 조사한 점, 공

황장애의 관해와 증상 심각도의 등급에 대해 선행 연구와 

호환성이 있는 체계적인 정의를 가지고 예후를 조사한 점 

등이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추적면접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의 증상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그 중간 시점에서의 증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공황장애의 예후에 대한 선

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

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충분한 편도 아니었다는 점과, 또한 

추적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치료 

지속 여부의 판단은 추적 면접과 원내전산화프로그램을 통

하여 판단하였는데, 해당 환자에 대한 보험공단의 자료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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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

았으나 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공황장애 환자들의 1년 자연 경과는 전반적

으로 양호하였다. 공황장애 환자에서 광장공포증의 존재, 첫 

면접에서의 증상 심각도, 유병 기간, 공황장애에 병발된 다

른 1축 장애의 총 숫자, 치료 순응도의 형태가 공황장애의 

만성화 예측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해를 

성취한 환자들의 재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장

기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공황장애·경과·추적 연구·예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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