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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인성 흉부 불편감을 가진 대상자에서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 : 문헌 검토와 새로운 프로토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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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Computeriz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Individuals
with Non-Cardiac Chest Discomfort : Review and Suggestions for a New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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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non-cardiac chest discomfort (NCCD) can result in substantial healthcare burden and lower quality of life, interventions such a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e relief of NCCD. In this review, we aimed to summarize the evidence
on the efficacy of the CBT for the treatment of NCCD while introducing a newly-developed computerized CBT program for NCCD.
Studies applying CBT to individuals with NCCD were searched for from both English and Korean electronic databases. Among 37
studies, 11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4 case-control studies, 1 case series, and 2 review articles were eligible for this review. Efficacy
of conventional CBT for NCCD was shown in a series of studies as most of them reported improved symptom severity of NCCD or
NCCD-related anxiety. However, a substantial variability existed among these studies in participants, treatment procedures and durations. High attrition rates were also reported in these studies on conventional CBT. Computerized CBT could be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BT as it can be standardized and more easily accessible, but it was only reported in one previous study. In addition to the
literature review, we presented a newly-developed computerized CBT program for NCCD which may overcome some of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CBT. A computerized CBT could be an alternative treatment of NCCD, however, need further studies on its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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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또한 약 20~30% 정도로 알려져 있다.2) NCCD의 원인으로
는 위식도역류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과 식

비심인성 흉부 불편감(non-cardiac chest discomfort,

도 및 내장기관 운동질환 등이 비교적 흔한 것으로 알려져

NCCD)은 심혈관계의 이상이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흉

있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통으로 정의된다.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50% 이

보고되고 있으며,3) 과호흡,4)5) 공황장애6) 등의 공존 정신질환

상이 NCCD로 진단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1) NCCD는

및 스트레스,7) 통증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maladaptive cog-

흉통의 대표적인 감별 진단 중 하나이다. 일반 인구의 유병률

nition) 조절과 같은 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증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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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8)

하였다. 상기 검색어에 대하여 총 36편의 영어 논문과 1편의

대부분의 NCCD 환자들은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사

한글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본 연구

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에 많은 의료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상 연구로 무작위 대

9)

비를 지출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

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또는 환자-대조

으나, 미국의 경우는 NCCD로 인하여 연간 130억 달러에 육박

군 연구(case-control study), 환자군 연구(case series study)

10)

하는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를 선정하였고 종설(review) 또한 포함하였다. 증례 보고, 단

NCCD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걱정으로

순히 치료 프로토콜만을 소개하는 논문, 본문이 접근 불가

신체 활동을 제한하거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

능한 논문 등은 제외하였다.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는 않았으

으며11)12) 직업을 갖지 못하는 등,13)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

나 종설 논문에 인용된 논문이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경

니라 장기적인 삶의 질 저하 및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매우

우 고찰 대상 논문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990~

14)

크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사이에 출판된 무작위 대조 연구 11편, 환자-대조군

NCCD 환자들의 경우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감각에 대한
과각성(hypervigilance) 및 과도한 집중(excessive attention)

연구 4편, 환자군 연구 1편, 종설 논문 2편을 포함한 총 18편
의 영어 논문이 고찰에 포함되었다.

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 조절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과호흡 등의 신체적·정신적 반응으로 나타나고,15) 이러한 반

결

과

16)

응은 흉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
라, NCCD 환자의 부적응적 인지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중재
법으로써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비심인성 흉부 불편감 치료를 위한 기존 인지행동치료
문헌 고찰 결과

가 제안되었다. CBT는 NCCD에서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의

NCCD 환자 대상의 CBT 문헌 고찰 결과 무작위 대조 연

불안을 경감시키는 데에 중등도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

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

로 보고되었다.16)17) 그러나 통상의 CBT는 훈련된 전문 치료

하였다(표 1). 이 중 다수의 임상 시험에서 개인별 CBT 혹은

인력이 필요하여 대면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인력, 시간의 제

집단 CBT가 NCCD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증상으

한이 있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환자의 치료 순응

로 인한 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 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

11)

도가 떨어지는 등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음을 증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NCCD에서 기존의 CBT의 효과와

van Beek 등,18) van Peski-Oosterbaan 등,19) Tyni-Lenne

한계점에 대하여 문헌 고찰 및 요약하며, 2) 이를 기반으로

등,20) Asbury 등,21) 그리고 DeGuire 등4)이 진행한 무작위 대

기존 CBT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NCCD 환

조 연구에서는 NCCD 환자를 CBT와 기존 치료 방식 혹은 아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CBT 기법을 소개하

무 처치도 하지 않거나 증상을 관찰하는 군에 배정하였으며,

고자 한다.

CBT가 NCCD 환자의 우울 및 불안 증상, 흉통의 빈도와 강
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Jonsbu 등22)23)이 진

방

법

행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도 기존 치료 방식에 비하여 CBT
를 받은 환자군이 신체의 공포 반응 및 우울 증상 등이 1년 후

문헌 고찰

추적 관찰하였을 때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CBT군

문헌 검색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

과 paroxetine 또는 위약 투약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NCCD

서 제공하는 문헌 정보 서비스인 PubMed(https://www.ncbi.

의 증상 개선을 확인한 Spinhoven 등24)의 연구에서는 심장

nlm.nih.gov/pubmed/)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

관련된 불안 증상에는 CBT가 효과적이며 항우울제 사용 시

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http://www.riss.kr/), 한국학술정

의 부작용 등의 위험이 없는 효과적인 치료 도구임을 확인하

보(http://kiss.kstudy.com) 및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였다. 영

였다. 그러나 훈련된 전문가와 대면하여 진행하는 기존 CBT

어 검색어로는 “non-cardiac chest discomfort”, “NCCD”,

의 특성상, 세부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다수

“non-cardiac chest pain”, “NCCP”, “cardiac syndrome X”

의 연구에서 표본 크기가 크지 않고, 적게는 3주에서 많게는

및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ognitive therapy”를

3달 이상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경향이

조합하였으며, 한글 검색어로는 “비심인성 흉부 불편감”, “비

있었다.

심인성 흉통” 및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를 조합하여 사용

2

환자-대조군 연구로는, Mayou 등25)과 Klimes 등26)이 수

(2015)

(2013)

control

Case-

RCT

series

Case

Design

et al.20) (2002)

Tyni-Lenne

(2003)

Esler et al.10)

(2009)

Asbury et al.21)

et al.24) (2010)

Spinhoven

(2011, 2013)

RCT

RCT

RCT

RCT

Jonsbu et al.22)23) RCT

et al.29) (2012)

Marchand

et al.

18)

van Beek

et al.

27)

Chambers

Conventional CBT

Authors (year)

21/18

59/36

53/48

69/58

40/38

71/60

113/75

77/68

participants*

No. of

Table 1. CBT in non-cardiac chest pain

Control : No treatment

weeks

CBT : Relaxation training twice weekly for 8 weeks or physical training for 8

Control : Usual care (information, medications)

restructuring)

CBT : 1-hour brief CBT (psychoeducation, breathing exercises, cognitive

Control : Symptom diary alone

individual home program, symptom diary)

CBT : Weekly group training session for 8 weeks (group autogenic training,

Control : Placebo or paroxetine

education of breathing and relaxation techniques, behavioral experiments)

CBT : 6-12 sessions of 45-60 minutes over 16 weeks (cognitive restructuring,

Control : Usual care

CBT : 3 manualized sessions, including one physical activity exposure session

Control : Supportive usual care

Pharmacological treatment (paroxetine)

exposure) or 1 session of 2-hour brief CBT (panic management)

CBT : 7 sessions of 1-hour brief CBT (cognitive reconstructing, education,

Control : Usual care (no psychotherapy, antidepressants)

influencing avoidance behavior)

CBT : 6 individual sessions of 45 minutes (cognitive restructuring, education,

2) 8 sessions of high intensity CBT for those with complex psychosocial factors

psychological abnormalities

1) 6 sessions of low intensity CBT (guided self-help) for those with minor

CBT :

Interventions (components of treatment)
Pain-related

attacks

disorder, panic

Severity of panic

Anxiety, depression

Improved

-

chest pain

Improved Frequency of

severity

frequency and

Improved Symptom

pain

Improved Overall chest

quality of life

Exercise capacity,

of cardiac symptoms

Anxiety sensitivity, fear

quality of life

Cardiac anxiety,

Heart-focused anxiety

quality of life

Improved Illness perceptions Depression,

Improved Not assessed

Improved Disease severity

functioning
avoidance of exercise

on work, social

frequency

resources, impact

use of healthcare

chest pain

interference,

chest pain, pain

Depression, anxiety,

psychological

Behavioral,

Improved outcome measures

Improved Frequency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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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RCT

control

Case-

control

Case-

RCT

Design

control

Case-

15/13

31/29

66/41

57/41

37/28

60/56

72/65

participants*

No. of
Pain-related

-

respiratory rate,

Control : Usual care

depressive symptoms

groups

Cardiac anxiety, fear
of body sensations

-

depression

symptom attribution,

psychological distress,

Daily life disruption, and

environment

and control over

in both

Improved

autonomic
symptoms

episodes,

relaxation and controlled breathing exercises)

CBT : 4 sessions (psycho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relaxation)

overall anxiety, sense

Symptom attribution,

-

symptoms, mean of better health

of cardiac

Improved Frequency

No effect

for symptom management and changing inappropriate behavior/beliefs,
Control : Assessment only

capacity

scores, exercise

Anxiety and depression

-

Improved Symptom severity Activity limitation

CBT : Minimum of 4, maximum of 11 individual sessions over 3 months (strategies Improved Chest pain

Control : No treatment

CBT : 6 sessions of individualized guided breathing retraining over 3 weeks

Control : Assessment only

(cause and concern about symptoms) ; plus booklet and telephone follow-up

controlled breathing, relaxation, graded exposure to activities) and discussion

CBT : Individualized 1-hour session providing information (coping methods :

Control : Assessment only

exercises)

CBT : 12 individual sessions (cognitive restructuring, relaxation, breathing

disability rating

episodes, total

cognitive restructuring, thought diaries)
Control : Waiting group

chest pain

Improved Frequency of

intensity

frequency and

psychological

Behavioral,

Improved outcome measures

Improved Chest pain

Results

relaxation, breathing retaining, light physical exercise, graded exposure,

CBT : Immediate treatment, 6 sessions of group CBT over 8 weeks (education,

Control : Usual care

relaxation, breathing exercises)

CBT : 4-12 sessions of 45-60 minutes (cognitive restructuring, problem solving,

Interventions (components of treatment)

* : Baseline/follow-up.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16)

Mourad et al.32) RCT

Computerized CBT

(1990)

Klimes et al.26)

(1992)

DeGuire et al.4) RCT

(1997)

Sanders et al.

(1997)

Mayou et al.25)

(1999)

Potts et al.30)

et al.19) (1999)

Oosterbaan

van Peski-

Authors (year)

Table 1. CBT in non-cardiac chest pai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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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연구에서 약 12회의 인지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g), 이완 훈련(relaxation), 호흡법 연습 등으로 구성된 CBT
를 수행하였으며, 별다른 치료 없이 평가만 수행한 대조군에
비하여 CBT를 진행한 집단에서는 흉통 증상이 호전되고 흉

비심인성 흉부 불편감에 대한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
소개

통으로 인한 활동 제약 등의 증상 또한 개선되는 것을 보고

본 연구진이 개발한 컴퓨터 기반 CBT는 소프트웨어 뱅크

하였다.

(https://www.swbank.kr)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흉
27)

축약형 CBT에 대한 연구로, Chambers 등 이 시행한 무

통케어클리닉: 비심인성 흉통 인지행동치료를 위한 앱, 흉통

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기존 CBT를 축약하여 심리적 요인의

앱)”으로 검색 시 기술 개요 등을 확인 가능하다. 본 흉통앱은

영향 정도에 따라 저강도의 CBT와 고강도의 CBT를 진행하

action script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 흉통 및 불안, 공황 증상 완화 등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였

터치스크린 및 스피커 또는 이어폰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실

28)

다. 1997년 수행된 Sanders 등 의 연구에서는 CBT군은 혈관

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CBT 프로그램은 시행 후 종료

조영술(angiography) 이후 혈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까지 약 30분간 이루어지며, 내용은 크게 교육, 인지치료, 행동

때 1시간의 CBT를 받고 대조군은 증상 평가만을 진행하여 3

치료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흉통앱의 교육, 인지치료, 행동

개월 후 전화로 추적 관찰하였을 때 CBT군과 대조군 사이에

치료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개발되고 연구된 Jonsbu 등,22)23)

증상 개선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Esler

Marchand 등29) 인지행동치료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본

10)

등 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1시간의 짧은 CBT를 진행한 군이

CBT 프로그램은 단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

기존 치료에 비하여 흉통의 빈도와 정도가 감소함을 보고하

일에서 수 주간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인

였다. 축약형 CBT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로는, Marchand

지치료 및 행동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처음

29)

등 의 연구에서 NCCD 환자에서 증상 발생 초기에 축약형

에는 대상자에게 본 CBT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군에 대하

CBT 또는 약물적 치료를 통하여 개입하는 것이 특히 공황

여 설명하고 이후 흉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증상 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Potts 등30)이 시행한 연

에 대하여 교육한다. 교육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

구에서도 집단 CBT를 통하여 증상에 대한 개입이 초기에 이

도록 구성되어, 화면의 그림에서 흉부의 다양한 위치 중에서

루어질 경우 흉통 발생 빈도 및 전반적인 기능 저하 등이 통

대상자가 스스로 본인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

상의 NCCD 환자가 늦은 치료를 받는 경우에 비하여 개선될

게 되어 있고, 심장질환이 아님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CBT의 한계를 극복하

을 수 있는 다양한 기전, 즉, 근골격계 통증이나 식도, 위의

기 위한 시도로, 축약형 CBT가 개발되어 흉통 및 불안, 공황

통증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또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아

16)31)

그러나 축약

니고 심각한 질환이 아님에도 흉부 통증이 발생하고 악화되

형 CBT 또한 비용 대비 효율성(cost-effectiveness ratio)은

는 기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인지치료 부분에서는

약물치료 등 타 중재법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

자동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흉통이

되었다.31)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적 사고를 소개하고

증상 완화 등의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32)

이에, Mourad 등 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CBT를 개
발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불

이에 대한 대안적 사고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함으
로써 부적응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안 및 우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ourad

행동치료 부분에서는 복부, 흉부를 비롯한 중심부 근육을

등32)이 개발한 인터넷 기반 CBT의 경우 4개의 세션으로 구

위주로 점진적 근육 이완법(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성되어 있고, 4주 동안 진행된다. 신체적 활동과 호흡법, 주간

을 소개하고 따라서 연습하도록 하고, 복식호흡을 여러 차례

과제 등이 포함되며 인터넷 기반으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한다. 이러한 컴퓨터 기반 인

프로그램 진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 기반 CBT의 경

지행동치료법의 목표는 신체의 감각을 다양하게 재해석할

우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 있도록 하고, 신체의 활동을 유도할 뿐 아니라, 통증, 불안,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신체적 각성 반응 및 이로 인한 통증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한 처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을 막는 데에 있다. 본 흉통앱의 경우, 1회 사용 시간이 30분

32)

을 가진다. 그러나 Mourad 등 의 연구는 예비 연구로서 작

정도로 짧고, 터치 화면을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은 표본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 1달 뒤의 단기 효과만을

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래 대기 중이나, 응급실 대기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보다 큰 표본에서 추적 연구가

시간에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이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
journal.biolpsychiatry.or.k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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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칼라

Behavioral
treatment

Cognitive
treatment

Fig. 1. NCCD CBT application.
NCCD CBT application consists of
education, cognitive therapy, and
behavioral therapy section. The first
part of the application describes the
various causes of chest pain interactively. Cognitive therapy part introduces various maladaptive thinking that may occurred in chest pain
and educates alternative thinking
during the chest pain. Last part of the
application, behavioral therapy, educate and practice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methods and abdominal breathing. NCCD : non-cardiac
chest discomfort,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상자의 인지

타 중재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차선으로 제안되고 있

행동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35) NCCD의 치료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 등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11) 본 연구에서 소개한 컴퓨터 기반 CBT 등

고

찰

의 기법이 NCCD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중재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CCD 치료에 CBT의 효과는 무

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CBT를 활용한 임상 연구를 통해 효

작위 대조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하여 보고

용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컴퓨터 기반 CBT의 개입 시기와 방

되었다. 그러나 연구들 간에 CBT 적용 대상자, 적용 방식 및

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NCCD를 근본적

기간, 결과 평가 방법 등이 다양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의 통증 인지 조절 기전

이다. 또한 전문가와 면대 면으로 진행하는 CBT는 인력, 시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생리학적, 다중뇌영상학

간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활발히 적용되기 어

적 접근 등 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렵고, 개인별 맞춤이 가능하지만 표준화가 어려운 점 등 여러

보인다.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기존 CBT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컴퓨터 기반 CBT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컴퓨터 기반

중심 단어：흉통·인지행동치료·컴퓨터 기반 치료.

CBT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규모 표본으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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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검증
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종설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
와 일치하는 타당도 높은 논문이 고찰에 다수 포함되었으나,
검색에 사용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수가 적어 더 많은 논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NCCD 환자는 심장 문제로 인하여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며, 증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
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의료 서비스는 NCCD 환자의 수
8)33)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NCCD의 유병률이 높은 점

과 NCCD 환자가 부담하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고려하
였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NCCD 환자에게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NCCD의 경우 증상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을 먼저 낮추는 것이 진단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34) 현재 NCCD 환자를 대상으로 한 CBT는 약물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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