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안장애 】

▶불안장애란?

  불안(anxiety)이란 광범위하게 매우 불쾌한, 그리고 막연히 불안한 느낌으로 그와 관련된 신체증상

(두근거림, 혈압상승, 빈맥, 진담, 동공확대, 떨림, 위장장애, 빈뇨 등 자율신경계항진증)과 행동증상(과

민성, 서성댐)을 동반합니다. 불안이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

인 반응양상이며, 보통 사람들도 위험이나 고통이 예견될 때,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위험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의 원인

1)경험

 불안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2)생물학적 원인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뇌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거나, 정상적인 불안반응을 과

장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성격과 스트레스

 불안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완벽주의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것에 

대해 지나치게 위축되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장애의 종류

1)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와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기분이 드

는 병입니다. 

2)사회공포증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 남들 앞에 나서야하거나 주목받고 무언가 해야할 상황만 되

면, 극심한 불안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강박장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해야 불안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4)범불안장애

 항상 불만에 가득차서 무엇이든 걱정하고, 동시에 근육 긴장과 두통, 자꾸 숨쉬기 답답하다고 호소하

는 등 여러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5)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치료방법

1)약물치료

 병적인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뇌신경전달물질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

정하는 약물치료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2)인지치료

 전문의의 지도와 훈련을 통해 비합리적인 신념 교정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3)행동치료

 전문의의 지도를 통해 이완훈련을 통한 탈감작법, 실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직접 부딪치면서 연

습하는 노출훈련, 혐오자극법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4)개인정신치료



 증상에 따라 심층 정신치료를 통해 불안의 무의식적인 근원을 찾아 치료해야 하는 경우나, 최근의 문

제를 주로 다루는 지지정신치료를 통해 불안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집단치료

 생각과 행동치료를 병합해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5~10명 정도가 함께 그룹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서로를 거울삼아 치료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