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 동시출현단어 분석
김도희1*, 김현진2, 안다혜2

1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Knowledge Structure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tudies 
in Korea: Co-word Analysis

Do-Hee Kim1*, Hyeon-Jin Kim2, Da-Hye An2

1Doctoral student, Dept.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Master’s student, Dept.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인지행동치료(Cognitve Behavioral Therapy: CBT)분야 학술지에서 나타난 키워드의 출현패턴을
조사하여 국내 CBT 연구의 지식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CBT 연구를 비교하고자 ‘인지
행동치료’에서 출판된 논문 234편(2008-2019)과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에서 출판된 논문 2,316편
(1977-2019)이 수집되었다. 자료는 NetMiner 4.3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산출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절차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내 CBT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식별되었고, 국내 CBT 지식구조는 9개의 연구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척도 타당화’, ‘완벽주의와 속박감’, ‘조현병 환자
의 인지, 정서, 관계적 특성’, ‘경계선 성격장애와 우울/양극성 장애 환자의 인지적 특성과 치료’, ‘적응과 심리적 건강’,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인지적 특성과 치료’, ‘우울의 원인과 공존이환’, ‘수용전념치료’, ‘폭식 장애 환자의 이해와 치료’.
본 연구는 지난 11년 동안 국내 CBT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을 점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국내 CBT 연구의
향후 발전과제로 임상적 실천 표준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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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s of the keywords in journals in the field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to identify the knowledge structure of CBT studies in Korea. To 
compare CBT studies from Korea and abroad, 234 articles (2008-2019) published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and 2,316 articles (1977-2019) published 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were col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NetMiner 4.3. The co-word analysis was done 
by calculating the cosine similarity matrix of major keywords, followed by visualizing the net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main interests of Korean CBT scholars, and categorized the 
knowledge structure of CBT in Korea into 9 research areas: “scale validation”; “perfectionism and 
entrapment”;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chizophrenic patient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depression/bipolar 
disorder patients”;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causes and co-morbidities of depressi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understanding and the treatment of binge eating disorder pati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eviewed the accumulated knowledge in the CBT field in Korea for 
the past 11 years, and suggests future tasks for development to improve the standards of CB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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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가장 광범위한 경험적 지지가 있는 심리치료 이
론의 집합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한 치료이론이 
아닌, 세대에 따라 이론과 근거를 달리한 접근들이 하나
의 우산아래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1]. 1세대에 해당하
는 행동치료는 명백하게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을 식별하
고, 조건화 학습 원리를 활용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후에 인지매개가설을 근거로 한 
치료기법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행동치료와 인지치료가 
결합된 고전적인 CBT로 발전하였다[2]. 2세대에 해당하
는 이 CBT이론에서는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이면에 감
춰져 있는 부적응적인 사고패턴을 감지하고 변화시키도
록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3]. 그리고 사고
와 감정의 내용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심리적 맥락을 강조하는 3세대 이론들이 부상하면서 마
음챙김, 수용전념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마음챙김 기
반 인지치료, 기능분석치료, 메타인지치료를 비롯한 다양
한 이론들이 개발되었고, 이들 모두 인지행동치료라는 용
어 안에 분류되고 있다[4].

인지행동치료는 이전의 접근들과는 다르게 이론과 기
법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비용-효율
적이며 근거기반중재로서의 강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서 상당한 양의 문헌들이 빠르게 출판되었다][3]. 더 나아
가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문헌분
석과 같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 비교하고자 시
도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5]. 인지행동치료연구
의 동향을 조사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문헌분석을 통하
여 인지행동치료의 역사와 경향을 개관하거나 국외 연구
결과를 종합, 비교, 분석하여 최신 지견을 서술적으로 소
개한 연구[6-11] 혹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연구 주제나 
대상, 중재 전략, 결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연구들을 찾
아볼 수 있다[12,13]. 그리고 각 연구는 인지행동치료의 
역사[6], 사회공포증[7], 청소년의 폭식 행동[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9], 공황장애[10], 우울장애[11], 스트레스 
완화[12], 발달장애[13]와 같이 특정 주제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개관해왔다.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식이 어디서 파생되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른 연구영역과의 발전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은 내용의 
빈도나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문헌선정과정과 

분석할 내용의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편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각 주제 간의 관계성을 파악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14]. 또한, 관련 문헌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체문헌을 검토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축적된 핵심 지
식과 구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15]. 따라서 
기존의 연구로는 확장된 인지행동치료의 최신 연구흐름
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임상 대상, 표적 변수, 전달 매체에 
따라 치료 모듈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변화 기제와 중재 요인, 전
문성 발달과 훈련, 치료자-내담자 요인, 치료 경험을 비
롯한 폭넓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이론마다 강조하고 
연구해온 심리적 변수, 즉 주요 키워드가 상이하기 때문
에 이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개관하기 위해서는 기존
과 다른 새로운 분석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16-18].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계
량서지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동시출현단어 분석[19]
을 활용하여 인지행동치료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영역
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정성적인 분석방법과 달리, 저자가 사용한 텍스트
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20]. 그리고 질적인 분석방
법과 달리,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문헌 안에
서 나타난 텍스트의 동시 출현 빈도에 기초하여 각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복잡
하고 개별적인 데이터를 직관적인 그래프로 바꾸어서 보
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21].  

동시출현단어 분석에서는 동일한 키워드 쌍이 빈번하
게 나타날수록 두 키워드가 내포하는 중심테마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22]. 따라서 문헌을 대표하는 키워드
들의 연관 강도를 측정하여 패턴과 동향의 변화를 분석
하는 방식을 취한다[21,23,24]. 전체 분석과정은 수집된 
전체문헌 안에서 기술된 키워드들의 출현빈도와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빈도를 계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키워
드 사이의 연관성을 추정하며, 추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키워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을 군집화하는 절차로 
이뤄진다[23].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키워드
를 노드(Node)라고 불리는 점으로 표시하고, 연관성에 
따라 링크(Link)라고 불리는 선으로 노드를 연결한 네트
워크로 시각화하게 된다[24].

인지행동치료 분야의 연구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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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Title Date Impact Factor Publisher

Behavior Therapy 1970-present 3.243 Elsevi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63-present 4.309 Elsevier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1975-present 1.426 Cambridge Univ.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1979-present 0.731 Talor & Franci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994-present 1.932 Elsevier

Cognitive Behaviour Therapy 1972-present 2.802 Talor & Franc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77-present 2.278 Spring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2018-present 0.727 Springer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1970-present 2.189 Elsevier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987-present 0.595 Springer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83-present 0.933 Springer

Table 1. CBT Journals( Date : 2019. 09. 02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하여 산발
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물을 지식구조라는 하나의 프레임
워크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 인지행동치료 분야
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구조는 식별된 연구
영역과 해당 영역 안에 포함된 키워드들로 대변될 수 있
으며 주요 키워드의 관계 패턴을 시각화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될 수 있다[14].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외국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지식구조를 국제적인 관점에
서 살펴봄으로써 인지행동치료 연구동향에 대한 광범위
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구영역이 학문 안에서 어떠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상대적 규모를 파악함으
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후속 연구자와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도
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연구방향과 진입점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된 주제의 관계성을 발견
하여 임상가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외국에서 새롭
게 떠오르고 있는 연구영역과 주제를 찾아내어 국내연구
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
래와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에서 다뤄진 주요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둘째,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셋째,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는 국외 연
구의 지식구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방법

2.1 자료 수집
2.1.1 연구대상 학술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문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배제하고 국
소적인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학술지를 연구단위로 설
정하였다. 이에 한국연구재단(KCI)에서 ‘인지’, ‘행동’, ‘치
료’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된 ‘인지행동치료’ 저널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외국 학술지
를 선정하고자 SCImago에서 ‘behavi’, ‘cognit’, 
‘therapy’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된 11개의 저널(Table 
1 참고)을 중에서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저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서지정보를 자동
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Springer와 KCI 등재된 
문헌 정보를 추출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편의
상 선정한 것이지만 위 저널은 1977년부터 출간되었고, 
SSCI에 등재되었으며, 연구범위(scope)를 통해 CBT 안
에 분류된 다양한 모듈을 다룬 주제를 포괄하는 것을 확
인하였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지
의 일부 표본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1.2 분석대상 문헌 수집
본 연구에서는 Cyram NetMiner 4.4.3v과 Microsoft 

Excel 2016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수집 범위는 ‘인지행동치료’ 저널의 경우, KCI에 
등재된 8권 1호부터 19권 2호 (2008~2019년) 사이에 게
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저널의 경우, Springer에 등재된 1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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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publications per year

(50) relationship, (38) mediating effect, (26) emotion, (23) depression, (22) student, (21) validation, (20) social anxiety, (19) adolescent, (18) behavior, 
symptom, therapy, (16) anxiety, version, (14) moderating effect, (13) cognitive, college student, (12) regulation, (11) psychological, development, 
influence, rumination, trauma, (10) avoidance, child, social anxiety disorder, (9) CBT, posttraumatic, bias, coping strategy, scale, (8) strategy, stress, 
style, (7) attention, difficulty, experiential, life, thought, university, woman, (6) affect, comparison, eating, individual, patient, program, questionnaire, 
response, role, self-compassion, social, (5) health, review, South Korea, acceptance, adult, belief, binge eating, dichotomous thinking, dysregulation, 
efficacy, growth, interpretation bias, meaning, mindfulness, schizophrenia, wellbeing, (4) intervention, adjustment, anger, bipolar, body, disorder, 
effectiveness, evaluation, group, imagery rescripting, insomnia, mechanism, model, parenting, perception, personality, positive, preliminary, satisfaction, 
schema, self-concept, self-esteem, self-image, worry, (3) ACT, ADHD, attentional bias, emotion regulation, entrapment, expression, fear, irrational, 
multidimensional, negative, PTSD, ability, application, approach, attitude, borderl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 childhood, cognition, couple, depressive 
disorder, distress, dysfunctional belief, early maladaptive schema, event, exploratory, grief, group therapy, interpersonal probl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ventory, maladaptive schema, other, paranoia, perfectionism, pilot, post-traumatic growth, process, psychological flexibility, psychological 
health, self-consciousness, sensitivity, shame, sleep, suicide, trait, trend, understanding, validity
 * Each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the keyword.

Table 2. Keywords extracted from Journal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호부터 43권 5호 (1977~2019년) 사이에 게재된 전체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국내 학술지에서는 234편, 국
외 학술지에서는 Note, editorial, Announcement를 제
외한 2,316편의 연구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연도별로 학술
지에 출판된 논문의 수를 정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2.1.3 분석대상 키워드 수집
전처리 작업을 위하여 ‘인지행동치료’에 게재된 연구

문헌 초록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어휘를 추출한 다음, 유
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동일한 단어로 통제한 시소러
스 목록 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불용어를 제외하도록 설
정한 상태에서 논문의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와 시소러스 
목록을 색인어로 하여 연구물의 제목(tittle)에서 핵심 키
워드를 재추출하도록 하였다. 키워드가 적절하게 통제되
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위의 절차를 반복하며 시소러스 목
록을 개선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585개의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다시 시소러
스 목록과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를 색인어로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저널에서 2,057개의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파레토 원리[25]에 따라 출현빈도
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총 출현빈도 합의 
80%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출현빈도 지점을 찾아서 해당 
20%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기준점 이상의 출현빈도를 가진 키워
드의 수/전체 키워드의 수*100’과 ‘기준점 이상의 출현빈
도를 가진 키워드의 출현빈도 총합/전체 키워드의 출현
빈도 총합’의 비율을 점검하였다. ‘인지행동치료’ 저널의 
경우, 출현빈도가 3이상인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
을 때 전체 키워드의 23.9%에 해당하는 140개 키워드가 
전체 출현빈도의 64.6%(949/1469*100)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저널의 경우, 출현빈도가 4이상인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전체 키워드의 20.6%에 해당하는 424개 키워
드가 전체 출현빈도의 74.7% (6511/8715*10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문헌에서 추출된 144
개 키워드(Table 2 참고)와 국외 문헌에서 추출된 424개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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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Bc. Keyword Bc.

relationship 0.0765 disorder 0.0310

acceptance 0.0481 adult 0.0304

style 0.0480 self-esteem 0.0284

comparison 0.0407 psychological 0.0281

positive 0.0391 PTG 0.0248

satisfaction 0.0389 self-compassion 0.0247

mechanism 0.0387 cognition 0.0239

mindfulness 0.0384 wellbeing 0.0238

influence 0.0378 event 0.0236

social 0.0378 difficulty 0.0229

symptom 0.0368 negative 0.0225

efficacy 0.0366 affect 0.0222

social anxiety 0.0360 response 0.0222

body 0.0358 patient 0.0218

Table 3. Hot Topics of CBT Journal in Korea

2.2 자료 분석
다음과 같은 절차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하고, 

지식구조를 시각화하였다. 우선, 추출된 키워드와 키워드
가 포함된 문헌을 보여주는 ‘키워드×문헌’의 행렬로 구
성된 2-모드 네트워크를 ‘키워드×키워드’로 구성된 1-
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행(i)과 열(j)이 동일한 분석대
상 키워드로 구성된 대칭행렬(A=[aIj]) 안에 각 성분 aIj
가 코사인 유사인 계수로 채워진 코사인 유사도 계수행
렬을 산출하였다. 코사인 유사도 값은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강도를 나타내며 산출공식 Fig. 2와 같다[20].

  









 
 



 



 



  





Cjk=kth components corresponding to object i

Fig. 2. Cosine similarity calculation formula 

본 연구에서는 간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링크의 수를 
감소시키고자 코사인 유사도 값이 1부터 시작해서 0.1씩 
감소시켰을 때에 링크 증가량을 보여주는 링크 감소 시
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인지행동치료’ 저널의 경우, 유
사도 계수가 0.3이상인 키워드 간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전체 링크(# of Link)는 137이였고, 0.2이상이면 1,128, 
0.1이상인 경우는 1,423로 나타났다. 그리고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저널의 경우에는 유사도 계수
가 0.3이상인 키워드 간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전체 링크
(# of Link)는 92이였고, 0.2이상이면 475, 0.1이상인 
경우는 2,530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연구에는 유사도 계
수가 0.2이하인 링크를, 국외연구에서는 유사도 계수가 
0.1이하인 링크를 삭제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절차들로 정제한 자료로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분석대상 키워드를 노드로, 유사도 계수를 링크로 나타낸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으며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Bc.) 값을 산출하여 노드의 크기로 설정하였
다. 커뮤니티분석은 그룹에 포함되는 노드 간 링크는 최
대화하고, 그룹 간 링크는 최소화하도록 구현된 알고리즘
(CNM)[26]을 통하여 동일한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 사
이의 밀도가 높아지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매
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서 한 노드가 다른 두 노드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최단 거리 조합 안에서 등장하는 횟수에 기

초하여 측정되며 그 공식은 Fig. 3과 같다[27]. 매개 중
심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링크를 가진 핵심적인 키워드
들을 연결해주는 의미 있는 키워드라는 것을 의미한다.

 


 

  

gjk=number of shortest paths connecting node j and k
gjk(ni)=number of paths through node i of the shortest path 

connecting node j and k
[(g-1)(g-2)/2]=number of all node pairs that do not contain ni

Fig. 3. Betweenness centrality calculation formula

3. 결과

3.1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주제
국내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연구주

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 중심성 값이 상위 40위 안에 
포함된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매개 
중심성 값의 평균은 0.015, 표준편차는 0.013, 최솟값은 
0, 최댓값은 0.0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나머지 값들의 편차를 모두 합한 중심화 지
표 값(Centralization index)은 6.17%인 것으로 나타났
다. 중심화 지표 값은 소수 노드의 중심성 값이 크고, 다
수 노드의 중심성 값이 작을수록 커지므로 이를 통해 네
트워크의 쏠림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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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0.0344 emotion 0.0214

Intervention 0.0340 role 0.0213

dysregulation 0.0335 other 0.0198

health 0.0324 dysfunctional belief 0.0195

mediating effect 0.0319 program 0.0192

anxiety 0.0313 binge eating 0.0190

‘관계’, ‘비교’, ‘영향’, ‘효과성’, ‘개입’, ‘매개효과’, ‘프로
그램’과 같은 키워드는 연구 문헌의 특성을 보여주는 키
워드로서 국내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는 변수 사이의 관
계나 영향력을 규명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음 보여준다. 
그리고 ‘수용’, ‘만족도’, ‘기제’, ‘마음챙김’, ‘증상’, ‘사회불
안’, ‘태도’, ‘신체’, ‘조절 곤란’, ‘건강’, ‘불안’, ‘장애’, ‘자존
감’, ‘외상 후 성장’, ‘자기자비’, ‘인지’, ‘웰빙’, ‘사건’, ‘정
서’, ‘반응’, ‘기분’, ‘역기능적 신념’, ‘폭식 장애’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나 연구영역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심화 지표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 키워드들이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연구주
제가 파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
국내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의 관계 패턴을 시각

화하여 지식구조를 도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 Knowledge structure of CBT Research in 
Journal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총 9개로 분리된 키워드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집(Group; G)에 포함된 키워드와 연결 
패턴을 고려하여 연구영역을 식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G1에는 ‘version’, ‘inventory, scale, questionnaire’, 
‘validation’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각 키워드는 전체 네트
워크의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G5와 G6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척도 타당
도’에 관한 연구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G2에는 ‘perfectionism’, ‘entrapment’ 키워드가 포
함되었다. G1과 G5에 근접해 있으며 두 키워드 모두, 다
른 군집 내 키워드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하여 ‘완벽주의’와 ‘속박감’에 관한 주제가 하나의 연
구영역으로 구분되었지만 다른 주제와 연구되지 않아 영
역이 확장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G3에는 ‘schizophrenia’,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ression’, ‘emotion’, ‘self-esteem’, ‘thought’, ‘ 
rumination’, ‘anger’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네트워크의 중
앙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키워드는 G1과 
G2를 제외한 모든 군집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G9와 G6에 많은 링크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조현병 환자의 대인관계’, ‘대인관계, 정서표현, 
자존감’, ‘사고 반추와 분노’에 관한 주제가 서로 밀접하
게 연구되어 왔으며 다양한 영역의 연구주제와도 폭넓게 
다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G4에는 ‘self-consciousnes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maladaptive schema’, ‘dichotomous thinking’, 
‘emotion regulation’, ‘social anxiety’, ‘imagery 
rescripting’,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therapy’, ‘CBT’, ‘child’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G6과 G7에 
근접해 있으며 각 키워드는 G1을 제외한 모든 그룹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자의식’, ‘경계선 성격장애
의 부적응 도식과 이분법적 사고’, ‘정서조절’, ‘사회불안
과 심상 재구성’,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치료’, ‘아동
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
구되어 왔고, 각 주제는 다른 주제와도 폭넓게 탐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G5에는 ‘ADHD’, ‘strategy’, ‘regulation’, ‘intervention’, 
‘university’, ‘student’, ‘adjustment’, ‘interpersonal 
problem’, ‘psychological’, ‘health’, ‘life’, ‘meaning’, 
‘posttraumatic’, ‘growth’, ‘multidimensional’, ‘negative’, 
‘cognition’ ‘symptom’, 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모
든 군집과 연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조절전략과 중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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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3 (6 sub-group) Group 4 (6 sub-group)

학생의 적응과 대인관계 문제’,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 
‘외상 후 성장’, ‘부정적 사고와 증상’에 대한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G6에는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therapy’, 
‘efficacy’, ‘self-image’, ‘irrational’, ‘belief’, ‘parenting’, 
‘anxiety’, ‘emotion regulation’, ‘mindfulness’, 
‘childhood’, ‘distress’, ‘wellbeing’, ‘event’, ‘interpretation 
bias’, ‘fear’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네트워크의 중앙에서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G2를 제외한 모든 군집과 연결
되어 있고, 특히 G9와 G3에 많은 링크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회불안 장애의 자기 이미지와 
집단치료의 효과성’, ‘사건에 대한 편향과 공포’에 대한 
주제 및 ‘양육’, ‘비합리적 신념’, ‘마음챙김’, ‘아동기’, ‘불
안’, ‘정서조절’, ‘웰빙’’에 관한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
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G7에는 ‘psychological flexibility’, ‘coping strategy’, 
‘grief’, ‘suicide’, ‘sleep’, ‘insomnia’, ‘early maladaptive 
shema’, depression’, ‘dyfunctional belief’, ‘sensitivy’, 
‘perception’, ‘response’, ‘stress’, ‘dysregulation’ 키워드
가 포함되었다. 중앙에서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G1
을 제외한 모든 군집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심리적 
유연성과 대처전략’, ‘애도’, ‘자살’, ‘수면과 불면증’, ‘초기 
부적응적 도식과 역기능적 신념’, ‘우울’ ‘민감성’, ‘스트레
스 반응과 조절 곤란’에 관한 주제가 하나의 연구영역 안
에서 밀접하게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영역
의 주제와도 폭넓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G8에는 ‘ACT’, ‘acceptance’, ‘worry’, ‘experiential’, 
‘avoidance’, ‘attentional bias’, ‘program’, ‘application’
이 포함되었다. 전체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고, 
G9와 G7에 근접해 있으며 G1과 G2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수용’ 키워드가 링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경험 회피’, ‘특성’, ‘걱정’, ‘주의편향’ 키워드가 나
란히 연결되어 각 주제가 본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
였으며 수용전념치료(ACT)는 ‘적용’ 키워드만 연결된 것
으로 나타나 각 주제 간 응집력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G9는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상단에는 
‘self-compassion’, ‘paranoia’, ‘schema’, ‘self-concept’ 
‘shame’ 키워드가 밀집되어 있고, 하단에는 ‘adolescent’, 
‘binge eating’, ‘eating’, ‘affect’, ‘body’, ‘satisfaction’, 
‘bias’ 키워드가 서로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키워드는 
G1을 제외한 전체 군집과 가장 광범위하게 연결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편집증과 수치심, 도식, 자기
개념, 자기자비’와 ‘폭식 장애, 정서, 신체, 만족감, 편향’

에 대한 주제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내 인지행
동치료 연구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과 가장 폭넓게 연구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3 국외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
국외 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의 관계 패턴과 강

도를 시각화하여 지식구조를 도출한 결과는 Fig. 5와 같
다. 총 8개로 분리된 키워드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보다 의미 있게 군집화하기 위하여 군집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군집은 각 군집에 포함된 노드만 
가지고 다시 커뮤니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위의 결과로 국외 인지행동치료 연구 키
워드의 하위 군집(sub group; sub)은 총 41개의 영역으
로 구분되었다.

Fig. 5. Knowledge structure of CBT Research in 
Journ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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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5 (7 sub-group) Group 6 (8 sub-group)

Group 7 (4 sub-group) Group 8 (8 sub-group)

Fig. 6. Sub-group in knowledge structure 

위의 지적구조 세부내용을 모두 기술하는 것은 본 연
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연구문제에 맞게 국내연구에
서 도출된 주제나 영역을 중심으로 지적구조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이에 국내 연구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각 키워드가 국외 인지행동치료연
구의 지적구조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 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척도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G5의 sub 1에 해당하며 
위 군집에는 ‘scale’, ‘validation’, ‘psychometric 
property’, ‘evaluation’, ‘Beck’, ‘development’, 
‘questionnaire’, ‘characteristic’, ‘measure’, 
‘reliability’, ‘theory’, ‘population’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Beck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척도 개
발과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고, 특정 인구가 가진 
심리 측정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도 다수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G5는 전체 지적구조에서 좌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른쪽보다 노드 수가 
작고 서로 밀집해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G5에는 
‘unique’, ‘content’, ‘belief’, ‘thought’,‘ schema’, 
‘ideation’, ‘function’, ‘dysregulation’, ‘distraction’, 
‘dysphoria’ 키워드가 분포돼있어 주로 신념, 사고, 도식, 
주의 등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고, ‘substance’, ‘use’, ‘clinical’, 

‘panic disorder’, ‘phobia’, ‘bulima’ 키워드도 포함되
어 물질관련 장애, 공황장애, 신경성 폭식증 집단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G8의 sub 7에 해당하며 위 군
집에는 ‘symptomatology’, ‘perspective’, ‘comparison’, 
‘pain’, ‘procedure’, ‘self-injury’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
다. 그중에서 ‘symptomatology’ 키워드의 매개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군집은 증상학에 대한 연구영
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완벽주의가 증상학 영역 안
에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loneliness’, ‘time’, ‘psychological worry’, 
‘dimension’ 키워드를 통해 외로움, 걱정, 완벽주의의 다
차원성에 대한 주제가 서로 관련 있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속박감’은 분석에서 제외된 키워드로 지적
구조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개별문헌을 검토하여 ‘완벽
주의’보다 ‘우울’ 및 ‘자살사고’를 다룬 연구에서 종종 출
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연구는 G4의 sub 4에 해당하며 위 
군집에는 ‘abuse’, ‘victimization’, ‘psychopathology’, 
‘maltreatment’, ‘childhood’, ‘rejecton’, ‘episode’, 
‘internalizing’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조
현병 환자의 아동기 학대와 거부, 정신병리, 증상 삽화에 
대한 주제가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군집
에 ‘ADHD’ 키워드도 포함되어 있지만 ‘ADHD’에는 
‘association’, ‘inhibition’, ‘adulthood’ 키워드만 연결
돼 맥락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던 것 
이상의 심층적인 연구로 확장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G4는 전체 지적구조에서 오른쪽의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왼쪽 네트워크보다 노드가 많고 서로 밀집해 
있다. G4에는 sub 1에는 ‘ambiguity’, ‘attentional 
bias’, ‘social situation’, ‘negative affect’, ‘social 
anxiety’ 키워드가 포함되어 사회불안과 주의편향에 대
한 연구영역을 나타내고, sub 2에는 ‘symptom’, 
‘anxiety’, ‘depression’, ‘arousal’, ‘severity’, 
‘chronic’, ‘reappraisal’, ‘expectancy’, ‘sensitivity’, 
‘selective avoidance’, ‘catastrophe’, ‘vulnerability’ 
키워드가 포함되어 우울, 불안, 각성을 비롯한 증상의 정
도와 만성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평가, 기대, 민감성, 취약성, 선택적 회피, 재양화에 대
한 주제가 밀접하게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sub 3
에는 ‘college student’, ‘drinking motive’, ‘alcohol’, 
‘risk’, ‘latino’, ‘resilience’, ‘sexual problem’ 키워드
가 포함되어 대학생의 음주, 성문제, 탄력성 등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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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sub 5에는 
‘parenting’, ‘early’, ‘parent’, ‘style’, ‘stability’ 키워드
가 포함되어 초기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
으며 sub 6에는 ‘seasonal’, ‘reactivity’, ‘fear’ 키워드가 
포함되어 계절성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G3의 sub 2에 해당하며 위 군
집에는 ‘self-esteem’, ‘paranoia’, ‘variability’, 
‘predicts’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본 군집에서는 
‘self-esteem’의 매개 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을 예측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한 연구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집증에 대한 문헌은 많았지
만 ‘paranoia’가 ‘predicts’, ‘self-esteem’과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집증에 관한 연구가 다른 키
워드들과 산발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링크가 제거되
었다고 유추된다.

사고 반추에 대한 연구는 G8의 sub 5에 해당하며 
‘suppression’, ‘depression’, ‘trauma’, ‘mindfulness’, 
‘perceived sad’, ‘recall’ 키워드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
나 반추와 우울, 슬픔, 외상, 마음 챙김에 관한 주제가 밀
접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에 대한 연
구는 G8의 sub 8에 해당하며 ‘PTSD’, ‘distress’, 
‘veteran’, ‘spouse’, ‘attachment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
나 분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참전 군인, 배우자, 애
착에 대한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는 G3의 sub 5에 해당
하며 ‘borderline personality’, ‘autobiographical’, 
‘memory’ 키워드 순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경계선 
성격과 자전적 기억에 대한 주제가 밀접하게 연구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분법
적 사고와도 밀접하게 연구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다.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emotion’과 ‘regulation’이 
모두 연결된 키워드로 살펴보았는데 ‘difficulty’와 
‘transdiagnostic’ 키워드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초진
단적 접근과 정서조절에 대한 주제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7의 sub 1에는 ‘transdiagnostic’, 
‘regulation’, difficulty’ 외에도 ‘memory’, ‘process’, 
‘information’이 포함되어 조절곤란과 초진단적 접근이 
기억과 정보처리 관련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에 대한 연구는 G6의 sub 3
에 해당하며 위 군집에는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ysfunctional attitude’, ‘illness’, ‘comorbidity’, 
‘mechanism’, ‘outcome’, ‘metacognition’, ‘empirical’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공존이환, 기제, 경험적 
결과를 비롯한 의료적 관점으로 우울장애와 양극성 및 관련 
장애를 탐구한 연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6의 
sub 1에는 ‘BDI’, ‘issue’, ‘use’, ‘paradigm’ 키워드가 포함되
어 Beck 우울척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문헌들이 있음
을 알 수 있고, sub 2에는 ‘stroop’, ‘task’, ‘district’ 키
워드가 포함되어 STROOP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문헌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ub 4에는 ‘compulsion’, 
‘obsession’, hoarding’, ‘family’, ‘insight’ 키워드가 포
함되어 강박장애와 저장증, 병식, 가족에 대한 주제가 밀
접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sub 5에는 
‘sociotropy’, ‘autonomy’, ‘life’, ‘pattern’ 키워드가 포
함되어 자율성과 사회적 의존성 및 삶의 패턴의 주제가 
밀접하게 연구되었고, sub 6에는 ‘uncertainty’, 
‘tolerance’, ‘psychological flexibility’ 키워드가 포함
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심리적 유연성이 밀접하
게 연구되었으며 sub 8에는 ‘aerobic’, ‘fibromyalgia’, 
‘helplessness’ 키워드가 포함되어 섬유근육통, 무력감, 
유산소 운동이 밀접하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각 주제들은 G6-sub 3을 중심으로 모든 그룹 간에 
링크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우울 및 양극성 장애와 관
련된 키워드 간의 주제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면과 불면증에 대한 연구는 ‘sleep’과 ‘insomnia’에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sleep’에는 
‘pain’, ‘questionnaire’, ‘validation’, ‘disturbance’, 
‘catastrophe’ 키워드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고, 
‘insomnia’에는 자신보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understanding’, ‘utility’, ‘catastrophe’, ‘theory’, 
‘activity’ 키워드들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수면과 관련
된 척도 및 수면과 인지적요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
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G3의 sub 3에 해당하며 위 
군집에는 ‘reaction’, ‘achievement’, ‘interpersonal’, 
‘daily’, ‘stress’, ‘competence’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일상적 스트레스와 반응, 성취, 유능감에 대
한 주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
처전략에 대한 연구는 G7의 sub 2에 해당하며 위 군집
에는 ‘maladaptation’, ‘coping strategy’, ‘skill’, 
‘training’이 포함되어 대처전략 혹은 기술의 훈련과 부적
응에 대한 주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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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하여 국내 인지행동
치료 분야에 축적된 지식의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국외 
연구의 지식구조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
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는 사회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폭식 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편집증, 불면증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 장애 군에서 보이는 인지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척도를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구조를 검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특히, 매
개효과를 통하여 중재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마음 챙김’, ‘반추’, ‘이분법
적 사고’, ‘외상 후 성장’, ‘스트레스’, ‘정서조절’, ‘초기부
적응 도식’, ‘대인관계문제’, ‘자기 자비’, ‘자기 초점 주의’, 
‘해석편향’, ‘비합리적 신념’, ‘해리’, ‘체험회피’, ‘상위인지’, 
‘삶의 질’, ‘사회인지’, ‘대처유연성’, ‘자기비난’, ‘내면화된 
수치심’, ‘탈 중심화’,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 ‘자살
사고’, ‘자기상’, ‘귀인양식’, ‘의미부여’, ‘탄력성’, ‘자의식’, 
‘외로움’, ‘자존감’, ‘효능감’, ‘심리도식’ 을 비롯한 심리적 
변수들이 주로 다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을 중재하는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대표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안에는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치료, 자기
치료, 수용전념치료, 마음챙김, 문제해결치료, 행동 활성
화 치료, 다중체계치료, 명상, 이미지 재구성 치료, 지속
노출치료, 외상초점 인지행동치료, 애도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다양한 접근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를 살펴본 
결과, ‘척도 타당화’, ‘완벽주의와 속박감’, ‘조현병 환자의 
인지, 정서, 관계적 특성’,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우울/
양극성 장애 환자의 인지적 특성과 치료’, ‘적응과 심리적 
건강’,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인지적 특성과 치료’, ‘우울
의 원인과 공존이환’, ‘수용전념치료’, ‘폭식 장애 환자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9가지 연구영역이 범주화되었다. 개
별 문헌을 검토하고, 키워드 간 연결 관계를 조사함으로
써 각 주제가 얼마나 밀도 있게 연구되어 왔는지 살펴본 
결과, 척도 타당화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완벽주의와 속박감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들과 함께 
연구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변수가 
인지행동치료 지식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현병, 경계선 성격장애, 우울/양극성 
장애, 사회불안장애, 폭식 장애,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연
구영역에 포함된 연구주제들은 다른 군집의 키워드들과 
함께 많이 연구되고 있었지만, 분리된 영역을 가진 수용
전념치료 연구영역은 수용전념치료 이론에 근거한 변수
들이 다른 군집의 주제와 일부 연결된 수준에 머물러 축
적된 지식이 임상연구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국내 인지행동치료 연구의 지식구조와 국외 연
구의 지식구조를 및 개별적으로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타당화 연구의 경우, 외국에서는 척도
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도구를 
보완하고 모수불변성을 재검증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것
을 볼 수 있었으며[28,29], 더 나아가 개별적인 중재기법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30]. 그리고 완벽주의에 관한 외국 인지행
동치료 연구에서는 우울, 사회불안, 섭식장애, 자살위험, 
강박증과 완벽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었고,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완벽주의를 이해하고자 시도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31-33]. 사고 반추에 대한 국
내연구는 주로 Clark과 Wells가 제안한 사회불안장애 
인지모형과 사전-사후 사고 반추 개념을 바탕으로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해왔으며 점차 분노반추, 
정서반추와 같이 다양한 반추의 개념들을 탐구한 연구 
문헌의 수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외국에서
는 우울반추와 외상반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34,35]. 자기 초점주의와 자의식, 자
기개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꾸준히 연구돼왔지만 그 
중에서도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는 자의식에 대한 연구
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자의식은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으로 구분되며 공적 자의식은 주로 대인관계와 사
회불안과 함께 연구되었고, 사적 자의식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해당하는 자기자비나 자기개념과 함께 연구되었
는데[36,37], 국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강박증, 불안장
애, 조현병의 증상과 자기 초점주의와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38-41]. 그리고 불면증
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체문헌 수와 국외 연구를 비교해
봤을 때 극히 드물게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불면증을 설명하기 위한 인
지모델을 탐구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살사고와 관련된 국내 인지행동 연구에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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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초점 양식, 역기능적 신념, 우울취약성과 심리도식 
등의 개인 내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
이 진행되었으며 국외 연구에서도 자살사고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들을 탐구한 연구들이 있는 것
을 확인하여 국내연구와 비슷한 흐름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외상 후 성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과 부정적 인지, 정서조절 곤란, 역기능적 사
고, 자기 낙인, 경험 회피, 대처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외 인지행동치료 분야에
서는 외상 후 증상과 외상적 사건에 대한 인지반응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척도개발, 회복을 위한 정서적 
변화 과정에 대한 실험실 연구, 중재기법 개발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폭넓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30,42]. 유연성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는 대처 유연성, 인지 유연성, 심리적 유연성과 같은 용어
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가 이혼, 사별, 외상경험
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다[43-45]. 한편, 설
명적 유연성(Explanatory Flexibility)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설명적 유연성이란 스트레
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상황적 요소를 고
려하여 사건을 융통성 있게 설명하는 능력을 말하며 설
명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에의 취약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46].

본 연구는 특정 중재기법이나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행된 인지행동치료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
본 연구가 전무한 현 실정에서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유래된 이론적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인지
행동치료 연구동향을 최초로 탐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더 나아가 외국 학술지와 비교하여 국내 연구의 
상대적인 발전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
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CBT에 전문화된 학술지를 연구대상
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의 이론과 실제가 
다른 학문분야에서 어떻게 응용, 변형, 확장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외 연구의 규모를 고
려한다면 더 많은 연구문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저자 간 인용분석이나 서
지결합분석과 같은 다른 계량서지학적 기법을 고려하거
나 세부 내용의 빈도를 계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관련 
문헌을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구조를 보완
한다면 인지행동치료 분야에 축적된 지식을 보다 타당하

게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47-49].
둘째, 본 연구는 주요 연구주제 간 패턴을 분석하는 데

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세부적인 연구대상이나 내용, 사용
된 방법론이나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문헌의 본
문을 검토하여 연구 패러다임이나 치료이론과 인지모형
의 발전과정을 탐구하고,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연구의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사용되어온 
방법이나 모형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행동치료 
분야의 지식은 인지적 변수 측정, 이론검증을 통한 정신 
병리와 인지 간 관계에 대한 이해 확장, 임상에의 적용에 
초점을 둔 응용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임상
가의 치료적 기술 활용 능력과 유능감, 전문가 발달과 교
육 및 슈퍼비전, 윤리적 문제, 중재 기법에 대한 효과성/
타당성/안정성 검토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나 전달방법
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치료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하며 전문가로 인증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윤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관행을 제고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수용전념치료를 제외하고, 
임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초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지식
이 사례연구에 반영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지식구조의 특성이 기초연구와 임상적 연구를 분리하기 
어려운 인지행동치료 분야의 연구관행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향후 연구에서 결과를 논의할 때에는 임상
적 시사점과 학술적인 시사점을 분리하여 고찰함으로써 
현장에서 해당 지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안하
는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겠다. 이러한 연구자의 노
력은 인지행동치료학이 갖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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