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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K-WAIS-IV)으로 살펴본
병무용 진단서 대상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특성 : 후향적 연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영 ．박은희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on Military Service
and Conscription Issues Using K-WAIS-IV : A Retrospective Study
Jiyoung Kim, MA and Eunhee Park,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Hallym Sacred Heart Hospital,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gnitive performa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in military service/conscription personnel who visited the psychiatric clinic for a medical
certificate to consider the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unique compulsory military system.
We used the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 as the test for verifying the suitable level of cognitive functioning for military service and as the embedded measure with reflecting suboptimal effort.
Methods : The study was conducted on 56 (28 males, age 19–34) in/out-patients admitted to the psychiatry department and diagnosed with MDD (DSM-IV). All participants completed a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MINI-Plus), as well as self-report questionnaires related to demographics and severity of clinical
symptoms. K-WAIS-IV was administered to each subject to assess cognitive characteristics.
Results : Military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rocessing speed index (PSI) score including subtests of symbol search (SS) and coding (CD) scor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o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ull Scale IQ (FSIQ), Verbal Comprehension Index (VCI), Perceptual Reasoning
Index (PRI), Working Memory Index (WMI) scores including sub-tests comprised of the above indices,
and Reliable Digit Span (RDS), Enhanced-RDS-Revised (E-RDS-R) between the study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 This study was the first effort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ilitary group with
MDD an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PSI and processing speed of K-WAIS-IV as an embedded performance index to test sub-optimal effort or low motivation beyond the purpose of testing cognitive deficits.
(Anxiety and Mood 2020;16(1):32-40)
KEY WORDS : Military examination·Depression·K-WAIS-IV·Cognitive functioning·Faking bad·
Performance validity.

서

론

변화에 따라 군 복무의 기간이 축소되고 군대 내 문화 또한
상당 부분 유연하게 변화된 면이 있지만, 여전히 군 내부는

우리나라는 일정한 연령이 된 성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상대적으로 외부에 비해 위계적이며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이다. 시대의

특수한 문화로 군 복무 기간 중 가중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고 적응할 것이 요구된다. 병사들의 부적응은 군대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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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나 개인의 적응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결속력 약화
나 군 기강 해이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국내에서는 군 입대를 하는 신임 병사들의 부적응을 예측
하기 위한 시도로 징병 단계 1차에서 복무 적합도 검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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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등

에서 징병 전담의의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심리검사, 3차에서

을 살펴보면 주로 기억의 결함(memory impairment)을 가장

의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하고자 저조한 숫자 소검사 환산점수나 숫자 폭(span) 점수

다(국방부령 제968호, 2018. 9. 17., 일부 개정). 군 인사법 심

를 보이는 수행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으며, 이들은 대

사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

개 뇌 손상에 기반 한 여러 뇌 기능 장애들(e.g., 경도 뇌 손

합하지 아니한 사람’,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상, 뇌염, 외과적 수술 등)을 가장하는 면이 강했다.10-14 추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

적으로, 숫자 소검사를 활용한 지수 중 ‘신뢰로운 숫자외우기

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군 본부 전역 심사위원회에

(Reliable Digit Span, RDS)’와 ‘강화된 RDS 수정판(En-

회부 하여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

hanced-RDS-Revised, E-RDS-R)’은 또한 자주 활용되는

2

하게 된다. 매년 상당수의 징병 대상 청년들이 정신과적 문제

지수로 증상의 위장이나 가장에 대한 높은 변별력을 보인다

를 겪고 있으며,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병무용

고 확인되었다.15 WAIS의 작업기억 지수도 상기의 숫자 소검

진단서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고 있다. 최근 한

사들을 포함하며 역시 검사 수행의 유효성을 식별하는 것으

연구 보고에 의하면, 실제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위해 국내

로 잘 알려져 왔다.16-18 다만, 군 복무 대상자들에게 시행된 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대상자 중 주 진단이 단극성 우울

외의 연구들은 뇌 손상에 대한 후유 감정 평가인 경우가 많

장애인 사람이 36.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아 주로 연구 주제가 금전적인 보상 등의 이차적 이득을 가지

다음으로 불안장애 관련 진단이 21.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고 뇌 손상을 가장하는 경우를 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

차지하고 있다.3 국방부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전체 군 부대에

수였다. 국내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위해 정신건강의

서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학과를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뇌 손상을 가장하는 경우는 드

4

보고 되었다.

물지만, 해외 사례와 같이 불편을 강하게 호소하고 비 일관적

군 복무 적합 여부 판정에 있어 병사들의 정신병리에 대한

인 평가 단서들이 관찰되는 등19,20 병역 면제라는 ‘이차적 이

진단과 감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한 목적은 정신과

득’의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가장

적 문제로 인해 병역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을지를 파악

하고 과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21,22 이에 이전 연구들에

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역 판정 및 처분을 위해 군

서 알려진 부정적 허위 반응 지수들을 국내의 병무용 진단서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정이 중요함에

발부 대상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 것

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장면에서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은 국내의 군 복무 적합 여부 판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군 입대

각된다. 국내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위한 심리 평가에 포함되

징병 검사에서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위장하려

는 인지 검사의 주요 목적은 1)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병역의

는 시도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병무용 진단

의무를 수행할만한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2) ‘인지

서 발급 대상자라는 특수한 임상적 집단 특성에 맞는 평가가

수행이 최선의 노력의 결과인지, 즉 병역 면제를 위한 의도로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재까지 해당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살

실제보다 낮은 수행을 보이지는 않았는가’이다. 실제 군복무

펴본 체계적인 연구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적합성 판정 목적의 종합심리평가에서는 부정적인 허위 반응

해외에서는 군 복무 대상자들의 정신감정과 진단, 질병의

을 탐지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진 숫자 소검사가 포함된 한

가장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4판(Korean Wechsler Adult

왔다. 흔히, 정신장애에 대한 과장이나 위장, 혹은 사병(ma-

Intelligence Scale-IV, K-WAIS-IV)23이 대부분 실시되고 있

lingering)을 판별하기 위해 신경심리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

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정신과적 증상에 의한 인지 저하 여부

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검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

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국내 징병제도 실정에 맞추어 인지 능

는 경우 검사 결과에서 통계적인 기대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행의 동기나 의도 요인에 대한 추

5,6

획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가적인 탐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정신과적 문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제로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받는 대상자들을 보다 정확하게

WAIS)는 이차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감별하는데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도 기여할

7-9

유용한 배터리 검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이중 특히 숫자 소검사가 부정적인 허위 반응(faking bad)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 알려져 왔다. 군 장면의 사

남성 집단은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장애를

병을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WAIS를 시행한 선행 연구들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3,4 군 복무의 적합성 및 적응 능력을

Anxiety and Mood █ Volume 16, No 1 █ April, 202033

웩슬러 지능검사로 살펴본 병무용 진단서 대상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특성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n=1)가 뒤를 이었다. 최종적으로 56명(병무

임상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K-WAIS-IV를 사

용 진단군=28, 통제군=28)의 환자가 피험자로 선별되었다. 이

용하여 병무용 진단서 대상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인지 특

들의 평균 연령은 21.76세, 평균 교육연수는 13.22년이었다. 본

성을 조사하면서 부정적인 허위 반응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연구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번

지표들에서의 수행 패턴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부정적 허위

호 2015-I097)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다.

반응 탐지에 유용한 다른 지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측정 도구

같다 : 가설 1. 숫자외우기 원점수, 숫자 폭 점수, RDS, ERDS-R에서 병무용 진단군과 통제군 간 유의한 수행 차이가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있을 것이다 ; 가설 2, 작업기억 지수에서 병무용 진단군과

(MINI-Plus)

통제군 간 유의한 수행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울장애를 비롯하여 축 1 장애의 다른 공병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MINI-Plus를 사용하였다. MINI-Plus는 정신장

대상 및 방법

애 진단 기준인 DSM-IV와 ICD-10의 주요 제 1축 정신장애
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된 면담지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Yoo 등28이 한국어 척도로 번안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2월~2018년 07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대
학병원에 내원한 만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외래 및 입원 주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Korean-Wechsler

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의 경우 병무용 진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

단서 발부를 위해 군 복무 중 혹은 징병 단계에서 진료를 보

피험자들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웩슬러

게 된 환자들로 한정하였고, 병무용 진단군의 구성은 다음과

성인용 지능검사 4판(K-WAIS-IV)을 사용하였다. K-WAIS-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 1) 징병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권고

IV는 미국의 WAIS 개정 4판(Wechsler Adult Intelligence-

받고 처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방문하여 심리검사를 받는

IV, WAIS-IV)의 한국판으로 Hwang 등23에 의해 표준화되었

자, 2)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자로 병무용 진단

다. K-WAIS-IV의 실시 연령은 16세 0개월~69세 11개월까지

서를 제출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는 자, 3) 신병훈련 혹은 소

이며, 공통성(Similarities, SI), 어휘(Vocabulary, VC), 상식

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해 정신건강

(Information, IN), 토막짜기(Block Design, BD), 행렬추론

의학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자.

(Matrix Reasoning, MR), 퍼즐(Visual Puzzle, VP), 숫자

통제군은 동일 연령대의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여성
24

(Digit Span, DS), 산수(Arithmetic, AR), 동형찾기(Symbol

환자들로 선정 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정신건강의

Search, SS), 기호쓰기(Coding, CD)의 10개 핵심 소검사와

학과 전문의와의 의학적 면담과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이해(Comprehension, CO), 무게비교(Figure Weight, FW),

제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빠진곳 찾기(Picture Completion, PC), 순서화(Letter-Num-

orders-IV, DSM-IV)25 진단 기준에 의거한 구조화된 면담지

ber Sequencing, LN), 지우기(Cancellation, CA)의 5개 보충

인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소검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핵심 소검사와 전

26

(MINI-Plus) 중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만족시키며 한국판

체 지능 지수(Full Scale IQ, FSIQ), 언어이해 지수(Verbal

해밀턴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Hamilton Depression

Comprehension Index, VCI), 지각추론 지수(Perceptual

Rating Scale, K-HDRS)27를 기준으로 8점 이상인 우울장애

Reasoning Index, PRI), 작업기억 지수(Working Memory

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선택

Index, WMI), 처리속도 지수(Processing Speed Index, PSI)

된 환자의 의무기록과 K-WAIS-IV 수행 자료를 후향적으로

를 활용하였다.

검토하였다. 정신증적 증상이 동반되는 우울장애 및 양극성

추가적으로, 숫자 소검사의 환산점수[숫자 바로 따라하기

우울장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n=5), 지적

(Digit Spoan Forward, DSF),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Digit

장애와 자폐증 등의 아동기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

Span Backward, DSB), 순서대로 따라하기(Digit Span Se-

에서 제외하였다(n=14). 선정된 연구 대상자들 중 불안장애

quencing, DSS)]를 집단 간 비교하였으며, 정답을 맞힌 문항

공병율이 가장 높았고(n=19), 그 외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의 숫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숫자 폭 점수 또한 분석

애(n=2)와 섭식 장애(n=2), 신체화 장애(n=1), 수면장애(n=1),

에 활용하였다[최장 숫자 바로 따라하기(Longest Digit Spa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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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LDSF), 최장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Longest Digit

해석하고, 0.06일 경우 효과 크기가 중간, 0.14 이상이면 효과

Span Backward, LDSB), 최장 숫자 순서대로 따라하기(Lon-

크기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gest Digit Span Sequencing, LDSS)].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RDS(LDSF와 LDSB의 합)와 E-RDS-R(LDSB와 LDSS
의 합) 지수 점수의 경우 숫자 소검사의 각 값을 합산하여 점

결

과

수를 산출하였다. E-RDS-R의 경우 합이 10점 미만일 경우
에는 정확 분류율 85.4%, 민감도 45.5%, 특이도 88.7%에 해
당하여 증상의 위장이나 가장에 대한 높은 변별력을 보인다
15

인구통계학적/임상적 특성
연구에 포함된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고 알려진다.

에 방문한 주요우울장애 집단 28명과 여성 주요우울장애 집

한국판 해밀턴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Hamilton

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두 집단 사이에 나이, 교육수준,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

직업 유무, 결혼 유무, 약물 복용 유무, 가족력 유무의 차이는

단 28명의 인구통계학 및 임상적 변인에서의 차이를 확인하

해밀턴 우울 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임상적 변인에서도 우울의

HDRS)는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반 구조화된 임상

수준, 상태 및 특성 불안의 수준, 유병 기간(일), 삽화 수에서

가 평정 도구로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시사되지 않았다. Ta-

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 범위는

ble 1에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0점에서 52점까지이다. 0~7점은 정상 범위에 해당하여 우울
증 관해 상태로 분류하고, 8점 이상은 우울증 상태에 해당한
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어판
29

K-HDRS를 사용 하였다.

집단 간 K-WAIS-IV 지수점수 및 소검사 환산점수 비교
병무용 진단군과 통제군의 K-WAIS-IV 지수 점수 및 소검
사 환산 점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두 집단 간 K-WAIS-IV의 각 4개 지수 영역에 걸친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 척도(Korean Version State-Trait

수행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지

Anxiety Inventory for Adults, STAI-KYZ)

수 간 유의한 차이가 시사되었다[λ=0.805, F(4,51)=3.080,

Spielberger 등30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 임상적으로 불안한

p＜0.05]. 사후 비교를 위한 후속의 단변량 F 검정에서, 병무

집단을 변별 하는데 유용하며, 국내에서 한국어판 척도로 표

용 진단군은 처리속도 지수에서 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

31

준화 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각 20개

은 수행을 보여주었다[F(4,51)=7.158, p＜0.01]. 집단 간 전체

문항씩 두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총점은

지능 지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

각 80점이다. 특성 불안 검사와 상태 불안 검사의 신뢰도를

하였으며, 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시사되지 않

구하기 위해 대학생 집단(n=1,781명)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았다[F(1,54)=0.292, ns]. 개별 지수 점수와 전체 지능 지수에

계수(Cronbach alpha)를 산출했을 때 각각 0.89와 0.93이었

대한 집단 간 차이는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다. 두 척도는 또한 기존의 다른 불안 척도들과 0.48~0.50의

10개 소검사 수준에서 병무용 진단군과 통제군 간 지능 영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며 양호한 공존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역에 걸친 수행 패턴을 비교하기 위한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소검사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시사

자료 분석

되었다[λ=0.646, F(10,45)=2.465, p＜0.05]. 사후 비교를 위한

병무용 진단군과 통제군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를
2

2

후속의 단변량 F 검정에서, 병무용 진단군은 통제군에 비해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test와 χ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χ 검

동형찾기(SS), 기호쓰기(CD) 소검사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증에서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어 Fisher의 정확

수행을 보여주었으며[F(10,45)=6.915, p＜0.05, F(10,45)=4.145,

검정(Fisher’s exact test) 값을 기재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간

p＜0.05], 그 외 소검사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

K-WAIS-IV의 각 지수별 조합 점수 및 소검사 환산점수의

았다. 소검사 환산점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후속 단변량 분

평균 점수 차를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산분석 결과는 Table 2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집단 간 지능 검사 점수 차이의 영향력
2

추가적으로 집단 별로 처리속도 지수 및 이를 구성하는 소

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고자 효과 크기 추정치로 부분 η 값

검사 환산 점수의 구간 별 사례 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여

을 산출하였다. η2 값은 0.01 이하일 경우 효과 크기가 작다고

Table 3에 제시하였다. 동형찾기(SS) 소검사에서 ‘극도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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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점수를 받은 비율이 병무용 진단군의 경우 통제군에

확인되었다(병무용 진단군 10명, 35.7% ; 통제군 5명, 17.9%).

비해 5배가 높게 나타났으며(병무용 진단군 10명, 35.7% ; 통

처리속도 지수에서도 병무용 진단군이 통제군에 비해 ‘극도

제군 2명, 7.1%), 기호쓰기(CD) 소검사에서는 2배 높은 것으로

로 낮음’ 수준의 지수 점수를 받은 비율이 3배로 높은 빈도를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Military group (n=28)

Control group (n=28)

M (SD)

M (SD)

Age (year)*

20.96 (1.710)

22.61 (4.557)

-1.886

Education (year)*

12.89 (1.343)

13.54 (1.527)

-1.693

K-HDRS

21.21 (6.773)

21.54 (4.765)

-0.859

STAI-T*

65.71 (9.752)

62.43 (10.454)

1.202

STAI-S*

66.54 (7.974)

64.50 (8.431)

0.853

262.54 (271.143)

209.25 (214.770)

0.697

2.07 (0.842)

1.61 (0.737)

2.200

17.07 (4.787)

18.86 (5.899)

-1.228

Duration (day)*
Number of episodes*
Onset age*

χ2

t

4.082

Career (%)

†

Employment
Unemployment
Marriage (%)

1 (3.6)

6 (21.4)

27 (96.4)

22 (78.6)

28 (100)

26 (92.9)

2.074

†

Never married
Married
Medication (%)

0

2 (7.1)
1.762

†

Medicated
Non-medicated
Family history of MDD (%)

10 (35.7)

13 (46.4)

13 (46.4)

10 (35.7)
1.845

†

Existence
Non-existence

9 (32.1)

14 (50)

19 (67.9)

14 (50)

* : M (SD), † : frequency (percent). K-HDRS : 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STAI-T :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STAI-S :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Table 2. The comparisons of K-WAIS-IV FSIQ, index scores and subtest scores between study and control groups
Tests

Military group (n=28)

Control group (n=28)

M

M

SD

SD

F

η2

SI

9.07

2.508

9.82

2.127

1.457

0.026

VC

8.57

2.300

9.64

2.765

2.485

0.044

IN
VCI

9.54

2.396

8.93

2.035

1.044

0.019

95.25

10.226

97.50

10.963

0.631

0.012

BD

9.57

3.415

8.50

3.459

0.249

0.025

MR

9.54

1.598

9.61

2.910

0.910

0.000

VP

9.50

2.219

8.89

2.572

0.349

0.016

PRI

97.64

11.448

94.43

16.645

0.709

0.013

DS

8.11

3.715

8.07

2.276

0.002

0.000

AR
WMI
SS

9.54

2.795

8.79

2.409

1.157

0.021

94.21

15.887

92.14

11.632

0.310

0.006

7.32

3.175

9.29

2.355

6.915

0.114*

CD

6.57

2.395

7.96

2.715

4.145

0.071*

PSI

85.75

12.799

94.46

11.542

7.158

0.117**

FSIQ

90.64

9.859

92.29

12.701

0.292

0.005

* : p＜0.05, ** : p＜0.01. VCI : Verbal Comprehension Index, PRI : Perceptual Reasoning Index, WMI : Working Memory Index, PSI :
Processing Speed Index, FSIQ : Full Scale IQ, SI : Similarities, VC : Vocabulary, IN : Information, BD : Block Design, MR : Matrix Reasoning, VP : Visual Puzzles, DS : Digit Span, AR : Arithmetic, SS : Symbol Search, CD :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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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병무용 진단군 3명, 10.7% ; 통제군 1명, 3.6%).

용한 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전 해외 연구들에서 부
정적인 허위 반응 탐지에 유용하다고 밝혀진 숫자외우기 원

집단 간 숫자 소검사 및 관련 지수 점수 비교

점수, 숫자 폭 점수, RDS, E-RDS-R과 작업 기억 지수에서는

병무용 진단군과 통제군의 숫자 소검사의 원점수와 숫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 타당도의

폭 점수, RDS 및 E-RDS-R 지수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탐지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던 다른 대안적인 수행 지표들

전체 변수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병무용 진단군은 통제군

시사되지 않았으며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4에

에 비해 처리속도 지수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고, 처

제시하였다.

Table 3. Frequency analysis regarding to patients’ PSI and PSI
subtests performance level

고

찰

Military group

Control group

(n=28)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KWAIS-IV를 사용하여 병무용 진단서 대상 주요우울장애 환
자들의 인지 특성을 조사하고 부정적인 허위 반응 탐지에 유
100.00

97.5

Index scaled scores

98.00

97.64
94.21

92.29

95.25

90.00

94.46

94.43

92.00

92.14

90.64

88.00
86.00
Study

82.00

Control

80.00

FSIQ

VCI

M

%

10

35.7

2

7.1

5

35.7

5

17.9

Average

11

25.0

19

67.9

Superior

1

3.6

2

7.1

Extremely low

10

35.7

5

17.9

Low

10

35.7

7

25.0

Average

7

25.0

14

50.0

Superior

1

3.6

2

7.1
3.6

SS
Extremely low
Low

PSI

85.75

84.00

%

CD

96.00
94.00

(n=28)

M

PRI

WMI

PSI

Figure 1. K-WAIS-IV Index score profiles of military and study
groups.

Extremely low

3

10.7

1

Low

7

25.0

1

3.6

Average

8

28.6

8

28.6

Superior

9

32.1

14

50

SS : Symbol Search, CD : Coding, PSI : Processing Speed Index

11.00

10.00

9.82

9.64

9.61

9.54
9.57

Subtest scaled scores

9.00
9.07

9.54

9.54

8.50

8.57

8.79

8.89

8.93

9.29

9.50

8.11

8.00

7.96

8.07

7.32

7.00

6.57
6.00
Study
Control
5.00

SI

VC

IN

BD

MR

VP

DS

AR

SS

CD

Figure 2. K-WAIS-IV subtest scaled score profiles of military and stud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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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arisons of DSF, LDSF, RDS and E-RDS-R scores
between military and control groups
Tests

Military group (n=28) Control group (n=28)

t

기 때문에 처리속도에서의 수행 차이가 아마도 두 집단 간 성
차 이외의 다른 요인인 평가 목적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M

SD

M

SD

DSF

11.29

2.896

11.52

1.917

-0.327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처리속도 지수는 지각 추론 지

DSB

9.33

3.074

9.68

2.376

-0.443

수를 중재하는 변인이며 지수 간 공유하는 변량이 7~80% 정

DSS

8.29

2.032

7.96

1.968

0.580

LDSF

7.21

1.444

7.48

1.159

-0.728

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본 연구 결과, 병무용 진단

LDSB

5.04

1.732

5.36

1.551

-0.678

LDSS

5.67

1.204

5.32

0.900

1.145

RDS

12.25

2.817

12.84

2.075

-0.837

르게 지각추론 지수를 구성하는 소검사들 중 시공간 능력을

E-RDS-R

10.72

2.422

10.68

2.076

0.044

주로 측정하는 두 소검사들인 토막짜기(BD)와 퍼즐(VP)에서

DSF : Digit Span Forward, DSB : Digit Span Backward, DSS :
Digit Span Sequencing, LDSF : Longest Digit Span Forward,
LDSB : Longest Digit Span Backward, LDSS : Longest Digit Span
Sequencing, RDS : Reliable Digit Span, E-RDS-R : Enhanced Reliable Digit Span Revised

평균 수준으로 양호한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다. 병무용 진단

군이 통제군에 비해 처리속도 지수를 구성하는 소검사들에서
경계선~극도로 낮은 수준의 수행을 보였음에도 예상과는 다

군이 통제군에 비해 매우 느린 처리속도를 보였기 때문에 처
리속도의 중재를 받는 지각추론 지수의 수행도 병무용 진단
군이 보여준 결과보다는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리속도 지수를 구성하는 동형찾기와 기호쓰기 소검사 수행에

그렇지 못했다. 지각추론 능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세하다

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K-WAIS-IV

고 보고되는 성차 효과를 감안하고도,45,46 병무용 진단군에서

실시를 통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인지 특성을 확인하는

의 평균 이상의 양호한 지각추론 수행은 예상에서 벗어난다

것을 넘어 특정 수행 지표들의 경우 인지 수행의 타당도를 탐

고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지각추론 지수를 구성하는 토막 짜

지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병무용 진단

기(BD)와 퍼즐(VP) 소검사는 처리속도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서 환자들에서 이와 같은 인지 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

정신적 회전이나 사고의 조작과 같은 복잡한 인지적 요소들

한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역 판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

을 많이 요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47 처리속도 지수를 구성

라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

하는 소검사들보다 수행을 일관되게 가장하기가 어려운 특성

이므로 주요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을 가지고 있다. 병무용 진단군의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본 연구에서 병무용 진단군은 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느

때, 본 연구에서 지각추론 지수에 미친 처리속도의 영향력은

린 처리속도를 보였는데, 이에 더하여 병무용 진단군은 통제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군에 비해 처리속도 소검사들에서 극도로 낮음 수준의 수행

속도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진 지각추론 및 처리

을 보인 비율이 2~5배 수준으로 높았다. K-WAIS-IV에서 정

속도 지수를 구성하는 소검사들 간 수행의 일관성이 부족한

보 처리 속도를 반영하는 처리속도 지수는 단순히 시지각적

결과는 병무용 진단군의 전체 수행 패턴을 고려할 때, 검사

인 속도나 시각 정보에 대한 변별, 주의 집중력만을 반영하는

수행 결과가 군입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심리

것이 아니라 검사 수행에 대한 동기 및 의욕을 반영하는 잠

적 불편감, 낮은 의욕, 동기에 따른 최소한의 노력과 관련되어

입 수행 타당도 지수로서[embedded performance validity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병무

index,33 Embedded validity indicators(EVIs)34,35] 노력을 덜

용 진단군이 아닌 동일 연령대의 남성 우울증 집단과의 비교

기울이는(suboptimal effort) 피검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를 통해 확증할 필요가 있겠다.

36-38

수 있는 기능적 소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질병을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병무용 진단군

가장하여 지능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집단에서 처리

과 동일 성별의 통제 집단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속도 지수가 유의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었

있다. 이는 본 연구가 후향적 연구였고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으며, 특히 처리속도의 경우 EVIs로서 부정적 허위 반응에

장면을 방문하는 20~30대 젊은 남성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대한 민감도가 높은 비용대비 효과적인 타당도 척도라고 평

병무용 진단서 발부를 위한 평가 목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가하고 있다.39,40 처리속도에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그리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고,41,42 최근 주요우울장애 집단을 대

고 임상적 변인들에서 차이가 없었고 이전에 처리속도에서의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K-WAIS-IV 처리속도 수행에서 성차

성차 효과도 보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23,41,42 처리속도 수

는 보고되지 않았다.43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다른 인구통계학

행이 병무용 진단군에서 수행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하나의

적 그리고 임상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대안적 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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