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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자살률은 1998년 한 해 10만명 당 21.7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만명 당 24.6명에 육박하였으며, 우

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자

살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에 자살의 

위험 요인을 밝힘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개입하

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잠재적인 요인들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

소 상이하겠지만 정신병리는 자살과 관련된 가장 일관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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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cide attempt using MMPI-2-RF. 

Methods：Subjects were 107 MDD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of hallym univer-
sity hospital and met the DSM-IV diagnostic criteria of MDD by the korean version of MINI-Plus 5.0.0.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suicidal attempters (n=43) and non-suicidal attempters (n=64) using C-SSRS. The 
one-way ANOVA was used to compare MMPI-2-RF scale scores between two groups. Additionally, ANCOVA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 and comorbidity as covariate.

Results：Our results showed that Suicide/Death Ideation (SUI), Inefficacy (NFC) and Interpersonal Passivity 
(IPP) sc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DD patients with suicidal attempt compared to MDD patients 
without suicidal attempt (p<0.05).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 and comor-
bidity, SUI scale showed a significant tendency (p<0.10).

Conclusions：The result suggests that MMPI-2-RF scales could be a useful tool for identifying patients tran-
sitioning to actual suicidal attempts in the moderate or severe 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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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우울장애

는 최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2)의 진단 

기준에 자살 사고 및 시도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자살 사

고 및 시도와 가장 흔히 관련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자3,4) 자

살의 가장 강한 예측 인자 중 하나이다.4-8)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

살 위험성이라는 동일 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개인 중에서도 대략 10~20% 정도 만이 자

살을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9)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를 

구분함으로써 실제적인 자살 시도와 관련이 높은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최근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도 실제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 특성

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울과 자살 시도를 매

개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는 무망감, 사회적 위축,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 물질 사

용 문제, 충동성과 공격성 등이 제시되어 왔다.10-12)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

sonality Inventory, MMPI)는 임상 장면에서 널리 사용된 

평가 도구 중 한 가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고 

정신병리와 성격 특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

으며 자살 위험성 평가의 유용성 또한 확인된 바 있다.13-16) 그

러나 다면적 인성검사의 개정판인 다면적 인성검사 II (Min-

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17)는 

임상 척도들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 타당도가 떨어진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8)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개발된 다면적 인성검사 II 재구성판(The Minnesota Mul-

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Restructured Form, MM-

PI-2-RF)19)은 문항 단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신병리 영역

을 포괄하고 있으며 척도 간 변별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에도 유용할 수 있는데, MMPI-2-RF

에는 자살에 관한 직접적인 측정치인 자살/죽음 사고(SUI)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정서적/내재화 문제(EID), 행동적/

외현화 문제(BXD), 의기소침(RCd), 낮은 긍정 정서(RC2), 반

사회적 행동(RC4), 역기능적 부정 정서(RC7), 경조증적 상태

(RC9), 다중 특정 공포(MSF), 무력감/무망감(HLP), 사회적 

회피(SAV), 수줍음(SHY),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IN-

TR-r)과 같은 척도들이 자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0-22) Stanley 등23)의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군을 자살 

시도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두 집단의 구분에 있어 

MMPI-2-RF의 의기소침(RCd) 척도와 경조증적 상태(RC9)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자들23)

은 의기소침(RCd) 척도가 광범위한 부적 정서(예, 우울, 불

안, 두려움)와 낮은 활동성(예, 활력 저하, 정신운동지연)을 

반영하는 한편 경조증적 상태(RC9)는 과활동성 및 행동 조

절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행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두

뇌의 집행 기능 시스템과도 일부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 결

과 단지 부적 정서만 높을 경우에는 낮은 활동성과 무기력감

으로 인해 실제적인 자살 시도로 이행될 비율이 적은 반면에 

위의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자살 시도를 실행에 옮길 확률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Moon 등24)은 MMPI-2-RF을 사

용해 비임상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가 높은 이들

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정서

적 고통감과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외

현화하는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Nam 등25)의 연구에서는 자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다

시 자살 시도군, 비자살적 자해군, 자살 사고군으로 세분화

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정서

적/내재화 문제(EID), 무력감/무망감(HLP), 자살/죽음 사고

(SUI), 의기소침(RCd), 인지적 증상 호소(COG), 냉소적 태

도(RC3), 역기능적 부정 정서(RC7)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서적 고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저위험

군에 비해 자살 시도 및 비자살적 자해군에서 행동화/외현화

(BXD), 반사회적 행동(RC4), 공격성(AGG) 척도가 유의하

게 높아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활용성

이 높은 MMPI-2-RF를 사용해 자살 위험성을 평가한 국

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정신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25)가 최근 보고된 바 있지만 단일한 

진단군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 정신장애 환자들의 자살 시

도와 관련된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에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 정신질환 중 하나인 주요우울

장애 환자를 대상3,4,26)으로 MMPI-2-RF를 활용하여 자살 

시도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중요한 임상적 의미

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MPI-2-RF를 활용하여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중 자살 시도자들이 비시도자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실

제적인 자살 시도 위험성을 탐지하는 데 유용한 지표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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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2011년~2018년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

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거나 외래를 방문한 만 18~60세 환

자 중 구조화된 진단적 면담 도구인 한국판 간이 국제 신경

정신의학적 면담(The Korean Mini-International Neuro-

psychiatric Interview-Plus Version 5.0.0, K-MINI-Plus 

5.0.0)27)을 통해 DSM-IV 진단 기준에 따라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두부 외상

이 있었거나 발달 및 지적 장애,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MMPI-2-RF 매뉴얼에 따라 타당도 척도의 

프로파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상에 대한 응답이 타당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8) : 비

전형 반응(T-F-r)≥120, 비전형 정신병리 반응(T-Fp-r) 

≥100, 무선반응 비일관성(T-VRIN-r)≥80, 고정반응 비일

관성(T-TRIN-r)≥80, 무응답 개수≥18. 그 결과 107명의 

주요우울장애 환자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고 콜럼비아 자

살 심각도 척도(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

SSRS)29)를 통해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보인 자살 시도군

(n=43)과 자살 시도 이력이 없는 비시도군(n=64)을 구분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1.09±12.00세였

으며 공존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는 107명 중 41명(38.31%)이

었다. 공존질환에는 범불안 장애(15명, 14.01%)와 공황 장애

(11명, 10.28%)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외에도 사

회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

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건강염려증, 

강박장애, 광장공포증,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가 포함되

었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 기관의 임상심사심의위원회(In-

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었다(IRB 

No. 2014-I014). 

2. 측정 도구

1)   한국판 간이 국제 신경정신의학적 면담(The Korean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Version 5.0, K-MINI-Plus 5.0.0)

MINI는 Sheehan 등30)에 의해 개발된 간단하고 구조화된 

면담 도구로 DSM-IV와 ICD-10의 주요 제 1축 정신과 질

환의 진단을 위해 다기관 임상연구나 역학조사 등에서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Yoo 등27)이 번안한 한국판 MINI-

Plus 5.0.0를 사용하였다.

2)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II 재구성판(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Restructured 

Form, MMPI-2-RF)

MMPI-2-RF19)는 1989년에 개정된 MMPI-217)를 재구성

한 것으로 338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이다. 

MMPI-2-RF는 8개의 타당도 척도, 3개의 상위차원 척도, 

9개의 재구성 임상척도, 23개의 특정 문제 척도, 성격 병리 

5요인 척도, 2개의 흥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Han 등28)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MMPI-2-RF를 사용

하였다. 

3)   콜럼비아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

Posner 등29)이 개발한 C-SSRS는 자살의 위험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개발된 임상가 평정 척도로 C-SSRS의 원저자가 

50여 가지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한 것 중 한국어판을 사용하

였다. C-SSRS는 자살 사고의 심각성, 자살 사고의 강도, 자

살 행동, 자살 시도의 치명성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자살 행동 영역은 실제적 자살 기

도, 방해된 기도, 중단된 기도, 준비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살 기도 항목에 대해 ‘예’로 응답한 경

우에만 자살 시도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외에는 비시도군

으로 분류하였다. 

4)   Hamilton 우울증 평가 척도(H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DRS)

HDRS는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임상가 평정 척

도로 Hamilton에 의해 개발되었다.3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서는 Yi 등3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DRS는 총 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한 기분, 죄책감, 자살, 일과 

활동, 지체, 초조, 정신적 불안, 신체적 불안, 건강 염려증 등 

9개 항목은 0~4점으로, 초기 불면증, 중기 불면증, 말기 불면

증, 위장관계 신체증상, 전반적인 신체증상, 성적인 증상, 체

중감소, 병식 등 8개 항목은 0~2점으로 채점된다. 총점의 

범위는 0~5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심각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10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및 주

요 변인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 χ2 검정 

및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우울장애 환자 중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집단 간 MMPI-2-RF 척도 점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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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IBM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전체 연구 대상자 107명의 연령 분포는 만 

18~60세로 평균 연령은 31.09±12.00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46명(42.99%), 여성이 61명(57.00%)이었으며 평균적

인 교육 수준은 13.68±2.04년이었다. 현재 결혼 상태를 조

사한 결과 미혼이 65명(60.70%)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 37명

(34.60%), 재혼 1명(0.90%), 이혼/별거가 4명(3.70%) 순으로 나

타났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인원은 31명(29%)

에 불과하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교육 연수, 결혼 상태, 직업 유

무에서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평균 발병 연령은 

27.86±12.98세였으며 첫 발병 이후 유병 기간은 860±1367

일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이 있

는 인원은 18명(16.80%)에 불과하였으며 평균적인 우울 삽화 

횟수는 1.60±0.92회였다. 평균 발병 연령, 유병 기간, 우울 삽

화 횟수,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에서 자살 시도 유무에 따

른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반이환 질환을 조사

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41명(38.30%)이 주요우울장애 이외

에 공존하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존질환을 지닌 경우에는 그 빈도

를 중복해서 표기하였는데 두 가지 이상의 동반이환을 진단 

받은 경우는 전체 대상자 중 2명(1.86%)에 불과하였다. 자살 

시도군에서 공존질환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43명 중 21명

(51.2%)인 반면 비시도군에서 공존질환을 지닌 경우는 64명 

중 19명(29.7%)으로 공존질환의 이환 여부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5.019, p＜0.05]. HDRS로 측정

된 전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우울 증상 심각도는 HDRS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cidal attempt

Suicidal attempters (n=43) Non-suicidal attempters (n=64)
χ2 or t p-value

n % n %

Sex 0.364 0.546
Male 20 46.51 26 40.62
Female 23 53.48 38 59.37

Marital status 1.366 0.713
Non-married 28 65.11 37 57.81
Married 14 23.55 23 35.93
Remarried 0 0.0 1 1.56
Divorced/separation 1 2.32 3 4.68

Career 3.755 0.053
Yes 8 18.60 23 35.93
No 35 81.39 41 64.06

Comorbidity 5.019 0.025*
Yes 21 51.2 19 29.7
No 22 48.8 45 70.3

Family history 0.163 0.686
Yes 8 18.60 10 15.62
No 35 81.39 54 84.37

M SD M SD χ2 or t p-value

Age 28.35 11.08 32.94 12.33 1.964 0.052
Education (years) 13.17 1.560 13.91 2.23 1.868 0.065
Onset age 25.47 12.52 29.47 13.13 1.574 0.118
Episode count 1.49 0.63 1.67 1.07 1.114 0.268
Duration (days) 765.16 943.84 924.79 1597.95 0.588 0.558
HDRS total score 21.39 6.69 18.73 6.54 -2.007 0.047*

* : p＜0.05. n : numb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HDRS :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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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19.77±6.70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다. 자살 시도군과 

비시도군의 HDRS 평균 점수가 각각 21.39±6.69점, 18.73±

6.54점으로 두 집단 모두 중등도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자살 시도군이 비시도군에 비해 HDRS 총점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5)=-2.007, p＜0.05]. 

2.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MMPI-2-RF 척도 점수들 간 

차이 검증 결과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MMPI-2-RF 척도 점수들 간 차이 

검증 결과는 Table 2~3에 기술되어 있다. MMPI-2-RF 척도 

점수들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 결과, 타당도 척도와 재구성 

임상 척도, 성격 병리 5요인 척도에서 자살 시도군과 비시도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특정 

문제 척도 중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F=(1, 105)=5.774 p＜ 

0.05]와 효능감 결여(NFC) 척도[F=(1, 105)=6.832 p＜0.05],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F=(1, 105)=4.647 p＜0.05]에서 

자살 시도군이 비시도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 척도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비시도군과 달리 자살 시

도군에서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의 평균 T점수가 65점 

이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으며 효능감 결

여(NFC)와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는 평균 T점수가 준

임상적인 수준인 60점 이상에 해당하였다. 두 집단이 공존

질환의 이환 여부와 우울 증상의 심각도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이 자살 시도 유무의 차이를 설명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존질환의 이환 여부와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존질환의 이환 여부와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통제하였을 때 효능감 결여(NFC) 척도

[F=(1, 100)=4.990, p＜0.05]와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

[F=(1, 100)=4.571 p＜0.05] 점수는 자살 시도군에서 여전히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는 유의하

게 높은 경향성이 시사되었다[F=(1, 100)=3.870, p＜0.10)]. 

고       찰

본 연구는 임상적 활용성이 높은 MMPI-2-RF를 사용해 

MMPI-2-RF를 통해 일반 인구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높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자살 시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을 

자살 시도군과 비시도군으로 나누어 MMPI-2-RF 척도 상

에서 나타나는 점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MMPI-2-RF의 자살/죽음 사고(SUI), 효능감 결여(NFC),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 점수가 자살 시도군에서 유의하

게 더 높았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

되는 결과이다(Table 3, Fig 1). 이는 자살 시도로 이행될 위

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을 조기 선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자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인 자살/

Table 2. Comparison of MMPI-2-RF higher-order (H-O) scales and restructured clinical (RC) scale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cidal attempt

Suicidal attempters (n=43) Non-suicidal attempters (n=64)
F p-value

M SD M SD

H-O Scales
EID 77.42 13.41 73.59 13.14 2.143 0.146
THD 51.30 11.96 52.77 11.79 0.391 0.533
BXD 50.19 13.09 50.34 12.70 0.004 0.951

RC Scales
RCd 73.95 10.92 69.72 10.84 3.900 0.051
RC1 61.53 15.11 61.36 13.96 0.004 0.951
RC2 68.65 14.79 64.92 13.45 1.823 0.180
RC3 52.70 10.78 54.50 10.96 0.704 0.403
RC4 55.70 14.93 54.11 12.73 0.348 0.557
RC6 54.14 13.54 53.77 11.34 0.024 0.877
RC7 65.93 14.45 61.55 12.69 2.742 0.101
RC8 53.84 13.04 54.94 12.89 0.186 0.668
RC9 47.23 10.08 48.02   9.85 0.159 0.690

* : p＜0.05. n : numb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ID : Emotional/Internalizing Dysfunction, THD : Thought Dysfunction, 
BXD : Behavioral/Externalizing Dysfunction, RC : Restructured Clinical, RCd : Demoralization, RC1 : Somatic Complaints, RC2 : 
Low Positive Emotions, RC3 : Cynicism, RC4 : Antisocial Behavior, RC6 : Ideas of Persecution, RC7 : Dysfunctional Negative Emo-
tions, RC8 : Aberrant Experiences, RC9 : Hypomanic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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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MMPI-2-RF specific problems scale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cidal at-
tempt

Suicidal attempters (n=43) Non-suicidal attempters (n=64)
F p-value

M SD M SD

Somatic/Cognitive Scales
MLS 67.14 10.00 68.42   9.85 0.430 0.513
GIC 60.86 14.68 60.22 13.43 0.054 0.816
HPC 60.91 11.53 60.98 13.23 0.001 0.975
NUC 56.02 12.94 55.63 12.85 0.025 0.876
COG 66.70 14.91 62.34 13.25 2.509 0.116

Internalizing Scales
SUI 70.14 13.70 63.45 14.37 5.774 0.018*
HLP 64.47 15.74 60.06 12.55 2.356 0.129
SFD 68.67 9.45 65.56 11.22 2.393 0.125
NFC 62.30 11.61 56.70 9.63 6.832 0.011*
STW 66.77 13.53 62.88 12.40 2.352 0.128
AXY 61.74 15.37 57.06 12.39 2.774 0.100
ANP 55.88 12.63 57.16 12.42 0.266 0.607
BRF 53.77 12.08 52.44 10.79 0.354 0.553
MSF 49.95 11.66 51.92 10.83 0.798 0.374

Externalizing Scales
JCP 53.95 14.17 52.41 13.55 0.323 0.571
SUB 51.14 10.88 49.58 10.78 0.535 0.466
AGG 55.56 12.03 54.48 11.97 0.206 0.651
ACT 51.56 10.74 50.41 10.99 0.287 0.593

Interpersonal Scales
FML 58.21 12.63 57.45 10.92 0.109 0.742
IPP 60.60 14.74 54.95 10.78 4.647 0.034*
SAV 66.09 13.86 62.13 13.74 2.129 0.148
SHY 62.84 12.53 59.72 12.05 1.668 0.199
DSF 59.88 12.33 57.84 12.51 0.691 0.408

* : p＜0.05. n : numb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MLS : Malaise, GIC : Gastrointestinal Complaints, HPC : Head Pain 
Complaints, NUC : Neurological Complaint, COG : Cognitive Complaints, SUI : Suicidal/Death Ideation, HLP : Helplessness/Hope-
lessness, SFD : Self-Doub, NFC : Inefficacy, STW : Stress/Worry, AXY : Anxiety, ANP : Anger Proneness, BRF : Behavior-Restricting 
Fears, MSF : Multiple Specific Fears, JCP : Juvenile Conduct Problems, SUB : Substance Abuse, AGG : Aggression, ACT : Activa-
tion, FML : Family Problem, IPP : Interpersonal Passivity, SAV : Social Avoidance, SHY : Shyness, DSF : Disaffiliativeness

죽음 사고(SUI) 척도가 자살 위험성 평가에 유용하다는 점

은 이전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다.14,24,33) 자살/죽

음 사고(SUI) 척도는 비록 다섯 문항에 불과하지만 ‘죽어버

렸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다’, ‘최근 들어 자살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와 같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28) 우울 

증상을 앓고 있는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한 Gottfried 등34)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가 자살 위험성 평

가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Beck 자살 사고 척도(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 BSS)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적인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인구24)와 전체 정신질환자25)를 대상으로 MMPI-2-RF를 통

해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자 했던 2건의 국내 

연구와도 일치한다.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는 실제적인 자살 시

도자를 식별하는데 임상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MMPI-2-RF의 자살/죽음 사고

(SUI) 척도 이외에 내현화/정서적 문제 및 외현화/행동적 

문제와 관련된 척도, 성격 병리 5요인 척도 등이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20-22,24,25)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자살/죽음 사고(SUI), 효능감 결여(NFC), 

대인관계 수동성(IPP)을 제외한 다른 척도들에서 자살 시도

자와 비시도자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

일치되는 결과의 원인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전 국내 연구들이 일반 인구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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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앓고 있는 전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주요우울장애 환자 단일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이들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수준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자살 시도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론되어 왔던 내재화 문제들21,26)은 우울 장애 환자

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임상 특성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에서 두 집단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MPI-2-RF와 자살 위험성의 관

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효능감 결여(NFC) 및 

대인관계 수동성(IPP)이 자살 시도의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

련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울과 자살 위험성을 매개하

는 심리적 특성으로 낮은 자기 효능감과 수동적인 대인관계 

양상은 흔히 거론되어 왔다.37,40) 자살 사고 이력이 없었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자살 사고와 자기 효능감을 2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자살 사고를 갖게 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40) 자기 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41) 자기 효능감이 낮

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울

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살 사고 및 절망감과도 밀접한 관

련을 가질 수 있다.40) 

한편 MMPI-2-RF에서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는 

‘낮은 자립성’, ‘복종적인 행동’, ‘낮은 주장성’, ‘책임지는 것

을 좋아하지 않음’ 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28) 우울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화 행동, 주장 

행동 및 친밀한 관계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2) 대인관계 심리이론(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PTS)은 자살을 대인관계

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론으로 자살의 구성 요소에 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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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Profile of MMPI-2-RF specific problem scale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cidal attempt. * : 
p＜0.05. MLS : Malaise, GIC : Gastrointestinal Complaints, HPC : Head Pain Complaints, NUC : Neurological Complaint, COG : Cog-
nitive Complaints, SUI : Suicidal/Death Ideation, HLP : Helplessness/Hopelessness, SFD : Self-Doub, NFC : Inefficacy, STW : Stress/Wor-
ry, AXY : Anxiety, ANP : Anger Proneness, BR F: Behavior-Restricting Fears, MSF : Multiple Specific Fears, JCP : Juvenile Conduct Prob-
lems, SUB : Substance Abuse, AGG : Aggression, ACT : Activation, FML : Family Problem, IPP : Interpersonal Passivity, SAV : Social 
Avoidance, SHY : Shyness, DSF : Disaffili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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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file of MMPI-2-RF restructured clinical (RC) scale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
cidal attempt. RC : Restructured Clinical, RCd : Demoralization, 
RC1 : Somatic Complaints, RC2 : Low Positive Emotions, RC3 : 
Cynicism, RC4 : Antisocial Behavior, RC6 : Ideas of Persecution, 
RC7 : Dysfunctional Negative Emotions, RC8 : Aberrant Experi-
ences, RC9 : Hypomanic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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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느낌, 좌절된 소속감, 획득된 자살 능력이 포함된다.43) 

Anetis 등44)은 IPTS의 구성 요소와 MMPI-2-RF 척도 간 관

련성을 탐색한 결과 MMPI-2-RF의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가 IPTS의 좌절된 소속감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수동성과 자살 시도의 관계를 뒷

받침하는 간접적인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Ferster45)는 

우울한 사람들은 흔히 위축과 같은 회피적 대처 방식을 취

하며 이로 인해 행동적 레퍼토리가 좁아지고 수동성이 두

드러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대인관계 수동성은 관계 

욕구를 좌절시키고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우울증의 발병 위험성 및 자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일반 인

구나 다른 임상 집단과 달리 본 연구처럼 중등도 이상의 우

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우울장애 집단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고 사회적 대처가 빈약한 측면이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MMPI-2-RF의 주요 측정치인 재구성 임상 척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의기소침(RCd), 낮은 긍정 

정서(RC2), 역기능적 부정 정서(RC7)의 평균 점수가 자살 

시도군에서 더 높아 정신 병리가 깊을수록 자살 위험성이 높

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Table 2, Fig 2). 이는 연구 대상자

의 임상적 특성에서도 지지되는데 자살 시도군에서 HDRS 

점수가 더 높고26,46) 공존질환을 지닌 사람들의 비율도 더 많

았다.47,48) 추가적인 분석에서 위의 두 변인인 해당하는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공존질환의 유무를 통제하였을 때 효능감 

결여(NFC), 대인관계 수동성(IPP) 척도는 여전히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p＜0.50),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는 유의

한 경향성을 보였다(p＜0.10).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인 주요우울

장애 단일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MMPI-2-RF를 사용해 자

살 시도자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국내 첫 연구이다. MM-

PI-2-RF는 주요 정신병리를 포함한 폭 넓은 임상 특성들을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척도 간 변별 타당도가 높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19) 본 연구 결과에서 MMPI-2-RF는 주

요우울장애 집단 내에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환자들의 심

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함이 확

인되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실제적 자살 시도의 위험성

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낮은 효능감이나 부적응적인 

사회적 대처 능력은 추가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치료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진단적 면담 도구

를 사용함으로써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 대한 진단적 정확

도를 높였다. 더 나아가 자살 시도 유무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도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아닌 임상가가 직접 평정하는 반

구조화된 자살 평가 도구인 C-SSRS29)를 사용함으로써 실

제적인 자살 시도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였

다. 즉 임상가 평정을 통한 면접 도구의 사용으로 진단 및 자

살 시도 유무 평가에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자가 대학병원에 내원한 중등도 이상의 증상 심각도를 가진 

주요우울장애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도 주요우

울장애 환자들의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까지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주요우울

장애 환자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

에서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실제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본 것으로 자살의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 자살 시도의 횟수나 자살의 시도 방법, 자살의 이유 

등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

의 자살 위험성을 보다 세밀히 평가하고 자살 시도의 하위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살 시도자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토

대로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주요우울장애 환자 중에

서도 실제 자살 시도로 이행될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

에 식별함으로써 자살 위험성 평가와 치료적 개입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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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MMPI-2-RF를 통해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중 자살 시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한국판 K-MINI-Plus 5.0

을 통해 DSM-Ⅳ의 주요우울장애 진단적 준거를 충족시키는 자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C-SSRS를 

사용하여 자살 시도군(n=43)과 비시도군(n=64)으로 분류하였고 ANOVA를 통해 두 집단 간 MMPI-2-RF 척

도 점수에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공존질환의 이환 여부가 자살 시도 여부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공변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ANC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자살 시도군이 비시도군에 비해 효능감 결여(NFC), 대인관계 수동성(IPP),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0.05). 다만 자살/죽음 사고(SUI) 척도의 경우 우울 증상과 공존질

환의 이환 여부를 통제한 이후에는 두 집단 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p＜0.10).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MMPI-2-RF가 중등도 이상의 증상 심각도를 지닌 주요우울장애 집단에서 실제 자

살 시도로 이행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심 단어：MMPI-2-RF·주요우울장애·자살 시도·자살 고위험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