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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사병탐지를 위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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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이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 집단 33명, 우울 집단 37명, 우울 가장 집단 3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측정은 BGT의 모사단계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채점체계는 Hutt의 정신
병리 척도를 이용하였다. 집단별 정신병리 척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고, 다중비교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HABGT 정신
병리 척도의 총점과 하위항목 중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우울 가장 집단이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보다 정신병리 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상기 다섯 개 항목은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들을 선별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GT가 사병 탐지를 할 때 질문지형 자기보
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실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상 장면 
이외에도 모병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이나 상해 평가를 위한 사병 평가에 유용하
게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우울증, 사병탐지, BGT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

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우울증을 3위로 보고하였고, 향후 2030년에는 1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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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측하였다(WHO 2011). 이러한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

장애 중 하나이며, 인구의 10~2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Riolo·Nguyen·Greden·King 2005). 이와 같이 우울증은 전 세계 인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마음의 감기’라고 부를 정도로 흔한 장애

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약 64만 명의 인구가 우울증을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5년간 30% 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뉴시

스 2018). 그리고 정치지도자, 예술가, 연예인 등,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정신의학적, 심리

학적 지식이 확대 보급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정신병리 증상을 가장하여 

이차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녀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군 면제나 대체복무 판정 결과를 받

아, 증상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임병장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

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현역 군인이나 징병검사 대상자의 정신병리와 적응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다(정나래·최선 2016). 

전술한 바처럼 임상 현장에서도 신체 상해나 인지 및 정신 기능 장애를 가장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회사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정나래·최선 2016).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에서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증상의 진위 여부를 정확

하게 가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박유정·박병관·이현수·염태호 1997).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증상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과장하여 

나타내는 것을 정신병리학에서는 사병(詐病, Malingering, 혹은 꾀병)이라 부른다

(APA 2013). Grant와 Laurence(2000)에 따르면, 사병의 가장 큰 특징은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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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관성, 즉 환자의 보고와 전문가에 의해 관찰되는 행동 간의 불일치성이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행동 간의 불일치성을 탐지하기 위해 심리검

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통, 사병 탐지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는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와 투사 검사

로 나눌 수 있다(Lubin·Larsen·Matarazzo·Sever 1985). 그 중 왜곡반응을 탐지

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Butcher·Graham·Ben-Porth·Tellege·Dahlstrom 2001)와 정서성과 허위

성, 강인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검사인 아이젱크 성격차원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Barrett·Eysenk 1984) 등이 있

다. 그러나 MMPI-2와 같은 자기 보고식 검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타당도 지표의 

진단 기준점만으로는 사병의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

고되었다(Heinze·Purisch 2001; Lewis 2002). 특히,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

는 피검자가 의도하는 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증상을 쉽게 가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Frueh·Kinder 1994; Lees-Haley 1991). 

반면, 투사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피검자의 내성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어떤 반응이 옳고, 그르며, 어떤 반응을 통해 방어할 

것인지를 피검자가 잘 알 수 없다. 특히, 응답의 허위반응이 적고, 반응의 자유도가 

넓어 개인의 독특한 문제가 제한 없이 반응될 수 있다. 아울러 성격의 여러 차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여 다요인적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피검자는 주어진 자극에 몰입함으로써 방어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반응을 하게 되

며, 자극의 모호성 때문에 피검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

(Mehren·Lehman 1978). 이러한 투사 검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샤검사

(Rorschach Inkblot Test),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벤

더게슈탈트검사(Bender Gestalt Test; 이후 BGT) 등이 있다. 

그 중 Lauretta Bender(1938)가 개발한 BGT는 행동상의 미성숙을 검사하는 

신뢰로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GT는 검사가 간단하고, 실시와 채점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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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 검사에 비해 쉬우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잘 입증되어 있다(Hutt 1977). 

특히, 로샤검사, 주제통각검사와 달리 비언어적 검사이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BGT는 지각운동 발달 능력, 뇌손상과 

기질적 기능장애, 조현병, 우울증, 발달적 미성숙 등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Marjerrison·Krause·Keogh 19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이득을 위해 가장 보고하는 사병 환자를 탐지하기 

위해 우울증 환자와 우울증을 가장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증상을 꾸미

기 어려운 투사검사인 BGT를 이용하여 정신병리 척도 항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순으로 HABGT정신병리 척도 총점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에 HABGT정신병리 

척도의 하위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BGT를 사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시지각 

및 구성 능력 장애를 탐색한 것이 있다(이소영·오상우 1998). 그리고 강순아와 

국승희(2000)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적 특징과 HABGT 반응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아울러 이혜란과 김재환(2002)은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

으로 자아강도 수준에 따른 BGT의 수행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 손상이 심한 집단이나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상 장면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 수준의 환자들도 많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BGT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Bender(1938)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사고의 흐름이 제한되고 지체되어 있어, 

정서나 연상 작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심한 우울증 환자는 기분이 

저조하여 BGT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도의 우울증 환자는 도형을 

지나치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asc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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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tell(1951)의 연구에서는 BGT의 정신병리 하위항목 중 ‘공간사용’이 우울지표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Donelly와 Murphy(1974)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도형을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iller

와 Hutt(1975)의 연구에서는 형태를 왜곡시킴으로써 일탈을 보이는 뇌손상환자와 

달리,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모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utt(1985)는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하위항목 점수를 통해 다른 정신장애와 

주요우울증을 감별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에서 단순

화 지표가 대립경향이나 가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Hutt 1977).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BGT 연구로는 조선미와 최정윤(1992)은 

우울증 환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 및 뇌손상 환자 집단의 수행 차이를 살펴 본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정상인 집단과 우울증 환자 집단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항목은 교차곤란, 곡선곤란, 폐쇄곤란이었다. 특히, 우울증 환자 집단은 폐쇄곤란

의 항목에서 정상인과 뇌손상 환자 집단 보다 우수한 수행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울증 환자가 지나치게 도형을 세밀하게 그린다고 제안한 Bender의 

제안과도 일치했다(조선미·최정윤 1992).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에서 정신증 증상

의 유무에 따른 BGT의 수행특성을 알아보았다(손옥선·이은정·김희철 2007). 그 

결과 중첩, 폐쇄곤란, 곡선곤란, 각의 변화, 지각적 회전, 퇴영, 중복곤란 항목에서 

정신증이 있는 심한 정도의 주요 우울 환자 집단과 주요 우울 환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유진과 최성진(2015)는 BGT를 사용하여 신경증 집단과 정신증 집단의 

부정왜곡 반응을 탐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Hutt의 총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Hutt의 정신병리 하위항목 중 도형A의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신경증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왜곡을 탐지하려고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BGT를 이용한 사병 탐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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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DSM-5(APA 2013)에 근거하여 주요우울장애 및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총 48명 환자 중 우울증의 

절단점 기준인 BDI 16점 이하인 9명을 제외한 37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은 총 82명 중 SCL-90-R의 T점수가 경계선 수준인 

50점 이상과 BDI 16점 이상인 15명을 제외한 67명을 두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

다. 참여자는 본 연구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orogatis(1977)가 개발한 ‘Symtom Checklist-90- 

Revision'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표준화한 9개의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이다(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이는 9개의 

증상차원과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까지 

5점 평점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 본 검사에서는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SCL-90-R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총 9개의 증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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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Beck·Ward·Mendelson·Mock·Erbaugh 1961)는 우울증상을 바탕으

로 한 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문항은 정서적, 인지

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도를 기술하는 4문장 중, 지난 1주 동안 피검자의 경험

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항목은 0점에서 3점의 점수가 할당되고, 전체 점수의 범위는 

0~63점까지 이며,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 증상에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신뢰도가 .79이였다.

3) BGT(Bender Gestalt Test) 

BGT(Bender 1946)는 미국예방정신의학협회 간행의 원판으로 9매 1조로 되어 

있다. 가로 6인치, 세로 4인치 크기의 백색 바탕 위에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져 

있으며, 각 카드 뒷면에는 도형 A와 도형 1~8까지의 명칭이 붙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94였다.

3. 통계분석

이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해 정상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 차이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정신병리 척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세 집단 

간의 총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비교를 위해 

Scheffé 다중비교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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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HABGT 하위항목별 차이 분석

HABGT 정신병리척도의 하위항목 중 특별히 어떤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1>과 같다.

정신 병리 척도

항목 정상 우울 우울 가장 F
사후검증
(Scheffé)

배열순서
4.00

(2.25)

5.22

(3.04)

5.68

(2.88)
3.31* 1=2, 2=3, 1<3

도형A의

위치

7.24

(4.06)

8.14

(3.47)

7.26

(3.74)
.66 1=2=3

공간사용
3.18

(3.92)

5.86

(4.55)

4.71

(4.50)
3.34* 1<2, 2=3, 1=3

중첩
1.41

(.86)

2.01

(1.70)

2.02

(2.27)
1.41 1=2=3

용지회전
1.00

(.00)

1.24

(1.03)

2.21

(2.40)
6.21** 1=2<3

폐쇄곤란
3.39

(2.45)

4.83

(2.60)

5.90

(2.44)
8.51*** 1=2, 2=3, 1<3

교차곤란
1.45

(1.33)

2.78

(2.29)

1.97

(1.61)
4.85** 1<2, 2=3, 1=3

곡선곤란
2.00

(1.44)

2.41

(2.06)

6.03

(3.02)
32.63*** 1=2<3

각의변화
1.30

(.77)

1.62

(.95)

1.88

(1.86)
1.72 1=2=3

지각회전
1.36

(.99)

1.32

(1.55)

2.59

(3.15)
4.02* 1=2<3

퇴영
4.36

(3.33)

6.27

(3.42)

7.97

(3.52)
9.28*** 1=2, 2=3, 1<3

<표 1> HABGT 정신병리척도 하위 항목별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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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첫째, 도형 A의 위치, 중첩, 각의변화, 단편화, 중복곤란, 고집화, 재묘사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공간사용, 교차곤란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에서

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HABGT 집단 간 총점 차이 분석

집단에 따라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세 집단 간의 총점 차이를 

Scheffé의 다중비교법을 사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단순화
2.91

(2.47)

1.89

(1.85)

4.88

(3.09)
12.93*** 1=2<3

단편화
1.00

(.00)

1.32

(.94)

1.26

(1.54)
.93 1=2=3

중복곤란
1.41

(1.73)

1.85

(2.08)

2.32

(2.83)
1.37 1=2=3

정교화
1.00

(.00)

1.00

(.00)

1.71

(1.66)
6.32** 1=2<3

고집화
1.64

(1.45)

1.24

(.83)

1.53

(1.73)
.78 1=2=3

재묘사
2.09

(2.19)

1.73

(1.30)

1.53

(1.57)
.92 1=2=3

* p＜.05. **p＜.01. ***p＜.001. (  )안은 표준편차, 1=정상 집단, 2=우울 집단, 3=
우울 가장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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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리 척도

항목 정상 우울 우울 가장 F

PSV 총점 40.30(9.25) 50.16(8.39) 61.45(11.54) 39.21***

<표 2> HABGT 정신병리 척도 총점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의 합 평균 자승화
사후검증
(Scheffé)

집단 간 2 7505.90 3752.95 1<2<3

집단 내 101 9666.34 95.71

전 체 103 17172.24 F=39.21***

* p＜.05. **p＜.01. ***p＜.001. 1=정상 집단, 2=우울 집단, 3=우울 가장 집단

<표 3> HABGT 정신병리 척도 총점 Scheffé의 다중비교 결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세집단의 정신병리 척도 총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아울러 세 집단의 Scheffé의 다중비교법을 

사용하여 사후비교를 한 결과는 우울 가장 집단의 총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우울 집단, 정상 집단 순이었다. 

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차적 이득을 위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을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의 나타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의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우울 가장 집단의 총점이 가장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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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이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미한다. 이는 

‘HABGT에서 중요한 것은 척도의 총점이다.’ 라고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Hutt 1985). 특히, 우울 가장 집단이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에 비해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울 가장 집단이 이차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증상을 더 과장되고 심각하게 

보이려고 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의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하위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도 지지가 되었다. 

HABGT 정신병리 척도 하위 항목별 집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배열순서, 

도형 A의 위치, 중첩, 각의 변화, 단편화, 중복곤란, 고집화, 재묘사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8개의 항목들은 주로 뇌손상환자에게 나타나는 항목이며, 우울증 및 우울증을 가

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임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사용, 교차곤란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Pascal과 Suttell(1951)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 것이었다. 구체

적으로 ‘공간사용’ 항목은 우울증을 탐지하기 적합한 항목이며, 위축된 성향이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제한된 자기표현을 암시한다. 즉, 우울한 환자의 경우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린다는 것이다. 조선미와 최정윤(1992)은 우울증 환자

와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교차곤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 항목은 주로 형태를 왜곡시킴으

로써 일탈을 보이는 정신증적 환자들과 달리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형태를 변화시

켜 도형을 모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조선미·최정윤 1992). 즉, 우울증 환자의 

특징인 위축된 성향과 우울감이 ‘공간사용’ 과 ‘교차곤란’ 항목에서 가장 잘 드러나

며, 이는 BGT 하위항목 중 우울증 환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onelly와 Murphy(1974)에 따르면, ‘배열순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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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도형을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에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울 가장 

집단이 우울증 환자들은 도형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혼란스럽게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형의 배열을 질서 정연하지 않고 더 혼란스럽게 그렸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즉, 우울 가장 집단은 ‘폐쇄곤란’ 과 ‘퇴영’ 항목에서 정상 집단에 

비해 도형을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 도형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서 그리거나 서로 

근접되어야 할 두 그림을 접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모사한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은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난 항목임으로 정상

인들 중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를 탐지하기에 좋은 항목임을 의미한다. 

다섯째,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우울 가장 집단

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목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집단에 비해 우울 가장 집단은 용지를 회전하거나 지각 회전을 

하여 도형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 또한, 충동적으로 도형을 묘사하여 곡선을 더 

많이 그렸으며, 도형을 단순하게 모사하였다. 아울러 조잡하게 도형을 그려 도형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해 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는 우울 가장 집단이 우울 집단에 

비해 도형을 충동적이고 우울환자들 보다 자신의 증상을 더 가장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우울 가장 집단은 BGT 모사단계를 한 후,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들은 도형을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다수는 “대충 그릴 것 같다.”, “힘없이 

그릴 것 같고, 그림을 다 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게 그릴 것 같다.”라고 답을 하였다. 즉,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

과 우울 집단에 도형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고 더 

가장되게 표현 하였다. 이에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

은 우울증 환자 중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는데 좋은 항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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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는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체, 인지 기능장애를 가장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허위반응

이 적고 간편하게 정신병리를 변별해 낼 수 있는 BGT를 통해 우울증을 사병 탐지

에 효용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본 연구가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을 대상으로 BGT를 

실시하여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의 결과 분석을 통해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과 하위항목 중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들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항목

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의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증상을 쉽게 가장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검사 자체가 간단하다. 

세번째로는 짧은 시간 내에 탐지가 가능하여 임상 장면 이외에도 모병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이나 상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우울증 환자 37

명과 정상 집단 33명, 우울 가장 집단 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병 환자들의 표본이 실제 장면에서의 사병 환자들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가의 외적 타당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실제 사병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상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장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며, 특히 BGT를 

사용한 가장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BGT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 유사한 연령대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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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장하는 집단이 BGT검사를 통해 어떤 항목에

서 가장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장면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신과적 진단들을 목표증상으로 해서 증상을 가장하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성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들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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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utt BGT 정신병리 척도의 채점표

변인 도형(일탈이 일어난 도형) 척도가

1 배열순서
변인 정상(1회)

아주엄격

(0회)

불규칙(2회 

이상)
혼란

PSV 1.0 4.0 7.0 10.0

2 도형 A의 위치
변인 정상

자기중심

적
비정상

PSV 1.0 5.0 10.0

3 공간사용

변인 정상 비정상

횟수 0 1 2이상

PSV 1.0 10.0

4 중첩

변인
중첩경향

없음 있음 보통 극단적

횟수 0 1 2 3

PSV 1.0 2.5 4.0 5.5

변인
중첩

있음 보통 극단적

횟수 1 2 3

PSV 7.0 8.5 10.0

5 용지회전
횟수 없음 1~2개 3~8개 전부

PSV 1.0 5.5 7.0 10.0

6 폐쇄곤란

도형 A 2 4 7 8

횟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채점 1 2 3 0 1 2 1 2 3 1 2 3 1 2 3

소점 0 1~2 3~5 6~8 9이상

PSV 1.0 3.25 5.5 7.75 10.0

7 교차곤란

도형 6 7

소점 0 1 2 3이상

PSV 1.0 4.0 7.0 10.0

8 곡선곤란

도형 4 5 6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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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도형(일탈이 일어난 도형) 척도가

9
각의 

변화

도형 2 3 4 5 6 7

소점 0 1 2 3 4 5

PSV 1.0 2.0 4.0 6.0 8.0 10.0

10
지각적 

회전

도형 A 1 2 3 4 5 6 7 8

회전 ° ° ° ° ° ° ° ° °

기준 4°이하 5°~14° 15°~79° 80°~180°

PSV 1.0 4.0 7.0 10.0

11 퇴영

도형 1 2 3 5

발생 × ○ × ○ × ○ × ○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2 단순화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3 단편화

도형 A 4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4 중복곤란

도형 A 4 6 7

소점 0 1 2

PSV 1.0 5.5 10.0

15 정교화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6 고집화

도형 1 2 3 5 6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7 재묘사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4

소점 0 1 2 3 4

PSV 1.0 3.25 5.5 7.75 10.0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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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3)4)

Yang Hee Jo*·Seong J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in 33 normal, 37 depressed, and 34 depressed malingerd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copy stage of BGT, and 
the scoring system used was Hutt psychopathology scal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simulation stage of BGT, and 
the scoring system used was Hutt psychopathic scal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verified by calculat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group of psychopathology scale, and multiple 
comparison method was performed. As a result, the scores of 
malingered depressiv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ose of normal group and depressed group in paper rotation, 
curvature, perception rotation, simplification and refinement among 
HABGT psychopathology scale. The above five items were important 
for screening privately ill patients pretending to be depressed. These 
results can be implemented in a short tim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 self-reported test when the BGT detects a 
malingering. And in addition to the clinical scene, it may be useful 
for evaluating the military service in charge of recruitment or for 
evaluating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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