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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조현병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중요한 사회의

문제였고,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공격성의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많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격성의 깊은 이해를 위해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격성의 하위 유형은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은 환청, 망상 등 증상 또는 충동성 조절 부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계획적 공격성은 반사회적 성격, 정신병질 성향 등에 의해

발생한다. 충동적 공격성은 약물에 의한 치료가 효과적인 반면, 계획적

공격성은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져 심리사회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계획적 공격성 집단은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재범의 위험 또한 높다. 따라서 국내에서 두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미리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적절한 치료 관리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방법: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해 있는 총 116명의 범법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기록과 면담기록을 참고하여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을 통해 공격성의 하위 유형 분류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알고리즘을 통해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을 선택하였다. 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이용해 LASSO에서 선택된 특성들로 공격성의 하위 유형

특징을 학습하고 10번의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LASSO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다양한 세부 변인들을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다시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는 각각 83명의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33명의

계획적 공격성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IQ가 높고 초범연령이 많았다. 반면, 계획적



ii

공격성 집단은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성 학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LASSO 

알고리즘으로 특성을 추출한 결과 총 290개의 변인 중 35개의 변인이

선택되었다. 35개의 특성 중 신체적 공격성, 적대감, 개인적 고통,

무계획 충동성에 관련된 세부 항목은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반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신병질 성향에 관련된 세부 항목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았다. 선택된 변인들을 바탕으로 공격성 하위

분류 예측 모델을 10번 교차 검증한 결과 평균 정확성은 82.5%, 

그리고 평균 학습 성능 (mean AUC) 은 0.77로 도출되었다.

결론: 국내의 범법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일관되게

어린시절의 트라우마가 두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품행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신병질 성향에 영향을

주고 계획적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국외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두 집단의 치료 관리 계획은 국내에서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290개 중 35개의 변인만을 가지고 우수 수준의 학습 성능에

가까운 공격성 하위 분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모델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조현병, 공격성, 충동적 공격성, 계획적 공격성, 기계 학습, 범죄

학  번: 2018-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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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조현병과 공격성

정신질환자들의 공격성은 그들에 대한 공공보건 비용, 입원 문제, 

법집행에서의 논쟁, 그리고 심지어 낙인 (stigma) 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Serper, 2011). 이러한 정신질환들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일반 대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박지선, 2015).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중들은

범죄와 관련된 정신질환 중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김혜선 등, 2018). 국내에서는 실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 2019년 4월 17일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 또는 자상을 입힌 소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등 흉악한 형사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임이

밝혀지고, 언론은 관련한 기사 (MBN 2016.05.18, 국민일보

2019.04.25 등) 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조현병은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

공격성과 관련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Pescosolido 등 (1999)

의 선행연구는 조현병을 정신질환 중 약물 의존과 알코올 의존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많이 보이는 질환으로 보고 하였다. 정신질환자와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에 낙인을 새기는 중요한 원인이고

(Torrey, 2011), 조현병 환자가 비교적 공격성이 높은 정신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2016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

또한 까다로워지면서, 조현병 환자에서 미리 위험한 공격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늘어났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에서 공격성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같은 관점에서 조현병 환자의 위험한 행동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폭력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Klassen & O'Connor, 1988; Grann 등, 2000; Tzeng 등, 2004; 

Thomson 등, 2008). 현재 공격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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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방법은 폭력성 위험 평가도구 (violence risk assessment 

instruments) 들이다. Singh 등 (2011) 은 이 도구를 활용하여 정신증

(psychosis)·조현병 환자들에서 폭력성을 예측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는데, Douglas & Webster 등 (1999) 에 의해 개발된

Historical, Clinical and Risk Management Scales (HCR-20) 과

Harris 등 (1993) 에 의해 개발된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VRAG), 단 두가지 도구에서만 정신증·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을 예측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Grann 등, 2000; Thomson 등, 2008). 

Grann 등 (2000) 연구에서는 HCR-20을 활용하여 정신증 환자의

폭력성을 예측하였으나 median AUC = 0.71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Thomson 등 (2008) 연구에서는 VRAG를 활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을 예측하였으나 median AUC = 0.69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폭력성 위험을 예측하는 정도는 실제적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Singh 등, 2011). 이후 Michel 등 (2013)

연구에서도 HCR-20을 활용하여 조현병에서의 공격성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나 총합 점수나 최종 위험 판단 점수 (final risk judgment score)

가 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Tzeng 등 (2004)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정보와 병식만으로 조현병 환자들에서

폭력성을 예측해 보았으나 76.2%의 정확성으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Klassen & O'Connor (1988) 연구에서는 학습의

성능을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88.1%의 비교적 높은 정확성으로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을 예측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실제에 적용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대상자 수 (n=109) 와 남성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예측하고자 한 연구는 없다.

조현병 환자에서 공격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는, 

공격성이 너무나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Volavka & Citrome, 2011; Hoptman, 2015). 특히

Barratt 등 (1991), Volavka & Citrome (2008), Hoptman (2015)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Serper 등 (2011) 연구에

따르면 실제 공격성의 발현에 영향을 끼치고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공격성의

하위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먼저 파악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함을 제공할 것이다 (Volavka & Citrom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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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격성이 확인된 조현병 환자에서 서로 다른 공격성 유형에 따른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조현병 환자에서의 공격성 예측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공격성의 두 가지 하위 유형

공격성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은 심리학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런 분류법에 따라 공격성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Feshbach, 1964). 이 기준에 따른 첫번째 하위 분류는 충동적 공격성

(impulsive aggression) 이다 (Barratt 등. 1991). 충동적 공격성이란

계획되지 않은 공격적 행위로, 즉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전 숙고

(forethought) 없이 충동적인 반응에 의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Barratt 등, 1999).

다른 하위 분류는 비 충동적 공격성 (non-impulsive aggression)

이다. 이는 계획적 (premeditated) 이거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nstrumental) 도 이루어지고, 포식적 (predatory) 인 형태일

수도 있고 주도적 (proactive)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공격적 행위를 통칭해서 계획적 공격성

(premediated aggression) 이라 불린다 (Berkowitz, 1993; Barratt 등, 

1999).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의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공격

행위 동안에 행동 통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이나,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Stanford, 

2003a).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이 계획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에 비해 뇌척수 액의 세로토닌 (5-hydroxytryptamine: 5-HT)의

농도가 높고, 전두엽 (frontal cortex) 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언어적 능력 및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Barratt 등, 

1997; Heilbrun 등, 1978; Linnoila 등, 1983; Vitiello 등, 1990). 또한

충동적 공격성은 행동 이후에 후회 (remorse) 와, 생각의 혼란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반면, 계획적 공격성은 사회적 이득과 우월성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Barratt 등, 1999).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모두 기질적 공격성 (trait aggressiveness) 과 연관이

되어 있으나 그 하위 특성 중 충동적 공격성에서는 분노 (ang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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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공격성에서는 적대감 (hostility) 과 더 높은 연관이 있었다

(Stanford 등, 2003a). 계획적 공격성을 보이는 집단은 공격성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공격성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분노 (anger), 적대감 (hostility), 정신증 경향성

(psychoticism), 신경증 성향 (neuroticism)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Stanford 등, 2003b). 또한 계획적 공격성은 특히

정신병질 (psychopath) 특징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높은 비중의

치료 거부 반응을 보였다 (Stanford 등, 2008).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구분한

연구는 없다. 다만, 이와 유사한 분류 방식으로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

(reactive aggression) 과 주도적 공격성 (proactive aggression)① 을

구분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장희순 & 이승연, 2013; 박성원 등, 2017; 

이주리, 2010). 박성원 등 (2017) 연구에서는 부정적 긴급성

(negative urgency) 이 경계선 성격과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주의 편향 (attentional bias) 이 부정적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장희순 & 이승연

(2013)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앞선 연구들에서는 반응적 공격성만을

측정하여 주도적 공격성과의 비교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주리 (2010) 

연구에서는 아동의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반응적 공격성에는 부모의 정서적 규제가, 주도적

공격성에는 감각추구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처벌적

양육태도는 주도적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들을 볼 때, 국내에서도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부정적 긴급성, 경계선 성격, 주의 편향 및 신체적 학대와

부모의 정서적 규제, 처벌적 양육태도, 아동의 감각추구 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공격성의 하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①

공격성의 하위 분류를 반응적·주도적 공격성으로 나누는 것은 충동적·계획적

공격성으로 분류하는 것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나 (Smeijers 등, 2018) 

Tharp 등 (2011) 의 연구에서 이 둘의 일치성은 38%로 떨어져 완전히 혼용될

수 없는 개념으로 평가하였고, 따라서 참고의 의미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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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thous 등 (2009)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신질환자들 집단에서도

역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유형이 모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중 조현병에서도 공격성을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Felthous (2008) 은 이 분류법을 조현병에서 적용한 연구

결과들과 방향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에서

충동적 공격성은 증상과 연계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증상과의 관련 없이

조현병 환자의 충동성 조절 부재만으로도 나타난다. 우선 환청이나

망상을 통해 정신적으로 발생한 충동에 의해 갑작스레 행동하게 되는

경우 충동적 공격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는 증상의 강도, 사회

지원의 부재, 조절 능력의 부재 등 여러가지 요소가 관련할 수 있을

것이다 (Felthous, 2008). 같은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는 충동성이 높고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발 등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크게 반응해 충동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계획적 공격성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격, 최근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상황, 어린 시절 경험, 물질 사용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Volavka & Citrome, 

2008).

Bo 등 (2013a)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비교한 결과 충동적 공격성 집단보다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 (mentalizing) 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고, 긍정적인 자기 표상 (positive self-representation) 에

의한 애착 (attachment) 유형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조현병 환자에서 성격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성격 장애 중 B 군집

(자기애적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 중 반사회적 성격이 특히 계획적 공격성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o 등, 2013b). 그러나 국내에서는 앞선 연구들처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조현병 환자에서 공격성을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들의 치료·관리에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Felthous, 2008; Volavka & Citrome, 2008, 2011; Hoptm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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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서 첫번째는 조현병에서 각각의 공격성의 형태가 나타날

때의 치료 계획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Volavka & Citrome (2011)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Citrome 등 (2001) 연구에서는 클로자핀의

경우 공격성을 치료하는 데 있어 다른 항정신병 약물보다

효율적이었지만 이는 정신증적 증상과 관련 있을 때 특히

효율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Volavka & Citrome (2008) 

연구에서는 충동적 공격성 환자에게 항경련제 (anticonvulsant)와 기분

안정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들에게서는 증상이나 충동성의 조절 부재와는 관계

없이, 반사회적 성격이나 정신병질 성향, 현재의 스트레스, 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 및 품행장애 등 다른 요소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Volavka 등, 2011),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공격성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wanson 등, 2008) 임상 실제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사회적 치료접근법이나 다른 새로운 관리방법이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Volavka 등, 2011).

두번째로 공격성을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공격성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재차 공격행위와 재범 (criminal 

recidivism) 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Cornell 등, 1996; 

Swogger 등, 2014). 특히 Swogger 등 (2014) 연구에서는 계획적

공격성이 충동적 공격성에 비해, 이전의 재범 여부 등을 통제하고

나서도, 재차 폭력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며, 재범 여부

이상으로 공격성의 하위 유형이 재차 폭력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따라서 폭력성의 위험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증상이나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공격성이 나타내는 과정이 복합적이고 (Serper, 2011), 따라서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 입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Volavka 등, 

2011), 조현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의 유형을 예측하여 분류할 수

있다면 심각한 공격행위가 일어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조현병 환자의

치료·관리 방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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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사회적 관점에서, 조현병 환자가 주변 사람과 마찰 또는

위협 행위 등 공격적 행동의 전조 행위가 있을 때, 이후 그 환자가 실제

더 심각한 (또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만한) 공격성을 보이기 전에, 

그리고 사회로 복귀한 전과자가 재범을 벌이기 전에 위험을 막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이다 (정재준, 2018; 손병덕, 2010). Felthous, 

(2008) 연구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미리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정책적으로도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강제 입원의

문제,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수많은 대중매체들로 인한

낙인 문제를 해결할 때,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조현병이라는 사실만으로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기저에 깔려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가 잔인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단순히

조현병의 증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과거의 병력이나 경험,

현재의 상황과 성격 등을 파악하여 결론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조현병 환자에게서 강제

입원 제도가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어떻게 강제 입원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국내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격성의 하위 유형 분류를 예측하는 모델은 물론

공격성의 하위 유형 분류별 특징을 국내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국내 공격성 있는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성 공격성을 지닌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을 지닌 집단을

분류해 보고 각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국외에서 연구된 충동적·계획적 공격성의 관련 변인들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국내에서 조현병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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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확인한 변인들을 가지고 조현병 환자들의

충동적·계획적 공격성을 예측하고 각각에 알맞은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현병 환자에서 공격성의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조현병 환자들을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심리행동특성을 비교 파악할 것이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충동적·계획적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도구) 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현병 환자의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모델을 바탕으로 더 위험한 공격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각각의 집단에 대한 치료·관리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외에서도 충동적·계획적 공격성을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연구되어 있지 않다. 현재 두가지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명확히 구분 (characterize) 짓기 위해 충동적-계획적 공격성

설문지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scale: IPAS)

(Stanford 등, 2003a) 가 개발되어 있다. 이것은 실제 공격행위가 있고

난 뒤 두 집단을 정량적으로 특징짓기 위하여 개발된 자가보고서이다. 

충동적·계획적 공격성은 심각한 공격행위가 벌어지기 예측했을 때, 그

위험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시설에서 맞춤 치료·관리 전략을 세우는 등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델이

없으므로 개발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충동적·계획적 공격성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조현병 환자는

임상가가 많이 접하지만, 법적·사회적으로는 경찰, 검사, 교도관 등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센터 근무자도 환자를 대하게 된다.

이런 환경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면담 기법을 모델로 이용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면담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담당자가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광범위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정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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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고서 등 심리행동특성 정보를 이용하고자 했다.

인구학적 정보와 자가보고서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대상을 분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단순히 이전의 리커트 척도 방식을

이용하거나 일반 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ing: GLM)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이 방법은 각각의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가졌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며 (Stigler, 1986), 정보가

귀무가설 (null-hypothesis) 을 검증하기 위해 한정되고, 가설적

기반을 가져야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Galatzer-

Levy 등, 2014).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론적 가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장점도 있고, 일반화

(generalization) 에 유용한 대안으로서 기계 학습 (machine-learning) 

분석기법이 제시되었다 (Ahn 등, 2016; Hastie 등, 2009; Yu 등,

2010).

기계 학습이란 외부의 명확한 명령이나 지시 없이도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한 과제를 특정 패턴을 통해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나 통계

모델을 말한다. 즉, 이런 알고리즘은 학습의 대상이 되는 학습 샘플

(training sample) 을 수학적 모델로 구현하여 목적하는 예측이나 결정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Bishop 등, 2006). 정신의학에서도

진단, 치료 또는 연구에 증상 등 임상적 특징, 신경영상학적 이미지 등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이

유망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Kessler 등, 2016).

특히 기계 학습은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아주 많은 변수들을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Hastie 등, 2003). 다변수에 대해, 

각 변수들간의 복잡한 의존성을 고려하여 일반화시키고,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런 변수들의

예측성을 교차검증 (cross-validation)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주는

장점도 있다 (Galatzer-Levy 등, 2014).

기계 학습으로 정신의학에서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심리행동특성만을 이용해 환자를 효율적으로 분류해낸 연구들을 찾을 수

있다 (Galatzer-Levy 등, 2014; Kessler 등, 2016; Oh 등, 2017). 

이들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0

제 3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행위를 통해 공격성이

입증된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국내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형태를 파악하여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두 집단의 특징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가보고

설문을 통해 조사한 심리행동특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 이후의 치료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획득된 다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행동특성 등의

변인들을 이용해 기계학습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조현병 환자에서

공격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자가보고 설문을 통해 파악한 심리행동특성을

데이터로 이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모델을

활용하여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격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회에서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공격성 연구에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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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    법

제 1 절 자료 수집 절차

1. 연구 대상자

연구 목적에 가장 알맞은 연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조현병 환자 집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공격성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수많은 정의가 있으나 우리는 Stanford 

등 (2003a) 의 정의에 따라 “다른 개인이나 물건에 손해 또는 피해를

주기 위해 물리력이 이용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1) 

물리력이 존재하고 (2) 물건 또는 사람에 피해가 있는 경우를

공격성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립법무병원 (공주 치료감호소) 에서

재판 시 위법행위로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받은 후 입소한 환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조현병 환자들에 비해서 과거 공격 행위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고, 범죄자라는 점에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행해 물리력이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대상이 분명하여 공격성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 중,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V, DSM-V) 기준에 따라 조현병을 비롯한

조현병 스펙트럼 환자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포함된 기준은 (1) 18세

이상이고 (2)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해한 후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제공했으며 (3) 공격성이 수반된 범죄행위가 기록된

경우에 모집되었다. 모집 결과 연구대상자는 21세부터 72세까지

분포하였다.

또한 (1)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2) 현재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4) 과거에 외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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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5) 공격성과 관련이 없는 범죄 (예.

절도, 경제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를 범한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총 126명이 연구에 동의하였으며 이 중 3명은 연구 진행 도중

동의를 철회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공격성을 가진 범죄가 아닌 경우

(절도 범죄 4명, 국가보안법 위반 1명) 도 제외되었다. 절도범죄는

대부분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폭력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Kopp, 2014). 따라서 강도와 같이 명확히 공격행위가 수반된

절도범죄를 저지른 환자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공격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탈북행위로서 제외되었다. 추가로

2명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모집 기준을 만족하고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최종 116명의 환자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리행동특성 변인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에 연관된 것으로 언급되었던 많은 변수들을

활용했다 (Swanson 등, 2006; Slijepcevic 등, 2014; Elbogen 등, 

2009; Fresan 등, 2004; Tesli 등, 2019; Tilhonene 등, 1997; Silver 

등, 2005; Dongen, 2016; Yesavage, 1982; McNiel 등, 1994; Bartels 

등, 1991; Haddock 등, 2013; Ekinci 등, 2012; Lincoln 등, 2008; 

Bjorkly 등, 2006; Hoptman 등, 2014; Bousardt 등, 2016; Ramirez 

등, 2006; Scott 등, 2015; Bousardt 등, 2018; Dvorak 등, 2013; 

Mayer 등, 2018; Velotti 등, 2016; Roberton 등, 2012; Tengstrom 

등, 2001; Hodgins 등, 1998; Kristof 등, 2018; Bowie 등, 2001; 

Lindsey 등, 2001; Donohoe 등, 2001). 다만, 현재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자가보고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하였고 기질적 성격을 측정하거나 과거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보고서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정보 역시 현재가 아닌 사건 당시의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상정보는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그리고 직업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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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초 범죄 연령 (초범연령) 과 재범 여부를 범죄기록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나. 심리행동특성 변인

(1) 자가보고서

(가) 한국판 조현병 환청에 대한 해밀턴 프로그램 설문지 (Korean 

version of Hamilton program for schizophrenia voices questionnaire: 

이후 HPSVQ): 자가보고를 통해 언어성 환청을 정신증 환자에게서

추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이다 (Kim 등, 2010). 다만, 치료 영향으로

현재 상태와 범행 당시의 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한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 이후 K-BIS-11): 충동성의 핵심 양상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가장 먼저 개발된 검사로서 주의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이다. 이런 충동성의 정도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정신과적

증상의 심각도뿐 아니라 성격 특성, 사회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적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소라 등, 2012).

(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 (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이후 K-AQ): Buss와 Perry가 이전 공격성 질문지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적대감, 분노로 나뉜 4개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로서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권석만 & 서수균, 2002).

(라) 한국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이후 K-IRI): 공감척도로 개발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서 관점 수용, 환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4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공감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강일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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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판 단축형 다차원 충동성 척도 (short form urgency, 

premeditation, perserverance, sensation seeking, and positive 

urgency: 이후 SUPPS-P): 충동적인 행동에 이르는 5가지 성격 경로를

정하여 이를 5가지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 긍정적 긴급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Lim & Kim, 2018).

(바) 한국판 Duke 사회적 지지도 설문지 (Korean version of Duke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이후 K-DUFSS):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사회적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지로서

기존 13문항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입장에서 답하는 것이 가능한 10문항으로 축소하였다 (박민선 등, 

1997).

(사)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이후 K-DERS): 정서조절을 정서의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개별적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려는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조용래, 2007).

(아) 한국판 Beck 인지적 병식 척도 (Korean version of Beck 

cognitive insight scale: 이후 BCIS-K): 환자의 인지적 병식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그들 자신을 이례적인 경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고 외부의 피드백을 잘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자기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Kim 등, 2007).

(자)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Korean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묻는 것으로 임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회고적 선별 검사 도구이다 (유재학 등, 2009).

(차) 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 (Korean version of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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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이후 AUDIT-K): 자가보고로 알코올

사용장애를 인식하고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이병욱 등, 

2000).

(카) 자가보고식 정신병질 검사지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이후 SRPS):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자가보고를 통해 개인의

정신병질을 파악하는 척도이다 (이수정 & 공정식, 2007)

(타) 스트레스 질문지: 조현병 환자들의 공격성 연구 (Elbogen 등, 

2009) 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예, 아니오의

2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로, 자신에게 일어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의 유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파)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 (Korean version of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 – 4＋: 이후 PDQ-4+): 원래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자가보고를 통해 개인의 성격장애를 파악하고자 개발된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관련 있는 경계선 성격 (borderline 

personality), 반사회적 성격 (antisocial personality), 품행 장애

(conduct disorder), 그리고 거짓말이나 문제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23개의 문항만을 선별하였다 (김동인 등, 2000).

(하) 개인 정보 설문지 (사회 경제적 상태): 환자들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상태를 묻는 질문으로 교육연수, 주거형태, 결혼상태. 소득 상태

(수준)을 묻는 4가지 문항으로 구성했다.

(2) 임상변인

임상 변인으로는, 발병연령 (age at onset), 치료받지 않은 정신증

기간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이후 DUP), 유병기간, 

임상가가 평가한 병식레벨 (insight LV) 을 수집하였다. 범행 이후

정신감정 당시 수행되었던 K-WAIS의 IQ점수를 수집하였다 (다만,

심리검사 거부, 집중곤란 등으로 추후에 검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다. 공격성 형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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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된 환자들은 연구계획에 따라 충동적 공격성을 보인 환자와

계획적 공격성을 보인 환자로 분류되었다. 분류의 기준은 Heilbrun 등, 

1978; Shoham 등, 1989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i) 

상대방의 자극이나 도발에 즉시 반응하거나, 환청이나 망상을 통해

생각된 정보에 바로 반응했음을 명시한 경우 ii) 술에 취한 상태와 같이

특별한 충동조절이 안되는 상태인 경우 iii) 미리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iv) 재산상의 이득, 계획된 복수 등 우발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진 경우를 판단하여 충동적 공격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계획적 공격성 (비충동적 공격성)

집단으로 분리되었다. 각각에 대한 정보는 범죄 기록의 범행동기,

범행경위,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했고, 범행 직후 임상가와의 면담을

통해 기록된 정보 또한 고려되었다. 각각의 집단은 83명 (충동적

공격성 집단) 과 33명 (계획적 공격성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3. 연구 진행 절차

국립법무병원에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사용하여 여러

폐쇄병동에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설명을 하고 연구설명문을 분배하여 읽게 한

뒤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리행동특성 변인의 나. 심리행동특성 변인 항목 중 (1)

자가보고서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약 90문항씩 3차시로 분배하였으며 각

설문지는 1주일 단위로 자유롭게 수행되었다. 각 차시의 설문지 회수가

끝나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식음료를

제공했으며 총 3회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에 대한

차트에서 임상 정보, 면담 기록, 가족의 면담 기록, 범죄 기록,

신경심리검사 기록 등을 차례로 리뷰하였다. 모든 연구 절차는

국립법무병원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제 2 절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행동특성 변인의 비교

연구대상자를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으로 구별한

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리행동특성 변인들을 통계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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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은 명목척도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 (χ�-test) 으로

분석하였고 순위 척도의 경우는 Mann-Whitney U test로 수행하였다.

다른 변인들은 우선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고 나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Mann-Whitney U 

test로 수행하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t-test) 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25.0 버전으로 수행하였다.

제 3 절 기계 학습분석을 이용한 충동적 공격성 및

계획적 공격성 예측 모델 개발

1. 전처리

전처리 과정은 특성의 선택적 제거와 결측값 치환, 그리고 표준화

(standardization) 과정 순으로 수행하였다.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 범행

당시와 현재의 상태의 일치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HPSVQ 

변수는, 연구 진행 과정 중 연구 대상자가 설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선택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올바른 응답을 하지 않아 누락된 데이터 (결측값) 는 대표값으로

치환하였다. 명목 변수인 군대, 스트레스 질문지 1번, PDQ-4+ 5번,

PDQ-4+ 18번은 최빈값으로 치환되었고, 순위 변수인 병식레벨, 수입

및 자가보고서의 AQ 11번, IRI 10번, IRI 18번, DERS 35번, BCIS 10번,

SRPS 5번은 중앙값 (median) 으로 치환되었다. 나머지 결측값 중 연속

변수인 DUP, IQ, 초범연령은 평균값으로 치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상대적 크기가 모두 다르므로 비슷한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 모든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용한 표준화 과정에 의해 표준화되었으며 명목형 변수의 경우,

원핫인코딩 (One-hot-encoding) 으로 처리하였다.

전처리의 전과정은 Python (Version 3.7) 으로 수행하였다.

2. 예측 모델 알고리즘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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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vector machine: SVM) 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상대적으로

쉽게 고차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on 등, 2010). 

또한 상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은데 비해 입력되는 변수의

양이 너무 많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Verplancke 등, 

2008). 더불어 이론적 가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장점도 있다 (Yu 등, 2010). 따라서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 입력 변수가 대상자 수에 비해 많고, 합의할

만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성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모든 변수에

대해 특별한 이론적 모델을 설계하지 않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다양한 입력 변수에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변수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고,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입력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특성 선택 (feature selection)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입력

변수의 수를 적절히 결정한 후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법 중 하나는 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특성 선택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 학습의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해주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ecker 등, 2009; 

Nguyen 등, 2011).

가. 특성 선택 알고리즘

특성 선택 (feature selection) 은 기계학습에서 반복되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제거하고 모델을 해석하기 용이하게 만들고자

수행되는 과정이다. 전체 설명 변수 (explanatory variable) 중 변수의

개수를 줄여 응답 변수 (response variable) 를 더 잘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속도를 높이고 과적합 (overfitting)

을 방지한다 (Fonti, 2017). 우리는 이 과정에서 기계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LASSO 방법을 사용하였다. LASSO 방법은 효과적으로

특성 선택과 정규화 (regulalization) 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면서 모델 파라미터의 절대값의 합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Fonti, 2017).  

이런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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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이고

다시, ��(�) = ������∑ {�� − (��)�}
� + 	�∑ ����

�
���

�
���

(단, �는	특성	값이고		��는	분류	클래스를	나타낸다.	

��는	각	특성에	따른	계수	값이며, �는	일정한	학습	파라미터이다. )

으로 정리할 수 있다 (Buhlmann 등, 2011). 이 때 각 변수에

대해 계수 (coefficient) β가 0이 되는 경우는 모두 변수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λ의 값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 λ가 클수록

선택되는 특성의 개수가 줄어든다. 우리는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고자

하였고 과소적합 (underfitting) 과 과적합을 피하며 실제에 적용하는

데 적절한 수의 변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λ = 0.05로 결정하였다.

특성 선택의 전과정은 Python (Version 3.7) 으로 수행하였다.

나. 분류 학습 알고리즘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여 분류 학습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하나의 고차원 입력 공간 (higher dimensional input 

space) 에 데이터를 벡터로 표시하여 이를 가장 최적으로 분류하는

초평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Suykens 등, 1999).

즉, 서포트 벡터 머신은 학습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 ��), … . , (��, ��)이고	�� ∈ �
�, �� ∈ (−1,+1)

(단, ��는	특성	벡터이고	��는	분류	클래스를	나타낸다. )

이 때, 그에 해당하는 최적의 초평면이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 + b = 0

(단, �는	가중치	벡터이고이고	�는	입력된	특성	벡터이며,

�는	����를	나타낸다. ) (Huang 등, 2018)

또한 모든 과정은 신뢰도를 높이고 과적합을 방지하고자 K겹

교차 검증 (K-fold cross validation) 방식으로 수행했다. K겹 교차

검증 방식은 샘플을 대략적으로 같은 크기의 K개의 임의적인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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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뒤 각 집단이 검증 집단이 되어 나머지 (K-1) 개의 집단을 통해

학습시킨 후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Wong, 2015). 우리는 성능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K를 찾기 위하여 K의 수를 변화시키며 검증을

하였다.

분류 학습 알고리즘의 전과정은 Python (Version 3.7) 으로

수행하였다.

라.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 평가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 검증을 통해 ROC

(receiver-operating curve) 의 곡선하면적 (area under the ROC: 

이후 AUC) 을 측정하였다. AUC의 값에 따라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AUC가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이며 평가는

선행연구에 따라 AUC: 0.5~0.6은 우연 수준, 0.6~0.7은 낮은 예측

수준, 0.7~0.8은 보통 예측 수준, 0.8~0.9는 우수 예측 수준, 0.9~1.0은

매우 우수한 예측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Galatzer-Levy, 2014). 

모델 성능 평가의 전과정은 Python (Version 3.7) 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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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충동적 공격성·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특성 비교

연구대상자에 대한 임상 정보와 인구학적 행동학적 변인에 대한

통계 결과는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과 같다. IQ는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 86.64±17.7 (평균±표준편차, 이후 같음.),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78.19±14.7였고 (t=2.38, p=0.019)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범연령은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 35.0±11.2세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30.2±11.7였고 (Z=-2.16, p=0.029, Z: 

Mann-Withney U test의 통계값)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K-CTQ의 신체학대 소계가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10.82±5.22,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13.03±5.04로 (Z=-2.07, p=0.039)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CTQ의 성학대 소계 또한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8.60±3.73,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11.06±5.77로

(Z=-1.99, p=0.046)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 군대

항목에서 미필 또는 도중 포기/군필의 비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40/40이고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23/10이었으며 (χ2=3.67, 

p=0.055) 의 유의확률로 유의수준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었다. 인구

사회학적 정보인 현재 연령, 성별, 직업, 범행 당시 연령, 재범여부, 교육,

거주형태, 결혼, 수입과 임상 변인인 병식레벨, 발병 연령, DUP, 유병

기간, 범행까지의 유병 기간, 그리고 자가보고서의 K-AQ 총점과 그

하위 항목인 신체적공격성, 언어적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소계, K-

IRI의 하위 항목인 관점 수용, 환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소계,

SUPPS-P의 하위 항목인 부정적긴급성, 긍정적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 추구의 소계, K-BIS-11의 하위 항목인 인지적

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의 소계, K-DERS의 총점과 그 하위

항목인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의 소계, SRPS의 총점, K-DUFSS의 하위 항목인 친구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소계, BCIS-K의 총점과 하위 항목인 자기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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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기 확신의 소계, AUDIT-K의 총점, K-CTQ의 총점과 그 하위

항목인 정서방임, 정서학대, 신체방임의 소계, PDQ-4+와 그 하위

항목인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의 소계, 스트레스 질문지의

모든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에서 벌어진 범죄의 종류를

비교한 결과 (표 7, 그림 3), 충동성 공격성 집단에서는 살인: 41회

(43.6%), 방화: 9회 (9.6%), 상해: 11회 (11.7%), 폭행: 9회 (9.6%), 

성 관련 범죄: 9회 (9.6%), 강도: 1회 (1.1%), 재물손괴: 4회 (4.3%), 

기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약취): 10회 (10.6%).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는 살인: 13회 (31.0%), 방화: 6회 (14.3%), 상해: 3회

(7.1%), 폭행: 3회 (7.1%), 성 관련 범죄: 8회 (19.0%), 강도: 6회

(14.3%), 재물손괴: 2회 (4.8%), 기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약취): 1회 (2.4%) 였다.

제 2 절 LASSO 특성 선택 결과

LASSO 방법을 통해 특성 선택 과정이 진행되어, 총 290개의

변수 중 35개의 값이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변수와 그 계수의 값은

그림 4와 표 8에 표시된 바와 같다. 절대값을 기준으로 큰 계수를 가진

설명변수는 차례대로 K-CTQ 12번 (β (계수)=0.1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번 (β=0.12), 21번 (β=0.10), 3번

(β=0.09), K-BIS-11 19번 (β=-0.09), K-CTQ 20번 (β=0.07), 

K-AQ 6번 (β=-0.05), K-IRI 23번 (β=-0.05), 10번 (β=-0.04),

K-AQ 3번 (β=0.04), K-DUFSS 4번 (β=0.04), K-CTQ 19번

(β=0.03), K-DUFSS 8번 (β=-0.03), K-AQ 4번 (β=-0.03),

SUPPS-P 18번 (β=0.02), 초범연령 (β=-0.02), K-AQ 1번

(β=-0.02), 수입 (β=0.02), AUDIT-K 1번 (β=-0.02), K-CTQ 

25번 (β=-0.01), K-DERS 30번 (β=0.01), IQ (β=-0.01),

교육연수 (β=0.01), K-IRI 27번 (β=0.01), 6번 (β=0.01), DUP

(β=-0.01) 순이었으며, 나머지 설명변수들인 K-AQ 14번, 16번, K-

BIS-11 16번, K-DERS 34번, 발병연령, 범죄 당시 연령, K-DERS 

36번, SRPS 8번, K-IRI 13번은 β＜0.01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8).

LASSO 특성 선택 방법으로 도출된 항목 중 자가보고서 항목들은

다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으로 나누어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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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표 9).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 K-AQ 

1번 문항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

2.07, p=0.039)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

AQ 16번 문항에서는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2.044, p=0.04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IRI 10번 문항에서는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2.031, p=0.042)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BIS-11 19번 문항에서는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2.326, p=0.020)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CTQ 3번 문항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2.421, p=0.01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CTQ 12번 문항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2.830, 

p=0.005)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CTQ 

20번 문항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2.682, p=0.007)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K-CTQ 21번 문항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3.419, p=0.001)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SRPS 8번 문항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Z=-1.996, p=0.046)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나머지 LASSO 알고리즘으로 도출된

자가보고서 항목들인 K-AQ 3번, K-AQ 4번, K-AQ 6번, K-AQ 14번, 

K-IRI 6번, K-IRI 13번, K-IRI 23번, K-IRI 27번, SUPPS-P 18번, 

K-BIS-11 16번, K-DUFSS 4번, K-DUFSS 8번, K-DERS 30번, K-

DERS 36번, K-CTQ 2번, K-CTQ 19번, K-CTQ 25번, AUDIT-K 

1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 3 절 학습 결과

LASSO 방식에 의해 선택된 35개의 변수를 가지고 선형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 5겹, 10겹, 20겹

교차검증에서 모두 80%의 이상의 정확성 (2겹: 63.8%, 5겹: 81.1%,

20겹: 80.2%) 을 보였고, 10겹 교차겸증에서 82.5%의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그림 5). 따라서 10겹 교차검증으로 학습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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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AUC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평균 AUC = 0.77로

도출되었으며 보통 수준의 예측 성능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6).

제 4 장 고    찰

제 1 절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먼저 국내의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충동적 공격성 집단

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는 없었으나 IQ, 초범 연령, 자가보고서 K-CTQ의 신체학

대 하위 항목과 성학대 하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Q의 경우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았고, 초범 연령의

경우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어렸다. 또한

K-CTQ 신체 학대 하위 항목과 성학대 하위 항목에서 모두 계획적 공

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특성 비교를 바탕

으로 이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보았다. 모델을 통해 두 공격

성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데 의미가 있는 35개의 항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항목들 중 K-AQ 1번 (신체적 공격성) 과 16번 (적대감)

문항 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

를 기록하였고, K-IRI 10번 (개인적 고통) 과 K-BIS-11 (무계획 충

동성) 의 16번 문항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K-CTQ의 3

번 (정서적 학대), 12번 (신체적 학대), 20번 (성학대), 21번 (성학대)

과 SRPS의 8번 문항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

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35개의 특성들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검증해

본 결과,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82.5%의 정확성

을 보이며 분류할 수 있었고, 모델의 학습 성능은 AUC=0.77로 평가할

수 있었다.

제 2 절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심리행동특성 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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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본 연구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른 충동적 공격성을 보인 환자와

계획적 공격성을 보인 조현병 환자를 구분했을 때, 각각의 집단은 83명, 

33명으로 나누어졌다. Felthous 등 (2009)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

46%, 정신증 환자 27%가 포함된 97명의 환자 집단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충동적

공격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조현병 환자에게서 충동적

공격성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연구대상자가 충분치는 않아 정확한 빈도는 대규모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현병 환자에서는 충동성이 높고

이를 방어하는 조절 기제 또한 약하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있다 (Ouzir, 

2013; Enticott 등, 2008). Nolan 등 (2011) 은 충동성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충동성의 여러 가지로 측정했을 때도 일관되게

조현병 환자의 충동성이 높고 조절 능력이 낮다고 보고했다. 충동적

공격성은 충동성과 충동성 조절, 감정조절 등이 주요한 원인이므로

(Barrat 등, 1999) 이런 충동성과 조절 기제가 부족한 조현병

환자에서는 충동적 공격성의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정신병질 성향이 한 가지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진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경우는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충동성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는 높을 수 있지만, Kiehl 등 (2000) 연구에서 Go/No-Go

과제를 통해 반응 조절 능력을 조현병과 정신병질 환자에서 비교했을 때

조현병 환자에서 더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조현병 환자에서도 충동적 공격성의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IQ와 초범연령, 그리고 아동기 트라우마 설문지의 신체학대와

성학대 네 가지 항목이었다. IQ의 경우 선행연구 (Barratt 등, 1997)

에서는 계획적 공격성을 지닌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선행연구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Bo 

등 (2013a)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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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집단에 비해 지능이 낮게 측정되었다. 본 결과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반사회적 성격의 영향이다. Moran 등 (2004)의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 중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어린 시절 더 낮은 학업 성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Fullam&Dolan (2006)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 중 정신병질 성향을

지닌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지능이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정신병질 성향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지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 이유로 생각해볼 점은, 본 연구의 WAIS 검사의 결과는

결측값이 비교적 많았고 (n=8), WAIS 검사는 정신감정 당시에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검사를 거부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행위가 많았다고

치료감호소 검사 기록에 보고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정기 (2019) 

에 따르면 정신감정에서의 검사들은 법적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양형 시점에 지능을 측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적 능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추측해 볼 수 있다.

K-CTQ의 신체적 학대와 성 학대 하위 항목은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들을

기록하였다. Volavka & Citrome (2011)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사회

환경과 학대 경험, 잘못된 행동발달과정 등 유년시절의 경험이 이후

계획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말하고 있다. 계획적 공격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정신병질적 성격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Craparo, 2013; Krischer &

Sevecke, 2008; Cima 등, 2008; Chamberlain & Moore, 2008).

Craparo 등 (2013)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정신병질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했으며, Krischer & Sevecke 

(2008)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 학대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모두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Chamberlain

& Moore (2002) 에서는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 모두

반사회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Fergusson 등

(1996) 은 어린 시절의 성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품행 장애와 약물

사용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품행 장애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이며 (DSM-5), 어린 시절 품행 장애

또한 정신병질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Burk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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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모두 품행

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정신병질 성격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 이 높다.

Bo 등 (2013a, 2013b, 2013c) 연구는 모두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정신병질 성향이 계획적 공격성에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도 K-CTQ를 통해 측정된 신체적 학대와

성 학대 항목들이 품행 장애, 반사회적 성격, 그리고 정신병질적 성향에

영향을 주고 계획적 공격성을 유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자가보고 설문지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 항목과 정신병질 성향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모든 심리행동특성

변인을 자가보고서로 측정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축소 보고 또는 거짓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격과 정신병질 평가는 추후 각각 구조화된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V: SCID-II,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PCL-R) 을 통해 면밀히 조사할 때 더 명확한 특성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범 연령 또한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더 어렸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적 공격성을 지닌 환자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더 많았고 조현병에 의한 증상이나 충동성 조절의

부재가 없다라도 품행 장애, 그리고 성격의 영향을 받아 역시 처음

범죄를 행하게 되는 연령도 어릴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Volavka

& Citrome (2011) 연구에서는 이렇게 트라우마로 인한 반사회적

성격과 정신병질에 의한 공격성의 경우 정신증의 증상이 없더라도 일생

내내 꾸준히 공격성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가 부족하여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발병연령 이전에 처음 범죄를 저지른 환자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 9명/83명 (10.8%),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7명/33명 (21.2%) 으로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런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초범 연령을 보고하지는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범죄의 종류 또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충동적 공격성 집단의

경우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살인, 상해, 폭행 등의 비율이 높았고

기타 범죄로 분류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비율도 높았다. 반면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경우 방화, 강도,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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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았다. 특히 강도와 성범죄의

비율은 각각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1.1% : 

14.3% (강도)/ 9.6% : 19.0% (성 관련 범죄) 로 강도는 13배,

성범죄는 1.98배로 많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Jespersen 등 (2009) 

연구에 따르면, 메타분석 결과 범죄자 중 성 범죄자가 비 성범죄자에

비해 성 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승산비 (odds ratio)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의 성학대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볼 때, 성 관련 범죄가 더 많았던 것으로 추측한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형법 제 333조) 로 정의되어 있다. Barratt 등

(1999)에 따르면, 계획적 공격성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행해지는데

(for instrumental gain), 그 결과 강도 범죄가 계획적 범죄에 많이

속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3 절 특성 선택과 학습 성능

1. 특성 선택 결과

LASSO 방법을 채택하여 선택된 특성은 35개였으며 이 특성들이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나누는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변수들이 집단을 구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의 단순 비교와는 달리 여러

세부 항목들이 변수로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표 8). 특히

강한 설명력을 나타낸 변수들은 K-CTQ와 K-BIS-11, 그리고 K-

AQ와 K-IRI 설문지에서 볼 수 있다. K-CTQ는 LASSO 특성 선택

결과에서 가장 높은 계수로서 강한 설명력을 보였고 이는 심리행동특성

변인 비교에서도 K-CTQ의 하위 항목 소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집단이 충동적

공격성을 지닌 집단보다 더 높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충동성, 대인 관계, 기질적 공격성 등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많은 변수들 (Barratt 등, 1999) 이 기계

학습에서도 중요한 설명 변수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계 학습의 특성상 이렇게 선택된 특성들이 정확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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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결정하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는 어렵다. 즉,

기계 학습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며 이것은 기계 학습의 단점이기도

하다 (Singh 등, 2007).

따라서, 우리는 LASSO 알고리즘에서 선택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여 집단을 나누는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이런 단점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LASSO 방식을 통해 자가보고서에서 채택된 23개의

문항을 문항별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총 9개의 문항 (K-AQ 1번, 16번, K-IRI 10번, 

K-BIS-11 16번, K-CTQ의 3번, 12번, 20번, 21번, SRPS의 8번)

에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자가보고서들의 요인 연구로

묶인 하위 항목의 소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특별히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각각의 집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설문 문항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Haden 등 (2008) 연구에서는 기질적 공격성의 신체적 공격성

항목이 자가보고서로 측정한 충동적 공격성과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계획적 공격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 연구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신체적 공격성에 관한 한 문항이 충동적 공격성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 공격성 하위 항목의

소계는 Stanford 등 (2003a) 연구에서 두 공격성 모두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K-AQ 1번 문항만이 두 집단을 구분하는데 민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K-AQ 16번은 적대감에 관한 항목이다. Stanford 등

(2003a) 연구에서는 적대감 항목이 계획적 공격성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충동적 공격성에 관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동적 공격성 집단에서 계획적 공격성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우선, 이것은 적대감 전체를

대표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고,

Ramirez & Andreu (2006) 연구에 따르면 충동성은 분노뿐만 아니라

적대감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때문에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이

문항에 대해 오히려 축소 보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IRI 10번 문항은 개인적 고통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개인적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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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항이다. Stanford 등 (2008)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 공격성을

가진 집단이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저항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Carpara 등 (1985)에 따르면, 감정적

상황에 민감한 것은 충동적 공격성을 특징 짓는 지표로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K-IRI 10번에서 충동적 공격성을 가진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BIS-11의 19번 문항은 무계획 충동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

문항이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하는데

민감하게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Mathias 등 (2007) 연구에 따르면

K-BIS-11에 의한 측정된 충동성의 경우 충동적 공격성의 정도와

계획적 공격성의 정도 모두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 때, Barratt 등

(1999) 연구에서 충동적 공격성은 무계획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충동적 공격성 집단이 K-BIS-

11의 19번 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K-CTQ에서 3번 정서적 학대, 12번 신체적 학대, 그리고 20번과

21번의 성적 학대 문항 모두 여러 관련 문항들 중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민감한 문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품행 장애를

유발시키거나 이후 반사회적 성격과 정신병질 성향을 가지게 했을

확률이 높고, 결국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학대

12번 문항 (Z=-2.83, p=0.005) 과 성학대 21번 문항 (Z=-3.419, p 

= 0.001) 은 두 집단간 차이가 가장 명확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있다.

정신병질 특성 문항에서는 8번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구분에서 얻었다. 계획적 공격성 집단이

이 문항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Bo 등 (2013) 

연구에서 정신병질 성향이 계획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일치하며, 국내 조현병 환자에서도 역시 정신병질 성향이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이후

구조화된 정신병질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론적 고찰

제시한 연구 절차에 따라 전처리, 특성 선택, 학습을 수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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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 성능은 선형 SVM 모델을 활용했을 때 AUC=0.77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성능은 모델이 우수하게 학습되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던 AUC=0.80의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평균 정도의 성능을

나타냈으므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조현병 환자를

구별하는데 추후 발전의 여지가 있는, 가능성 있는 모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예측 모델이 학습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을 분별 없이 기계 학습 분석으로 학습시켰을 때보다

LASSO 특성 선택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분석을 한 결과에서 월등한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 (보충 그림 1, 보충 그림 2). Galatzer-Levy 등

(2014) 의 연구에서는 957명의 트라우마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68개의 변인들을 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의 발병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체 특성을 활용했을 때보다 (AUC = 0.76) 특성 선택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특성을 활용한 경우 (AUC = 0.77)에 성능이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특성 선택 알고리즘도 올바로

작동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선택한 특성선택 알고리즘인

LASSO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분석 (Fonti, 2017) 으로

변수의 개수를 290개에서 35개로 확연히 줄이면서, 학습성능은 AUC = 

0.57에서 AUC = 0.77로 대폭 상승시켰음을 볼 때, 적절한

과정이었으며, 본 연구의 설계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하는 데 불필요하거나 설명력이 약한 정보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계 학습 분석이 실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습 성능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타 모집 집단을 대상으로도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Ustun 등, 2017). 본 연구의 예측 모델은 이런 점에 대응하기

위해 선형 커널을 활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였다. Belsley

(1991) 연구에 따르면 선형 모델의 경우 비선형 모델보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유리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후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대상을 상대로 실제 사용

모델을 만들 때는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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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격성 하위 유형 분류 예측 모델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 임상적 관점과 법적·사회적 관점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충동성은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Ouzir, 2013). 따라서 Felthous (2008)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환청,

망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충동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충동성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동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충동성이 높고

그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도 법적 양형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조현병 환자에게서 약물치료에 관한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현병 환자가 충동적 공격성을 가졌을 때의 경우가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충동적

공격성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분 안정제 (mood stabilizer) 와 항경련제

(anticonvulsant) 가 많이 사용된다 (Felthous, 2008). 뿐만 아니라

클로자핀이 지속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다른 약물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연구되어 왔다 (Buckley 등, 1995; Volavka, 

2002). 더불어 항정신병 약물 중 리스페리돈 (risperidone)이나

올란자핀 (olanzapine) 등이 적대감과 공격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어 왔다 (Aleman 등, 2001; 

Krakowski 등, 2006). 리튬 또한 선행연구에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에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는 있지만 (Collins 등, 1991) 증례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사례가 있었고 (Volavka & Citrome 등, 2008), 

법무병원의 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Volavka &

Citrome 등 (2008) 연구에서는 충동적 공격성을 보인 환자들은 대부분

여러 약물치료의 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과 달리 계획적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들, 즉

충동성과 관계없는 이유로 인해 공격성을 보인 환자들의 경우는 다른

치료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Felthous, 2008; Volavka &

Citrome, 2008; 2011). Volavka & Citrome (2011) 연구에서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의 효과는 상당히 감소하며 사법시스템

(criminal justice system)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공격성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치료에 대한 비순응, 약물 남용

(substance abuse), 어린 시절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신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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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환경, 스트레스 등 아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성격 검사는 물론, 정신병질

성향 테스트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치료 접근’이 공격성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할

관리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환자들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반사회적 성격과 정신병질 성향의 경우 치료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Skeem 등, 2002; Salekin 등 2010) Bosch (2018)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선행 연구결과들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다양한 심리사회적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을 때 호전이 있는

연구들이 많다고 종합적인 결론을 냈다. 같은 연구에서 MaGauley 등

(2011) 연구에서 마음이론 기반 치료 (mentalisation based therapy: 

MBT) 가 반사회적 성격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Davidson 등

(2009)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Doyle 등 (2016) 연구에서는

심리도식치료 (schema focused therapy: SFT)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이들의 종합적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적 공격성 환자에게서도 반사회적 성격과 정신병질 성향

등이 보였을 때 앞선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치료를 빠르게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보다는 계획적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은 약물치료만으로는 공격성의

개선이 쉽지 않고, 재범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Cornell 등, 1996; Reidy 등, 2011). 특히 다양한 위험

요소가 결합된 환자의 경우 조현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통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현재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등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고, 당장의

재차 위험한 공격 행위나 재범을 막아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해 입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6년 개정에 의해 입원의

절차가 명시되었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소극적인

행정입원의 태도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더 큰

환자들이 인권과 결부되어 있는 강제입원에 우선되어야 하고, 입원의

결정을 오로지 사람의 주관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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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있는 것이 판단에 용이할 것이다. 공격행위가 불명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등이 보이고 치료의 필요성이 보여, 

입원 결정을 해야 할 경우나, 또는 입원 결정이 된 후에도 병원에서

향후 치료나 관리 계획 설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환자라도 충동적 공격성을

함께 가질 수 있고 (Swogger 등, 2015) 따라서 그들이 추후 어떤

행동을 벌일지는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모델이,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유효성을

입증하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가질 수는 없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기법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과 같이, 위협행위가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과정 또는

입원 후 치료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임상가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5 절 한계점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첫번째 연구 대상자 수가 부족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일반 조현병 환자 대조군이 없었던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비교하였으며, 두 집단간 인구사회학적, 심리행동특성

변인들의 차이를 파악하고 두 집단을 분류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설계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치료 감호소에만 한정 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일반 조현병 환자 전체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특징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의 연구대상자들은 높은 수위의 범죄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방화 등) 을 범한 위법자들로 구성되었고 이들 범죄에는

물리력이 동원되며 피해 대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연구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 기관

연구를 통해 대조군을 확보하여 대표성을 갖게 있다면, 국내에서도 두

공격성의 유형 간 차이를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한계점은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던 항목 중에 조현병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항목이 없었고, 대부분의 심리행동특성 변인이

자가보고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항목들에서는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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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두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할 수 있었고,

특히 기계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선택된 자가보고서들의 개별 문항을

살펴본 결과 특별히 두 군간 반응 차이를 유의하게 보이는 문항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증상은 조현병 환자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Swanson 등, 2006)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조현병 환자들 증상의 임상평가는 물론 특성 차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다시 면밀히 비교·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번째 한계점은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모델이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을

개발하기에 충분치 않은 대상자 수로도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로써 추후 연구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모델의 개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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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조현병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중요한 사회의 문제였고,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특히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는 국외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의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일관되게 어린시절의 트라우마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의 하위 유형 예측 모델 개발을

시도했으며, 우수 수준의 학습 성능에 가까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모델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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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대상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현재 연령 (년) 116 21 72 45.1 10.8

범행당시연령 (년) 116 20 66 39.3 10.2

초범연령 (년) 114 11 66 33.6 11.5

교육 (년) 116 6 18 12.0 2.7

수입 115 1 6 2.3 1.4

변수 대상자 수 빈도

성별 (남/녀) 116 105/11

직업

(무직/일용직/정규직)
116 96/11/9

군대

(미필·중도포기

/군필)

113 63/50

재범여부

(없음/있음)
116 57/59

거주형태

(독립/가족/타인)
116 35/73/8

결혼

(미혼/기혼/이혼)
116 8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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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변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 = 83)

평균(표준편차)

계획적

공격성 집단

(n = 33)

평균(표준편차)

통계적 차이

��	��	�

��	�
p

현재 연령 (년) 45.9(10.9) 43.0(10.5) 1.29 ″ 0.20

성별 (남/녀) 74/9 31/2 0.63 ※ 0.43

직업

(무직/일용직/정규직)
68/7/8 28/4/1 1.69 ※ 0.43

범행당시연령 (년) 39.9(10.1) 37.710.3 1.07 ″ 0.29

군대 (미필·중도포기

/군필)
40/40 23/10 3.67 ※ 0.055

재범여부 (없음/있음) 43/40 14/19 0.83 ※ 0.36

초범연령 (년) 35.0(11.2) 30.2(11.7) -2.16 ‡ 0.029

교육 (년) 12.1(2.6) 11.7(3.0) -.45 ‡ 0.65

거주형태

(독립/가족/타인)
26/52/5 9/21/3 0.45 ※ 0.80

결혼 (미혼/기혼/이혼) 64/12/7 23/3/7 3.89 ※ 0.14

수입 2.3(1.3) 2.5(1.6) -0.65 ‡ 0.73

‡: Mann-Whitney U test, ※: 카이 제곱 검정, ″: 독립표본 T검정



54

표 3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임상 변인 특성

변수 대상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병식레벨 (1~4) 109 1 4 1.8 0.8

발병 연령 (년) 116 14 51 26.4 7.6

DUP (년) 114 0 17 2.2 4.0

유병 기간 (년) 116 2 44 18.7 9.2

범행까지의

유병 기간 (년)
116 0 40 12.9 8.8

IQ (WAIS) 109 42 123 84.2 17.3

DUP: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치료받지 않은 정신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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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임상 변인 특성

비교

변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 = 83)

평균(표준편차)

계획적

공격성 집단

(n = 33)

평균(표준편차)

통계적 차이

��	��	�

��	�
p

병식레벨 (1~4) 1.8(0.8) 1.7(0.8) -0.79 ‡ 0.43

발병 연령 (년) 27.0(7.7) 24.9(7.2) -1.37 ‡ 0.17

DUP (년) 2.4(4.2) 1.9(3.8) -0.46 ‡ 0.64

유병 기간 (년) 18.9(9.1) 18.1(9.9) 0.44 ″ 0.66

범행까지의

유병 기간 (년)
13.0(8.3) 12.7(10.1) -0.58 ‡ 0.56

IQ (WAIS) 86.6(17.7) 78.2(14.7) 2.38 ″ 0.019

‡: Mann-Whitney U test, ※: 카이 제곱 검정, ″: 독립표본 T검정, DUP: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치료받지 않은 정신증 기간



56

표 5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자가보고서 점수

변수 대상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K-AQ 총점 116 36 118 67.7 16.6

신체적공격성 116 9 42 21.0 6.9

언어적공격성 116 7 21 13.5 3.0

분노감 115 5 22 12.6 3.8

적대감 116 8 37 20.5 6.1

K-IRI

관점 수용 116 14 35 23.5 4.7

환상 116 7 35 20.5 5.4

공감적 관심 115 11 35 24.5 4.4

개인적 고통 115 11 32 20.2 4.5

SUPPS-P

부정적긴급성 116 4 16 10.9 2.7

긍정적긴급성 116 4 16 10.3 2.7

계획성 부족 116 4 15 7.5 2.3

지속성 부족 116 4 13 7.6 2.2

감각 추구 116 4 16 11.2 2.5

K-BIS-11

인지적충동성 116 6 21 11.1 3.4

운동충동성 116 8 28 17.0 3.8

무계획충동성 116 9 33 19.2 4.7

K-DERS 총점 115 39 147 81.8 23.4



57

충동통제곤란 116 5 23 10.6 4.9

정서에 대한 주의/ 

자각 부족
116 7 35 18.8 6.4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116 7 33 15.6 6.1

정서적 명료성 부족 116 3 15 6.5 3.1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115 8 33 18.2 6.0

목표 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
116 5 23 12.3 4.3

K-AQ: 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K-IRI: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UPPS-P: short form urgency, 

premeditation, perserverance, sensation seeking, and positive urgency K-

BIS-11: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 K-DERS: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변수 대상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SRPS 총점 116 22 61 46.0 8.7 

K-DUFSS

친구 지원 116 4 20 10.9 4.0 

정서적 지원 116 3 15 7.6 3.3 

BCIS-K 총점 115 -7 18 3.5 4.7 

자기 반추 116 0 21 10.8 4.3 

자기 확신 115 0 16 7.5 3.5 

AUDIT-K 총점 116 0 34 7.4 9.1 

K-CTQ 총점 116 36 123 66.9 18.6 

정서방임 116 8 38 20.9 7.3 

신체학대 116 5 25 11.4 5.2 

성학대 116 5 25 9.3 4.5 

정서학대 116 5 25 10.9 5.1 

신체방임 116 8 20 14.3 2.5 

PDQ-4+

반사회적 성격장애 115 10 29 15.5 2.9 

경계선 성격장애 116 8 19 13.3 2.1 

변수 대상자 수 빈도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1번

(있음/없음)
115 42/73

스트레스 2번 116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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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없음)

스트레스 3번

(있음/없음)
116 50/66

스트레스 4번

(있음/없음)
116 96/20

스트레스 5번

(있음/없음)
116 46/70

스트레스 6번

(있음/없음)
116 23/93

SRP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K-DUFSS: Korean version of 

Duke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BCIS-K: Korean version of 

Beck cognitive insight scale, AUDIT-K: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K-CTQ: Korean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PDQ-4+: Korean version of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 – 4+

표 6 충동성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의 자가보고서 점수

비교

변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 = 83)

평균(표준편차)

계획적

공격성 집단

(n = 33)

평균(표준편차)

통계적 차이

��	��	�

��	�
p

K-AQ 총점 69.1(16.9) 64.0 (15.5) -1.40 ‡ 0.16

신체적공격성 21.6(6.9) 19.7(6.7) 1.33 ″ 0.19

언어적공격성 13.6(3.0) 13.4(3.0) -0.27 ‡ 0.79

분노감 13.0(3.8) 11.5(3.8) -1.69 ‡ 0.09

적대감 21.0(6.3) 19.4(5.3) 1.26 ″ 0.21

K-IRI

관점 수용 23.4(4.6) 23.5(5.0) -0.15 ‡ 0.88

환상 20.9(5.3) 19.5(5.5) -1.42 ‡ 0.16

공감적 관심 24.8(3.9) 23.9(5.3) -0.89 ‡ 0.37

개인적 고통 20.5(4.4) 19.6(4.6) 1.03 ″ 0.30

SUPPS-P

부정적긴급성 10.7(2.8) 11.3(2.5) -0.98 ‡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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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긴급성 10.1(2.6) 10.8(2.9) -1.18 ″ 0.24

계획성 부족 7.4(2.1) 7.6(2.6) -0.12 ‡ 0.91

지속성 부족 7.4(2.3) 7.9(2.0) -1.15 ‡ 0.25

감각 추구 11.0(2.6) 11.7(2.2) -1.22 ‡ 0.22

K-BIS-11

인지적충동성 11.3(3.3) 10.8(3.5) -0.70 ‡ 0.48

운동충동성 16.9(4.0) 17.3(3.4) -0.60 ″ 0.58

무계획충동성 19.4(4.8) 18.6(4.4) 0.80 ″ 0.43

‡: Mann-Whitney U test, ※: 카이 제곱 검정, ″: 독립표본 T검정

K-AQ: 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K-IRI: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UPPS-P: short form urgency, 

premeditation, perserverance, sensation seeking, and positive urgency K-

BIS-11: Korean version of Barratt impulsiveness scale

변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 = 83)

평균(표준편차)

계획적

공격성 집단

(n = 33)

평균(표준편차)

통계적 차이

��	��	�

��	�
p

K-DERS 총점 82.3(24.0) 80.6(22.1) 0.34 ″ 0.73

충동통제곤란 10.7(5.1) 10.4(4.7) -0.08 ‡ 0.94

정서에 대한 주의/ 

자각 부족
18.8(6.5) 18.6(6.3) 0.22 ″ 0.8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15.6(6.1) 15.7(6.5) -0.28 ‡ 0.78

정서적 명료성 부족 6.5(3.1) 6.5(3.1) -0.03 ‡ 0.97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18.2(6.2) 18.2(5.7) -0.00 ″ 1.00

목표 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
12.5(4.5) 11.8(3.9) -0.53 ‡ 0.60

SRPS 총점 45.9(8.9) 46.3(8.3) -0.40 ‡ 0.69

K-DU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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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지원 10.9(4.16) 10.9(3.7) -0.06 ‡ 0.95

정서적 지원 7.5(3.3) 7.7(3.4) -0.43 ‡ 0.69

BCIS-K 총점 3.8(5.1) 2.7(3.5) -0.77 ‡ 0.44

자기 반추 11.1(4.4) 10.2(4.0) -0.47 ‡ 0.64

자기 확신 7.3(3.5) 7.8(3.6) -0.62 ″ 0.54

AUDIT-K 총점 8.0(9.7) 6.0(7.7) -0.78 ‡ 0.43

K-CTQ 총점 65.3(17.7) 70.9(20.4) -1.46 0.15

정서방임 21.0(7.3) 20.8(7.5) 0.11 ″ 0.91

신체학대 10.8(5.2) 13.0(5.0) -2.07 ‡ 0.039

성학대 8.6(3.7) 11.1(5.8) -1.99 ‡ 0.046

정서학대 10.7(4.7) 11.3(6.0) -0.04 ‡ 0.97

신체방임 14.2(2.4) 14.7(2.8) -0.85 ‡ 0.40

‡: Mann-Whitney U test, ※: 카이 제곱 검정, ″: 독립표본 T검정

K-DERS: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SRPS: Self-

report psychopathy scale, K-DUFSS: Korean version of Duke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BCIS-K: Korean version of Beck cognitive insight scale, 

AUDIT-K: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K-CTQ: 

Korean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변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 = 83)

평균(표준편차)

계획적

공격성 집단

(n = 33)

평균(표준편차)

통계적 차이

��	��	�

��	�
p

PDQ-4+

반사회적 성격장애 15.4(2.9) 15.6(2.9) -0.67 ‡ 0.50

경계선 성격장애 13.1(2.1) 13.8(2.2) -1.04 ‡ 0.30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1번

(있음/없음)
30/53 12/20 0.02※ 0.89

스트레스 2번

(있음/없음)
34/49 15/18 0.20※ 0.66

스트레스 3번

(있음/없음)
33/50 17/16 1.33※ 0.25

스트레스 4번 72/11 24/9 3.2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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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없음)

스트레스 5번

(있음/없음)
35/48 11/22 0.77※ 0.38

스트레스 6번

(있음/없음)
17/66 6/27 0.08※ 0.78

‡: Mann-Whitney U test, ※: 카이 제곱 검정, ″: 독립표본 T검정

PDQ-4+: Korean version of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 – 4+

그림 1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IQ (K-WAIS) 

와 초범연령 (first age at crime)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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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와 성학대 (sexual abuse) 특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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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의 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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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종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83)

개수(비율)

계획적 공격성

집단

(n=33)

개수(비율)

총계

개수(비율)

살인 41(43.6%) 13(31.0%) 54(39.7%)

방화 9(9.6%) 6(14.3%) 15(11.0%)

성관련 9(9.6%) 8(19.0%) 14(10.3%)

강도 1(1.1%) 6(14.3%) 12(8.8%)

상해 11(11.7%) 3(7.1%) 17(12.5%)

폭행 9(9.6%) 3(7.1%) 7(5.1%)

재물손괴 4(4.3%) 2(4.8%) 6(4.4%)

기타

(공무집행방해,

협박, 업무방해,

약취)

10(10.6%) 1(2.4%) 11(8.1%)

총합 94(100%) 42(100%) 136(100%)

그림 3 조현병 환자에서 충동적 공격성 집단과 계획적 공격성

집단에서의 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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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ASSO 방식에 의해 선택된 특성들의 계수

Coefficient: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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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ASSO 방식에 의해 선택된 특성들의 목록과 계수

특성 계수(β)

K-BIS-11 19번 -0.08887

K-AQ 6번 -0.05185

K-IRI 23번 -0.04641

K-IRI 10번 -0.04264

K-DUFSS 8번 -0.03097

K-AQ 4번 -0.03052

초범연령 -0.01883

K-AQ 1번 -0.01807

AUDIT-K 1번 -0.01769

K-CTQ 25번 -0.01448

IQ -0.01409

DUP -0.0129

K-AQ 14번 -0.00874

K-AQ 16번 -0.00822

K-BIS-11 16번 -0.00608

K-DERS 34번 0.000916

발병연령 0.00241

연령(범죄 당시) 0.004046

K-DERS 36번 0.005725

SRPS 8번 0.008963

K-IRI 13번 0.009187

K-IRI 6번 0.013274

K-IRI 27번 0.013652

교육연수 0.013873

K-DERS 30번 0.014356

수입 0.017744

SUPPS-P 18번 0.024872

K-CTQ 19번 0.0329

K-DUFSS 4번 0.040201

K-AQ 3번 0.041475

K-CTQ 20번 0.06976

K-CTQ 3번 0.098581

K-CTQ 21번 0.103888

K-CTQ 2번 0.115368

K-CTQ 12번 0.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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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LASSO 특성 선택에서 선택된 자가보고서 문항들의 집단 간

통계 비교

변수

충동적

공격성 집단

(n = 83)

평균 순위

계획적

공격성 집단

(n = 33)

평균 순위

통계적 차이

� p

K-AQ 1 번 62.7 47.9 -2.256 0.024

K-AQ 3 번 56.3 64.1 -1.183 0.237

K-AQ 4 번 60.5 53.4 -1.060 0.289

K-AQ 6 번 61.7 50.4 -1.698 0.089

K-AQ 14 번 59.5 56.1 -0.515 0.607

K-AQ 16 번 62.4 48.8 -2.044 0.041

K-IRI 6 번 57.9 60.0 -0.316 0.752

K-IRI 10 번 61.8 48.5 -2.031 0.042

K-IRI 13 번 57.0 62.3 -0.786 0.432

K-IRI 23 번 62.0 49.7 -1.833 0.067

K-IRI 27 번 57.8 60.2 -0.357 0.721

SUPPS-P 18 번 55.3 66.5 -1.688 0.091

K-BIS-11

16 번

61.6 50.6 -1.710 0.087

K-BIS-11

19 번

62.6 48.3 -2.326 0.020

K-DUFSS 4 번 56.9 62.6 -0.843 0.399

K-DUFSS 8 번 61.9 50.0 -1.763 0.078

K-DERS 30 번 56.2 64.4 -1.255 0.210

K-DERS 36 번 58.2 59.2 -0.148 0.883

K-CTQ 2 번 56.4 63.7 -1.097 0.273

K-CTQ 3 번 54.2 69.2 -2.421 0.015

K-CTQ 12 번 53.1 72.0 -2.830 0.005

K-CTQ 19 번 56.1 64.6 -1.267 0.205

K-CTQ 20 번 53.7 70.6 -2.682 0.007

K-CTQ 21 번 53.2 71.8 -3.419 0.001

K-CTQ 25 번 59.0 57.3 -0.269 0.788

SRPS 8 번 54.9 67.6 -1.996 0.046

AUDIT-K 1 번 60.2 54.2 -0.912 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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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겹 교차 검증 방식에 의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분류의 예측 정확성 검증 (선택된 변수)

%Acc: Accuracy, 정확도 (%), Folds: K-겹 (K 번 교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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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분류의 예측 모델 학습 성능

(AUC) 추정 (선택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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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ture comparison of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in Korean schizophrenia 

patients and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 for classification 

of aggression subtypes using 

machine learning analysis

조용우(Yongwoo Jo)

자연과학대학 뇌과학 협동과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Aggression in schizophrenia patients w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and many attempts to predict it were 

ineffective. The reason why aggression is difficult to predict is that 

there are so many factors affecting aggression, and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subtypes of aggression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aggression. Subtypes of aggression are 

divided into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Impulsive 

aggression in schizophrenia can be caused by symptoms such as 

hallucinations, delusions or impulse control, whereas premeditated 

aggression is caused by antisocial personality or psychopathic trait 

and so on. Impulsive aggression is known to be effective in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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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whereas premeditated aggression is less effective in 

drug treatment and requires a psychosocial approach. In addition, 

the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 also has a higher risk of 

recidivism than the impulsive aggression group. Therefore, we 

compare the two types of aggression in Korea and classifies and 

predicts the types of aggression subtypes based on the results by 

developing a model. So we thought it is possible to pre-classify the 

aggressiveness of schizophrenia patients and select an appropriate 

treatment management model for each.

Methods: A total of 116 schizophrenia spectrum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National forensic hospital were classified into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by referring to 

criminal and interview records. The variable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Based on the comparison, we made a predictive model 

of subtype classification of aggression through machine learning. 

Through the 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algorithm, we selected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distinguish the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ve groups. Next, 

we used a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 to learn the subtype 

characteristics of aggression with the selected characteristics in 

LASSO and performed 10 cross-validation tests. In addition, 

various detailed variables selected by the LASSO algorithm were 

statistically compared in the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ve 

groups.

Result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83 people for impulsive

aggression group and 33 people for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As a result of statistically comparing demographic and 

psychobehavioral variables of the two groups, impulsive aggression 

group had higher IQ and more age at first crime than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 On the other hand, the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 scored higher in physical and sexual abuse categories than 

the impulsive aggression group. On the basis of this, characteristics 

were extracted by the LASSO algorithm to create a model for 

distinguishing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an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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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ere selected from a total of 290 variables. Among the 35 

characteristics, the details related to physical aggression, hostility, 

personal distress, and unplanned impulsivity were higher in the 

impulsive aggression group than in the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 On the other hand, in the details of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psychopathic disposition, the premeditated

aggressive group was higher than the impulsive aggressive group. 

Cross-validation of the aggression subtypes classification 

prediction model on the basis of the selected variables resulted in 

an average accuracy of 82.5% and mean AUC of 0.77.

Conclusion: Distinguishing the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from the Korean offense schizophrenia patients 

and examining their characteristics consistently showed that 

childhood trauma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two types of aggression. This result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udies in which childhood trauma affects conduct

disorders,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psychopathic 

dispositions, and leads to premeditated aggression. So the treatment 

management plans of the two groups should be made differently in 

Korea. too.

In addition, only 35 of the 290 variables were able to develop 

an classifying aggression subtypes model that approximated good 

learning performance. Therefore, if further research is made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 can expect to 

develop a model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Keywords: schizophrenia, aggression, impulsive aggression, 

premeditated aggression, machine learning, crime

Student Number: 2018-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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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그림 1 K-겹 교차 검증 방식에 의한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분류의 예측 정확성 검증 (전체 변수)

%Acc: Accuracy, 정확도 (%), Folds: K-겹 (K 번 교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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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그림 2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분류의 예측 모델 학습

성능 (AUC) 추정 (선택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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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표 1 LASSO 특성 선택에서 선택된 항목들 본 설문지

※교육 연수

귀하의 최종학력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또는 동그라미(○)해 주시고 만

약 재학중이시거나 중퇴(자퇴 또는 퇴학)했을 경우에는 몇 년간 그 교육을 받

았는지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예) 고등학교 2학년 도중에 중퇴하셨던 경우: ⑤ 고등학교 재학 또는 중퇴 [교

육기간: 1년]

대학교 3학년을 마친 후 중퇴하셨던 경우: ⑦ 대학교 재학 또는 중퇴 [교육기

간: 3년]

대학원 2학년에 재학중이셨던 경우: ⑩ 대학원 재학 또는 중퇴 [교육기간: 2년]

① 초등학교 중퇴 [교육기간: 년]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교육기간: 년]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재학 또는 중퇴 [교육기간: 년]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재학 또는 중퇴 [교육기간: 년] ⑧ 2년제 대학교 졸업 ⑨ 4년제 대

학교 졸업

⑩ 대학원 재학 또는 중퇴 [교육기간: 년] ⑪ 대학원 졸업 [총 수료 기간: 년]

※가구 소득 상황

귀하의 현재 소득상황 또는 입소 전 가장 최근의 소득 상황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또는 동그라미(○)표시해 주십시오.

1달 동안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시되, 달라지는 경우에도 대략적인 평

균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거주하시는 경우 1인 거주 시 기

준에 따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입소 전 본인 및 같이 사는 사람의 총 수입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

다.)



77

1인 거주시

① 53만원 미만 ② 53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③ 120만원 이상 180만원 미

만 ④ 180만원 이상 249만원 미만 ⑤ 249만원 이상 422만원 미만 ⑥ 422만

원 이상

2인 이상 거주시

① 125만원 미만 ② 125만원 이상 284만원 미만 ③ 284만원 이상 424만원

미만 ④ 424만원 이상 586만원 미만 ⑤ 586만원 이상 992만원 미만 ⑥ 992

만원 이상

K-AQ 1.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K-AQ 3.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K-AQ 4.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K-AQ 6.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

싸이곤 한다.

K-AQ 14.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K-AQ 16.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K-IRI 6. 위급한 상황에서 나는 걱정이 되고, 안절부절 못한다.

K-IRI 10. 매우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는 가끔 무력함을 느낀

다.

K-IRI 13. 누군가 다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당황하지 않는 편

이다.

K-IRI 23. 좋은 영화를 봤을 때, 나는 쉽게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낀다.

K-IRI 27. 누군가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청해오면 그 사람 일

에 빠져든다.

SUPPS-P 18. 나는 높은 산 경사에서 스키를 타고 매우 빨리

내려오는 감각을 좋아할 것 같다.

K-BIS-11 16. 직업을 자주 바꾼다.

K-BIS-11 19.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K-DUFSS 4.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K-DUFSS 8. 나는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K-DERS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K-DERS 3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



78

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K-CTQ 2. 나는 돌봐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K-CTQ 3. 우리 가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

라고 놀렸다.

K-CTQ 12. 회초리, 벨트, 나무 막대 등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

었다.

K-CTQ 19. 우리 가족은 모두 친하게 지냈다.

K-CTQ 20. 누군가 나의 성기를 만지거나, 나에게 그들의 성기

를 만지게 한 적이 있다.

K-CTQ 21. 누군가 시키는 대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

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K-CTQ 2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SRPS 8.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면 그

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준다.

AUDIT-K 1.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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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표 2 스트레스 설문지의 내용

스트레스 사건 질문지

『이 문항들은 당신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해 주시고 사건이 일어난 당시, 당신의 나이를 적어 주십시오. 

지속된 사건의 경우, 사건이 시작된 시점의 (만)나이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내용 예
(만)나

이

아니

오

1. 학교 친구들로부터 지속된 괴롭힘이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

2. 부모님 간에 서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 □

3. 본인이 폭력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 □

4.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 □

5.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

6.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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