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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examine the MMPI profile of Air Force

recruits with hyperventilation.

Methods : The thirty patients with hyperventilation and thirty normal control were

enrolled. The MMPI completed in the first week of Basic Military Training was

evaluated for each group retro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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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groups. But all the

clinical scale scores in the patients with hyperventilation were higher than in the

normal control group. The MMPI clinical scales profile of the patients with

hyperventilation was Hs-Hy-Ma type.

Conclusions : It seemed that a larg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hyperventilation

had a psychological tendency toward hypochondriasis and/or hysteria and/or

hypomania. MMPI seemed to be an useful method to evaluate psychogenic factors in

hyperventilation. Further researches will need more structur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KEY WORDS : Hyperventilation, MMPI, Air Force Conscript

I. 서 론

과호흡(Hyperventilation)은 심한 불안이나 감정적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때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는 호흡곤란 증상을 의미하며, 심계항진, 어지러움, 감각이상, 의식소실 등

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1)
이런 과호흡은 감정상태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표적

인 호흡기계 증상으로 군생활에 처음 입문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공군 신병들에서 드

물지 않게 관찰된다. 훈련 중에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응급 수진 또는 외래 및 입원치료

를 받는 경우 기본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지 못해 유급되기도 하고, 아울러 훈육관으로

하여금 신병 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군사훈련에 대

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에 개인별 정신병리와 성격 성향을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집단적 인성검사인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이용하여 과호흡을 보

이는 공군 신병의 정신,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군사훈련 중에

과호흡으로 진료받은 신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가입단 시기에 실시한 간편MMPI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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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군00부대 항공의무전대에 과호흡 증상으로 방문한

신병 45명 중에, 가입단 시기에 실시한 간편 MMPI 자료가 확인되고 의무기록 상 특별한

내외과적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이 없는 신병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대조군은 과호

흡 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 신병들 중 의무기록상 특별한 내외과적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이 없는 신병 30명을 선발했다.

566개 문항의 MMPI를 207개 문항으로 대폭 줄여서 만든 간편 MMPI는 3개의 타당성

척도와 8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타당도 척도는 부인척도(L), F척도(F), K

척도(K)로 구성되며, 8개의 임상척도는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Hs), 우울증

(Depression: D), 히스테리(Hysteria: Hy), 반사회성(Psychopathic deviate: Pd), 편집증

(Paranoia: Pa), 강박증(Psychasthenia: Pt),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Sc), 경조증

(Hypomania: Ma)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환자군와 대조

군 간의 연속변수의 평균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test를 시행했다. 모든 통계적 유의

성의 판단기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Ⅲ. 결 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호흡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는 과호흡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MMPI 타당도 척도와 임상척도의 평균과 표준편

차에 대한 t-test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과호흡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모두에서 평균

T-score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 MMPI 타당도 척도에서 부인척도는 51.20±11.02,

F 척도는 44.37±7.17, K 척도는 57.93±9.99였고, 임상척도에서 Hs 척도는 47.37±11.0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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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는 44.47±10.42, Hy 척도 47.23±9.46, Pd 척도 44.97±10.60, Pa 척도 43.90±10.35, Pt

척도 43.20±10.14, Sc 척도 42.77±10.34, Ma 척도 48.27±11.20이었다. 즉 Hs, Hy, Ma 척도

가 상대적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정상대조군과의 비교에서 모든 척도가 과호흡 환자군에

서 상승되어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기본군사훈련 중에 과호흡 증상을 보인 공군 신병들의 성격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과호흡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으로 구분하여 가입단 시기에 실시한 MMPI 결과

를 비교 분석했다. 아울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신병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와 관리

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과호흡 환자군에서 Hs, Hy, Ma

척도가 상승된 경향을 보였다.

과호흡은 분당 환기량이 대사 요구량 이상인 경우로 혈액학적, 생화학적 변화를 유발하

여 호흡곤란, 어지럼증, 감각이상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야기한다. 대체로 정신적인 스트

레스, 카페인, lactate, CO2 등에 의해 과호흡이 유발되며 공황장애(panic disorder)의 50%

에서 과호흡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
1,3)
과호흡 증상과 관련된 MMPI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과호흡을 빈번히 동반하는 공황장애 환자의 MMPI 연구는 선행되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척도별 T-score가 65점 이상인 경우는 없었지만 Hs, D, Hy, Pt 척도가 상

승했고 특히 Hy, Pt 척도의 상승이 특징적이었다.
4)
Lachar의 MMPI 연구에 따르면 Hs,

D, Hy, Pt 척도가 상승한 경우 쉽게 불안, 긴장하게 되고 여러가지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한다.
5)
그 외에도 불안장애의 일종인 광장공포증

환자에서 Hy 척도가 상승했다는 보고
6)
와, 불안과 걱정을 잘 동반하는 신체형 장애에서

Hs, Hy 척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연구들이 있었다.7)

본 연구에서는 과호흡 환자군 중 T-score가 70점 이상 또는 65점 이상인 경우는 없었

지만, 40점에서 60점 사이의 정상범위 내에서 Hs, Hy, Ma 척도의 상대적인 상승이 관찰

되었다. Hs 척도의 경우 건강염려증 척도로 신체기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와 관련된

신체질환과 불편감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고, Hy 척도는 히스테리 척도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에서 회피하고 성숙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며 정서적, 심리적

인 미성숙의 지표로 인식된다. Ma 척도는 경조증의 척도로 사고와 행동의 과잉,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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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과 비약 등을 의미하여 대체로 D 척도와 반대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생산성, 성취

등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오히려 비능률과 비생산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8) 본 연구를 포함하여 많은 불안장애의 연구에서 Hs, Hy 척도의 상승이 관찰되

는데 이런 신체화 경향은 한국인의 질병행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

신 증상이 있어도 그것을 신체상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

한다.9) 따라서 훈련소라는 낯선 환경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급전환된 신분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취약성을 내포한 일부 신병들에게 과호흡 등의 불안 증상을 유

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병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스라엘의 연구에서도 신병 훈련기

간에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고10), 미국 육군의 경우에도 신병 훈련 1

주차에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조사가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11)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수가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MMPI는 대개 일반적인 성격특성을 반영하지만 평가 당시의

상태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관계로 가입단 초기의 상태특성이 적지않게 반영되어 있다. 셋

째, 207문항으로 축소된 간편 MMPI 검사가 갖는 검사 자체의 제한성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이상의 제한점들이 개선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신병들 각자의 성격특성을 보

다 정확히 파악한다면, 과호흡 등의 불안 증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병들의 정신건강 증

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과호흡 증상을 보인 공군 신병의 MMPI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척

도가 정상 범위 내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상승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임상척도

중 Hs, Hy, Ma 척도가 증가된 성향을 보였는데, 본 결과를 기초하여 차후에 입대하는 신

병들의 MMPI 특성을 훈련 및 훈육과정에 참고한다면 상기 증상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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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Hyperventilation

(N=30)

Control

(N=30)
P-value

Age (year, mean±SD) 20.03±1.27 20.70±1.75 0.097

N : number,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MMPI validity scales and clinical scales of the patients with 

hyperventilation and normal control group

Scales

Hyperventilation

(N=30)

Control

(N=30) F P-value

mean±SD
L 51.20±11.02 50.10±10.18 0.161 0.689

F 44.37±7.17 42.33±3.97 1.849 0.179
K 57.93±9.99 56.97±11.40 0.122 0.728

Hs 47.37±11.03 44.47±8.69 1.280 0.262
D 44.47±10.42 41.17±9.37 1.665 0.202

Hy 47.23±9.46 45.20±7.31 0.868 0.355
Pd 44.97±10.60 43.27±8.21 0.483 0.490

Pa 43.90±10.35 41.37±6.47 1.293 0.261
Pt 43.20±10.14 39.60±6.31 2.726 0.104

Sc 42.77±10.34 38.77±5.80 3.418 0.071
Ma 48.27±11.20 46.47±7.39 0.540 0.466

N : number, SD : standard deviation

L : lie scale, F : infrequency scale, K : suppressor scale, Hs : hypochondriasis, D : depression

Hy : hysteria, Pd : psychopathic deviate, Pa : paranoia, Pt : psychasthenia, Sc : schizophrenia

Ma : hypoma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