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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BDI-Ⅱ의 타당화 연구Ⅰ: 여 생을 상으로

김 명 식† 이 임 순 이 창 선

주 학교 상담학과 KAIST 경 학 학생상담실 숙명여자 학교 약학 학

본 연구는 기존에 우울증 평가를 해 사용되어 왔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DSM-Ⅳ의 우울증

거에 보다 일치하도록 개발된 BDI-Ⅱ(Beck, Steer, & Brown, 1996)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연구를 실시

한 것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BDI-Ⅱ를 461명의 여자 학생에게 실시해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 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80이었다. 한 한국 BDI-Ⅱ의 21개 문항들의

수정된 문항-총 상 의 범 는 .21에서 .53이고, 체 문항들이 .30내외의 문항-총 상 을 보여 본 한국

BDI-Ⅱ의 신뢰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수정된 문항-총 상 이 .30미만인 10,

16, 18문항을 제외한 18가지 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동기 하’, ‘짜증과 피로’,

‘우유부단’, ‘비 주의’, ‘죄책감’ 등 5가지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앞의 3가지 요인은 Beck, Steer와 Brown

(1996)의 신체·정서-인지(SA-C)모형 신체·정서요인에, 뒤의 2가지 요인은 인지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확

인되어서 SA-C 모형을 일차로 지지해 주었다. 셋째, 본 BDI-Ⅱ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을 활용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21개 문항은 Beck 등(1996)의 신체·정서-인지

모형(SA-C모형), 19개 문항은 Whisman, Perez와 Ramel(2000)의 인지·정서-신체 모형(CA-S모형)으로 산출

비교해 모형검증을 실시 했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신체·정서-인지(SA-C)모형이 인지·정서-신체(CA-S)모형

보다 모형의 합도와 간명성이 더 좋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최 로 한국

BDI-Ⅱ를 번역하고,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타당화 연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상이

461명의 여자 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서 남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수의 다양한 피험자들을 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우울, 한국 BDI-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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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세계 으로 흔히 나타나는 보편

인 질병이다. 그러나 임상장면에서 간편하

면서도 타당하게 우울증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같은 자기보고형 질문지들

이 제작 사용되게 되었다. BDI는 1961년에

Beck, Ward, Mendelson, Mock과 Erbaugh 등이

청소년과 성인의 우울증을 측정하기 해 만

든 21문항의 설문지로서 한국에서도 번역

표 화되어 사용되어 왔다(김정호 등, 2002;

이민규 등, 1995a, 1995b; 이 호, 송종용,

1991; 한흥무, 염태호, 신 우, 김교헌, 윤도 ,

정근재, 1986; 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이후 BDI와 BDI-IA(Amended

BDI-Ⅱ: 1971년에 Beck에 의해 개정된 것, BDI

와 내용이 동일하나 보다 쉬운 어휘와 ‘최근

2주’ 동안의 증상을 질문)는 우울증 환자의 우

울 정도를 평가하고, 일반인의 우울증에 한

일차 탐지(screening)을 해 가장 많이 사용

되어져 온 질문지들 의 하나이다(Archer,

Maruish, Imhof, & Piotrowski, 1991; Beck &

Steer, 1993; Piotrowski & Keller, 1992).

한 BDI와 BDI-IA는 여러 임상 는 정상

집단들을 상으로 그 임상 유용성과 신뢰

도가 검증되어 왔다(Beck, Steer, & Garbin,

1988; Steer, Beck, & Garrison, 1986). 그러나

BDI와 BDI-IA가 DSM-Ⅲ의 주요 우울증의 9가

지 기 6가지만을 충족하며, 식욕과 수면

의 감소는 묻지만 그 증가에 한 질문이 없

고, 심리운동 활동과 조(psychomotor activity

and agitation)에 한 문항이 없다는 것이 지

되어 왔다(Moran & Lambert, 1983).

DSM-Ⅲ-R과 DSM-Ⅳ가 나오면서 Beck, Steer

와 Brown(1996)은 DSM-Ⅲ-R과 DSM-Ⅳ의 주요

우울증의 거에 더욱 부합하도록 BDI-IA를

개정해 BDI-Ⅱ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 Beck 등(1996)은 BDI-Ⅱ를 구성해 500명의

정신과 외래환자들과 126명의 학생들에게

사 연구(pilot test)를 실시했고, 그 규 자료도

얻었다.

BDI-Ⅱ는 BDI-IA에서 쓰이던 체 감소

(weight loss), 신체상 변화(body image change),

작업곤란(work difficulty), 그리고 신체몰입

(somatic preoccupation) 등을 제외했다. 그 신

심한 우울로 인한 입원시에 흔히 나타나는 증

상인 조(Agitation), 집 력 장애(Concentration

Difficulty), 무가치감(Worthlessness), 그리고 의욕

상실(Loss of Energy) 등 4가지를 추가했다.

한 “오늘을 포함해, 최근 2주간의 증상”을 질

문해, DSM-Ⅳ의 주요 우울증의 거와 일치시

키려 했다. BDI-Ⅱ는 0-3 의 4 척도이며,

21문항의 합산 수를 사용해 0-63까지의

수분포를 갖는다. Beck 등(1996)에 의하면 미

국의 경우 BDI-Ⅱ의 수의 의미는 0-13은

‘정상’, 14-19는 ‘가벼운 우울’(mild depression),

20-28은 ‘ 등도의 우울’(moderate depression),

29-63은 ‘심한 우울’(severe depression)을 의미한

다.

1996년에 BDI-Ⅱ가 개발된 이래 BDI-Ⅱ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다. Beck, Steer와 Brown(1996)은 26명의 우울

증 외래 환자들 상으로 인지치료 1회기와 2

회기의 1주간에 걸쳐 BDI-Ⅱ를 실시한 결과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r=.93, p<.001)를 보

고했다. 그리고 87명의 외래환자들을 상으

로 BDI-Ⅱ, Hamilton 불안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Anxiety), Hamilton 우울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를 실시한 결과, BDI-

Ⅱ의 Hamilton 우울척도와의 상 (r=.71, p<

.01)이Hamilton 불안척도와의 상 (r=.4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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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다 월등히 높아 비교 높은 수렴타당

도를 보고했다. Sprinkle, Lurie, Insko, Atkinson,

Jones, Logan과 Bissada(2001)는 학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137명의 학생들(남: 57,

여: 80)을 상으로 BDI-Ⅱ와 SCID-I(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Ⅳ Axis Ⅰ Disorder)를

실시한 결과 BDI-Ⅱ와 SCID-I의 상 (r=.83)이

매우 높아 BDI-Ⅱ의 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 46명의 학생들(남: 18, 여: 28)을 상

으로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r=.96)를 보고

했다. Osman, Kooper, Barrios, Gutierrez와 Baggage

(2004)는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7명의

박사 수 의 문가들에게 BDI-Ⅱ 21문항의

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 반 으로 내용

타당도가 보장되었다고 보고했다.

BDI-Ⅱ의 구성타당도에 한 연구는 2요인

과 계 3요인 모형(hierarchical model)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2요인 모형은 첫째, 신체-정서

요인(Somatic-Affective factor, 이하 SA), 인지요인

(Cognitive factor, 이하 C)으로 구성되는 SA-C

모형과 둘째, 인지-정서 요인(Cognitive-Affective

factor, 이하 CA), 신체요인(Somatic factor, 이하

S)으로 구성되는 CA-S 모형 2가지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계 3요인 모

형은 계 모형으로서 S요인(기존의 SA요인)

과 C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을 포함하는 일

반요인(General factor, 이하 G)으로 구성되는

G-S-C 모형, 인지요인(C요인), 정서요인(A요인),

신체요인(S요인)으로 구성되는 C-A-S 모형 등

있다.

BDI-Ⅱ의 구성타당도에 한 2요인 모형

SA-C 모형에 한 연구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

져 왔다. Beck, Steer와 Brown(1996)은 500명의

성인 정신과 외래 환자들(남: 183, 여: 317)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탐색 요인분

석을 했다. 그 결과 신체-정서 요인(Somatic-

Affective factor, SA 요인; 9문항)과 인지 요인

(Cognitive factor, C요인: 12문항)의 2요인으로

구성된 SA-C모형이 제안되었다. 신체-정서요

인(SA요인)은 4번, 10-13번, 15-21번 문항들로

구성되며, 20번(피로와 피곤번), 15번(에 지

상실)이 가장 표 인 문항이었다. 인지요인

(C요인)은 1-3번, 5-9번, 14번 문항들로 구성되

며, 3번(과거의 실패), 14번(무가치감)이 가장

표 인 문항이었다. Dozis, Dobson과 Ahnberg

(1998)는 1,022명의 학생들(남: 337, 여: 685)

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탐색 확인

요인분석을 했다. 그 결과 Beck 등(1996)과

유사한 SA-C 모형과 요인구조가 재확인되었

다. Steer, Ball, Ranieri와 Beck(1999)은 210명의

성인 우울증 외래 환자들(남: 105, 여: 105)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탐색 확인

요인분석을 했다. 그 결과 Beck 등(1996)과 유

사한 SA-C 모형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탐색

요인분석 결과 10번(울음), 11번( 조)의 SA

와 C요인에 한 요인부하값이 모두 .35 미만

으로 낮은 값이었고, 1번(슬픔)의 요인부하값

은 SA요인 .46, C 요인 .39로 2요인 모두에 .35

이상으로 요인을 변별할 수 없어 Beck 등

(1996)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SA-C 모형이 지지되었을뿐 아

니라, 이 2요인을 포함하는 일반 ‘우울’이라는

2차 요인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Arnau, Megaher,

Norris와 Bramaon(2001)은 일반 의학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외래 환자 333명(남: 104, 여:

229)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탐색

요인분석을 했다. 그 결과 Beck 등(1996)과 유

사한 SA-C 모형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원

래 C요인에 속하는 1번(슬픔)과 8번(자기비

감)의 SA요인에 한 요인부하값이 각각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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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로 C요인에 한 요인부하값 .32, .31 보다

높았다. 한 원래 SA요인에 속하는 10번(울

음)의 C요인에 한 요인부하값이 .51로 SA에

한 요인부하값 .23보다 훨씬높아 Beck 등

(1996)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도 C요인과 SA요인을 포함하는 ‘우울’이라

는 일반요인(G factor)을 검증했다. Kojima,

Furukawa, Takahashi, Kawai, Nagaya와 Tokudome

(2002)는 766명의 일본 성인들(남: 452, 여:

314)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Beck 등(1996)의

연구와 유사한 SA-C 모형이 재확인되었다. 그

러나 원래 C요인에 속하는 14번(무가치함)의

SA요인에 한 부하량이 .42로 C요인에 한

부하량 .32 보다 높았다. 한 원래 SA요인에

속하는 11번( 조)의 C요인에 한 부하값이

.39로 SA에 한 부하값 .02보다 훨씬 높아

Beck 등(1996)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BDI-Ⅱ의 구성타당도에 한 2요인 모형

CA-S 모형에 한 연구는 은 편이다. 원래

Beck 등(1996)의 연구에서 120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A-S 모형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요

인분석에 사용된 학생수가 120명으로 BDI-

Ⅱ의 문항수(21개)에 비해 무 어 탐색

요인분석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500명의

정신과 외래환자들을 상으로 연구된 SA-C

모형을 최종 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Whisman, Perez와 Ramel(2000)는 576명의

학생들(남: 243, 여: 333)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

과 CA-S 모형이 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2번(비 주의), 21번(성 심에

한 상실)은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아 배

제되고 19문항에 한 확인 요인분석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CA요인에는 14문항, S요인

에는 5문항(15,16,18,19,20)으로 구성되는 CA-S

모형이 확인되었다.

BDI-Ⅱ의 구성타당도에 한 계 3요인

모형은 Steer 등(1999), Arnau 등(2001)의 연구에

서 제안 검증되었다. 최근에 Grothe, Dutton,

Jones, Bodenlos, Ancona와 Brantley(2005)는 병원

에서 일반 의학 치료를 받고 있는 220명의

아 리카계 미국인 성인들(남: 105, 여: 115)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확인 요인분석

을 했다. 그 결과 S요인(기존의 SA요인: 4,

10-13, 15-21), C요인(1-3, 5-9, 14), 그리고 2요

인을 포함하는 상 의 계에 있는 G요인으

로 구성된 G-S-C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Buckley, Parker와 Heggie(2001)가 약물

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남성 416명

을 상으로 BDI-Ⅱ를 실시하고 확인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인지요인(C요인), 정서요인(A

요인), 신체요인(S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검증된 C-A-S 모형도 3요인 모형과 계된다

고 할 수 있다. 재 BDI-Ⅱ에 한 계 3

요인 모형은 G-S-C 모형이 보다 타당도가 높

고 임상실제나 연구의 방향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Ward, 2006), 아직 연구가 진행 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1961년에 개발된

BDI를 그 로 쓰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BDI-Ⅱ가 개발한 것은 BDI에 비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진되고, 특히 주요 우울증에 한

DSM-Ⅳ의 기 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Beck,

Steer, & Brown, 1996).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

도 BDI-II의 타당화 작업은 내담자들의 우울증

에 한 일차 탐색뿐 아니라 심리상담을

해 매우 기본 이고 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BDI-Ⅱ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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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번역하고, 둘째, BDI-Ⅱ에 한 주요 선

행연구의 반복연구(replication study)를 통해 한

국 BDI-Ⅱ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일차 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방 법

한국 BDI-Ⅱ의 번역과정

Beck 등(1996)이 개발한 BDI-Ⅱ를 번역하기

해 첫째, 심리학 박사인 임상심리 문가 1

인, 어권 유학 3년의 경험이 있는 학원생

1인, 그리고 심리학 공 학원생 1인 등 3

인이 함께 한 로 일차 번역하 다. 둘째, 일

차 번역한 BDI-Ⅱ를 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bilingual), 미국에서 학을 졸업한

한국계 미국인이 한 번역을 다시 어로 번

역하는 역번역(back translation) 등의 과정을 거

쳤다. 이 과정을 거친 결과 본 한국 BDI-Ⅱ

가 BDI-Ⅱ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최종 검증되

었다.

피험자

연구 상은 서울의 4년제 학에 재학 인

여학생 461명을 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42세(SD: 2.11) 다. 모

두 심리학과 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들로서 수업시간에 본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평가도구

BDI-Ⅱ(Beck Depression Inventory-Ⅱ): Beck 등

(1996)이 개발한 BDI-Ⅱ를 본 연구에서 번안

한국 BDI-Ⅱ를 사용했다. 0-3 으로 4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었다.

자료분석 차

자료분석을 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산출, 단순상 분석, 요인분석, 요인구조모

형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Stru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했다. 구

조방정식 모델의 합성 검증을 해 χ2검

증, 상 합도 지수는 가장 기본 인 NFI

(Non-Normed Fit Index), 표본의 향을 덜 받

는 CFI(Comparative Fit Index),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합도 지수인 NNFI(normed fit index, TLI)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했다. NFI, CFI와 NNFI는 .90이상이

면 모형의 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값이 .05이하이면 좋은 합도(close fit),

.80이하이면 괜찮은 합도(reasonable fit), .10이

상이면 나쁜 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

다(홍세희, 2000).

자료분석 차는 첫째, 한국 BDI-Ⅱ의 신

뢰도를 검증했다. 이를 해 461명의 여자

학생에게 실시해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했

다. 한 한국 BDI-Ⅱ의 21개 문항간의 상

호 상 과 수정된 문항- 체 상 을 검증했다.

둘째, 21개의 문항 수정된 문항- 체 상

이 .30미만인 3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탐색 요인분

석의 결과 Beck, Steer와 Brown(1996)의 SA-C 모

형, Whisman, Perez와 Ramel(2000)의 CA-S 모형

어느 모형이 더 한지 1차 으로 검증

했다. 셋째, 한국 BDI-Ⅱ 21문항에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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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해,

SA-C 모형과 CA-S 모형 어느 모형이 더

한지 최종 으로 검증 했다.

결 과

신뢰도 검증

BDI-Ⅱ의 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으로 ‘보통’ 이상의 내 일 성을 보 다.

한 수정된 문항- 체 상 (r)은 .21(식욕의

변화)로부터 .53(에 지 상실)까지의 범 고,

나머지 문항들도 모두 .30내외의 상 을 보

다(표 1).

BDI-II 문항간 상 분석

BDI-Ⅱ의 각 문항간 상호 상 에 한 단순

상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항간 상호상

(r)이 .02(16번-4번, 18번-11번, 21번-10번)부터

.40(14번-7번, 15번-7번)의 범 를 보 다(표 2).

탐색 요인분석

본 한국 BDI-Ⅱ 21문항 문항-총 간

상 이 .30미만인 10번(울음), 16(수면변화), 18

(식욕변화)의 3문항을 제거한 18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추출은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했고,

요인회 은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promax 회

을 했다. 요인분석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 넘는 5가지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1요인

은 ‘동기 하’로 명명했으며, 21(성 심 상

실), 12( 심의 결여), 4(즐거움의 상실), 11(

조) 등으로 구성된다(설명량: 23.89%). 2요인은

‘짜증과 피로’로 명명했으며, 17(짜증), 20(피로

와 피곤), 15(에 지 상실) 등으로 구성된다(설

명량: 7.03%). 3요인은 ‘비 주의와 실패감’으

로 명명했으며, 2(비 주의), 3(과거의 실패),

14(무가치함), 7(자기 오감), 8(자기비 감) 등

으로 구성된다(설명량: 6.42%). 4요인은 ‘죄책

감 자살사고’로 명명했으며, 2(비 주의), 5

(죄책감), 9(자살생각), 6(벌받을것 같은 느낌),

1(슬픔) 등으로 구성된다(설명량: 5.86%). 5요인

은 ‘우유부단’으로 명명했으며, 13(우유부단),

19(집 어려움) 등으로 구성된다)(설명량: 5.72

%). 1·2·5 요인들은 Beck 등(1996)의 신체․정

서-인지모형(SA-C모형) 신체․정서요인에,

3·4 요인들은 인지 요인에 속한다. 본 한국

BDI-II의 21문항의 요인구조는 SA-C 모형

이 CA-S 모형보다 더 합하다는 것이 일차

으로 검증되었다(표 3).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통해 본 한국 BDI-Ⅱ 문항

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확인

요인분석은 선행연구에 근거해, 주요한 2개

모형 신체․정서-인지(SA-C)모형, 인지․정서-

신체(CA-S) 모형들의 합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신체․정서-인지(SA-C)모형이 인지·정서-

신체(CA-S) 모형에 비해 더욱 합하다는 것이

최종 검증되었다(χ2=357.26, p<.01; NFI=.956,

CFI=.977, NNFI=.972; RMSEA=.044(.037-.051))

(표 4,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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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SD) % r

BDI1 .63(.53) 58 .43

BDI2 .41(.53) 39 .32

BDI3 .48(.70) 35 .32

BDI4 .52(.62) 45 .46

BDI5 .37(.52) 35 .33

BDI6 .45(.65) 38 .36

BDI7 .49(.73) 35 .52

BDI8 .57(.59) 51 .37

BDI9 .48(.53) 46 .30

BDI10 .65(.92) 41 .27

BDI11 .49(.60) 45 .36

BDI12 .55(.60) 49 .40

BDI13 .71(.85) 51 .27

BDI14 .21(.49) 17 .44

BDI15 .81(.66) 67 .53

BDI16 1.09(.64) 85 .23

BDI17 .54(.59) 49 .37

BDI18 1.07(.83) 77 .21

BDI19 .86(.65) 71 .36

BDI20 .89(.54) 79 .41

BDI21 .33(.64) 25 .32

주. %=1,2,3으로 응답한 반응의 비율. r: 수정된 체-문항 상

표 1. 한국 BDI-Ⅱ 문항의 평균, 표 편차, 증상의 %, 체-문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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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지수
모형 χ2 df NFI CFI NNFI RMSEA(90%CI)

SA-C 357.26** 188 .956 .977 .972 .044(.037-.051)

CA-S 313.41** 151 .956 .976 .970 .048(.041-.056)

** p<.01

표 4. 모형들의 합도 검증

문 항
1요인

(동기 하)

2요인

(짜증·피로)

3요인

(비 주의·

실패감)

4요인

(죄책감·

자살사고)

5요인

(우유부단)

BDI21 성 심 상실 .62 .00 .10 .01 .12

BDI12 심결여 .51 .11 .15 .06 .24

BDI4 즐거움의 상실 .51 .22 .20 .05 .01

BDI11 조 .49 .29 .05 .00 .11

BDI17 짜증 .23 .64 .11 .01 .05

BDI20 피로와 피곤 .10 .63 .18 .05 .13

BDI15 에 지 상실 .26 .55 .03 .05 .09

BDI2 비 주의 .09 .00 .74 .20 .05

BDI3 과거의 실패 .11 .11 .56 .27 .05

BDI14 무가치함 .40 .27 .55 .07 .09

BDI7 자기 오 .32 .15 .43 .06 .05

BDI8 자기비 .26 .28 .37 .00 .03

BDI5 죄책감 .04 .14 .11 .67 .24

BDI9 자살생각 .27 .16 .09 .67 .12

BDI6 벌 .28 .05 .00 .56 .24

BDI1 슬픔 .08 .17 .01 .55 .03

BDI13 우유부단 .05 .01 .03 .06 .84

BDI19 집 어려움 .08 .14 .09 .01 .66

고유값

(설명량%)
4.30(23.89) 1.26( 7.03) 1.15( 6.42) 1.05( 5.86) 1.03( 5.72)

표 3. 한국 BDI-Ⅱ 요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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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4
.56**

신체·정서

bdi10

bdi11

bdi12

bdi13

bdi15

bdi16

bdi17

bdi18

bdi19

bdi20

bdi21

.29**

.43**

.47**

.29**

.65**

.26**

.18**

.46**

.39**

.38**

.47**

인 지

bdi1

bdi2

bdi3

bdi5

bdi7

bdi8

bdi9

bdi14

.47**

.39**

.38**

.84**

.64**
.42**

.53**

.45**

.33**

bdi6
.38**

그림 1. SA-C 모형

bdi1
.48**

인지·정서

bdi10

bdi3

bdi5

bdi6

bdi7

bdi8

bdi12

bdi14

bdi19

bdi13

.32**

.34**

.37**

.41**

.61**

.44**

.50**

.45**

.44**

.33**

.29**

신 체

bdi20

bdi15

bdi19

bdi18

bdi16

.50**

.69**

.38**

.88**

.20**

.28**

bdi4

bdi17

bdi11

.54**

.43**

그림 2. CA-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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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를 DSM-Ⅳ의 주요 우울증 거에 일치하도록

Beck, Steer와Brown(1996)이 개발한 BDI-Ⅱ를 한

국어로 번역하고, 461명의 여자 학생들을

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BDI-Ⅱ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체 문항의 신뢰도 계

수가 .80이었다. 체 21개 문항들의 수정된 문

항-총 상 의 범 가 .21-.53이고, 체 21개

문항들이 .30 내외의 문항-총 간 상 을 보여

본 한국 BDI-II의 신뢰도가 ‘보통’ 이상이라

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BDI-Ⅱ의 체 21

개 문항들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

다. 이를 해 21개 문항들 수정된 문항-총

상 이 .30미만인 10번(울음), 16번(수면변

화), 18번(식욕변화) 등의 3문항을 제거한 18개

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유값이 1이 넘는 5가지 요인들이 최종

추출되었다. 1요인은 ‘동기 하’, 2요인은 ‘짜증

과 피로’, 3요인은 ‘비 주의와 실패감’, 4요인

은 ‘죄책감 자살사고’, 5요인은 ‘우유부단’

으로 명명했다. 본 연구결과의 1․2․5 요인들

은 Beck 등(1996)의 신체․정서-인지모형(SA-C

모형) 신체․정서요인에, 3․4 요인들은 인

지 요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탐색 요인분석

결과 본 한국 BDI-Ⅱ의 요인구조는 신체․

정서-인지(SA-C) 모형이 인지․정서-신체(CA-S)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이 일차 으로 검증되

었다. 셋째,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본 한국

BDI-Ⅱ의 총 21개 문항들과 19개 문항들의

요인구조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각각 신체․

정서-인지(SA-C), 인지․정서-신체(CA-S) 모형으

로 가정하고 그 합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신체․정서-인지(SA-C)모형이 인지․정서-신체

(CA-S)모형에 비해 비해 모형의 합도와 경제

성에 있어 더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Beck 등(1996), Steer 등(1996), Kojima 등

(2002)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향후

BDI-II의 요인구조 연구는 SA-C 모형을 기 로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한국 BDI-Ⅱ의 총 21개 문항들 문

항-총 상 이 .30미만으로 탐색 요인분석

에서 제외된 문항은 10번(울음), 16번(수면변

화), 18번(식욕변화)이었다. 이 세 문항들의 문

항-총 상 값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

으로 낮았다. 이런 경향이 SA-C 모형(10번의

회귀계수: .29, 16번의 회귀계수: .26, 18번의

회귀계수: .18)이나 CA-S 모형(10번의 회귀계

수: .32, 16번의 회귀계수: .28, 18번의 회귀계

수: .20)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Steer 등(1999), Arnau 등(2001)의 연구결과와 매

우 일치되는 결과이다. 아마도 ‘울음’은 우울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므로 우

울 문항으로서의 타당도가 다른 문항들에 비

해 떨어지는 것 같다. 반면 16․18번 문항의

낮은 문항-총 상 과 회귀계수는 선행연구

들에서 언 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우

리나라의 사회․문화 특성상 수면변화나 식

욕변화 등을 우울같은 심리 원인 보다는 신

체증상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 이에 한 정 한 연

구와 규명이 필요한 것 같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 8번(자기비 감)은 C

에 한 요인부하값이 .37, SA에 한 요인부

하값 .58로 두 요인에 공통으로 속하고 있다.

이 결과는 Arnau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8번 문항이 내용상 인지요인이 확실

하면서도 왜 정서요인에도 자주 속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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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원인에 해 보다 연구해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리고 Steer 등(1999)이 11번 문항은 낮

은 요인부하값, 1번은 요인들에 이 으로 속

하므로 변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것,

Kojima 등(2002)이 14와 11번 문항이 요인들에

이 으로 속하므로 변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서 의 선행연구들은

성인 남녀를 연구 상으로 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여자 학생들만을 상으로 한 것이

향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

에서는 SA, C 총 2개의 요인에 한 문항들의

부하값만 검증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SA, C

요인을 보다 세분화해서 5개요인으로 구별해

서 문항들의 부하값을 검증했으므로 그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으로 추론된다. 이

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들을 갖고 구성한 모형은 계 인지·정

서-인지(SA-C)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기존의 SA-C 모형이나 CA-S 모형과 비교하면

모형의 합도와 경제성이 더 좋았다(χ2=

198.25, p<.01; NFI= .968, CFI=.988, NNFI=

.985; RMSEA=.034(.024-.043)). 이 결과는 Beck

등(1996), Steer 등(1999), Arnau 등(2001), Kojima

등(2002) 주요 선행연구들에서는 보고되

지 않는 것들이다. 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인 일본의 Kojima 등(2002)의 연구에서

는 탐색 요인분석 결과 5가지 요인이 추출

되었으나 Scree Plot을 거치면 최종 으로 신

체·정서(SA)와 인지(C)요인 2 요인이 나타났다

고 보고 했다(총 설명량도 37.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요인들 1요인을 제외하고

는 고유값(eigen value)에 큰 차이가 없어 Scree

Plot을 거쳐도 5가지 요인이 그 로 남고, 5

요인의 총 설명량도 48.93%로 일본연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들

이 연구 상자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이질

사회․문화 요인을 반 하는지, 혹은 유

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 향후 보다 정 한

연구와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Steer 등(1999), Arnau

등(2001), Grothe 등(2005) 등의 G-S-C 모형이나,

Buckely 등(2001) 등이 제안한 C-A-S 모형은 검

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한국

BDI-Ⅱ의 타당화를 한 기 연구이고 연구

상이 여 생에게만 한정되었으로, SA-C,

CA-S 등 기본 모형과 비교·검증하는 반복연구

(replication study)에 을 두었기 때문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포 이고 충분한

수의 연구 상을 확보해 최근에 연구되고 있

는 G-S-C 모형이나 C-A-S 모형에 해서도 검

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BDI-Ⅱ에 한 기 인

타당화 연구를 실시했다. 미국에서 BDI-Ⅱ가

1996년에 개발되었으므로 매우 때늦은 감이

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우울증에 한 여

러 가지 평가와 연구들이 실제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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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7, Vol. 26, No. 4, 997-1014

The Validation StudyⅠ of Korean BDI-Ⅱ: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Sample

Myung Sig Kim Im Soon Lee Chang Seon Lee

Departmnet of Counseling Business School Counseling Center College of Pharmacy

Jeonju University KAIS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translate and validate Korean BDI-Ⅱ, which is developed and updated by Beck, Steer, &

Brown(1996) according to the criterions of DSM-Ⅳ of Major Depression. 461 femal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iablity of the Korean BDI-Ⅱ was

good, the coffecient of Cronbach α was .80. And the range of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was

.21(changes of appetite) to .53(loss of energy). Secon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for 18

items, except 10, 16, 18 items less than .30 of item-total correlation. Finally 5 factors(low motivation,

irritabllity and fatigue, indeciveness, pessimism and guilty feeling) were testified comprising of the Korean

BDI-Ⅱ. And 1, 2 ,5 factors belong to SA factor(Somatic-Affective Factor), 3, 4 factors to C(Cognitive

Factor) factor. Thirdl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for 21 items and 19 items. SA-C model

for 21 items (Beck, et. al. 1996), CA-S model for 19 items(Whisman, et. al., 2000) were testified on the

fitness and economy of the model. Finally SA-C model was more economic and fit than CA-S model.

This study and other studies were discussed on the similarites and differences of them, the cause, and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dvantegies of translating and validating BDI-Ⅱ at first in korea. But the

number of subjects was not enough and male universty students were not included, so the problem of sex

bias of sampling. In the future study, more enough and various subjects will be studied in the Korean

BDI-Ⅱ validation study.

Key words : Depression, Korean BDI-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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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픔

0)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많은 시간 슬픔을 느낀다

2) 나는 항상 슬 다

3) 나는 견딜수 없을 정도로 무 슬 거나 불행하

다

2. 비 주의

0) 나는 나의 미래에 해서 용기를 잃지 않는다

1) 나는 미래에 해서 보다 더 의기소침하게 느

낀다

2) 나는 내 일이 잘 되리라고 기 하지 않는다

3) 나는 나의 미래가 희망이 없고 더 나빠질 것이

라고 느낀다

3. 과거의 실패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것 보다 더 많이 실패했다

2) 뒤돌아보면 나는 많은 실패를 했다

3) 나는 인간으로서 완 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즐거움의 상실

0) 내가 에 즐기던 일에서 여 히 즐거움을 느낀

다

1) 나는 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거의 즐겁지 않다

3) 나는 에 즐거움을 느 던 일에 해 즐

거움을 느낄 수 없다

5. 죄책감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해온 일이나 했어야만 했던 많은 일

에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부분의 시간에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벌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느낀다

2) 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상한다

3)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자기 오감

0) 나는 내 자신에 해 과 같이 느낀다

1) 나는 내 자신에 한 확신을 잃었다

2) 나는 내 자신에 해 실망한다

3) 나는 내 자신을 싫어한다

8. 자기비 감

0) 나는 보다 내 자신을 비 하거나 비난하지 않

는다

1) 나는 보다 내 자신에 해 더 비 이다

2) 나는 나의 모든 잘못에 해 비 한다

3) 나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자신을 비

난한다

9. 자살에 한 생각이나 소망

0) 나는 자살에 해 어떤 생각도 해 본 이 없다

1) 나는 자살에 해 생각해 본 이 있으나 실제

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할 것이다

이 질문지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오늘을 포함해 지난 2주동안

자신이 느껴온 것에 가장 합한 항목에 ◯표 는 ∨하십시오. 만약 문항에서 여러 항목이 동일하

게 자신에게 용된다면, 가장 높은 수를 선택하십시오. 16번과 18번 문항을 포함해서 어떤 문

항이든지 1 항목만 선택해서 ◯표 는 ∨ 하십시오.

<BDI-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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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울음

0) 나는 보다 더 울지 않는다

1) 나는 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번번이 운다

3) 나는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

11. 조

0) 나는 평소보다 더 조하거나 더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조하고 더 상처를 받고 있

다고 느낀다

2) 나는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하

고 안 부 못한다

3) 나는 계속 움직이거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정

도로 무 조하고 안 부 못한다

12. 심의 결여

0) 나는 다른 사람이나 활동에 한 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이나 일에 해 보다 심이

었다

2) 나는 다른 사람이나 일에 한 부분의 심을

잃었다

3) 나는 무엇에도 흥미를 갖기가 어렵다

13. 우유부단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내린다

1) 나는 평소보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한다는 것

을 깨닫는다

2) 나는 에 비해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렵

다

3) 나는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14. 무가치함

0)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다 내 자신이 가치가 있거나 쓸모있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3) 나는 완 히 무가치 하다고 느낀다

15. 에 지 상실

0) 나는 평상시만큼 충분한 에 지가 있다

1) 나는 보다 에 지가 더 다

2) 나는 많은 것을 할 만큼 에 지가 충분하지 않다

3) 나는 어떤 것을 하기에도 에 지가 충분하지 않다

16. 잠자는 유형의 변화

0) 나의 잠자는 유형에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않는

다

1a) 나는 평소보다 잠을 다소 더 잔다

1b) 나는 평소보다 잠을 다소 덜 잔다

2a) 나는 평소보다 잠을 훤씬 더 많이 잔다

2b) 나는 평소보다 잠을 훤씬 더 게 잔다

3a) 나는 하루의 부분을 잔다

3b) 나는 1-2시간 일찍 일어나고 다시 잠들기 어렵

다

17. 짜증

0) 나는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짜증이 난다

2) 나는 평소보다 아주 많이 짜증이 난다

3) 나는 항상 짜증이 나 있다

18. 식욕의 변화

0) 나는 식욕에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않는다

1a) 나의 식욕은 평소보다 다소 었다

1b) 나의 식욕은 평소보다 다소 늘었다

2a) 나의 식욕은 보다 훨씬 었다

2b) 나의 식욕은 보다 훨씬 더 늘었다

3a) 나는 식욕이 없다

3b) 나는 항상 음식에 한 욕구가 있다

19. 집 의 어려움

0) 나는 항상 집 할 수 있다

1) 나는 평소보다 집 할 수 없다

2) 나는 어떤 것에도 오랫동안 집 하기가 어렵다

3) 나는 어떤 것에도 집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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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로와 피곤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로하거나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쉽고 피로하고 지친다

2) 무 피로하고 지쳐서 내가 에 했던 일들

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

3) 무 피로하고 지쳐서 내가 에 했던 일들

의 부분의 일들을 할 수가 없다

21. 성(性) 심에 한 상실

0) 나의 성 심에 한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

한다

1) 나는 보다 성(性)에 한 심이 었다

2) 나는 보다 성(性)에 한 심이 매우 었다

3) 나는 성(性)에 한 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