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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자기 관여여부에 따른 얼굴표

정 정서인식 편향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관적 정서인식

및 공감능력을 탐색한 후 자기 관여도를 조작한 새로운 실험 설계

를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자의 표정 정서인식 편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44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

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자기 정서인식 능력과 공감능력, 대인관

계 문제, 유기도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자기 정서인식을 나타낸

반면, 유기도식과 대인관계 문제 수준은 높았다. 특히 대인관계 문

제의 8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를 보였으며, 이

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낮은 정서인식 능력, 낮은 공감능력, 그리고

높은 유기도식과 관련되었다. 또한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

수준 간의 관계에서 낮은 자기 정서 인식 수준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23명의 경계선 성향 집단과 25명의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혼합 표정자극을 이용한 정서판단 과제를 통해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인식 편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기관여 여부

에 따른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표정 정서 인식 편향의 차이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슬픔-분노가 혼합된 표정에 대해 경계

선 성격 성향자들은 자기관여 조건에서 분노 편향적으로 지각하

며, 비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슬픔으로 더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자기관여 여부에 따른 표정 정서인식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는 기쁨-분노 혼

합 표정에 대해 자기관여 조건보다 비 자기 관여조건에서 기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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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한 비율이 높은 반면, 통제집단은 비 자기관여 조건에서

기쁨 응답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제 집단은 연구 1에

서 측정한 타인 정서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도가 높을수록 연구

2에서 표정 정서 인식 오류가 적었지만,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주관적 확신도와 실제 수행 간 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

수준과 실제 수행과의 일치수준을 살펴보았으며, 표정인식 편향을

자기관여 조건과 비 자기관여 조건으로 분류하여 탐색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경계선 성격장애 얼굴표정 정서인식, 자기관여

학 번 : 2015-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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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서의 주된 사회적 기능은 대인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는데 있다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정서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전달 수단이자, 동시에 타인의 생각과 의

도,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근거로 기능하기 때문이다(Roepke, Vater,

Preißler, Heekeren, & Dziobek, 2013). 따라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교류

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Frijda, 1988; Mayer

& Geher, 1996).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 상태는 물론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르는 적

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능력을 정서인식 명확성(emotional clarity)이라 한

다(Boden & Berenbaum, 2011;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 내부의 정서 상태에 대한 자각(awareness),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그리고 상황적 맥락에 맞는 정서적 표

현 등으로 공통적인 협의를 이루고 있다(Boden & Berenbaum, 2011,

2012; Halberstadt et al., 2001; Salovey & Mayer, 1990). 즉, 자신과 타

인의 현재 정서 상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각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그

에 따른 적절한 대처전략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정서인식의 명확성인

것이다. 이러한 정서 인식 명확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하여 학업 및

직업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개인의 적응적 기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에도 정서 인

식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형성

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정서 인식 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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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opes, Brackett, Nezlek, Schütz, Sellin, &

Salovey, 200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서 인식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개인

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낮은 정서 인식 능력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병리의 발병 및 유지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Flynn & Rudolph, 2010), 현저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alberstadt et al., 2001; Roepke et al.,

2013). 특히 자해 및 자살시도와 같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적인 정

서조절 또한 정서인식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가정이 제기되면서

(Wagner & Linehan, 1999),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능력을 경험적

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Gratz, Rosenthal, Tull,

Lejuez, & Gunderson, 2006). 하지만 경계선 성격 장애의 정서인식을

둘러싼 연구들은 매우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

애자의 정서 인식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고하는 증거들이 다

수 존재하는 반면(Leible & Snell, 2004),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통

제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더욱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 역

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Lynch, Rosenthal, Kosson,

Cheavens, Lejuez, & Blair,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결과에

착안하여,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에 관한 이론적

가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인식에 대한

생물-사회적 이론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기저에는 풍부한 이론적 모형들이 그 바탕이 되어 왔다. 특히

Linehan(1993)의 생물-사회적 모델(Biosocial theory)은 경계선 성격장애

의 정서인식 문제가 어떻게 발달 및 유지되는가에 대한 견고한 이론적

틀을 제안한다. 모델의 주요 가정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적

취약성과 부적절한 환경요인,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초래

되는 결과이다. 즉, 생래적으로 취약한 정서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 경험(private emotional experiences)을 표현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경계선 성격

장애의 주요 증상들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서적 표현이 전반적으로 억제되고 무시되는 환경에서의 성장은 아

동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Gunderson, 1996). 특히 성장환경에서 적절한 정서적 모델이 부재한 경

우, 아동은 부적응적인 정서 표현을 습득하게 되어 자신의 불안정한 정

서를 극단적으로 억제해버리거나, 또는 강렬하게 발산해버리는 등 이분

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Linehan, 1993). 그 중 간헐적으

로 폭발하듯 표현되는 강렬한 정서표현은 주위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정서가 수인(validation)되는 효과를 보이며, 이는 필요에 따라 타인의

정서적 수인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로 점차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비 일관적으로 수인되는 정서 경험은 타인은 물론, 자신 내부의 정서 상

태조차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간헐적인 정서적 수인

은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취약한 소인인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증폭시켜,

종국에는 더욱 충동적이며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Linehan, 1993; Roepke et al., 2013).

이상을 요약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조절 문제는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맥락 간의 상호교류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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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서인식 결함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

애자들은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그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

라는 가정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Wagner & Linehan, 1999), 그 증거를

지지하고자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Gratz et al., 2006;

Suvak et al., 2011).

그러나 이론적 가정과는 다르게,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불일치한 결과를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서

차용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자

기 보고식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정서인식 결함을 보고하는 반면(Leible & Snell, 2004; Suvak

et al., 2011), 실험 환경에서 정서 인식을 측정할 경우 그 결과는 다소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Bland, Williams, Scharer, &

Manning, 2004; Lynch et al., 2006). 즉,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의

정서 인식 능력이 매우 낮다고 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정서 인식

이 요구되는 실제 과제 수행에서는 그 결함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는 마치 주관적인 정서 인식 능력과 객관적인 정서 인식

능력이 분리 된 것과 같은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경계

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능력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각각 분

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New et al., 2012), 정서자극에 대한

주관적 개입 여부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인식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자기 정서 인식 능력

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이후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인식에

관하여 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험 연구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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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장애의 자기 정서 인식 능력

정서인식 능력은 크게 자기 정서 인식과 타인 정서 인식으로 구분된

다. 자기 정서 인식(emotional awareness)이란 자신의 내부 정서에 주의

를 기울이고 해당 정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Swinkels & Giuliano, 1995). 따라서 자기 정서 인식 능력의 경

우, 대부분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정서 능력을 보고하는

자기 보고식(self-report) 접근법을 통해 그 명확성을 측정한다. 예컨대,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

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등과 같은 문항에 자신의 일반적인 정서 이해

수준을 평정하는 방식이다(Salovey et al., 1995).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주관적 보고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정서 인식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Leible & Snell, 2004; Suvak et al., 2011). 특히 자신의

정서를 확인(identify)하고, 해당 정서가 무엇인가를 명명하는(labeling) 단계

에서부터 낮은 정서 인식 수준을 보고하고 있어, 정서 인식 과정의 기초 단

계에서부터 그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Dinsdale & Crespi,

2013; Peters, Smart, & Baer, 2015; Suvak et al., 2011). 또한 자신이 경

험하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바(Fossati, Feeney, Maffei, & Borroni, 2014), 경

계선 성격장애자는 정서 인식 전반에 걸쳐 많은 결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결함은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 경로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증상 중 하나로 가정된다(Fossati et al., 2014). 그 중

Leible과 Snell(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자기 정서

인식의 결함 수준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경

계선 성격 성향 집단이 다른 군집(A, C)의 성격장애 위험군에 비해 현저

하게 낮은 정서인식 수준을 보여, 성격장애 중 가장 심각한 정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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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장 많은 종류의 정서

인식 문제 역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 내부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정서반응에 대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도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를 개선시

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역시 매우 낮다고 보고하여, 정서의 인식 및 정

서적 처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ible &

Snell, 2004). 또한 이러한 정서 인식의 결함은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수준과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하수홍, 장문선. 2013; 홍수연, 이승연, 2013),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조절 문제를 촉발 시키는 주요 원인이 손상된 정서 인식 능력이라는

이론적 가정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 보고식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실험적 접근법을 통해 경

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능력을 측정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비 일관

적이다(Levine, Marziali, & Hood, 1997; Unoka, Fogd, Füzy, & Csukly,

2011). 그 중, 얼굴 표정자극을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실험 자극이

나 방법을 차용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

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Lynch et al., 2006; Robin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정서 인식 결함을 보여주는

자기보고식 연구와 얼굴 표정정서 인식 편향을 측정하는 접근법을 함께

적용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 인식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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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장애의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학대 경

험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Linehan, 1993; Zanarini, Williams,

Lewis, & Reich, 1997), 이러한 학대 경험은 여느 정신병리보다 월등하

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Bandelow et al., 2005). 성장과정에서 위

협적인 정서자극에 빈번하게 노출될 경우 동일한 부정 정서 차원 내에

있는 정서 종류 간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김해리, 이훈진,

2015; Wagner & Linehan, 1999),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얼굴표정에서 부

정 정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얼굴 표정에서 부정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만

선택적으로 응답 오류를 보인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Unoka et al., 2011; Wagner & Linehan, 1999). 더불어 정서 명명 과제

를 활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능력을 측정한 일

련의 연구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분노, 공포, 혐오와 같이 일반적

으로 부정적 정서로 알려진 표정에 대해서만 현저한 인식 오류를 나타

내기도 한다(Levine et al., 1997). 이는 Bland, Williams, Scharer와

Manning(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경계선 성격장애 집

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슬픔, 분노, 혐오 표정을 인식하는 데에서만 높은

오답율, 즉 부정확한 정서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경계선 성격장애

자가 인식 오류를 나타내는 부정정서 범주는 매우 다양하여, 모든 종류

의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에 대해서 낮은 정확도를 보이거나(Unoka

et al., 2011), 부정 정서 중에서도 혐오나 공포와 같은 특정 정서에서만

선택적으로 부정확한 정서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Guitart-Masip et al.,

2009). 또한 한 연구에서는(Wagner & Linehan, 1999), 경계선 성격장애

자들은 중립표정에 대해서도 공포 정서로 인식하는 오류(false alarm)를

보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특정 정서가(emotional valence)로 분류하기 어려운

놀람 표정이나 중립 표정을 인식하는 데에서만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Domes, Grabe, Czieschnek, Heinr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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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pertz, 2011; Dyck et al., 2009; Wagner & Linehan, 1999).

이 밖에도 표정 정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인 정서인식의

민감성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 인식 결함이 나타난다. Robin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표정 정서인식 민감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

이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낮은 민감성을 나타냈다. 특히 기본 정서의

표정 중에서도 기쁨과 분노 표정에 대하여 지연된 민감도를 보여, 긍정

및 부정정서 모두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욱 정확한 표정

정서 인식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다. 특히 놀람 표정과

같은 중립적인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더욱

우수한 인식 능력을 보여준다는 증거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Unoka et al., 2011). 더 나아가 긍정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에 대해서도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더욱 정확한 정서 인식을 보이는 결과 역시 보고

되고 있다(Schulze, Domes, Köppen, & Herpertz, 2012).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정상 통제집단에 비하여 더욱 뛰어난 표정 정서 인식능

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얼굴표정에서 특정 정서를 빠르게 인식하는

민감성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Lynch 등(2006)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6개의 기본 정서를 빠른 속도로 인식해야 하는 과

제 전반에 걸쳐, 통제집단에 비해 매우 우수한 민감성을 보였다. 이 밖에

도 경계선 성격장애는 얼굴 표정에 나타난 정서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

하는 능력 또한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계선 성격장애의 표정 정서 인식 민감성이 정상 통제집단의 능

력과 다르지 않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Domes, Czieschnek, Weidler, & Berger, 2008; Jovev et al., 2011), 경계

선 성격장애자들의 정서 인식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이론적 입장과는 대

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보고식 접근법을 적용한 경우 경계

선 성격장애자의 정서 인식에 결함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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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실험적 접근을 적용한 타인 정서 인식, 그 중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상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경계

선 성격장애자들이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더욱 뛰어난 얼굴 표정 정서

인식능력을 보여준다는 결과 또한 제기되고 있다(Lynch et al., 2006).

경계선 성격장애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 인식 능력의 정확성이 매

우 낮다고 일관되게 보고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표

정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우수한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은 해석적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정서인식 결함이 정서조절

문제에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을 주된 문제로

지니는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뛰어난 정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논리적으로도 상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ew 등(2012)의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인식 분리(disconnect)모델은 기존 연구 결과

들 간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라 할 수 있다. New 등

(2012)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눈 깜박임이나 대뇌 영역의 활

성화 반응과 같은 생리학적인 반응(physiological responsiveness)을 측정

하는 정서 인식 과제에 대해서는 정상 통제집단과 그 차이를 보이지 않

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기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자신의 정서 인식 능력을 보고하는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정서인식 능

력을 보여주고 있어, 마치 주관적 정서인식과 객관적 정서 인식 능력이

분리된 듯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경

계선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 개입된 상황에서만 정서 인

식 오류를 보이며, 주관성이 배제된 정서 지각에 대해서는 정상 통제 집

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주관적 및 객관적 정서 인식의 차이를 가정하고, 기존 연구 결

과 간 불일치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들 간 불일치

가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지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한 실험

과제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의 실험 설계의 문제와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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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불일치를 나타낸다. 특히 연구의 방법에 따라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Leible & Snell, 2004; Peters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 간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와의 관련성에 따라 상이한 해석을 나타내는 경계선 성격장

애자의 지각적 특성이 선행연구 결과 간 불일치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과잉된 자기 관여도를

보일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자극을 자신과 연관된 정보로 지각하는 경

향이 높다(Kernberg, 1986; Wagner & Linehan, 1999). 또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정서 경험과

생리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반응이 마치 완벽하게 분리된(disconnect)것

과 같은 반응을 종종 나타내고 있어(New et al., 2012), 참여자가 실험과

제의 얼굴표정을 자신과 관련된 대상으로 지각했는가, 혹은 자신과 무관

한 대상으로 지각했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 간 불일치를 가져온 주요 원

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표정 정서 인식 과제의 상이한 난이도를 들 수 있다. 일련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표정 정서 인식 과제의 난이도가 상승할수록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에 결함이 있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Preißler, Dziobek, Ritter, Heekeren, & Roepke, 2010). 즉, 평이

한 난이도의 과제로 표정 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할 경우, 과제의 천정효

과(ceiling effect)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inzenberg, Poole와 Vinogradov

(2006)의 연구는 표정정서 인식과제의 난이도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인식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은

단순 정서 재인과제를 실시할 경우 그 수행 능력에 있어 통제 집단과 차

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얼굴표정과 음성정보를 조합을 요하는 보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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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과제가 제시되자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오류가 급격하게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제한시간을

적용하는 등 높은 수행 난이도를 적용한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

식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과제 난이도가 표정정서 인식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Domes et al., 2008).

세 번째는 성별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인식의 차이이다. 경

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을 둘러싼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여성 경

계선 성격장애자에만 국한하여 표정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해 왔다(Robin

et al., 2012; Wagner & Linehan, 1999). 그러나 성별에 따라 정서지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정서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

고되어 온 바(Fujita, Diener, & Sandvik, 1991; Kring & Gordon, 1998),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성별에 따른 표정정서 인식 능력 역시 측정이 요구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연구 1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자기

정서 인식 능력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유기도식 및 대인관

계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기존의 얼굴표정 정서의 실험 패러다임을 수정 및 보완

한 후,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표정정서 인식이 자기관여 여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 1에서 측정

한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한 주관적 보고와 실제 표정정서 인식 수행 간

일치수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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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Ⅰ.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자기 정서인식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문제

연구 1의 목적은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주관적 정서 인식 수준을 비

교 검증하며, 이와 관련된 직, 간접적인 요인들의 관계를 명료화 하는 데

에 있다. 이를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 수준에

따른 자기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공감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지니는 대인관계 문제와 함께, 자기 정서인식,

그리고 공감능력 간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들에서는 자기보고식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독립적으로 시행해온 바, 정

서인식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과 실험적으로 검증된 수행 능력 간의 일

치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에 대한 주관

적 확신 수준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정서인식 수행 능력 간의 일치 수준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 정서 인식과 타인정서 인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각의 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한 후 연구 1에서 실시한

타인 정서인식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도와 연구 2에서 실험적으로 측

정한 정서인식 수행능력 간의 상관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

계선 성격 성향자의 유기도식 수준과 타인 정서 인식 능력, 대인관계 문

제의 하위 요인 간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정서인식, 공감

능력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기도식 및 대인관

계 문제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경계선 성격 성향과 유기도식, 정서인식 및 공감능력, 대인관계

문제는 상호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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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중 343명은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을 통해 심리학

교양과목 수강생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나머지 98명은 학내 온라인 게시

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4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은 각 참가자가 온라인 설문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 완성에는 약 15~25분

이 소요되었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0.94세(SD=2.80, 범위, 18~31)이며,

남성이 213명, 여성이 228명 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605/001-007).

측정도구

경계선 성격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Morey(1991)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객관적 자기 보고형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11개 임상척도 중 하나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인

정서적 불안정,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의 정도 등과 관련

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상황과 김영

환(1998)이 번안하여, 문항-총점 간 내적 상관이 낮은 1 문항을 제외한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점수범위는 0-6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원점수

가 39점 이상인 집단은 완전한 증후군 수준으로 발전되기 전의 경계범

위에 해당하며,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 군으로 볼 수

있다(홍상황, 김영환, 1998).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보고한 내적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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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84였고,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개발한 검사다. 본 연구에서는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를 표준화한 한국

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단축형(홍상황 등, 2002)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이며, 5점(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척도로 평정 하

도록 되어있다.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 관여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5 이며,

하위척도는 통제지배 .74, 자기중심성 .84, 냉담 .70, 비주장성 .87, 사회적

억제 .67, 과순응성 .66, 자기희생 .60, 그리고 과 관여가 .73이었다.

특성 상위 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정서명료

성 척도.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 (1995)가 개발한

정서지능 척도로,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명료성, 부정정서 조절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수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한국판 특성 상위 기분척도 중 자신의

정서인식 명확성을 묻는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1:전혀 그렇지 않

다, 5: 매우 그렇다)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각 개인의

인지 및 정서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검사

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1997)가 번안한 것 중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와 공감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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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ic concern)의 두 가지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5점(1: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 5점: 정말로 동의한다)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Young의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중 유기도식

척도. 초기 부적응 도식 16개를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이 개발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호(200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

성호(2001)의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유기(abandonment)에 포함되었던 18

개 문항 중 9개 문항만을 ‘상실 우려’라는 항목으로 묶어 사용하도록 권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유기도식과 관련한 18문항을 이용

하였다. 6점 척도(1: 거의 아니다, 6: 매우 그렇다)상에서 측정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식의 특성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마음읽기 신념 척도(Mind Reading Belief Scale–Short Form;

MRB). Realo 등(2003)이 개발한 타인 정서인식에 대한 확신도를 묻는

질문지로, 총 63개의 자기 보고형 문장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도를 측정하기 위해, 마음

읽기 신념 척도(Mind Reading Belief Scale)의 단축판(short form)에서

정서와 관련된 7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Kelly와 Metcalfe(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세 개의 문항 (‘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숨겨도, 그 사람의 진짜 기분을 알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 중

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

을 때에도, 그들 각각의 기분을 알 수 있다.’)을 추가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0(거의 아니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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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R-WIN version 3.3.2 을 사용하여 기술통

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Hayes(2013)가 고안한 프로세스 매크로

(PROCESS macro/version 2.16.1)를 사용하여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수준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매개 모형 4번(Hayes, 2013)을 적용하였으며, 10000회의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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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PAI-BOR 총점이 절단점 39점

이상이거나 또는 상위 20%ile에 해당되는 집단을 경계선 성격 성향자군

으로 선별하였다(홍상황, 김영환, 1998). 이에 따라 연구 1의 참가자 441

명 중 경계선 성격 성향자 집단으로 선별된 참여자는 총 97명(남 39명,

여 58명)이었으며, PAI-BOR 총점의 80 백분위수인 36점을 기준으로 선

별되었다. 통제 집단은 PAI-BOR 총점 하위 20%ile에 해당하는 22점을

기준으로 92명(남 47명, 여 45명)이 선별되었다. 두 집단에서 주요 변인

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과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각각 t

(187)=0.646, ns, (1, N=189)=2.254, ns.

경계선 성격 성향과 주요 변인들 간 상관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Cohen, Cohen, West와 Aiken(2003)에 따르면 상관계수가 .2와 .4 사이일

경우 두 변인은 다소 관련성이 있으며, .4와 .7 사이일 경우 변인 간 관

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변인 간 상관계수가 .7 이상 이면

매우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 변인들의 상관분

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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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BOR -

2 TMMS -.60** -

3 IRI -.37** .28** -

4 YSQ-A .72** -.53** -.39** -

5 MRB -.30** .32** .32** -.18* -

6 KIIP .63** -.53** -.35** .67** -.27** -

주. BOR=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TMMS=특성 상위 기분척도(자기 정서 인식능력), IRI=대

인관계 반응지수(공감능력), YSQ-A=Young의 유기도식 질문지, MRB=마음읽기 신념 척도

(타인 정서인식 능력), KIIP=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

*p<.05. **p<.01.

표 1. 연구 1 주요 변인의 상관 (N=189)

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 자기 정서 인식 명확성 간 상관은

r(189)=-.60, p<.01로, 두 변인 간 높은 부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계선 성격 성향은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한 확신수준 및 공감능력

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189)=-.30, p<.01, r(189)=-.37, p<.01.

한편 경계선 성격 성향은 부적응적인 사회 기능과 관련된 변인들과는

매우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의

관계는 r(189)=.72, p<.01로 두 변인 간 상관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경계선 성격 성향은 대인관계 문제 변인과도 높은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r(189)=.63, p<.01.

유기도식과 대인관계 문제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두 변인의 상관은

r(189)=.67, p< .01 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변인은 자

기 정서인식 명확성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189)=-.53,

p<.01, r (189)=-.53, p<.01.

자기 정서인식 명확성과 타인 정서 인식의 확신 수준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32, p<.01, 두 변인 모두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189)=.28, p<.01, r(189)=.3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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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들의 집단 간 비교 검증 결과

측정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평균 차이 검증 결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집단 간 자기 정서 인식 명확성과 공감능력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낮은 자기정서 인식

명확성과, t(187)=8.96, p<.01, 낮은 공감능력 수준을 보여, t(187)=4.68,

p<.01,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과 통제 집단 간 정서인식 및 공감능력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경계선 성격 성향은

타인 정서 인식 확신 수준에서도 통제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

t(187)=3.50, p<.01, 자기 정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기도식 수준의 경우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

여 약 두 배가 넘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187)=12.50, p<.01. 이는 대

인관계 문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냈다, t(187)=10.73,

p<.01. 그 외에도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의 문제의 8개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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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집단 비교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 통제 집단

t
n= 97 n= 6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BOR 41.01 4.97 17.9 3.27 37.42**

TMMS 35.66 7.25 43.8 5.21 8.96**

IRI 46.25 8.12 51.6 7.80 4.68**

YSQ-A 52.89 20.3 25.3 7.34 12.50**

MRB 29.56 7.28 33.2 7.18 3.50**

KIIP 100.6 24.2 67.7 17.5 10.73**

비주장성 12.61 4.45 8.55 3.52 6.96**

냉담 10.92 3.63 7.74 2.27 7.26**

사회적억제 13.17 3.28 8.57 2.54 10.82**

자기중심성 11.59 4.52 7.87 3.17 6.58**

과순응성 12.98 3.69 9.08 3.11 7.88**

통제지배 13.85 3.83 9.36 3.83 8.72**

자기희생 13.09 3.08 9.21 3.08 9.29**

과관여 12.44 3.58 7.32 3.58 11.54**

주. BOR =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TMMS=특성 상위 기분척도(자기 정서인식 능력), IRI=

대인관계 반응지수(공감 능력), YSQ-A= Young의 유기 도식 질문지, MRB = 마음읽기

신념 척도(타인 정서 인식 능력), KIIP =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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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자기정서 인식의 매개모형

총 효과 (c): b=.276, SE=.019, p=.000.

직접효과 (c’): b=.234, SE=.020, p=.000.

간접효과 (ab): b=.042, Boot SE=.009, CI95%=.026 to .063, prab=.000.
**p<.01.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수준의 매

개효과 검증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과의 관계가 r(189)=.72, p<.01로 연구 변

인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바, 유기도식 수준과 경

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기 정서 인식 수준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ayes(2013)의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를 통해 단순 매개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기

도식 수준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총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b=.276, SE=.019, p=.000. 또한 유기도식이 경계선 성격 성향으로 이

어지는 경로에서, 자기 정서 인식의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다,

b=.042, Boot SE=.009, CI95%=.026 to .063, prab=.000. 이 외에도 유기도식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직접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b=.234,

SE=.020, p=.000. 즉,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기

정서 인식 수준이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각 변수들 간의 관계 및 경로는 그림 1의 매개모형을 통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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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자기 정서인식

능력과 공감능력, 그리고 유기도식 수준과 대인관계 문제를 비교 검증하

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

기 정서인식이 매개요인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한 확신 수준과 얼굴표정 정서 인식 수행 간의 일치율을 검증

하기 위한 1차 자료수집에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 성향 집

단은 자기 정서 인식 및 공감 능력과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계선 성격 성향은 유기도식 수준, 대인관

계 문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밖에도 자기 정서 인식능력은

유기도식 및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공감능력과 타

인 정서 인식 수준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 정서 인식 수

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나아가 타인의 관점으

로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Salovey et al., 1995; Swinkels & Guiliano, 1995).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

게 낮은 자기 정서 인식 수준을 보고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

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자기 정서인식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Leible & Snell, 2004; Peters, et al., 2015; Suvak et al., 2011).

또한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자신의 정서 인식은 물론, 타인의 정서

에 대한 공감 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종종 타인의

관점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으로 고려된다

(Davis, 1994). 공감능력이 타인 정서 인식을 나타내는 대표적 측정치라

는 점을 고려하면,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은 낮은 자기정서 인식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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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타인의 정서 또한 제한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타인 정서 인식 및 공감 능력에 결함이 있다

는 선행연구(Harari, Shamay-Tsoory, Ravid, & Levkovitz, 2010)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 밖에도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

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기도식을 나타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

이 심각할수록 높은 유기도식을 보여준 기존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Specht, Chapman, & Cellucci, 2009; Keltner & Kring, 1998). 특히 유

기도식의 경우, 경계선 성격 성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 정서 인

식 수준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낮은 자기 정

서 인식 수준과 공감능력을 나타내며,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

신 또한 낮게 보고하였다. 이는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내부의 정서 인식 전반에 걸쳐 낮은 인식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자기 정서 인식과 사회

적 기능과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자기정서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할수록

타인과의 적응적인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과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Gratz, Rosenthal, Tull, Lejuez, & Gunderson,

2006; Leible & Snell, 2004). 이 밖에도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이 심각

할수록 유기도식이 높은 점 또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Specht, Chapman, & Cellucci, 2009).

연구 1은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정서 인식을 자기 정서와 타인 정

서로 구분한 후,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그 관련성을 확

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서인식의 결함과 대인관계 문제,

공감 능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축소 및 과대보고

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특히 주관적으로 보고한 정서 인식에만 국한할

경우, 이를 실제 정서 인식 능력과 비교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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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서인식 능력을 자기보고식 연구법으로 측정할 경우 정서 인식 수

준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탐색가능하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방법을 함께 적용

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 인식 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험 연구들의 상충된 결과가 자

기 관여 수준의 배제로 비롯되었다는 가정을 제기한 바, 실험 상황에서

도 자기와의 관련성을 삽입하여 자기보고식 연구 결과와 그 일치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연구 1에서는 경계선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타인 정

서인식 확신도를 낮게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제 수행에서도 동일

한 양상을 보이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는 타인 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실험 패러다임인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을 활용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정서 인식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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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자기 관여에 따른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얼굴표정 정서인식 편향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인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 결

과들 간 불일치가 제한된 연구 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 2의 목적은 기존의 실험 방법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경계

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 인식 편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 및 보완요인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자기 관여 수준을 고려한 실험 설계가 요

구된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주관적 정서 경험에 관한 자기보고와 실험

상황에서 측정한 객관적 정서 인식 능력 간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다(New et al., 2012). 즉, 자신이 관여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서 인식

과 객관적 정서 인식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과 관여하여 지각하는 경향성 역시 높아, 자기 관여

도 수준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인식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Kernberg, 1986; New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자신과의 관여 여부에 따라 얼굴 표정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표정 정서 인식

연구에서는 표정에서 드러난 정서가 무엇인지 맞히는 과제에 국한하고

있어(Bland et al., 2004, Levine et al., 1997), 자기관여 여부에 따른 정

서 인식능력을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자기 관여 여부를 고려한

연구라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대인관계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을 보며

단순히 자신을 사진 속 인물로 대입하여 상상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차

용하여 표정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New et al., 2012). 이와 같

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실험 참여자 개개인의 심상화 능력에 따라 자기

관여도 수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 사용되

는 표정 자극 자체에서 자기 관여 수준을 조작 하는 방법을 통해 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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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 보완요인은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표정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표정 자극의 난이도 및 생태학적 타당성의 한계

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표정정서 인식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

부분 원형 표정자극을 적용하여 정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예, Levine

et al., 1997). 하지만 원형 표정 자극은 특정 정서를 지나치게 확대 및

과장되게 표현한 얼굴표정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참여자 간 인식 합

치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문제가 있다(Calder, Young, Rowland, &

Perrett, 1996). 즉 제시된 표정 자극의 단서가 지나치게 우세하여, 과제

를 수행한 모든 참여자의 정서인식 정확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예, Minzenberg et al., 2006). 이와 같은 천정효과가 발생할 경

우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정서 인식의 차이를 변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을

다룬 기존 연구들 간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 주된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

다. 이 밖에도 원형 표정 자극을 적용할 경우 생태학적 타당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지나치게 과장된 표정을 나타내는 원형적

정서는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험조건에서 측정한 정

서 인식 능력을 생태학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zuki,

Hoshino, & Shigemasu, 2006). 이에 특정 정서적 단서를 전형적으로 드

러내지 않는 사진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과제의 난이도 및 생태학적 타당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Domes et al., 2008).

셋째,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표정정서 인식 측정 시 주로 사용하는 1안

선택지 과제의 정보 손실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한 혼합표정정서 인식 과제는 기본 정서(basic emotion)가 혼

합된 얼굴표정을 본 후, 해당 표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정서 종류를 제

시된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예, Domes et al., 2008).

하지만 혼합된 표정에 대해 한 가지의 정서종류만 응답하게 할 경우,

실험참여자가 인식한 또 다른 정서에 대한 정보는 손실된다. 따라서 참

여자의 표정정서 인식에 관한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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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표정에서 인식한 두 가지 정서 종류를 함께 응답하도록 해야 한

다. 아울러, 실험 참여자의 정서 인식 편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

기 위해서는 참여자 개개인이 지각한 혼합된 정서 비율에 대한 측정 역

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성차(gender difference)역시 표정 정

서 인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여성에게서 주로 진단되는 성격장애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임상적 증상은 성별에 따라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

다(Zlotnick, Rothschild, & Zimmerman, 2002). 또한 성차와 관련된 다수

의 정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정서적 반응 및 처리 양식에 있어 현저

한 차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Fujita, Diener, & Sandvik,

1991; Kring & Gordon, 1998). 그 중 얼굴 표정에 드러난 정서를 인식하

는 데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는 바(Thayer, & Johnsen,

2000), 성차를 고려한 표정정서 인식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연구 2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지각적 특성인 자기관

여 요인을 고려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정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혼합 표정 자극을 실험 과제로

적용하여 모호한 표정정서에 대한 인식 편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불

어, 혼합 표정을 본 후 해당 표정에서 지각된 정서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정서적 편향성을 보다 면밀하게 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성별에 따른 표정정서 인식의 차이 또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2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비자기 관여 조건보다 자기 관여 조건에

서 정서인식의 부정정서 편향이 클 것이다.

가설 2.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타인 정서 인식에 대

한 주관적 확신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정서인식 정확도 간 일치

도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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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참여자는 연구 1에서 후속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본 연구

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연구에 대한 자

발적 참여에 재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모집하였다. 선정 기준은 경계선

성격 성향 점수 상, 하위 20%tile 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며, 모든 문항

에 대하여 동일한 응답을 한 1명과, 과제 수행 시 자기관여도에 따른 유

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3명을 제외한 총 4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23명; 남12 명, 여11 명)

과 통제집단(25명; 남12명, 여13명)으로 구분되며, 두 집단 간 연령과 성

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t(46)=1.602, ns, χ2(1, N=48),

=0.083, ns.

측정도구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 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로 현재의 정

서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다. 각 10개씩 긍정 및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일련의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형용사가 나타내는 정서 상태

와 현재 정서의 일치 수준을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많이

그렇다)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집단 간 정서 상태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이유정(1994)이

번안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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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얼굴표정 자극. 자기 관여도에 따른 표정정서 인식의 정확성 및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이다. 표정 혼합과 자기관여 수준을 조작하

기 위해, 연구자가 극단 배우 5명(남: 3명, 여:2명)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

하였다. 자극 제작 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나뉜다.

배우에게 5가지 정서(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 중 하나의 정서를

약 5분 간 회상하도록 한 뒤,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표정을 짓도록 지

시하는 방식으로 표정반응이 촬영되었다. 이 때 심상화 과정의 집중도를

높이고 타 배우의 표정 연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 배우의 사진은

극단 내 연습실에서 단독 촬영되었다. 또한 머리카락과 피부, 그리고 옷

의 색깔이 얼굴표정 정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사진은 흑백

으로 촬영되었다.

사진 자극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 과정의 석·박사생

10명이 사진의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 명명과 그에 따른 정서 강도를 평

정하였다. 평정 결과를 토대로 각 정서의 범주 일치율이 90%이상이며

정서 강도가 가장 강한 남, 여 각 1명의 얼굴표정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혐오’ 와 ‘공포’의 정서를 나타낸 얼굴표정의 경우, 평정자 간 일치율이

매우 낮아, 해당 정서의 전형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평정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혐오와 공포의 정서범주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두 정서 간의 모호한 개념이 평정 일치율

을 떨어뜨린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종종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혼재

되어 있다는 점과 문화권에 따라 혐오와 공포, 그리고 분노의 표정이 구

별되지 않는 점(Matsumoto, 2002)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정서의

표정을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각 배우의 기쁨, 분노, 슬픔의 세

가지 정서가 원형정서자극으로 선정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원형정서자

극의 평정일치도와 정서강도(범위, 0~5)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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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원형 정서자극 범주 일치율 및 정서강도

기쁨 분노 슬픔 공포 혐오

남

범주 일치율 100% 100% 100% 70% 70%

정서강도평균 4.90(0.32) 4.60(0.52) 4.90(0.32) 2.90(0.32) 2.50(0.52)

여

범주 일치율 100% 100% 90% 60% 40%

정서강도평균 4.80(0.42) 3,70(0.68) 4.90(0.32) 2.80(0.79) 3.10(0.5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개별 얼굴표정들의 정서적 범주와 그 구성 비율을 조작하기 위해, 사

진 합성 프로그램(Abroshoft Fantamoph 5)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가

지의 원형표정 자극을 혼합하였다. 혼합 표정자극은 기쁨-슬픔 혼합, 기

쁨-분노 혼합, 슬픔-분노 혼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건에서 정서범주

의 얼굴 표정은 3:7, 5:5, 7:3의 비율로 혼합되었다. 총 18장(배우 2명 ×

3가지 정서 혼합 × 3 단계 비율혼합)의 사진이 혼합 얼굴표정자극으로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여도 조작을 위해, 혼합된 사진 좌측에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삽입한 사진 18장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이 때 삽입된 뒷모습

이 특정 성별을 나타낼 경우 목표자극의 표정정서 인식을 오염시킬 우려

가 있어, 성별 판단이 어려운 뒷모습의 사진이 선택되었다. 또한 김해리

와 이훈진(2015)이 제작한 얼굴표정 자극 중, 3가지 혼합 표정을 추출하

여 연습시행용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36장의 혼합 표정

사진(자기관여조건 18장, 비자기 관여 조건 18장)과 3장의 연습사진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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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슬픔 분노

남

여

그림 2. 원형표정 정서자극

분노 30% 슬픔 70% 분노 50% 슬픔50% 분노 70% 슬픔 30%

자기
관여

비
자기
관여

그림 3. 분노-슬픔 혼합 표정 정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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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절차

실험은 참여자가 서울대학교 내의 심리학과 전용 실험실을 개별적으

로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실험 참여 전 연구 목적 및 실험안내를 한 뒤,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번호(IRB No. 1605/001-007)가 입력된 동의서에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목적 및 가설을 상세하게

설명할 경우 실험 수행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실험에 대한 사전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따른 정서인식 연구’로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은 과제 수

행에 앞서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에 응답한 후, 실험용 컴퓨

터에서 표정정서 인식과제를 시작하였다.

각각의 표정정서 인식 과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이 단계적으로 요구

되었다. 먼저 자기관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는 지시문을 보고, 해

당 얼굴표정을 인식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되었다. 자기 관여도 조건의

지시문은 ‘사진 속 인물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로 제시되며,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한 후, 표정정서를 인

식하도록 하였다. 비 자기관여 조건은 ‘사진 속 인물이 좌측 인물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의 지시문으로, 사진의 인물이 실험 참여자가 아닌 사진의

좌측에 위치한 뒷모습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짓는 표정으로 지각하게 한

뒤 해당 표정정서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지시문을 읽은 후, 화면에 제시된 얼굴 표정을 보고 2개의

혼합된 정서를 선택하는 과제(two alternative forced choice; 2 AFC)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2가지 정서범주의 우측 괄호 안에, 해당 표정에서

지각된 정서의 혼합 비율을 총합 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예, 기쁨 99%: 슬픔1%). 혼합 비율작성은 키보드의 숫자패드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응답에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응답 후 화면 아

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실험 수행이 완료

된 후에는 실험의 자기관여도의 조작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제시되어

자기관여도에 따른 조작여부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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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제시와 반응자료 수집은 Qualtrics의 설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얼굴표정 자극은 21인치 모니터(해상도:1920*1080) 화면 가

운데 제시되었다. 각 조건의 사진제시 순서가 정서인식에 영향을 줄 우

려가 있어, 조건 별 사진은 역 균형화(counter balance)되어 제시되었다.

자료 분석

집단 간 사전 정서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참여자들의 긍정 및 부정정

서 점수(PANAS)를 t 검정(t-test)하였다. 또한 집단 간 얼굴표정 정서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참여자의 응답비율의 평균을 구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비율은 실험참여자가 각 얼굴표정을 본 후,

평정한 정서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쁨-슬픔으로 혼합된 표

정을 보고, 각 참여자가 기재한 ‘기쁨’ 응답, ‘슬픔’ 응답, ‘분노’ 응답 등

의 평균을 차례로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혼합비율에 따라서

도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 비율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기쁨:30-슬픔:70,

기쁨:50-슬픔:50, 기쁨:70-슬픔:30에 대한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비율의

평균이 정서 인식의 편향성으로 분석되었다.

자기 관여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

는지 검증하기 위해, 집단과 조작 조건, 그리고 성별에 따른 얼굴표정 정

서 인식에 대한 혼합설계 분산분석(Mixed design ANOVA)을 실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집단(경계선 성격, 통제)× 조작 조건

(자기 관여/ 비 자기관여 조건)×성별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을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수집된 타인정서 인식 확신도(Mind Reading

Belief Scale–Short Form; MRB)와 연구 2의 표정정서 인식의 오차 점

수 간 상관을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 패키지

R-WIN version 3.3.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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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별 긍정 및 부정 정서 평균

집단 구분

긍정 및 부정정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n=23)
23.13(5.15) 22.64(4.31)

통제집단

(n=25)
21.72(4.66) 23.87(5.5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결 과

긍정 및 부정정서 평균 집단 비교

집단 간 사전 정서 상태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PANAS로 측정

한 긍정 및 부정정서 점수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

참여 전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긍정정서 상태(M=23.13)가 통제집단

(M=21.72)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사전 긍정정

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46)=.997. 부정정서 상태

의 경우,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M=22.64)이 통제집단(M=23.8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46)=.85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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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혼합 표정에 대한 기쁨 응답

자기관여 여부 및 성별, 집단에 따른 전체 얼굴 표정자극에 대

한 응답비율 비교

먼저 혼합조건과 그 비율에 상관없이 개인별 전체 응답비율에 집단

및 성별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표정인식 과제 전반에

걸쳐 각 개인이 응답한 정서 종류와 그 비율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한

후, 이에 대한 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쁨 응답 비율에

서 자기관여 여부에 따른 집단 및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

다, F(1,44)=4.219, p<.05(분석 결과표 부록 7 참고).

이를 그림 4에 제시해 보면,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여성은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 즉, 제 3자를 보는 사람의 얼굴표정에 대해 기쁨으로 판단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여성의 경우 자신을 보는 얼

굴표정에 대해서 기쁨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경계선 성격여부와 자기관여 조건에 따른 기쁨 응답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개인별 전체 응답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성별, 조

건, 집단에 따른 기술 통계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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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

응답

자기관여 37.73(4.50) 37.20(8.21) 36.08(6.34) 38.57(6.39)

비자기관여 38.62(7.30) 33.28(4.17) 36.47(5.82) 39.77(5.43)

슬픔

응답

자기관여 29.82(5.87) 32.11(6.59) 32.75(7.66) 29.26(5.27)

비자기관여 30.07(9.84) 31.62(9.13) 32.08(8.09) 29.35(7.07)

기쁨

응답

자기관여 32.44(6.12) 30.70(8.26) 31.08(7.14) 32.17(7.65)

비자기관여 31.31(8.16) 35.10(7.62) 31.46(8.23) 30.88(8.87)

표 5. 전체 혼합 표정에 대한 개별 정서 응답 (N=48)

자기관여 여부 및 성별, 집단에 따른 분노-슬픔에 대한 응답비

율 비교

먼저 혼합비율과 관계없이 분노와 슬픔에 대한 평균 응답 비율을

삼원 분산 분석한 결과,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모두에서 유의미한 삼

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0.419, ns,

F(1,44)=0.277, ns, F(1,44)=0.130, ns. 또한 이원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

과, 기쁨 응답에서 집단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46)=4.098, p<.05. 하지만 과제로 제시된 표정 자극이 부정 정서로만

조합된 분노-슬픔 조건이었다는 점과, 성별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 응

답 비율이 최대 2(남, 여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기쁨 응답, 각각

M=1.98, M=0.38)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 참여자의 응

답 실수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전체 분노-슬픔에 대한 각 응

답 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분석 결과표를 부록 8에 기재

하였다.

다음으로 혼합 비율을 고려한 분노-슬픔 표정에 대한 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노와 슬픔 표정의 혼합 비율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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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통제집단
F

n=23 n=25

분노응답
자기관여 56.92(20.16) 51.60(19.36)

4.956*

비 자기관여 46.37(14.26) 54.22(11.66)

슬픔응답
자기관여 41.77(19.87) 47.60(19.26)

6.767*

비 자기관여 52.98(14.46) 43.98(13.50)

기쁨응답
자기관여 1.30(4.58) 0.80(2.25)

0.589
비 자기관여 0.65(2.29) 1.80(9.00)

*p<.0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6. 집단별 분노:50-슬픔:50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 (N=48)

인 표정에서 분노와 슬픔 응답에서 자기관여 여부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각각 F(1,46)=10.588, p<.05, F(1,46)=13.827,

p<.05. 그러나 자기관여 여부와 집단 및 성별 간 유의한 삼원 상호작

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0.392, ns, F(1,44)=0.192, ns

(부록 11참고). 그 외 분노와 슬픔 표정이 7:3의 비율로 혼합된 표

정에 대해서도, 삼원 및 이원상호작용, 그리고 주 효과 모두 나타

나지 않았다(부록 9참고).

분노:50-슬픔:50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

분노와 슬픔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조건에서 자기 관여 여부에 따른 집

단 및 성차의 응답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모

두에서 유의한 삼원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1.534, ns,

F(1,44)=1.484, ns, F(1,44)=0.504, ns.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관여 여부와 집단에 따른 이원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분

노와 슬픔 응답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각각 F(1,46)=4.720,

p<.05, F(1,46)=6.626, p<.05(분석 결과표 부록 1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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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노:50-슬픔:50 혼합 표정에 대한 분노 및 슬픔 응답

이를 그림 5에 제시해 보면,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비 자기관여 조

건(M=46.37)에 비해 자기관여 조건(M=56.92)에서 분노 응답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통제 집단은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과는 대조적인 응답 변화가 관찰되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비 자기관

여 조건(M=54.22)에 비해 자기관여 조건(M=51.60)에서는 분노 응답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자신과 관련된 조건에서 분노 정서를 덜 느끼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슬픔 응답에 대한 이원 상호작용은 분노 응답과는 다른 응답 패

턴을 보였다.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비 자기관여 조건(M=52.98)에 비

해 자기 관여 조건(M=41.77)일 때에 슬픔 응답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하지만 통제 집단의 경우, 비 자기관여 조건(M=43.98)에 비해 자기

관여 조건(M=47.60)에서 슬픔 응답이 증가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통제집단과는 다르게,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분노-슬픔의 얼굴을

분노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비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슬픔으로 인식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관여 조건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

자의 부정정서 인식 편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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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기쁨- 분노 혼합 표정에 대한 기쁨 응답

전체 기쁨-분노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

먼저 기쁨-분노 표정의 혼합비율과 관계없이, 자기관여 여부가 집단

및 성별에 따라 표정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쁨 응답에서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F(1,44)=6.250,

p<.05(분석 결과표 부록 12 참고).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선 성

격 성향의 여성 참여자는 자기관여 여부에 따라 기쁨-분노의 얼굴표정

을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사

진 속 인물이 자신을 바라볼 때(M=34.69) 보다 제 3자를 보고 있을 경우

(M=42.32), 해당 표정을 기쁨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제

집단의 여성은 자기관여 조건(M=35.06)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

(M=28.71)에서 기쁨 응답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어, 경계선 성격 여

성과 매우 상반된 응답변화를 보였다. 전체 기쁨-분노 표정에 대한 응답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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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체 기쁨-분노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 (N=48)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응답

자기관여 53.68(11.89) 51.46(10.77) 53.72(9.85) 58.47(12.03)

비 자기관여 56.25(13.37) 46.30(12.53) 52.14(11.88) 59.60(12.33)

자기관여 7.93(4.90) 13.85(9.45) 10.79(10.55) 6.46(5.48)

슬픔응답
비 자기관여 9.15(9.69) 11.38(14.12) 12.67(7.70) 11.69(8.86)

기쁨응답
자기관여 38.39(14.19) 34.69(15.32) 35.21(9.77) 35.06(14.37)

비 자기관여 34.6(13.56) 42.32(13.55) 35.19(14.47) 28.71(15.29)

*p<.0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기쁨:30-분노:70 비율의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

기쁨과 분노의 정서가 3:7의 비율로 혼합된 얼굴표정에 대하여 경계선

성격과 자기관여 여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응답에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쁨과 슬픔 응답에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

찰되었다, 각각 F(1,44)=9.025, p<.05, F(1,44)=4.317, p<.05. 자기 관여 여

부에 따른 집단 간 응답 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아래의 표 8에 제시

하였다(분석 결과표는 부록 13 참고).

해당 결과를 그림 7에 제시해보면, 여성 경계선 성격 집단의 기쁨 응

답이 자기관여 조건(M=3.00)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M=12.91)에서 급

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집단 여성의 경우

자기관여 조건(M=8.54)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M=4.54)에서 기쁨으로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경계

선 성격 성향과 자기와의 관련성이 기쁨 정서를 지각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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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쁨:30-분노:70의 혼합 표정에 대한 기쁨 응답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응답
자기관여 77.92(6.56) 76.41(10.45) 81.42(8.71) 84.46(9.99)

비 자기관여 78.29(9.39) 73.73(16.78) 80.08(10.10) 79.5(10.48)

슬픔응답
자기관여 11.04(6.52) 20.59(13.33) 11.88(9.89) 7.00(7.68)

비 자기관여 12.12(8.98) 13.36(17.36) 13.67(7.86) 15.96(10.16)

기쁨응답
자기관여 11.04(11.75) 3.00(4.54) 5.88(9.47) 8.54(8.18)

비 자기관여 9.58(12.15) 12.91(15.62) 6.25(10.95) 4.54(8.49)

표 8. 집단별 기쁨:30-분노:70의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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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슬픔 응답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그림 8 참고). 경계선 성격 여성은 자기

관여 조건(M=20.59)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M=13.36)에서 슬픔 정서

로 지각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 속한 여성은 자기 관

여 조건(M=7.00)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M=15.96)에서 슬픔을 더 지

각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제시된 과제가 기쁨과 분노가 조합된 조건

인 점을 감안하면, 슬픔 응답의 상호작용은 분노 정서를 슬픔으로 지각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8. 기쁨:30-분노:70의 혼합 표정에 대한 슬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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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50-분노:50의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

기쁨과 분노의 정서가 5:5의 비율로 혼합된 얼굴표정에서 자기 관여

여부에 따라 성별 및 집단 간 응답비율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모두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

지 않았다, 각각 F(1,44)=0.000, ns, F(1,44)=0.448, ns, F(1,44)=0.279, ns.

또한 이원 상호작용 효과, 주 효과 모두 유의 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건

의 기술 통계치 및 결과표는 부록 14에 제시하였다.

기쁨:70-분노:30의 혼합 얼굴표정에 대한 기쁨 응답비율

기쁨과 분노의 정서가 7:3의 비율로 혼합된 표정을 인식할 때, 경계선

성격 성향과 자기관여 여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응답에 변화가 나타나

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쁨 응답에서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가 관찰

되었다, F(1,44)=5.750, p<.05. 응답 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9에

제시되었다(분석 결과표는 부록 15 참고).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선 성격 성향의 여성은 자기관여 조건

(M=62.49)에 비해 타인을 보고 있는 인물의 표정(M=72.18)에서 더욱 많

은 기쁨을 지각하였다. 하지만 통제 집단의 여성의 경우, 자기관여 조건

(M=72.38)에 비해, 사진 속 인물이 제 3자를 보는 조건(M=53.73)에서 기

쁨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 또한 자기관여 조건에 따른 응답변화가

관찰되었다. 경계선 성격의 남성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을 볼 때

(M=67.67)에 비해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때(M=56.96), 해당 표정을 기

쁨으로 지각하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통제집단 여성의 응답과

유사한 양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얼굴표정에 대해 정적 정서를

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관여 조

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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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집단별 기쁨:70-분노:30의 혼합 표정에 대한 응답비율(N=48)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

응답

자기관여 23.75(19.79) 26.37(25.53) 19.75(17.36) 24.27(15.36)

비 자기관여 31.88(27.37) 20.05(18.98) 19.17(15.75) 36.00(23.09)

자기관여 8.58(27.37) 11.14(18.98) 12.63(15.75) 3.35(23.09)
슬픔

응답 비 자기관여 11.17(20.08) 7.77(12.69) 14.83(15.08) 10.27(13.34)

자기관여 67.67(19.95) 62.49(26.87) 67.62(16.64) 72.38(18.53)
기쁨

응답 비 자기관여 56.96(24.64) 72.18(21.65) 66.00(17.11) 53.73(27.53)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그림 9. 기쁨:70-분노30:의 혼합 표정에 대한 기쁨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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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여 및 성별, 집단에 따른 기쁨-슬픔 혼합자극에 대한 전

체 응답비율 비교

먼저 혼합비율과 관계없이 기쁨-슬픔 혼합 표정에 대하여 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모두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0.543, ns, F(1,44)=0.033, ns,

F(1,44)=1.008. 또한 이원 상호작용 효과, 주 효과 모두 유의 하지 않았

다. 해당 조건의 기술 통계치 및 결과표는 부록 16에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기쁨과 슬픔의 정서가 7:3의 비율로 혼합된 표정을 인식할

때, 경계선 성격과 자기관여 여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응답에 변화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모두에서 유의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0.467, ns,

F(1,44)=0.210, ns, F(1,44)=0.306. 또한 이원 상호작용 효과, 주 효과 모

두 유의 하지 않았다. 기술 통계치와 결과표는 부록 17에 제시되었다.

또한 5:5의 비율로 혼합된 기쁨- 슬픔 표정에 대한 응답을 삼원 분산

분석한 결과, 기쁨, 슬픔, 분노에 대한 모든 응답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0.352, ns, F(1,44)=0.135, ns,

F(1,44)=2.326. 또한 이원 상호작용 효과, 주 효과 모두 유의하게 관찰되

지 않았다. 분석 결과표는 부록 18에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기쁨과 슬픔의 정서가 3:7의 비율로 혼합된 얼굴표정에서 성

별에 따라 집단 차, 자기관여 여부에 따라 응답비율에 변화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쁨, 슬픔, 분노 응답 모두 삼원 상호작용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F(1,44)=0.076, ns, F(1,44)=0.160, ns, F(1,44)=0.040,

ns. 이원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관여에 따른 주

효과의 경우, 분노 응답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46)=4.466,

p<.05(부록 19 참고). 즉, 집단 및 성별과 관계없이 자기관여 조작에 따

른 응답 변화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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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서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수준과 표정정서 인식 정

확도 비교 검증

연구 1에서 수집된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수준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얼굴표정정서 인식 수준과의 비교검증을 실시하

였다. 얼굴표정은 오류점수를 기준으로 그 정확도가 채점되었다. 여기서

오류점수는 표정정서의 혼합 비율과 참여자가 응답한 비율의 편차에 대

한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표정정서의 혼합비율이 기쁨과 슬픔

이 70:30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표정은 기쁨:70-슬픔:30-

분노:0의 비율로 혼합된 것이다. 이 때, 참여자가 기쁨:80-슬픔:0-분노:20

으로 응답하였을 경우, 이 표정에 대한 편차는 |70-80|+|30-0|+|0-20| =

60으로 계산하였다.

이후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 후, 연구 1의 타

인정서 인식 확신도(MRB)의 응답 점수와 표정정서 인식 수행에서의 오

류 점수 간 평균값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

집단의 경우, 타인정서 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수준(MRB)과 표정정서

인식 오류 간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r=.08, ns.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타인정서 인식확신도(MRB)와 표정정서 인식

오류 간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40, p<.05. 이를 Fisher‘s

Z-transformation을 통한 두 집단 간 상관 차이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두 상관계수의 차이는 r1–r2 =.049, p<.05로 유의한

집단 차가 확인되었다. 두 집단의 상관 비교 검증 결과는 그림 10에 제

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경계선 성격의 경우 자신의 타인 정서 인식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 수준과 실제 정서 인식 수준 간 상관이 없었다. 반면, 통제

집단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평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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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집단 별 타인 정서인식 주관적 확신도와 실제 수행 간 상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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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는 기존의 실험 설계를 보완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표정정

서 편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자기관여 여부에 따라 경계

선 성격 성향자의 부정정서 편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비 자기 관여 조건에 비해 자기관여

조건에서 부정적으로 편향된 정서 인식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혼합

된 얼굴표정과 자기와의 관련성을 조작한 사진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정서범주 및 혼합비율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자기

관여 조건에서 부정정서를 지각할 때 분노로 편향된 인식을 한다는 점이

다.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경우, 분노와 슬픔이 혼합된 표정에 대하여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해당 표정을 분노로 인식한 반면, 비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슬픔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

격 성향집단의 부정정서 편향이 자기 관여 조건에서 더욱 클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Domes 등(2008)의 연

구에서 분노-혐오와 같이 부정 정서로만 혼합된 모호한 표정에 대해서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분노로 편향되게 인식하는 것과 일치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분노-슬픔 표정이 5:5로 혼합된 표정에서만 분노 편향 응

답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Domes 등(2008)의 연구에서도 분노와

혐오의 표정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조건에서 분노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정서가 5:5의 비율로 혼합된 된 얼굴 표정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정서에

대해서도 우세한 정서가를 나타내지 않아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정서

의 모호성은 증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

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에서 모호한 부정정서를 지각할 경우,

이를 분노로 편향되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Domes

et al., 2008; Levine et al., 1997).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과 무관하

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자 전반에 걸쳐서 분노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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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한 지각적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결과는 자기관여 여부와 성별에 따른 표정정서 인식의 차이

이다. 경계선 성격의 여성은 기쁨-분노의 혼합표정 지각 시, 비 자기관

여 조건에서 현저하게 증가된 기쁨 응답을 보였다. 즉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해당 인물의 얼굴 표정에서 기쁨

정서를 더욱 많이 지각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자

기참조(self-reference)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 편향 귀인

양식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Rüsch et al., 2007; Winter,

Herbert, Koplin, Schmahl, Bohus, & Lis, 2015).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나 정보를 보다 잘 기억하며, 자신을 묘

사할 때 긍정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Symons & Johons, 1997). 즉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긍

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편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경우, 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정보처리 양식을 나타낸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 중 부정적인 정보에만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부정 편향(negative-bias)을 보이기 때문이다(Kernberg, 1986; Winter et

al., 2015).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건,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특성을 보이

게 된다(Winter et al.,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여성 경

계선 성격 성향자가 자기 관여 조건에서 부정 정서 편향을 나타낸 점 역

시, 부정적인 자기 참조적 정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세 번째 결과는 자기 관여 조건에 대한 남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긍정 정서 편향이다.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의 남성은 기쁨과 분노가

7:3으로 혼합된 조건에서 여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와는 상반된 응답 패

턴을 보였다. 여성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은 자기 관여 조건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에서 기쁨으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반면, 남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는 비 자기 관여 조건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기쁨 응답을 나

타낸 것이다. 즉,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표

정에 대해 기쁨 정서를 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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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 성격 남성의 경우, 통제 집단의 여성과 매우 유사한 정서인식 편향

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자기 관여 조건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긍정

편향을 나타내며, 비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부정 편향을 보인다. 이는 남

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에게는 역기능적 자기참조적 정보처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경계선 성격장애의 표

정정서 인식을 다룬 연구 결과들 간 불일치(예, Bland, et al., 2004;

Lynch et al., 2006)를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로 추론할 수 있다. 동일한

경계선 성격 성향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자기관여 수준에 따라 표정

정서 인식편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한 경계선 성격 성향

자들의 타인 정서 인식 수준과 실험적으로 측정한 표정정서 인식 능력

간의 일치 수준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은 자신의 타인 정서 인

식수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하는 반면, 경계선 성향자들은

타인 정서 인식 수준과 실제 수행 능력 간 일치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표정정서 인식이 자기관여도에 따라 달

라지며,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분노 편향, 비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슬픔

편향을 보인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 경계선 성향자는 자기 관여 조건에 비해 비 자기관여 조건에서 기

쁨 편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과, 연구 1과 2를 연계하여 타

인 정서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수준과 실제 수행 능력 간의 일치 수준

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쁨, 슬픔, 분노의 3가지 정

서만을 혼합하여 실험자극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정서 인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모두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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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간

상이한 결과가 제한된 연구 설계의 적용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정 하에,

기존 연구 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 인식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주요 지각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자

기 및 타인 정서 인식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자기보고와 실험적 측정을

통해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정서 인식에 대한 주관적 확신과 수행 능력

간의 일치 수준을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정서 인식 수준과 사회적

적응 차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 수준

이 높을수록 자기 및 타인 정서에 대해 낮은 인식 능력을 나타내며, 타

인 정서인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 공감능력 또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 정서 인식 능력은 대인관계문제, 높은 유기도식 등과 깊은 관

련을 보이는 것이 검증되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성향자는 대인관계 문

제의 8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보여,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낮은 정서인

식을 보이며, 이는 유기 도식 및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될 것이라는 연구

1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자기보고식 접근법을 통한 경계

선 성격장애의 정서인식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어(Leible &

Snell, 2004; Peters, et al., 2015; Suvak et al., 2011), 자기 정서 인식 수

준이 사회적 적응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혼합 표정 자극을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

자의 자기 관여 여부에 따른 정서 인식의 편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자기 관여 조건에서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모호

한 표정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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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표되는 분노와 슬픔 표정이 5:5로 혼합된 모호한 표정을 인식할

때,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분노로 지각하는 반응이 높은 반면, 비 자기관

여 조건에서는 슬픔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모호한 표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

각할 경우,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은 분노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준다. 이

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가 분노 정서에 더욱 기민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 경로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다른 정신병리에 비해 월

등하게 높은 비율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하는 바(Lohr, Westen, &

Hill, 1990; Zanarini et al., 2004), 성장과정에서 위협적인 정서자극에 빈

번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분노와

같은 위협 정보에 대해 과민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응적이다(김해

리, 이훈진, 2015; Gibb, Schofield, & Coles, 2009).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대처하고자, 부정정서가 모호할수록 이를 분노로 빠르게 지각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신과 관여된 조건에서만 타인의 표정에서 분

노로 편향된 정서 지각을 나타낸다는 점은 기존의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표정 정서 인식과 관련된 연구 간 상충된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

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와의 관련성에 따라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긍정 및 부

정정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여성은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 표정에서는 긍정정서가 감소하고, 부정정

서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정서 편향을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

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 관여도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연구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저 정서이다. Kopala-Sibley, Zuroff, Russell,

Moskowitz와 Paris(2012)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수치심을 빈

번하게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 사건, 상황 전반에 대

하여 부정적 편향을 나타낸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역기능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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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참조적 정보처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경

우, 자신과 관여된 정보 중 부정적인 정보에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

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Winter et al.,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기 관여 조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낸 표정을 볼 경우, 해당 표정

을 자신과 관련된 맥락으로 처리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부정정서를 지각

하도록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경우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긍정

정서가 증가하는 응답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성 경계선 성격 성향

자와는 상이한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 자기 관여

조건에서는 오히려 부정정서가 증가하는 정서 인식을 보여, 자신과 관련

된 사건 및 상황에 대하여 긍정 편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자기관여 조건에 따른 정서 인식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시사하며, 추후 재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 성향집단의 자기 정서 인식 능력과 함께 타

인 정서 인식에서 주관적 확신도와 실제 수행 간의 일치 수준 또한 탐색

하고자 하였다. 자기보고식 접근법과 표정정서 인식 과제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연구 방법을 연계하여,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한 주관적 보고와

실제 수행 능력 간의 일치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 성

향자는 실제 표정정서 인식 수행과 타인 정서 인식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 간 상관이 낮아 불일치를 보인 반면, 통제 집단은 자신의 타인 정

서 인식수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평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 및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기존의

경계선 성격장애의 표정정서인식 연구에서 미흡하였거나 정교화가 필요

하였던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실험 설계를 제안한 점이다. 특히

혼합 표정과 그 비율을 자율적으로 응답하게 하여, 원형표정 정서재인

과제에서 종종 발생하였던 천정효과를 제거하고, 실험 과제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관여도에 따른 치료적 시사점이다.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부

정정서 인식 편향, 특히 분노 편향은 자기관여 조건에서 두드러지며, 비



54

자기관여 조건에서는 슬픔 편향을 보였다. 그 중 경계선 성격의 여성의

경우,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더욱 많은 긍정 정서 및 연민을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경우, 비 자

기관여 조건의 사람에게 과도하게 긍정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자기관여 수준에 따라 정서 지각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차별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의 연계

를 통해 경계선 성격 성향자가 지니는 타인 정서인식에 대한 확신수준과

정서인식 능력 간의 일치수준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 성향과 통제집단과의 비교 검증에 그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행하였고, 다른 임상군 및 성격장애 집단의 비교군 설정에 대

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인 정서인식의 편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얼굴표정 인식에서 결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불안

(Winton et al., 1995) 및 분열형 성격장애(Mikhailova et al., 1996)집단

등과의 비교 검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 임상집단의 표정정서

인식 능력을 연구하였으며, 우울 및 불안 수준을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집단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

요하며, 우울, 불안 등 다른 정서 증상의 영향에 대한 통제 또한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연구 1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2가 시행

되어, 제한적인 표본수를 보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분류를 할 경우, 각

집단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확장된 표본을 바탕으로 표정정서 인식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표정정

서 인식 연구의 실험 설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실험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자기 관여 여부에 따른 치료

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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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

v 다음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번

호
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0 1 2 3

2
매우 친한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0 1 2 3

3
내가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나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0 1 2 3

5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낀 적이 여

러 번 있다.
0 1 2 3

6 나는 쉽게 싫증을 느끼지는 않는다. 0 1 2 3

7 나는 신중하게 돈을 쓴다. 0 1 2 3

8 내 기분은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0 1 2 3

9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많이 바뀐다. 0 1 2 3

10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덕스럽다. 0 1 2 3

11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있다.
0 1 2 3

12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다. 0 1 2 3

13 때때로 공허하다는 느낌이 든다. 0 1 2 3

14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

려주고 싶다.
0 1 2 3

15 혼란스러우면 으레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한다. 0 1 2 3

16 내 기분은 잘 바뀌지 않는다. 0 1 2 3

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많이 걱정한다. 0 1 2 3

18 한 때 친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 0 1 2 3

19 내 이익을 위해서는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0 1 2 3

20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0 1 2 3

21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한다. 0 1 2 3

22 외롭다는 느낌은 없다. 0 1 2 3

23 나는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 0 1 2 3



66

부록 2.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SC)

v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용

거의
그렇
지않
다

때때
로

그렇
다

대략
반쯤
그렇
다

대부
분

그렇
다

거의
언제
나

그렇
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
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
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
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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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가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
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 2 3 4 5

35 늘 주목받고 싶어한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 2 3 4 5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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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상위정서인식척도(TMMS)

v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여러분이 평소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용

거의
그렇
지않
다

때때
로

그렇
다

대략
반쯤
그렇
다

대부
분
그렇
다

거의
언제
나

그렇
다

1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1 2 3 4 5

2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1 2 3 4 5

4 때때로 나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1 2 3 4 5

7 나는 결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1 2 3 4 5

8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
다

1 2 3 4 5

9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 2 3 4 5

10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1 2 3 4 5

11
나의 신념과 의견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늘 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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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인관계 반응지수(IRI)

v 문장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
다

중간
이다

어느
정도
동의
한다

1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

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2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일단 내가 옳다고 확실히 믿으면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1 2 3 4

3
때때로 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인가를 상

상해봄으로써 그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4
나는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

면 모두를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나는 때떄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6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7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8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를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 2 3 4

9
나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취급 당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

에게 동정심이 별로 일지 않는 때가 더러 있다.
1 2 3 4

10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

한 감정이 일어난다.
1 2 3 4

11
나는 스스로를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해 별

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2 3 4

13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는 적은

별로 없다.
1 2 3 4

14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깊이 감동한

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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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전혀
그렇
지않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많이
그렇
다

1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안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2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곤 한다.
1 2 3 4 5 6

3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 같은 걱

정이 들면 쉽게 떨칠 수가 없다.
1 2 3 4 5 6

4 내가 받는 정서적 지지는 불안정하다. 1 2 3 4 5 6

5
내게 중요한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6

6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자꾸 매달리

게 된다.
1 2 3 4 5 6

7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것 같다. 1 2 3 4 5 6

8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1 2 3 4 5 6

9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

해, 아예 내가 그들을 먼저 멀리해 버리고는 한다.
1 2 3 4 5 6

10
잠시라도 혼자 내버려지게 되면, 마음이 잡을 수 없이 동

요된다.
1 2 3 4 5 6

11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항상

그래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1 2 3 4 5 6

12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진정으로 친해지기가 어렵다.
1 2 3 4 5 6

13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은 늘 옆에 있어주기 보다는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곤 했던 것 같다.
1 2 3 4 5 6

14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내

곁을 떠날 것 같다.
1 2 3 4 5 6

15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곁에서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화내거나 짜증을 부리고 내

게 무관심하거나 시비를 걸어오곤 했다.

1 2 3 4 5 6

16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

을 잃게 될 까봐 마음 졸이게 된다.
1 2 3 4 5 6

17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막막해지기 때문에 사람

들을 잃게 될 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6

18
내 본 모습이나 진짜 감정을 내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떠

날 것 같아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낸다.
1 2 3 4 5 6

부록 5. Young의 유기도식 질문지

v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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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

v 아래에 제시된 문장들을 읽고, 귀하의 현재 상태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숫

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

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주의 깊은 1 2 3 4 5

5 원기 왕성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흥분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겁에 질린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기민한 1 2 3 4 5

14 죄책감 드는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두려운 1 2 3 4 5

20 자랑스러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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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37.73(4.50) 37.20(8.21) 36.08(6.34) 38.57(6.39)
비관여 38.62(7.30) 33.28(4.17) 36.47(5.82) 39.77(5.4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 성격 24.72 1 0.483 0.007
성별 0.01 1 0.000 0.000
자기관여

3.12 1 0.129 0.001

경계선 성격
×성별 203.45 1 3.973 0.058

경계선 성격
×자기관여 31.73 1 1.316 0.009

성별
×자기관여 23.80 1 0.987 0.00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47.13 1 1.954 0.014

슬픔반응

자기관여 29.82(5.87) 32.11(6.59) 32.75(7.66) 29.26(5.27)
비관여 30.07(9.84) 31.62(9.13) 32.08(8.09) 29.35(7.07)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0.051 1 0.001 0.000
성별 8.419 1 0.094 0.002
자기관여 1.015 1 0.041 0.000
경계선성격
×성별 160.900 1 1.690 0.029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0.174 1 0.007 0.000

성별
×자기관여 0.002 1 0.000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293 1 0.134 0.001

기쁨반응

자기관여 32.44(6.12) 30.7(8.26) 31.08(7.14) 32.17(7.65)
비관여 31.31(8.16) 35.1(7.62) 31.46(8.23) 30.88(8.87)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23.6 1 0.228 0.004
성별 9.7 1 0.094 0.002
자기관여 8.3 1 0.455 0.002
경계선성격

×성별
3.5 1 0.034 0.00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6.0 1 1.421 0.005

성별

×자기관여
22.3 1 1.216 0.004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77.3 1 4.219* 0.014

부록 7. 전체 자극에 대한 개별 정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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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53.68(10.03) 52.96(13.35) 50.47(6.70) 53.19(10.51)
비관여 52.65(12.31) 50.51(14.0) 53.92(11.41) 57.72(9.64)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45.213 1 0.258 0.004
성별 20.025 1 0.114 0.001

자기관여 30.162 1 0.415 0.002

경계선성격

×성별 131.681 1 0.754 0.01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95.981 1 2.698 0.018

성별

×자기관여 0.177 1 0.002 0.000

경계선성격×자

기관여

×성별

9.370 1 0.130 0.000

슬픔반응

자기관여 44.72(12.55) 46.43(13.43) 49.17(6.80) 45.2(10.51)

비관여 44.99(11.87) 49.34(13.95) 45.18(12.15) 40.08(10.98)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1.25 1 0.264 0.004
성별 13.48 1 0.070 0.001
자기관여 52.84 1 0.683 0.004
경계선성격

×성별
342.20 1 1.764 0.028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25.61 1 2.917 0.019

성별

×자기관여
3.37 1 0.044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1.39 1 0.277 0.002

기쁨반응

자기관여 1.60(4.33) 0.61(2.01) 0.36(0.65) 1.60(2.46)
비관여 2.36(3.71) 0.15(0.50) 0.90(2.40) 2.21(4.52)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0.189 1 0.016 0.000
성별 0.645 1 0.054 0.001
자기관여 3.158 1 0.542 0.004
경계선성격

×성별
49.330 1 4.098* 0.059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042 1 0.179 0.001

성별

×자기관여
2.002 1 0.343 0.003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446 1 0.419 0.003

부록 8. 전체 분노-슬픔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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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73.87(11.52) 80.57(15.68) 75.83(11.58) 81.15(12.08)

비관여 75.99(17.07) 78.45(19.69) 69.88(15.31) 77.54(13.5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0.17 1 0.110 0.002

성별 733.59 1 2.667 0.037

자기관여 136.80 1 0.872 0.007

경계선성격

×성별
21.85 1 0.079 0.00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36.97 1 0.873 0.007

성별

×자기관여
5.40 1 0.034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64.68 1 0.412 0.003

슬픔반응

자기관여 22.17(13.09) 19.43(15.68) 24.17(11.58) 18.08(12.32)

비관여 22.97(17.64) 21.55(19.69) 29.29(15.73) 21.69(13.96)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75.809 1 0.257 0.004

성별 476.698 1 1.618 0.023

자기관여 202.883 1 1.269 0.010

경계선성격

×성별
135.714 1 0.461 0.00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50.670 1 0.317 0.003

성별

×자기관여
0.050 1 0.000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11.953 1 0.075 0.000

기쁨반응

자기관여 3.96(10.19) 0.00(0) 0.00(0) 0.77(2.77)

비관여 1.04(2.91) 0.00(0) 0.83(1.95) 0.77(2.77)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0.33 1 0.441 0.007
성별 27.58 1 1.178 0.019
자기관여 6.49 1 0.661 0.004
경계선성격

×성별
48.66 1 2.078 0.03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1.02 1 2.140 0.014

성별

×자기관여
6.49 1 0.661 0.004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1.02 1 2.140 0.014

부록 9. 분노:7-슬픔:3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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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58.75(16.25) 54.93(24.4) 50.83(16.62) 52.31(22.25)
비관여 48.08(10.93) 44.5(17.57) 48.92(8.11) 59.12(12.54)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5.99 1 0.103 0.001
성별 27.29 1 0.078 0.001
자기관여 392.67 1 1.836 0.016
경계선성격

×성별
543.83 1 1.549 0.02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009.62 1 4.721* 0.039

성별

×자기관여 119.99 1 0.561 0.004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107.74 1 0.504 0.004

슬픔반응

자기관여 40.42(17.9) 43.25(22.63) 48.54(17.56) 46.73(21.39)
비관여 50.67(11.20) 55.5(17.57) 51.08(8.11) 37.42(14.40)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4.77 1 0.144 0.002
성별 91.08 1 0.240 0.004
자기관여 370.06 1 1.915 0.014
경계선성격

×성별
800.21 1 2.108 0.03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280.24 1 6.626* 0.048

성별

×자기관여 145.02 1 0.751 0.006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86.72 1 1.484 0.011

기쁨반응

자기관여 0.83(0.63) 1.25(0) 2.887(1.55) 3.11(0)

비관여 1.82(0.97) 0.00(3.47) 6.03(2.80) 0.00(12.48)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965 1 0.066 0.001
성별 18.657 1 0.622 0.007
자기관여 0.335 1 0.012 0.000
경계선성격

×성별
24.678 1 0.823 0.01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6.047 1 0.573 0.006

성별

×자기관여
1.184 1 0.042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42.942 1 1.534 0.017

부록 10. 분노:5-슬픔:5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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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28.42(13.86) 23.37(12.58) 24.75(9.92) 26.12(11.42)
비관여 33.88(21.58) 28.57(18.90) 42.96(21.40) 36.5(18.80)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86.76 1 1.154 0.016
성별 356.61 1 1.064 0.014
자기관여 2302.85 1 10.588* 0.087
경계선성격

×성별
41.37 1 0.123 0.00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480.79 1 2.211 0.019

성별

×자기관여
97.86 1 0.450 0.004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85.37 1 0.393 0.003

슬픔반응

자기관여 71.58(13.86) 76.63(12.58) 74.79(9.55) 70.81(9.26)

비관여 61.33(20.82) 70.98(18.33) 55.17(22.95) 61.12(19.01)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19.04 1 1.602 0.022
성별 414.61 1 1.279 0.017
자기관여 3056.73 1 13.823* 0.113
경계선성격

×성별
242.08 1 0.747 0.01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68.91 1 1.216 0.011

성별

×자기관여 315.89 1 1.429 0.01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42.45 1 0.192 0.002

기쁨반응

자기관여 0.00(0.00) 0.00(0.00) 0.46(1.44) 3.08(7.23)

비관여 4.79(9.80) 0.45(1.51) 1.88(5.75) 2.38(6.9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9.710 1 0.224 0.004
성별 2.185 1 0.050 0.001
자기관여 53.285 1 3.064 0.020
경계선성격

×성별
83.305 1 1.925 0.03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30.564 1 1.758 0.011

성별

×자기관여
62.111 1 3.572 0.023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7.421 1 0.427 0.003

부록 11. 분노:3-슬픔:7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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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53.68(11.89) 51.46(10.77) 53.72(9.85) 58.47(12.03)
비관여 56.25(13.37) 46.30(12.53) 52.14(11.88) 59.60(12.3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94.504 1 1.723 0.031
성별 0.004 1 0.000 0.000
자기관여 13.830 1 0.258 0.001
경계선성격

×성별
888.601 1 3.881 0.06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6.791 1 0.127 0.001

성별

×자기관여
37.537 1 0.700 0.003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162.743 1 3.037 0.013

슬픔반응

자기관여 7.93 (4.90) 13.85(9.45) 10.79(10.55) 6.46(5.48)
비관여 9.15(9.69) 11.38(14.12) 12.67(7.70) 11.69(8.86)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0.730 1 0.006 0.000
성별 12.054 1 0.098 0.002
자기관여 51.305 1 1.175 0.007
경계선성격

×성별 270.357 1 2.187 0.035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04.293 1 2.389 0.014

성별

×자기관여 0.169 1 0.004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74.239 1 1.700 0.010

기쁨반응

자기관여 38.39(14.19) 34.69(15.32) 35.21(9.77) 35.06(14.37)

비관여 34.60(13.56) 42.32(13.55) 35.19(14.47) 28.71(15.29)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74.324 1 1.199 0.021
성별 10.197 1 0.033 0.001
자기관여 9.636 1 0.128 0.001
경계선성격

×성별 169.709 1 0.543 0.01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55.720 1 2.064 0.009

성별

×자기관여
38.412 1 0.509 0.00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471.449 1 6.250* 0.027

부록 12. 전체 기쁨-분노 반응 비율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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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77.92(6.56) 76.41(10.45) 81.42(8.71) 84.46(9.99)
비관여 78.29(9.39) 73.73(16.78) 80.08(10.10) 79.50(10.48)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46.063 1 4.385* 0.053
성별 19.446 1 0.156 0.002
자기관여 110.714 1 1.121 0.011

경계선성격
×성별 108.758 1 0.873 0.01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3.720 1 0.240 0.002

성별
×자기관여 66.892 1 0.677 0.00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0.480 1 0.005 0.000

슬픔반응

자기관여 11.04(6.52) 20.59(13.33) 11.88(9.89) 7.00(7.68)

비관여 12.12(8.98) 13.36(17.36) 13.67(7.86) 15.96(10.16)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11.029 1 0.789 0.011

성별 100.710 1 0.715 0.010

자기관여 31.763 1 0.383 0.003

경계선성격
×성별

267.140 1 1.898 0.026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426.755 1 5.143* 0.042

성별
×자기관여

1.944 1 0.023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58.194 1 4.317* 0.035

기쁨반응

자기관여 11.04(11.75) 3.00(4.54) 5.88(9.47) 8.54(8.18)
비관여 9.58(12.15) 12.91(15.62) 6.25(10.95) 4.54(8.49)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91.82 1 1.061 0.193
성별 21.22 1 0.117 0.002
자기관여 34.87 1 0.849 0.004
경계선성격
×성별 48.09 1 0.266 0.005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18.12 1 5.311* 0.022

성별
×자기관여

73.17 1 1.782 0.00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70.63 1 9.025* 0.037

부록 13. 기쁨:3-분노:7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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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59.38(23.31) 51.59(22.2) 60(16.11) 66.69(24.17)

비관여 58.58(14.19) 45.14(16.91) 57.17(24.92) 63.31(15.04)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577.022 1 2.371 0.043

성별 105.207 1 0.158 0.003

자기관여 270.981 1 1.945 0.008

경계선성격
×성별

1733.669 1 2.607 0.04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581 1 0.011 0.000

성별
×자기관여

57.569 1 0.413 0.00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8.930 1 0.279 0.001

슬픔반응

자기관여 4.17(5.97) 9.82(14.56) 7.88(11.41) 9.04(10.57)

비관여 4.17(5.57) 13.00(18.24) 9.50(12.10) 8.85(10.80)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25.221 1 0.133 0.002

성별 336.096 1 1.783 0.027

자기관여 31.836 1 0.382 0.003

경계선성격
×성별

291.959 1 1.549 0.024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4.576 1 0.055 0.000

성별
×자기관여

2.785 1 0.033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7.363 1 0.448 0.003

기쁨반응

자기관여 36.46(23.61) 38.59(25.16) 32.12(20.10) 24.27(24.69)

비관여 37.25(15.81) 41.86(19.99) 33.33(28.83) 27.85(19.39)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2001.112 1 2.444 0.043
성별 65.220 1 0.080 0.001
자기관여 117.2551 1 0.600 0.003
경계선성격
×성별

602.729 1 0.736 0.013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0.778 1 0.004 0.000

성별
×자기관여

35.030 1 0.180 0.00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0.016 1 0.000 0.000

부록 14. 기쁨:5-분노:5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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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23.75(19.79) 26.37(25.53) 19.75(17.36) 24.27(15.63)
비관여 31.88(27.37) 20.05(18.98) 19.17(15.75) 36(23.09)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2.203 1 0.022 0.000
성별 220.508 1 0.394 0.006
자기관여 250.490 1 0.823 0.007

경계선성격
×성별 1395.933 1 2.492 0.035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30.669 1 0.430 0.003

성별
×자기관여 6.834 1 0.022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1070.914 1 3.521 0.027

슬픔반응

자기관여 8.58(23.37) 11.14(18.98) 12.63(15.75) 3.35(23.09)

비관여 11.17(20.8) 7.77(12.69) 14.83(15.08) 10.27(13.34)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8.715 1 0.035 0.001
성별 322.397 1 1.277 0.019
자기관여 104.247 1 0.824 0.006
경계선성격
×성별 252.696 1 1.001 0.015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46.850 1 1.161 0.009

성별
×자기관여 2.270 1 0.018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169.914 1 1.343 0.010

기쁨반응

자기관여 67.67(19.95) 62.49(26.87) 67.62(16.64) 72.38(18.53)

비관여 56.96(24.64) 72.18(21.65) 66(17.11) 53.73(27.5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0.293 1 0.000 0.000
성별 9.629 1 0.016 0.000
자기관여 677.926 1 1.862 0.016
경계선성격
×성별 460.779 1 0.767 0.01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554.565 1 1.523 0.013

성별
×자기관여

16.980 1 0.047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093.971 1 5.750* 0.047

부록 15. 기쁨:7-분노:3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81

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5.83(4.25) 7.17(8.56) 4.06(8.60) 4.05(6.33)

비관여 6.96(6.50) 3.03(4.27) 3.35(5.25) 1.99(2.67)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36.212 1 2.646 0.040
성별 23.415 1 0.145 0.007
자기관여 49.984 1 2.209 0.015

경계선성격
×성별 2.267 1 0.044 0.00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0.086 1 0.004 0.000

성별
×자기관여 65.423 1 2.891 0.02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2.817 1 1.008 0.007

슬픔반응

자기관여 36.82(10.36) 36.03(12.55) 38.28(10.33) 36.12(9.38)

비관여 36.06(15.10) 34.15(13.01) 38.38(12.63) 36.28(12.66)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3.786 1 0.236 0.004

성별 72.339 1 0.317 0.006
자기관여 8.503 1 0.133 0.001

경계선성격
×성별 3.652 1 0.016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2.655 1 0.197 0.001

성별
×자기관여 1.699 1 0.026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110 1 0.033 0.000

기쁨반응

자기관여 57.35(9.21) 56.80(16.59) 57.66(12.80) 59.83(11.96)
비관여 56.98(14.66) 62.82(14.29) 58.27(12.47) 61.73(13.79)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8.811 1 0.066 0.001
성별 178.066 1 0.629 0.011
자기관여 99.719 1 1.395 0.006

경계선성격
×성별 0.164 1 0.001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4.829 1 0.208 0.001

성별
×자기관여 87.992 1 1.231 0.006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8.803 1 0.543 0.002

부록 16. 전체 기쁨-슬픔 반응 비율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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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2.50(3.20) 2.41(7.50) 0.88(2.21) 2.15(6.90)
비관여 4.38(6.92) 0.00(0.00) 1.29(4.32) 0.39(1.39)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1.282 1 1.247 0.015
성별 25.013 1 0.997 0.012
자기관여 5.301 1 0.245 0.003

경계선성격
×성별 35.032 1 1.396 0.01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0.993 1 0.046 0.000

성별
×자기관여 62.490 1 2.893 0.03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6.607 1 0.306 0.003

슬픔반응

자기관여 14.6(9.52) 12.0(10.21) 12.0(12.64) 11.2(11.36)

비관여 12.7(14.33) 6.9(7.52) 11.0(12.11) 10.7(13.02)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2.701 1 0.016 0.000

성별 134.476 1 0.780 0.011

자기관여 106.395 1 1.107 0.009

경계선성격
×성별

81.942 1 0.475 0.007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46.665 1 0.486 0.004

성별
×자기관여

10.911 1 0.114 0.00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0.159 1 0.210 0.002

기쁨반응

자기관여 82.87(8.64) 85.59(15.79) 87.16(12.35) 86.65(15.90)

비관여 82.91(15.84) 93.10(7.52) 87.70(12.22) 88.88(12.8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2.37 1 0.224 0.003
성별 275.48 1 1.180 0.018
자기관여 159.19 1 1.490 0.011

경계선성격
×성별 224.13 1 0.960 0.015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34.04 1 0.319 0.002

성별
×자기관여 125.62 1 1.176 0.008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49.85 1 0.467 0.003

부록 17. 기쁨:7-슬픔:3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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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2.08(7.22) 5.91(10.44) 5.21(17.89) 0.19(0.69)
비관여 6.25(10.90) 2.73(6.47) 3.46(8.28) 2.31(5.63)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50.337 1 0.493 0.006
성별 51.394 1 0.504 0.006
자기관여 2.725 1 0.034 0.000

경계선성격
×성별 62.567 1 0.613 0.008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0.574 1 0.007 0.000

성별
×자기관여 18.135 1 0.224 0.00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18.969 1 2.326 0.023

슬픔반응

자기관여 43.96(17.53) 40.44(16.35) 37.96(16.35) 33.88(17.68)
비관여 33.42(20.95) 33.27(21.76) 37.71(18.25) 32.73(21.82)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15.721 1 0.224 0.004
성별 241.872 1 0.467 0.008
자기관여 546.117 1 2.695 0.017

경계선성격
×성별 43.567 1 0.084 0.00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397.461 1 1.962 0.012

성별
×자기관여 9.113 1 0.045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7.342 1 0.135 0.001

기쁨반응

자기관여 53.96(17.20) 53.65(22.15) 56.83(24.32) 65.92(18.14)
비관여 60.33(19.86) 64.00(22.71) 58.83(16.76) 64.96(19.86)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318.702 1 0.520 0.009
성별 516.251 1 0.843 0.014
자기관여 471.686 1 2.310 0.013

경계선성격
×성별 210.552 1 0.344 0.006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367.836 1 1.801 0.010

성별
×자기관여 1.537 1 0.008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71.931 1 0.352 0.002

부록 18. 기쁨:5-슬픔:5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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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기쁨:3-슬픔:7 혼합자극에 대한 반응 및 분산분석표 (N=48)

경계선 성격 통제집단

남(n=12) 여(n=11) 남(n=12) 여(n=13)

분노반응

자기관여 12.92(13.26) 13.18(16.32) 6.08(11.03) 9.81(13.33)

비관여 10.25(15.25) 6.36(8.97) 5.29(8.90) 3.27(7.17)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498.410 1 2.505 0.037
성별 5.506 1 0.028 0.000
자기관여 422.637 1 4.466* 0.032

경계선성격
×성별 42.356 1 0.213 0.003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6.940 1 0.073 0.001

성별
×자기관여 146.453 1 1.548 0.011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3.804 1 0.040 0.000

슬픔반응

자기관여 51.88(17.09) 55.66(21.14) 64.92(13.02) 63.27(15.82)
비관여 62.04(20.73) 62.27(22.73) 66.42(15.27) 65.38(13.88)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183.541 1 2.600 0.042

성별 2.667 1 0.006 0.000
자기관여 621.802 1 3.838 0.022
경계선성격
×성별 66.993 1 1.147 0.002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259.067 1 1.599 0.009

성별
×자기관여 12.900 1 0.080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성별

25.973 1 0.160 0.001

기쁨반응

자기관여 35.21(9.07) 31.16(21.55) 29.00(13.24) 26.92(12.04)

비관여 27.71(17.40) 31.36(22.81) 28.29(15.02) 31.35(16.54)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F 효과크기

경계선성격 145.867 1 0.361 0.006
성별 0.509 1 0.001 0.000
자기관여 19.165 1 0.147 0.000

경계선성격
×성별 2.812 1 0.007 0.000

경계선성격
×자기관여 181.203 1 1.391 0.008

성별
×자기관여 246.282 1 1.890 0.010

경계선성격×자
기관여
×성별

9.897 1 0.07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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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gnition of Facial Affect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PARK, SUT M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biased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This

study explored each subject’s emotional clarity and empathic abilities, and

also demonstrated biased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BPD features by using

a new experimental design that manipulated self-reference.

In study 1, a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group consisting of

ninety-seven participants and a control group consisting of

ninety-two participants were selected out of 441 college students.

They were then assessed on emotional clarity, empathic abilities,

interpersonal problems, and abandonment schema.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PD and the control group on all

measures. The individuals with BPD features had lower level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ic abilities than the control group.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the BPD group had a higher level of

abandonment sche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an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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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motional clarity was also revealed to mediate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bandonment schema and BPD features.

In study 2, twenty-three members of the BPD group and twenty-five

from the control group were selected out of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tudy 1. The members of the BPD group were compared

with healthy controls on the facial emotion recognition task with

blends of basic facial expressions in self-referent and non-self-referent

contexts. The results showed that members of the BPD features group

were biased towards the perception of anger when the faces displayed

highly ambiguous blends of Anger-Sadness in the self-referent

condition. Moreover, women in the BPD group showed negative bias

to the Happiness-Anger faces in the self-referent condition.

Contrastively women in the control group recognized the same faces

to be happier ones in the self-referent condition. Furthermore, the

self-reported confidence of emotion recognition for members of the

BPD group was not related to their actual performanc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consistency between self-reported

emotion recognition ability and actual performance, an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bias in BPD according to the self-referent

condition and the non self-referent condi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Facial emotion recognition, Borderline personality,

self-reference

Student Number : 2015-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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