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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양극성 장애는 우울하거나 고양되는 양방향의 기분 삽화들이 주기적으
로 발생하는 기분장애이다. 양극성 장애는 유전성이 강한 정신장애로 여
겨져 왔으나,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발병과 경과 그리고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양극성 장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
기 위한 이론들이 제안되고 검증되기 시작하였다. 양극성 장애의 기분주
기가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기능이 극단적인
상태 변화를 오가는 것에 기인한다고 가정하는 BAS 모형은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 중 하나로 평가받아온 이론적 모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은 국내 양극성 장애 위험군을 대상으로 BAS 모형의 기본 가설들이 유
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BAS 관련 인지와 상황적 요소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BAS 모형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1에서는 경조성 성격 척도를 기준으로 대학생 중 양극성 장애 위
험군을 선별하였으며,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상승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BAS와 낮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가 더 많은 (경)조증 증상을 예측하여, (경)조증 증상이 BAS
의 과활성화 및 BIS의 억제 실패를 반영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낮은 BAS와 높은 BIS는 더 많은 우울 증상을 예측하여, BAS의 비활성
화가 우울에 대응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 2에서는 BAS 민감성이 기분 증상 뿐 아니라 양극성 장애와 관련
되어 온 적응 상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일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BAS 민감성이 학업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는 충동성의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충동성이 높은 위험군은 BAS 민
감성이 높을수록 누적 학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위험군은
창의적 성향이 더 높았으며, 이는 BAS의 하위요인 중 추동 및 재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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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더불어 위험군은 BAS 관련 성격강점인
낙관성과 활력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성격강점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뒤에도 위험군의 높은 주관적 안녕 수준을 예측하였다.
연구 3과 4에서는 BAS 관련 상황적 요소를 추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BAS 활성화 반응의 조절곤란 측면에 집중하였다. 연구 3에서는 BAS 관
련 사건으로 성공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고, 위험군의 성공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성에 차별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거짓 성공 피드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은 긍정 귀인 편향을 더 크
게 나타냈으며, 이러한 증가된 인지적 반응성은 기저선 자부심을 통제한
뒤에도 실험 후까지 자부심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에 기여하였다.
연구 4에서는 실생활에서 광범위한 BAS 관련 생활사건을 포함시킴으
로써 생태학적 타당도를 제고하고, 반복측정 설계와 다층 모형 분석을
통하여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
군은 일상생활에서 BAS 관련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며, BAS 조절
곤란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층 모형 분석 결과 BAS 활성화 생
활사건의 발생은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증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
한 BAS 조절곤란은 생활사건에 따른 증상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위험군은 일상에서 BAS 관련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성도 더 커서, 결과적으로 증상 유발 가능성
이 커지는 이중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BAS 모형이 국내에서 양극성 장애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BAS
모형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양극성 장애, 행동활성화체계, 우울, (경)조증, 다층 모형
학 번 : 2011-30871
- ii -

목

차

서 론

1

양극성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부족

2

양극성 장애의 행동활성화체계(BAS) 모형

6

BAS 모형에 대한 평가

11

BAS 모형의 연구에서 위험군 활용의 배경

16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연구 1.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양극성 장애 성향 및
기분 증상의 관계

21

방 법

22

결 과

25

논 의

29

연구 2.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이 적응의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32

방 법

36

결 과

41

논 의

50

연구 3.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성공 사건 후의 정서 변화:
긍정 귀인의 역할

55

- iii -

방 법

58

결 과

66

논 의

71

연구 4. 일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조절곤란의 비교

76

방 법

80

결 과

92

논 의

101

종합논의

108

참고문헌

121

부

록

143

영문초록

168

- iv -

표 목차

표 1. 행동활성화체계와 행동억제체계

7

표 2. 연구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집단 비교

26

표 3. 연구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27

표 4. (경)조증 증상에 대한 BAS와 BIS의 다중회귀분석

28

표 5. 우울 증상에 대한 BAS와 BIS의 다중회귀분석

28

표 6. BAS 민감성과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 및 충동성의 상관

41

표 7. 문제음주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

42

표 8. 누적 학점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

44

표 9. BAS 민감성과 창의적 성향의 상관

46

표 10. 창의적 성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47

표 11. BAS 민감성과 성격강점, 주관적 안녕의 상관

49

표 12. 주관적 안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50

표 13. 연구 3 참여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

58

표 14. 연구 3 참여자들의 집단별 사전 비교

59

표 15. 집단 별 경조증 및 역치 미만의 경조증 경험 빈도

60

표 16. 연구 3의 세부 절차

65

표 17. 실험 종료 5분 후 T4 정서 평정의 집단 비교

68

표 18. 긍정 귀인 편향의 집단 비교

69

표 19. 긍정 귀인 편향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

70

표 20. 긍정 정서 지속에 대한 긍정 귀인 편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71

표 21. BAS 관련 생활사건의 정의

76

표 22. 연구 4 참여자들의 집단별 사전 비교

82

- v -

표 23. BAS 평정의 예시

88

표 24. 연구 4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집단 비교

93

표 25. 연구 4 주요 변인들의 상관

94

표 26.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에 대한 영모형의 HLM 추정치

95

표 27.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에
미치는 영향

96

표 28.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이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증상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98

표 29.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에 있어서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의 효과

99

표 30. 양극성 장애 취약성,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이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증상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vi -

100

그림 목차

그림 1.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의 개념적 모형

8

그림 2. BAS 모형의 이론적 가정

10

그림 3. 전체 연구 구성도

19

그림 4.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적응의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

32

그림 5. 학점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

45

그림 6. 연구 3의 절차 개요

64

그림 7. 성공 사건에 대한 시점별 정서적 반응

67

그림 8. 실생활에서 BAS 조절곤란의 개념적 도해

77

그림 9. 연구 4의 절차

83

그림 10. 일일 사건 기록의 예시

85

그림 11. 다층 모형 분석의 개념적 모형

90

그림 12. 수준 1 모형 그래프

96

그림 13. 수준 간 상호작용 그래프 1

98

그림 14. 수준 간 상호작용 그래프 2

101

- vii -

서

론

그것은 생물학적인 기원이 있는 병이지만, 그 경험에 있어서는 심리적
으로 느껴진다. (...) 이 병을 앓는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유익과 기쁨을,
다른 한편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뒤따르는 자살까지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에서 독특한 병이다.

- 『An Unquiet Mind』 Kay Jamison, 1995 미국 Johns Hopkins 대학교의 정신과 종신교수이자 제1형 양극성 장애 환
자인 Kay Jamison은 예술가들과 양극성 장애의 관계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씌워지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임상심리학자이다. DSM-IV 진단에 따르면 Jamison은 “제1형 양극성
장애, 반복성, 정신병적 증상이 있으면서 심함, 관해 기간 동안에는 회복의
경과가 좋음”에 해당된다. 그녀는 17세에 발병하여 양극성 장애와 ‘함께’ 대
학, 대학원 과정과 임상 수련을 마치고 교수 생활을 해 왔으며, 양극성 장애
의 연구와 치료, 저술과 대중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
다. 또한 그녀는 임상가이자 환자의 입장에서 양극성 장애의 체험을 위와 같
이 기록하였는데, 비록 짧은 기술이지만 양극성 장애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속성들이 잘 드러나 있다.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는 우울하거나 고양된 기분 삽화들이 관해 기
간을 사이에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기분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경과 중 우울 삽화뿐만 아니라 기분이 고양되
는 (경)조증 삽화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양극성 장애는 단극성 우울 장
애와 구별된다. 또한 양극성 장애는 심각도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며, 양극
성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미국 인구의 4.4%로 집계되는 상대적으로 흔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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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문제이다(Merikangas et al., 2007). 아울러 양극성 장애는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둡고 밝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정신장애이기도 하다. 양극성 장애는 세계적인 신체적, 심리적 장애로 인한
기능적 장해 발생 요인 목록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만성적으로 재발하
는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알코올 등 물질 남용, 일정치 않은 직업 활동과
대인관계, 자살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신장애이다(Miklowitz & Johnson, 2006;
Woods, 2000). 그러나 역설적으로 높은 창의성 및 병전 성취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정신장애로서(Johnson, Murray et al., 2012;
Miklowitz & Johnson, 2006; Murray & Johnson, 2010), 양극성 장애는 인간 정
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부족

임상적 중요성에 불구하고 최근까지 양극성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Jones & Bentall, 2006; Jones & Tarrier, 2005;
Power, 2005). 양극성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부족하였던 배경으로 대
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양극성 장애가 다분히 생물학적이고 유전성이 높은 정신장애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초기의 임상적 관찰에는
심리사회적 맥락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으나(Alloy, Abramson, Neeren et al.,
2006; Kraepelin, 1921), 1900년대 중반 이후로 양극성 장애의 이론과 연구에
유전성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전통이 우세해졌다(Goodwin & Jamison, 2007).
1949년에는 Cade에 의해 리튬(lithium)이 조증의 급성기 치료 및 이후 경과
유지에 예방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리튬 등 기분안정제(mood stabilizer)와 항경련제, 비전형 항정신제와 같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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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처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유전 연구의 발전
과 리튬의 치료적 효과 발견 등에 힘입어 양극성 장애가 약물치료 만에도
순응하는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개념화되었고, 심리학적 연구나 개
입이 불가능하거나 유용성이 낮다는 선입견이 생겨나게 되었다(Benson, 1975).
결론적으로 가족, 쌍생아 및 입양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는
분명히 유전되는 장애이다(Goodwin & Jamison, 2007; Johnson, 2005a). 그러나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와 쌍생아 간 일치율(concordance rate)을 고려해
볼 때 양극성 장애는 유전에 의해 발병이 100%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중
요인이 작용하는 정신장애로 여겨진다(Bertelsen, Harvald, & Hauge, 1977;
Gershon & Goldin, 1989). 또한 수십 년간의 연구에 의해 심리사회적 요인들
이 양극성 장애의 발병과 경과 그리고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
다(Alloy et al., 2005; Johnson, 2005a). 양극성 장애의 발병과 경과에는 상당
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유전적 취약성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촉발 요인들과 그러한 취약성이 심리적, 행동적으
로는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
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만으로 양극성 장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심리학적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약물치
료만으로는 2~3년의 기간 동안 50~70%의 환자들에서 재발을 막는 데 실패
하였으며(Markar & Mander, 1989; Prien et al., 1984), 혈중 농도로 약물 복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도 1년 내에 약 50%의 환자들이 재발하였
다(Keller, Lavori, Coryell, Endicott, & Mueller, 1993). 이러한 배경에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Miklowitz,
Goldstein, Nuechterlein, Snyder, & Mintz, 1988; Prien & Potter, 1989).
양극성 장애의 심리학적 연구가 부족한 두 번째 이유로는 양극성 장애의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복잡하고 도전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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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내의 진단적 이질성이 있다. 현재 DSM-5(2013)에서 양극성 장애 범주
에는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순환감정 장애가 포함되어 있
으며, 각 장애는 역학적 양상이나 원인의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ek et al., 2011). 한편 학자들에 따라 양극성 장애의 범주를 다르게 가정
하기도 하며(Akiskal, 2004; Angst et al., 2003), 어떤 기준에 따라 양극성 장
애를 진단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양극성 장애 내
에는 (경)조증 삽화, 우울 삽화 그리고 관해기의 정상 기분(euthymia)이라는
3가지 다른 기분 상태가 존재한다. 조증 삽화 시기에는 자기 보고 능력이 손
상될 수 있으며, 우울 삽화 시기에는 기분 일치적 보고 및 기억 편향이 나타
날 수 있다. 관해기는 정의 상 정상 기분 상태를 의미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에 따르면 관해 기간일지라도 양극성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
하여 상당한 기분 변동을 겪는다는 증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Henry et
al., 2008; Pavlova, Uher, Dennington, Wright, & Donaldson, 2011), 잔류하는
역치 미만의 기분 증상들이 심리사회적 변인의 측정을 편향시킬 수 있다. 이
로 인하여 관찰된 특징이 상태(state) 또는 특질(trait) 특성인가에 대한 구별
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측면
들을 고려한 설계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리 연구에서 취약성(vulnerability), 경과 예측인자
(course predictor), 상관물(correlate)의 개념적 구분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Alloy, Nusslock, & Boland, 2015). 취약성은 정신장애의 첫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들로, 인과적 메커니즘일 수 있다. 경과 예측인자는 추
후 증상 또는 기능 수준, 재발, 더 심각한 유형으로의 전환을 예측하는 요인
들로, 증상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한편 양극
성 장애군을 정상 대조군이나 다른 장애군과 비교하는 횡단적 연구를 한다
면, 이것은 양극성 장애의 상관물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취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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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 요인을 입증하기에는 부적절한데, 왜냐하면 증상의 발병이나 악화,
재발에 시간적으로 앞서는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설계로 Alloy, Nusslock 등(2015)은 전향적인 종단 연구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를 들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양극
성 장애를 나타내지 않지만 추후 발병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표본에
서 인과적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연구들(예: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녀 연구,
경조성 성격을 가진 위험군 연구 등)이 취약성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Jones와 Tarrier(2005)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강력한 심리학적 모형이 없었
다는 것이 양극성 장애를 이해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극성 장애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 또는 이론적 모형을 찾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이론이 양극성 장애에 유용한 심리학적
이론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의 요건들을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우울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에 특수한 정신병리인
(경)조증을 일관된 기제로 설명 가능할 것. 둘째, 유전적 소인을 고려하여 생
물학적 수준의 설명과 정합될 가능성이 높은 모형. 셋째, 설명 개념이 양극
성 장애의 기분 삽화 중에만 증상에 부수적인 변화로서 나타나는 상태적 특
성에 그치지 않으며, 관해기에도 존재하는 특질적 특성으로서 장애의 발병과
경과 진행에 설명량을 가질 것(Mansell & Pedl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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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의 행동활성화체계 모형

1980년대 후반 제안된 양극성 장애의 행동활성화체계 모형(behavioral
activation system model, 이하 BAS 모형)은 앞서 언급한 유용한 양극성 장애
의 심리학적 이론의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유망한 후보로서, 최근 진행
되고 있는 양극성 장애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Depue & Iacono,
1989; Fowles, 1988; Urošević, Abramson, Harmon-Jones, & Alloy, 2008). 지금
부터 BAS 모형의 핵심 개념들과 이론적 가정을 소개하고, 현재까지 진행되
어 온 주요 선행연구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다.

행동활성화체계와 행동억제체계

Gray(1987, 1990)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기초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동
기체계로 보상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위협과

처벌에

대한

회피를

유발하는

행동억제체계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를 제안한 바 있다(표 1). 이 중에서 행동활
성화체계는 보상 관련 자극과 목표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거나 처벌을 적극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신경 행동적 동기 체계로, 학자에 따라
행동 촉진 체계(behavioral facilitation system), 접근 동기 체계(approach
motivation system)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Depue & Iacono, 1989; Gray,
1990). 또한 도파민 경로와 좌측 전두엽 활동이 그 신경 생리적 기반으로 알
려져 있다(Harmon-Jones & Allen, 1997; Stellar & Stella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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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동활성화체계와 행동억제체계
행동활성화체계(BAS)
활성화

개념적 정의

행동억제체계
(BIS)

비활성화

보상 관련 자극/목표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거나
처벌을 적극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

처벌 관련 자극/ 위험에
대한 회피를 유도하거나
행동을 억제

신경생리적

도파민 경로

세로토닌 경로

기반

좌측 전두엽 활동

우측 전두엽 활동

촉발 자극
정서 반응
행동 반응

보상/목표 추구와

보상/목표 상실 및

달성

실패

긍정 정서(기쁨, 희망 등)

부정 정서

부정 정서

분노/과민성

(슬픔, 절망 등)

(불안, 두려움)

목표 지향적 행동

목표 지향적 행동

행동 억제 및 주변

증가

감소

환경 조사

처벌과 위험

주.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정리함(김교헌, 김원식, 2001; 이아롱, 2013;
Depue & Iacono, 1989; Fowles, 1988; Gray, 1990; Urošević et al., 2010)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

BAS 모형에서 BAS의 작용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BAS 입력 단서
(BAS input)와 BAS 산출물(BAS output)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BAS
민감성(BAS sensitivity)으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것이 유용하다(Johnson, Edge,
Holmes, & Carver, 2012). BAS 입력 단서는 목표 지향 행동의 단서로 작용하
는 자극들로, 보상과 목표의 달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들이다. Depue와
Collins(1999)는 음식, 섹스, 사회적 보상, 돈부터 장기적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보상들이 BAS와 관련될 것으로 보았다. 인간에게 BAS 입력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BAS 관련 생활사건들은 개인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보상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는 사건들이다(Johnson,
2005b; Nusslock, Abramson, Harmon-Jones, Alloy, & Coan, 2009; Nuss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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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mson, Harmon-Jones, Alloy, & Hogan, 2007; Urošević et al., 2010). BAS
산출물은 증가된 BAS 활동의 결과로 발현되는 것들로, 여기에는 운동 활동,
에너지, 자신감과 정서 등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된다.

그림 1.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의 개념적 모형
(Johnson, Edge et al., 2012에 착안하여 연구자가 도식화함)

이 자극-반응의 관계에서 BAS 민감성은 특정한 BAS 입력에 따른 BAS
산출의 강도를 조절하는 개인차 변인이다. 동일한 BAS 입력 단서일지라도
높은 BAS 민감성을 지닌 개인은 더욱 강한 BAS 산출을 나타낼 것이다. 기
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BAS 민감성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는
Carver와 White(1994)의 BAS/BIS 척도 중 BAS 소척도가 있다. BAS 소척도
는 BAS 민감성이 외현적 행동과 주관적 경험으로 드러나는 정도를 측정하
며, 보상적인 결과에 에너지와 열정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인 보상 민감성
(reward responsiveness),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인 추동(drive), 잠재적인 대가에
도 불구하고 긍정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성인 재미 추구(fun seeking)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이 척도는 김교헌과 김원식(2001)에 의하
여 타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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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가정

BAS와 양극성 장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한 Depue와
Iacono(1989)는 BAS 산출물이 조증 증상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BAS의 활성화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성취 관련,
소비적, 성적 관여를 촉진하여 운동 활동과 보상 동기, 긍정 정서를 증가시
킬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들은 BAS가 조증의 분노와 과민성, 공격 행동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BAS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상의 획득
이 중단되거나 좌절되면, BAS가 과민한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분
노가 BAS 정서라는 연구는 이러한 개념화를 뒷받침한다(Harmon-Jones, 2003).
이와 같이 BAS 활성화의 한쪽 극단이 조증이 대응한다면, Depue와
Iacono(1989)는 다른 극단인 BAS 비활성화 또는 차단(shutdown)이 우울에 대
응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우울에서 핵심적인 특징을 부정 정서의
과잉보다는 무쾌감(anhedonia) 등의 증상에서 드러나는 긍정 정서의 부재, 환
경에 대한 반응성 상실로 보았다. 우울 상태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화는
Clark과 Watson(1991)이 우울을 불안으로부터 구분 짓는 특수 요인을 긍정
정서의 부재라고 보았던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요약하자면 BAS 기능이 극단적인 상태 변화를 오가는 것이 양극성 장애
의 양방향적 기분 주기를 설명한다는 것이 Depue와 Iacono(1989)가 제안한
양극성

장애에

대한

BAS

모형의

요체이다(그림

2).

비슷한

시기에

Fowles(1988)도 BAS의 접근 동기가 비수반적(noncontingent) 방식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조증이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조증 상태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BIS에 의한 BAS의 억제가 실패한
것을 반영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양극성 장애의 BAS 모형에서 BIS의 역할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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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S 모형의 이론적 가정
(Alloy, Nusslock et al., 2015에서 각색하여 인용)

주요 선행연구에서 얻어진 경험적 증거들

Depue와 Iacono(1989), Fowles(1988) 등에 의하여 제안된 이후, 양극성 장
애의 BAS 모형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Lauren Alloy, Sheri Johnson 등에
의하여 확장되어 왔으며, 이론적 모형을 지지하는 다수의 경험적 증거들이
축적되어 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과 시사
점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AS 민감성이 위험군 및 임상군에서 상승되어 있음이 비교적 일관
되게 보고되어 왔다(Alloy & Abramson, 2010; Alloy, Nusslock et al., 2015;
Johnson, Edge et al., 2012; Urošević et al., 2008). 더욱이 증가된 BAS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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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해기에도 임상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유지되며, 종단적으로 조증
증상이 변동할 때에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된다는 결과는 BAS 민감성이
조증 증상에 따르는 부수 현상(epiphenomenon)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로 여겨진다(Meyer, Johnson, & Winters, 2001).
둘째, 증가된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의 경과 예측요인이라는 점이 입
증되었다. 연구 결과 증가된 BAS 민감성은 장애의 더 심각한 경과(더 잦은
발병, 발병 시 삽화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내
에서 더 심각한 유형으로의 전환(순환감정 장애
형 양극성 장애

→

→ 제2형 양극성 장애, 제2

제1형 양극성 장애)을 예측하였다(Alloy et al., 2008;

Alloy, Bender et al., 2012; Alloy, Urošević et al., 2012; Meyer et al., 2001;
Salavert et al., 2007).
셋째, BAS 민감성은 발병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여겨진다. 특
히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위험군을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가 최근 보고되었는데(Alloy et al., 2008; Alloy, Bender et al.,
2012), BAS 민감성 중간 집단에 비하여 BAS 민감성 고 집단에서 양극성 장
애의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의 취
약성 요인일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BAS 모형에 대한 평가

BAS 모형의 장점

양극성 장애의 소인이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
여, BAS가 과활성화되는 것이 (경)조증에, BAS가 비활성화되는 것이 우울에
대응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BAS 모형은 양극성 장애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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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통합성이다. BAS 모형은 기본적으로 생물심리사
회적 모형이자 취약성-스트레스 모형의 틀을 갖추고 있다. BAS는 도파민 체
계, 좌측 전두엽 활성화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기전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BAS가 성공 및 보상의 유인가를 포함한 환경적 자극과 단서들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여지를 갖고 있다(Johnson,
2005b). 더불어 그 가운데 위치한 개인 내적 심리 수준에서는 기질과 성격에
밀접한 BAS의 개인차뿐만 아니라, 환경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구성하여 처리
하는 방식의 개인차도 고려할 수 있다(Alloy et al., 2005; Alloy, Abramson,
Neeren et al., 2006; Alloy, Abramson, Walshaw, & Neeren, 2006). 이러한 견지
에서 양극성 장애의 BAS 모형은 이전에 진행되어 온 다양한 방법론의 양극
성 장애 연구들을 종합하고, 여러 분석 수준의 자료들을 통합하기에 적합한
접점을 제공해 준다.
둘째, 간명성과 설명 범위이다. BAS 모형은 BAS라는 단일 구성개념의 양
극단에 (경)조증과 우울 상태를 위치시키는 간명한 모형이지만, 각 기분 상
태의 다양한 증상(정서, 인지, 생리 및 운동)을 BAS와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 넓은 설명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AS
모형에서는 (경)조증의 분노나 과민성을 보상의 획득이나 성공에 대한 강한
기대가 좌절될 때 이 좌절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접근 동기가 활성화
된 상태로 설명하는데(Carver & Harmon-Jones, 2009), (경)조증에서 나타나는
과민성과 분노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BAS 모형의 장점이다.
BAS 모형은 동기체계의 개인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기이론으
로 볼 수 있는데(Fowles, 1988),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경)조증을 정서적
으로 개념화하기보다 동기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
하는 증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조증의 요인분석 결과
를 참조하면 공통 요인으로 심리운동성 항진이 도출되며, 우울감과 과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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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도 하위 요인으로 도출된다(Cassidy, Forest, Murry, & Carroll, 1998;
Mansell & Pedley, 2008). 이렇게 볼 때 (경)조증을 긍정 대 부정 정서가 구분
의 관점에서 긍정 정서의 과잉으로 개념화(Gruber, 2011)하는 것은 실재하는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조증의 요인분석 결과는 (경)조증에 있어서 기
분 상태 변화보다는 동기적 활성화가 더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시사하
며(Akiskal & Benazzi, 2005), 이는 최근 DSM-5(2013)에서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핵심 진단준거로 추가된 변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조증에 대한 동기적 개념화를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는 양극성 장애에서
조증이 “쾌락적이라기보다 동기적(motivational in nature rather than hedonic)”
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Johnson, Edge et al.,
2012). BAS 민감성을 보상 획득의 전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는 보상 획득 이전의 갈망(wanting) 단계에서 보상에 과
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을 성취한 후에도 접근 동기의 정상적 감소
(satiety)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과 관련되었으나, 보상 획득에 대한 즉각적 쾌
락 반응(liking)에서는 양극성 장애군과 정상군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Farmer et al., 2006; Roiser et al., 2009). 대신 집단 차는 정서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정서의 지속 기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Johnson, Fulford, &
Carver, 2012). 따라서 조증을 긍정 정서만이 아닌, 보상의 테마를 공통분모
로 하는 각성 수준이 높은 정서들이 부과된 일종의 ‘동기적 상태’로 개념화
하고, 정서가 대신 동기와 보상 등의 설명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을 지
닐 것으로 생각된다.

BAS 모형의 제한점

지난 30여 년간 BAS 모형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상당히 축적되어 온 반

- 13 -

면 모형의 제한점 및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첫째, 동기 체계
의 개인차인 BAS 민감성이 기분 변화 및 (경)조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관련 인지의 역할을 고려한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azarus(1991)는 “인지가 없는 동기는 단지 막연하고, 미분화된 활성화 상태
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한 바 있다. 동기적 체계인 BAS가 일정 기간 지속
되는 기분, 행동들의 군집인 증상적 수준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인지의 매개
과정이 개입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긍정 귀인 편향, 긍정적
과일반화 등의 인지 양식이 (경)조증 증상 유발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대
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나(Eisner, Johnson, & Carver, 2008; Meyer, Barton,
Baur, & Jordan, 2010; Stange et al., 2012), 이 과정에 관하여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수렴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BAS 관련 상
황적 요소를 포함한 실험과 반복측정 연구가 BAS 모형의 검증과 확장에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BAS 민감성은 BAS 단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활성
화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실험 상황에서의 성공 조건 또는 목표 달성/
추구와 관련된 생활사건들이 BAS를 활성화시키는 단서로 알려져 있다
(Eisner et al., 2008; Johnson, Ruggero, & Carver, 2005; Johnson, 2005a, 2005b;
Johnson et al., 2000, 2008; Pavlova et al., 2011; Urošević et al., 2010).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론적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가 관찰되
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반복측정 설계는 BAS 모형의 가설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에 적합
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 BAS 조절곤란은 BAS
관련 자극에 BAS 기능이 더욱 큰 폭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 것이며,
기저선 수준으로의 느린 회복을 보이는 것이다. 즉, BAS 조절곤란은 더 큰
BAS 변동 폭과 긴 회복 시간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는 일시에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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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횡단적 설계로는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연구 문제이며, 반복적인
측정을 요한다. 더욱이 반복측정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제고하고, 회고적 편
향을 줄이는 방법론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분 불안정성 연구에 유망한
방법론으로 촉망받고 있다(장승민, 2011; aan het Rot, Hogenelst & Schoevers,
2012; Ebner-Priemer & Trull, 2009). 반복측정을 통하여 BAS 조절곤란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Goplerud & Depue, 1985;
Wright, Lam, & Brown, 2008), 아직도 추가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단계이다.
셋째, 양극성 장애에서 BAS 민감성의 적응적 측면에 대한 탐색도 아직까
지 연구가 부족한 주제이다. 양극성 장애는 알코올/물질 남용, 직업적 곤란,
대인관계 및 법적 문제 등 다양한 기능적 장해와 관련되어 온 한편(Angst,
Stassen, Clayton, & Angst, 2002; Miklowitz & Johnson, 2006; Murray & Lopez,
1996),

양극성 장애와 잠정적으로 관련되어 온 “밝은 면(sunny side;

Hantouche, Angst, & Akiskal, 2003)”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양
극성 장애 환자들은 여타 정신장애 집단에 비하여 병전 교육적, 직업적 성취
수준이 높은 편이며, 기분의 고양, 특히 경조증 경험은 높은 수준의 성취와
도 관련되어 왔다(Dohrenwend & Dohrenwend, 1967; Johnson, 2005a). 또한 양
극성 장애와 창의성 및 창의적 성취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선행연구들도 존
재한다(Johnson, Murray et al., 2012). 혹자는 경조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단
지 조금 더 행복한 정상인은 아닌지 반문하기도 하였다(Gamma, Angst,
Ajdacic-Gross, & Rössler, 2008).
비유컨대 BAS 민감성은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 Johnson, Fulford
et al., 2012)”으로서, 양극성 장애가 적응에 미치는 일견 상반되는 영향을 설
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S 민감성은 양극
성 장애의 취약성 및 경과 예측요인이지만, 정의 상 기본적으로 유인과 보상
에 대한 반응으로서 목표 추구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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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발병하지 않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 BAS 민감성이 적응의 양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S 모형의 연구에서 위험군 활용의 배경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BAS 민감성과 양극성 장애 간의 관계에 대하여 혼
재되거나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Hayden et al. 2008;
Jones, Tai, Evershed, Knowles, & Bentall, 2006; Van der Gucht, Morris,
Lancaster, Kinderman, & Bentall, 2009). Johnson과 Edge 등(2012)은 이러한 비
일관적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위의 연구들이 약물 복용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 시 약물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항조증제로 사용되는 항정신 약물 중 일부는 도파민 차단 기전으로 보상에
대한 신경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Abler, Greenhouse, Ongur, Walter, &
Heckers, 2008). 또한 조증이 이미 발생한 환자들은 장애 경과가 연구 결과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Johnson, 2005a). 일단 조증이 발생하면 그 결과 재정
이나 취업 상태, 대인관계 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이는 BAS 민감성에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 중 상당수는 조증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나, 아
직 완전한 조증 삽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Carver
& Johnson, 2009; Fulford, Johnson, & Carver, 2008; Johnson & Carver, 2006;
Meyer et al., 2010; Meyer, Johnson, & Carver, 1999). 비록 이 결과가 임상군
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나, 위험군 연구는 약물
효과와 장애 경과의 혼입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이점과 함께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하기에 용이하다는 연구 전략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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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양극성 장애의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도구로는 경조성 성격 척도(Hypomanic Personality Scale, HPS;
김영아, 1990; Eckblad & Chapman, 1986)와 General Behavior Inventory(GBI;
Depue et al., 1981)가 있다. 이 중에서 HPS는 본래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병
전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Eckblad & Chapman, 1986),
TEMPS(affective temperament schedule of Memphis, Pisa, Paris and San Diego;
Akiskal et al., 1998)와 같은 반구조화된 면접도구에 비하여 대규모 실시가
편리한 장점이 있고 국내에서도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영아, 1990).
HPS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종단 추적 자료가 있다는
점으로, 높은 HPS 점수를 기록한 집단은 13년 후의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증 삽화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예측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Kwapil et al., 2000). 또한 미국 청소년들 중에서도 HPS 고득점자들은 조증,
우울, 물질남용의 비율이 높았고(Klein, Lewinsohn, & Seeley, 1996), 독일에서
도 HPS와 정신과적 면접을 대학생 집단에 실시한 결과 HPS 고득점자들이
더 많은 조증과 경조증 삽화를 보고한 바 있다(Meyer & Hautzinger, 2003).
아울러 HPS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양극성 장애 환자들과 유사한 정보처리
편향을 보인다거나, HPS 점수가 가족 내 유사성이 있고 양극성 장애와 밀접
한 도파민계 유전 다형성(polymorphism)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여러 연구들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되어 있는 측정도구이다(French,
Richards, & Scholfield, 1996; Johnson, Carver, Joorman, & Cuccaro, 2015;
Lyon, Startup, & Bentall, 1999; Meyer & Hautzinger, 2001).
또한 HPS는 보다 넓은 양극성 스펙트럼의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의 타당도도 검증되어 있다(Kwapil et al., 2011; Walsh, Royal, Brown,
Barrantes-Vidal, & Kwapil, 2012). 양극성 장애가 비록 DSM 체계 내에서는
범주적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좁은 범주를 넘어서는 더 넓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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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역학적 및 임상적 증거들이 축적되
고 있다(Akiskal, 2004). 역치 미만의 양극성 스펙트럼(subthreshold bipolarity)
에 속하는 사람들은 추후 발병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아임상
증상들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건강 이슈가 된다
(Merikangas et al., 2007). 진단적 범주를 넓히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도
존재하나(Baldessarini, 2002; Goodwin & Jamison, 2007), 연속적인 양극성 스
펙트럼을 연구하는 것은 장애의 병인과 발달 궤적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고
안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Walsh et al., 2012). 이러한 측면에
서도 아직 발병 이전의 시기에 있으며 역치 미만의 기분 증상들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군에 대한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에서는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 자체가 극소수에 그치
고 있다. 현존하는 양극성 장애 연구들 중 대부분은 심리평가 결과 및 증상
측면에서 양극성 장애 집단을 다른 정신장애 집단(주로 정신분열증 또는 단
극성 우울 장애)과 비교하는 연구이다(구민정, 최승원, 지연경, 2011; 김현호,
한양순, 한일우, 1993; 문경주, 육근영, 한경희, 김지혜, 2015; 우충완, 신민섭,
2010; 이지연, 박중규, 2000; 정선훈, 이은호, 김지혜, 한경희, 문경주, 2013).
또한 상담 사례 연구나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일부 시도되었다(박재우,
2013; 이은경, 권정혜, 2003). 그 중에 대규모의 대학생 집단 중 경조성 성격
을 가진 위험군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가 있었으나(김영아, 1990; 김
영아, 오경자, 1996), 양극성 장애의 조증, 우울의 정신병리를 설명할 수 있
는 일관된 이론적 가설이나 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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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BAS 모형과 관련된 양극성 장애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이아롱(2013)은 Holzwarth와 Meyer(2006)의 BAS 조절곤란 척도를
번안하여, BAS 조절곤란으로 양극성 대 단극성 우울집단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우울과 관련하여 BAS 조절곤란을 다루었을 뿐 BAS 모형에서 BAS
조절곤란과 더욱 밀접한 측면으로 여겨지는 (경)조증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양극성 장애의 BAS 모형을 검증하고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련의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체 연구 구성도

연구 1은 BAS 모형의 기본 가설들이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대학생 집단 중 선별된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상승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BAS 민감성과 기분 증상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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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BAS 민감성이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양극
성 장애와 관련된 적응의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부적응적 지표로 문
제음주와 학업적 부적응을, 잠재적인 적응적 지표로 창의성, 성격강점을 설
정하고, BAS 민감성이 적응의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과 모두 관련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1과 2에서 BAS 민감성과 증상 및 적응 차원의 관련성을 기초적으로
탐색한 후, 연구 3과 4에서는 BAS 관련 사건의 상황적 요소를 포함하여
BAS 조절곤란 가설을 실험 및 실생활 반복측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
다. 연구 3에서는 양극성 장애 위험군이 성공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성에 있어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사건
에 대한 인지적 해석인 긍정 귀인 편향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연구 4
에서는 단기 종단 일지 연구를 통하여 실제 일상에서 BAS 관련 생활사건에
대한 BAS 조절곤란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BAS 모형 내에 혼재해
있던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보다 면밀
하게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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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양극성 장애 성향 및 기분 증상의 관계

연구 1의 목적은 국내에서 양극성 장애의 BAS 모형을 검증하는 첫 단계
로서, 대학생 집단 중 양극성 장애 위험군을 선별하여 BAS/BIS의 특성 및
기분 증상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BAS 모형의 검증은 미
국과 유럽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Alloy, Nusslock et al., 2015;
Johnson, Edge et al., 2012; Urošević et al., 2008).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
에서 BAS 모형이 여전히 유효한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국내의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도 BAS 민감
성이 상승되어 있는지, BAS 민감성이 기분 증상들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예측 요인인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설 설정에 앞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BAS 모형 내
에서 BIS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비록 Depue와 Iacono(1989)는 BIS를 포함시
키지 않았으나, Fowles(1988)는 조증 상태가 BIS에 의한 BAS 억제가 실패한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여 BIS의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 BIS는 본래
Gray가 제안한대로 불안과 주로 관련되어 왔으나, 높은 BIS가 우울과 연관
된다는 증거들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김교헌, 김원식, 2001; 신정아, 김향숙,
2013; Alloy et al., 2008). 더불어 Gray 이론에서는 BAS와 BIS가 서로 독립적
일 것으로 가정되었지만(김교헌, 김원식, 2001),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BAS
와 BIS가 각기 촉진적(facilitatory), 길항적(antagonistic)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고 한다(윤병수, 2008; Corr, 2001, 2002). 긍정 정서의 상태 측정치는 BAS가
높고 BIS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고, 부정 정서의 상태 측정치는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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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BAS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다는 점은 이중 작용을 지지한다
(Corr, 2001, 2002). 즉, BAS가 촉진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 BIS의 길항적
영향이 존재할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기분 증상에 BAS가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데 있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BIS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연구 1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양극성 장애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높은 BAS 민감성 수준
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BAS와 BIS는 (경)조증 증상 및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BAS 수준이 높고 BIS 수준이 낮을수록, (경)조증 증상이 많을 것이다.
2-2. BAS 수준이 낮고 BIS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많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 531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개인적으로 편리한 시간에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학생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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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에 대한 점수를 인정받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20.92세(표준
편차 2.59)였으며, 이 중 남성이 238명, 여성이 293명이었다.

측정도구

경조성

성격

척도(Hypomanic

Personality

Scale,

HPS).

Eckblad와

Chapman(1986)이 조증 삽화에 취약한 경조증 성향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개발한 48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비록 척도명의 ‘성격’이라는 표현이
특질적 속성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실제 문항들은 정서, 행동, 에너지 수준의
삽화적 변동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HPS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에서 추후 양극성 장애 및 (경)조증 삽화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wapil et al., 2000; Meyer & Hautzinger,
2003; Miller, Johnson, Kwapil, & Carver, 2011). 국내에서 김영아(1990)가 번
안한 한국판 HPS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 계수는 .85였다.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BAS/BIS Scale). 행동과 정서에 기초
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동기체계에 대한 Gray의 이론에 근거하여 Carver와
White(1994)가 제작한 20문항의 척도이다. BAS 소척도와 BIS 소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BAS 소척도는 보상 민감성, 추동, 재미 추구의 3개 하위요인으
로 나뉜다(Carver & White, 1994). 국내에서는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번안
하였으며, BAS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 하위요인별로 보상 민감성
이 .85, 추동이 .87, 재미 추구가 .78, BIS 소척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보상 민감성이 .76, 추동이 .76, 재미 추구가 .75, BIS 소
척도가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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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로,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적 증상들에
대한 20문항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이었다.

조증 척도(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ASRM). Altman, Hecker,
Peterson과 Davis(1997)가 조증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5문항의 자기
보고식 척도로, 실시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조증의 임상적 상태 변화에 민감
하고, 다른 임상적 조건으로부터 조증을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연구자가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전에 사용된 연구에서 신뢰
도와 타당도가 적합하였다(김빛나, 권석만, 2014).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3이었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t 검
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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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BAS 민감성의 집단 비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HPS 총점이 절단점 36점 이상
이거나 또는 상위 10%ile에 해당되는 집단을 위험군으로 선별하였다
(Eckblad & Chapman, 1986; Hofmann & Meyer, 2006). 이에 따라 전체 집
단 531명 중 위험군으로 선별된 참여자는 총 64명이었으며, HPS 총점의 90
백분위수인 31점을 기준으로 선별되었다. 통제 집단은 유사 선행연구들에 따
라 그 외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Meyer et al., 1999, 2001). 두 집단에서 주
요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위험군은 통제 집
단에 비하여 높은 HPS 점수를 나타내어 집단 구분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
이 확인되었으며, 연령(t(529)=1.21, n.s.)과 성별(χ2(1)=.39, n.s.) 등 인구 통계
학적 변인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BAS 총점이 높아 BAS 민감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t(527)=7.10, p<.01).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BAS 민감성의 총점과 3개 하위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군은 (경)조증 증상도 통제 집단에
비하여 다소 상승되어 있었다(t(529)=3.26, p<.01). 반면 행동억제체계의 민감
도를 나타내는 BIS와 우울 증상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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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 통제 집단 n=467)
위험군

통제 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HPS

34.41

3.05

18.91

6.27

32.31**

BAS 총점

39.83

7.88

33.80

6.08

7.10**

보상 민감성

15.86

3.40

14.22

2.68

4.39**

추동

12.03

2.75

9.98

2.34

6.40**

재미추구

11.94

2.61

9.60

2.47

6.98**

20.33

4.58

20.28

3.96

.09

ASRM

6.78

4.01

5.08

3.16

3.26**

CES-D

17.20

10.48

16.13

9.07

.87

BIS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
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ASRM=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01

BAS 민감성과 기분 증상의 관계

BAS 민감성과 기분 증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상
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전체 집단과 위험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3). 전체 집단에서는 BAS와 (경)조증 증상이 정적 상관(r=.32, p<.01)을 보였
으며, 우울 증상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03, n.s.). 반면 BIS는 (경)
조증 증상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r=-.03, n.s.), 우울 증상과는 유의미
한 상관(r=.31, p<.01)을 나타냈다. 위험군에서도 BAS와 (경)조증 증상 간의
정적 상관(r=.32, p<.05)이 있었으며, 우울 증상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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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0, n.s.). 또한 BIS는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나(r=.33,
p<.01), (경)조증 증상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07, n.s.).

표 3. 연구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전체 집단 N=531, 위험군 n=64)
HPS

ASRM
†

BAS

.54** (.24 )

BIS

.05

(.10)

.32** (.32*)

-.03

(-.07)

CES-D

-.03

(-.00)

.31** (.33**)

주.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ASRM=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위험군의 상관은 ( )안에 병기함
†

p<.10, *p<.05, **p<.01

BAS와 BIS가 각 집단에서 기분 증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설명
력을 갖는 변인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분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5). 각 회귀분석에서는 BAS와 BIS를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고, 부가적으로 본 표본에서 BAS와 BIS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두 독립변인의 곱항인 BAS×BIS를 추
가하였다. 여기에서는 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우선 표 4에 제시되어 있듯 (경)조증 증상에 있어서는 BAS와 BIS가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BAS가 높을수록, BIS가 낮을수록 (경)조증 증상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조증 상태가 BAS의 과활성화 뿐만 아
니라 BIS의 억제 실패를 반영한다는 Fowles(1988)의 가설의 타당성을 시사하
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위험군과 통제 집단을 비교했을 때에는 위험군에서
모형 설명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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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조증 증상에 대한 BAS와 BIS의 다중회귀분석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 통제 집단 n=467)
독립변인

B

SE B

β

t

R2

BAS

.28

.09

.55

3.25**

.22**

BIS

-.39

.13

-.44

-2.98**

BAS×BIS

-.00

.01

-.07

-.44

BAS

.16

.03

.31

6.38**

BIS

-.11

.04

-.14

-2.86**

BAS×BIS

-.00

.00

-.04

-.84

위험군
ASRM

통제 집단
ASRM

.10**

주. ASRM=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p<.05, **p<.01

표 5. 우울 증상에 대한 BAS와 BIS의 다중회귀분석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 통제 집단 n=467)
2

독립변인

B

SE B

β

t

R

BAS

-.47

.23

-.35

-2.03*

.18**

BIS

1.22

.35

.53

BAS×BIS

-.00

.02

-.04

-.22

BAS

-.11

.07

-.07

-1.50

BIS

.76

.11

.33

7.01**

BAS×BIS

.01

.01

.06

1.22

위험군
CES-D

3.46**

통제 집단
CES-D

.10**

주.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
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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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증상의 경우에는 BAS의 영향이 위험군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통제 집단에서는 BIS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표 5). 이와 같이 집
단에 따라 BAS와 우울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논

의

연구 1의 목적은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상승해 있는지
그리고 BAS와 BIS가 기분 증상들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로써 BAS 모형의 기본 가설들이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
인하고, 이후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에서 HPS로 선별된 위험군은 BAS 민감성이 통제 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S 총점은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
재하지 않아, 위험군에서 보상에 대한 민감성만이 특수하게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의 임상군과 위험군
에서 상승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Alloy,
Nusslock et al., 2015; Johnson, Edge et al., 2012; Urošević et al., 2008). 또한
높은 BAS와 낮은 BIS는 더 많은 (경)조증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BAS의 과활성화 상태와 BIS의 억제 실패가 (경)조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
론적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한편 우울 증상에 대해서는 집단 별로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며, 위
험군에서만 낮은 BAS와 높은 BIS가 더 많은 우울 증상을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통제 집단에서는 BIS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이
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비록
BAS 모형에서 BAS라는 단일 차원의 다른 상태적 양상이 양극성 장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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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방향의 기분 증상들과 모두 관련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
들에서 BAS와 우울의 관계는 BAS와 (경)조증의 관계에 비하여 비일관적으
로 나타났다는 점이다(고민경, 김향숙, 2013; 김교헌, 김원식, 2001; Hundt,
Nelson-Gray, Kimbrel, Mitchell, & Kwapil, 2007; Meyer et al., 1999; 2001). 이
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BAS 모형이 비록 양극성 장애의 양방향적 기분 변동
을 모두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론적 초점이 우울보다는 (경)조증을 설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BAS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 결
과들은 부분적으로 자기보고식 BAS/BIS 척도(Carver & White, 1994)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주로 BAS 활성화 단서에 대한 문항
들로 구성되며, 우울과 관련될 수 있는 BAS 비활성화 단서에 대해서는 직접
적으로 묻지 않기 때문이다(Alloy et al., 2008).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우울 증상에 있어 BAS가 BIS에 길항적으로 작용
하는 관계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BAS에 대한
BIS의 억제 영향은 약물 효과와 손상 연구 등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된
것에 비하여, 반대로 BAS가 BIS에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r, 2001, 2002). 마지막으로 양극성 우울증이 단극성
우울증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Bowden,
2005; Cuellar, Johnson, & Winters, 2005; Mitchell et al., 2001; Sung et al.,
2012). 개별 증상 수준에서의 비교는 연구마다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BAS의 관점에서 양극성 우울증과 단극성 우울증을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우울증의 극성에 따라 BAS의 관련성이 달라질 가능성 또한
추후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1은 양극성 장애의 BAS 모형을 검증하는 첫 번째 예비적 단계로서
의의가 있지만, 제한점으로는 모든 측정들이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하여 횡단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표본에서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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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기에 편리한 방법이지만, 척도 문항 간의 내용 상 유사성에 의하여 중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Nicholls, Licht, & Pearl, 1982).
또한 횡단적 설계로 인하여 BAS 민감성이라는 동기적 개인차가 어떠한 경
로를 거쳐 이후의 정서와 증상에 영향에 영향을 주는가하는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다. 더불어 BAS 민감성이 BAS 입력 단서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고
할 때, BAS 관련 상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일반적인 BAS 민감성 수
준만을 측정한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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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이
적응의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연구 2의 목적은 양극성 장애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제안된 BAS 민감성
이 적응의 양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BAS 민감성이
기존 연구에서 양극성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던 부적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측면과도 양방향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의 상 BAS가 기본적으로 유인과 보상에 대한 반응으
로서 목표 추구 행동을 촉진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면(Carver & White,
1994; Gray, 1987, 1990), 특히 연구 대상이 대부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
능한 잠재적 고위험 집단에서는 BAS 민감성이 갖는 적응적 측면을 함께 살
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림 4.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적응의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

양극성 장애에서 적응 상의 스펙트럼을 가정하면, 한 편에는 적응의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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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측면, 다른 한 편에는 잠재적인 적응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그림 4). 기존
의 BAS 모형 연구들은 BAS 민감성과 진단, 증상과의 관계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탐색적 목적으로 다음
의 세 가지 질문에 따라 종속변수와 기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양극
성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시사되어 온 대표적인 부적응 및 적응 종속변수들
은 무엇인가. 둘째, 각 적응 관련 종속변수는 BAS와 관련되는가. 셋째, BAS
민감성과 해당 적응 차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은 무엇인가.
이를 통하여 상승된 BAS 민감성이라는 심리적 취약성이 양극성 장애 위험
군에서 적응에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갖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 위험군의 적응에 미치는 역기능으로는
문제음주와 학업적 부적응을 선정하였다. 문제음주는 양극성 장애에 동반되
는 기능적 장해 중 빈번히 언급되는 문제이며, BAS와 중독 행동과의 연관성
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조소현, 조아라, 2008; Kwapil et al., 2000; Miklowitz
& Johnson, 2006). 또한 양극성 장애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분 증상이
학업 및 직업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임을 고
려하여 학업적 부적응을 또 다른 부적응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민경희,
2010; Nusslock, Alloy, Abramson, Harmon-Jones, & Hogan, 2008; Quackenbush,
Kutcher, Robertson, & Boulos, 1996). 더불어 양극성 장애에서 충동성이 기
능적 장해와 성취의 양 측면과 모두 관련되는 변인으로, 위험군의 저조한 적
응 수준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Kwapil et al., 2000; Swann et
al., 2007, 2014), 충동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충동성이 높은 위험군
에서 BAS 민감성과 부적응(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의 관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 위험군의 적응에 미치는 순기능으로
는 창의성과 성격강점 및 주관적 안녕을 상정하였다. 창의성은 효과가 있는

- 33 -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하는 능력(Runco, 2004), 새롭고 독창적이면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Feist, 1998) 등으로 정의되며, 창의적 성향 대 산물,
일상적 대 전문적 창의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Barron &
Harrington, 1981; Ivcevic & Mayer, 2009; Rhodes, 1987). 양극성 장애의 밝은
면으로 가장 많이 조명 받아 온 것이 바로 창의성이며, 양극성 장애를 겪었
던 유명한 예술가들에 대한 자서전적 연구를 비롯하여 양극성 장애와 창의
성의 관련성은 많은 학문적 및 대중적 관심을 받아왔다(Galvez, Thommi, &
Ghaemi, 2011; Goodwin & Jamison, 2007).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양극성 장애 임상군 및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한 자극
에 비해 복잡한 자극을 선호하고, 창의적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Murray et al., 2012). 또한 양극성 장애 위험군은
스스로를 더 창의적이라고 평정하고 창의성 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지
만 임상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입증되지 않음으로써, 창의적 과정에서의 유
리한 점은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의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
되기도 하였다(Schuldberg, 2001). 나아가 양극성 장애에서 창의성과 관련되는
성격적 및 정서적 특징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강한 추동, 긍정 정서, 확산
적 사고 경향 등이 제안된 바 있다(Johnson, Murray et al., 2012). BAS 민감
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 정서를 더 쉽게 경험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
에 대한 강한 열망과 지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Carver & White, 1994), 위와
같은 특징들은 BAS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창의성과 양극성 장애의 병리는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와 연관된 연속적
인 개인차인 정서적 기질의 극단 수준에 동시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과들
일 수 있다(cf. affective temperament; Akiskal & Akiskal, 2005; Johnson,
Murray et al., 2012). 그러나 아직까지 BAS 민감성의 관점에서 양극성 장애
의 취약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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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인 BAS 민감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관적 안녕
감을 유지하며 잘 기능하는 위험군의 경우 성격강점이 의미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BAS는 그 자체로 웰빙과 정적 관련을 가지며
(김지연, 정봉교, 2011), 몇몇 연구자들은 경조증에 대한 취약성이 정신병리
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도 하였다(Gamma et al., 2008; Kirkland, Gruber, & Cunningham, 2015). 한편
성격강점은 인간의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인 특질로, Peterson
과 Seligman(2004)은 24개 성격강점으로 구성된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
계를 제안한 바 있다. BAS 민감성이 기질과 가깝다고 할 때, 성격적 성숙을
통한 기질의 조절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Cloninger, 1994). 이에 24개 성격강점 중 BAS와 이론적, 경험적 관련성이
시사되며,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BAS 관련
성격강점’으로 낙관성과 활력을 선택하였다(임영진, 2010; 하승수, 2012). 반
대로 선행연구들에서 BAS와 부적 상관이 시사되며, 개념적으로 상반된 속성
을 지닌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성격강점으로 신중성, 자기조절을 선택하여 비
교하기로 하였다(임영진, 2010; 하승수, 2012).

연구 2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은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과
관련될 것이며, 충동성이 그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1-1. BAS 민감성과 문제음주의 관계는 충동성이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1-2. BAS 민감성과 학업적 부적응(낮은 학점, 많은 F 학점)의 관계는 충동
성이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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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은 창의적 성향과 관련될 것이
다. 긍정 정서를 통제한 후에도 BAS 민감성은 창의적 성향에 기여
할 것이다.

가설 3.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은 자기조절과 신중성에 비하
여 낙관성과 활력의 성격강점과 더 큰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이다.
낙관성과 활력의 성격강점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에도 주
관적 안녕에 기여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 2의 참여자는 다음의 2개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적 부적응 및
문제음주에 대한 가설 1의 검증에는 연구 1의 표본인 대학생 531명의 자료
가 사용되었다(평균 연령 20.92세, 연령의 표준편차 2.59, 남성 238명, 여성
293명). 이들의 집단 특성에 관해서는 연구 1의 방법에 기술되어 있다.
창의성 및 성격강점, 주관적 안녕에 대한 가설 2~3의 검증을 위해서는 별
도의 추가적인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43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들의 평균 연령은 20.26세(표준 편차 3.27), 남성이 261명, 여성이 280명(성별
결측 2명)이었다. 이 중에서 연구 1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위험군으로 선별
된 사람이 59명이었으며(Eckblad & Chapman, 1986; Hofmann & Meyer,
2006), 이들은 HPS 총점이 30점(90 백분위수) 이상인 참여자들이었다. 위험

- 36 -

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높은 HPS 점수(t(541)=33.21, p<.01)와 BAS 민감성
(t(535)=8.37, p<.01)을 나타내어 집단 구분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였다. 한편 연령(t(538)=1.18, n.s.)과 성별(χ2(1)=.46, n.s.) 그리고 교육 연한
(t(520)=.01, n.s.)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
재하지 않았다.
연구 2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된 설문 연구 또한 연구 1과 동일한 절차
를 거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고,
설문을 완료한 학생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점수를 인정받았다. 본 연구의 모
든 절차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측정도구

경조성 성격 척도(Hypomanic Personality Scale, HPS). 연구 1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BAS/BIS Scale). 연구 1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문제음주 척도(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 AUDIT-K). 세
계보건기구(WHO)에서 알코올 사용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알코
올 간이선별검사(AUDIT)를 국내 실정에 맞게 이병욱과 이충헌(2000)이 표준
화한 10문항의 척도이다. 총점이 12점 이상일 때 문제음주를, 15점 이상일
때 알코올 남용을, 26점 이상일 때 알코올 의존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김
종성 등, 1999).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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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부적응. 대학교에서의 누적 학점(cumulative GPA), F학점의 개수,
등록 학기 수를 자기 보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누적 학점이 낮고, F학
점의 개수가 많은 것을 학업적 부적응으로 보았다. 등록 학기 수는 상기 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함께 포함시켰다.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Barratt(1985)이 인지적 충동
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23문항의 자기보고식 척
도로, 국내에서는 이현수(1992)가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는 .85이었다.

일상적 창의성 척도(Everyday Creativity Scale, ECS). 정은이(2002)가 과학
적, 예술적 창의성과 같이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비범한 능력에 초점을 두기
보다 창조적 다수가 나타내는 보편적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적 성향을 측정하
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창의성은 합의된 정의나 측정이 어
려운 주제이지만, ECS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온 창의성 척도들과의 관련
성에 의하여 공존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이다. ECS는 창의적 성격을 측정
하는 CPS(creative personality scale; Gough, 1979) 및 창의적 인지 능력을 측
정하는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점수
와 정적 상관을 갖고 있다(정은이, 2002). 본 연구에서는 신민희와 구재선
(2010)의 방식에 따라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7개 요인 중 독창적 유연성, 대
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의 3개 요인을 측정하는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독창적 유연성은 융통성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 뭔가를 만든다),
대안적 해결력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예: 한 가지 일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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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험적 자유추구는 다양한 경험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예: 살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으로 정의되었다(정은이, 2002). 본 연구에서 3개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적절한 편이었다(cronbach α 독창적 유연성 .88,
대안적 해결력 .74, 모험적 자유추구 .66).

성격강점검사(Character Strength Test, CST). VIA 분류 체계에 따라 개인
의 긍정적 성품과 덕목을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24개 성격강점 중 4개 성
격강점(낙관성, 활력, 자기조절, 신중성)의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낙관성은 최
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활력은 활기와 에너
지를 가지고 삶과 일에 접근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권석만 등, 2010). 이와 같
은 강점은 BAS 민감성의 정의와 개념적으로 가까운 성격강점들이다. 한편
절제와 관련된 성격강점인 자기조절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 욕구, 행동을 적
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신중성은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
험을 줄이는 능력을 의미하며(권석만 등, 2010), BAS 민감성과는 개념적으로
거리가 있는 성격강점들로 여겨진다(하승수, 2012). 더불어 CST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0문항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성격
강점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양호한 편이었으며(cronbach α 낙관성 .85, 활력
.86, 자기조절 .81, 신중성 .79), 사회적 바람직성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7이
었다.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로 총 5문항이며, 이 척도로 주관적 안녕의 인
지적 측면을 측정하였다. 조명한과 차경호(198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이었다.

- 39 -

긍정 및 부정 정서(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로, 긍정 정서를 측정하는 10문
항과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
적 안녕의 정서적 측면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긍정 정서가 .86, 부정 정서가 .90으로 양호하였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t 검
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이 위험군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자료 전체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기 위하여 집단 간 비교
및 상관분석 시에는 먼저 전체 집단에서 HPS 및 BAS 민감성과 각 결과변
인들의 상관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양극성 장애 위험군으로 선별된 표본 내
에서의 가설 검증과 관련된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
가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집단 비교와 전체 집단의 상관분석 결과
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7~12). 또한 연구 1에서 기분 증상과 관련해서는
BAS 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다른 관계 패턴을 보이지 않아 간명성을
위하여 BAS 민감성의 총점으로 제시하였으나, 연구 2의 적응 관련 변인들에
있어서는 BAS 민감성의 하위요인들이 차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총점
외 하위요인별 결과도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통계적 유의도에 있어, 전체 집단은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p<.01 수
준의 결과들만을 제시하였고, 위험군 내에서의 상관계수는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탐색적인 목적에서 p<.10 수준의 경향성까지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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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BAS 민감성과 문제음주 및 학업적 부적응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듯이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25)=3.33, p<.01). 또한 위험군의 문제음주 총
점의 평균은 11.72점으로, 문제음주를 시사하는 절단점인 12점에 가까웠다
(김종성 등, 1999). 그러나 두 집단은 학업적 부적응(t(445)=.24, t(524)=.34,
n.s.) 및 충동성(t(528)=.11, n.s.)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은 문제음주(r=.18, p<.01) 및 충동성
(r=.2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부록 8).

표 6. BAS 민감성과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 및 충동성의 상관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
학업적 부적응
AUDIT-K

충동성

GPA

F학점 수

.15

.06

-.11

.27*

보상 민감성

.11

.11

-.05

.25*

추동

.07

.15

-.22†

.07

재미 추구

.23†

-.14

-.03

.42**

.09

.00

BAS 총점

BIS

-.01

.29*

주.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 GPA=Grade
Point Average,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

p<.10, *p<.05, **p<.01

위험군 내에서는 문제음주와 상관을 나타내는 BAS 민감성의 하위요인은
재미추구였다(r=.23, p<.10). 학업적 부적응과 단순상관이 유의미한 BAS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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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요소는 없었으며, 오히려 추동은 F학점 수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22, p<.10). 충동성과는 BAS 민감성이 .27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
는 주로 재미 추구(r=.42, p<.01) 하위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동은 충동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문제음주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 통제
집단 n=467)
2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t

R

1

BAS

.06

.12

.07

.52

.11*

충동성

.18

.07

.31

2.46*

BAS

.07

.15

.07

.46

충동성

.18

.08

.31

2.33*

BAS×충동성

.00

.01

.01

.08

BAS

.10

.05

.11

2.12*

충동성

.13

.03

.19

4.02**

BAS

.11

.05

.11

2.12*

충동성

.14

.03

.20

4.34**

BAS×충동성

.00

.00

.03

ΔR2

위험군
AUDIT-K

2

.11*

.00

통제 집단
AUDIT-K

1

2

.06**

.06**

.00

.61

주.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p<.05, **p<.01

다음으로 충동성이 BAS 민감성과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의 관계를 조
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군에서 충동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1단계에 BAS 민감성과 충동성을 각기
평균 중심화하여 투입하고, 2단계에 BAS 민감성과 충동성을 평균 중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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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곱한 값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Cohen et al.,
2003).
우선 문제음주를 결과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고 충동성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표 7). 앞선 집단 비교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문제음주 경향성이
더 높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적 부적응의 각 지표를 결과변인으로 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학업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들
이 연구참여자의 학교 소속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1단계에 참여자의
학교 소속을 더미 코딩(dummy coding)하여 투입함으로써 통제하고, 2단계에
평균 중심화된 BAS 민감성과 충동성을, 3단계에 상호작용항을 넣어 분석하
였다. 또한 위험군 집단 내에서 등록 학기 수는 누적 학점과는 상관이 없었
으나(r=.07, n.s.), F학점 수와는 상관이 있어(r=.26, p<.05), F학점 수를 결과변
인으로 할 때에는 1단계에 학교 소속과 등록 학기 수를 모두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F학점 수에 대해서는 BAS 민감성과 충동성,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반면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누적 학점에
대해서는 BAS 민감성과 충동성이 .05 수준에 근접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
2

으로 나타났다(p=.052). 부가적으로 효과 크기(effect size, f )를 계산해 보았을
때, 상호작용이 .09의 작은~중간(small to medium) 크기의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Cohen, 1988).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
하여 BAS 민감성과 충동성에서 평균±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정하고, BAS
민감성과 충동성 그리고 누적 학점의 관계를 회귀선으로 나타냈다(Aiken &
West, 1991). 그 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충동성이 높은 위험군은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
겨진다. 반면 충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군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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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제 집단에서는 충동성의 주효과만 유의할 뿐
(t=-3.44, p<.01), 충동성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누적 학점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통제
집단 n=467)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t

R2

ΔR2

1

학교 소속

.27

.15

.25

1.75†

.07†

2

학교 소속

.27

.16

.26

1.73

BAS

-.00

.01

-.02

-.12

충동성

-.00

.00

-.06

-.41

.26

.15

.25

1.71

BAS

-.01

.01

-.07

-.45

충동성

-.02

.01

-.31

-1.62

BAS×충동성

.01

.00

.38

2.00

1

학교 소속

.42

.06

.37

7.64**

.13**

2

학교 소속

.42

.05

.37

7.76**

.17**

.03**

BAS

-.00

.01

-.03

-.55

충동성

-.01

.00

-.17

-3.57**

.42

.05

.37

7.72**

.17**

.00

BAS

-.00

.01

-.03

-.57

충동성

-.01

.00

-.17

-3.44**

.00

.00

-.32

위험군
GPA

3

학교 소속

†

†

.07

.15

†

†

.00

†

.08

†

통제 집단
GPA

3

학교 소속

BAS×충동성

.75

주. GPA=Grade Point Averag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충
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

p<.10, **p<.01

- 44 -

그림 5. 학점에 대한 충동성의 조절효과
(GPA=학점, BAS=BAS 민감성, IMP=충동성)

BAS 민감성과 창의적 성향

창의적 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서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높
은 점수를 얻었다(부록 9).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은 창의적 성향의 모
든 하위요인과 전반적으로 약 .2~.4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하위요인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부록 10).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BAS 민감성 중 창의적 성향과 관련이 높은 것은 추동 및 재미 추구였으며,
보상 민감성은 창의적 성향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창의성은 BAS의 하위요인 중 보상적 결과에 대한 반응성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 잠재적 대가에도 불구하고 긍정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성과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BIS는 창의적 성향과 상
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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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내에서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표 9), BAS 민감성과 창의적 성향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독창적 유연성(r=.37, p<.01)과 모험적 자유추구(r=.45,
p<.01)에 있어서 유의하였다. 위험군 내에서도 BAS 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추동과 재미 추구가 창의적 성향과 맺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보상 민
감성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BAS 민감성과 창의적 성향의 상관 (양극성 장애 위험군 n=59)
ECS
독창적 유연성
BAS 총점

.37**
.03

추동

.44**

BIS

.19

.45**

-.14

.15

.36**
.26

-.20

모험적 자유추구
.45**

-.12

보상 민감성

재미 추구

대안적 해결력

†

.43**
.53**
.05

주.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ECS=Everyday Creativity Scale
†

p<.10, **p<.01

메타분석에서 긍정 정서가 창의성을 증진한다는 일관된 증거들이 있으며
(Baas, De Dreu, & Nijstad, 2008), 높은 BAS 민감성도 긍정 정서의 경험을
촉진한다(Carver & White, 1994). 따라서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과 창의적
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BAS 민감성과 긍정 정서가 갖는 상관에 의한 부차적
인 관계라는 대안 설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긍정 정서를 1단계에서 통제하고
BAS 민감성의 각 하위요인이 추가적 설명량을 갖는지를 검증하였다(표 10).
분석 결과 2단계에서 BAS 민감성이 창의적 성향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추가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ΔR2 =.12, p<.01). 긍정 정서를 통제한
후에도 추동과 재미 추구가 창의적 성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보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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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은 부적 예측변인이었다.
표 10. 창의적 성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양극성 장애 위험군 n=59, 통제
집단 n=484)
2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t

R

1

PA

.49

.22

.30

2.30*

.09*

2

PA

.16

.20

.11

.89

.21*

보상 민감성

-1.20

.56

-.28

추동

2.04

.82

.39

2.48*

재미 추구

1.32

.63

.31

2.10*

1

PA

.44

.06

.31

7.17**

.10**

2

PA

.29

.06

.21

4.62**

.19**

-.62

.20

-.16

-3.14**

추동

.49

.22

.11

2.25*

재미 추구

1.39

.21

.32

6.54**

ΔR2

위험군
ECS

.12**

-2.13*

통제 집단
ECS

보상 민감성

.10**

주. ECS=Everyday Creativity Scale, P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긍정
정서 소척도, 보상 민감성=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의 보상
민감성 하위요인, 추동=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의 추동 하위요
인, 재미 추구=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의 재미 추구 하위요인
ECS는 하위요인 간 약 .8의 높은 상관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총점으로 사용함
*p<.05, **p<.01

BAS 민감성과 성격강점 및 주관적 안녕

성격강점의 집단 비교에서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활력(t=4.24,
p<.01)이 더 높고, 자기조절(t=-2.96, p<.01)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1). 주관적 안녕의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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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안녕의 구성 요소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군
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긍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t=5.09, p<.01), 인지적으
로 삶의 만족도도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t=1.71, p=.08), 동시에 부정 정서
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t=3.62, p<.01)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의 총점에
서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은 낙관성(r=.34, p<.01), 활력(r=.50, p<.01) 성
격강점과는 정적 관련성을 맺고 있으나, 자기조절 및 신중성의 성격강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2). 하위요인 별
로 살펴보면 성격강점과 더 큰 관련성을 갖고 있는 하위요인은 추동과 재미
추구였다. 또한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은 주관적 안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r=.20, p<.01). 하위요인 별로는 보상 민감성, 재미 추
구가 주관적 안녕의 모든 구성요소와 정적 상관을 가져, 주관적 안녕의 총합
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주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추동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관련이 있으나 부정 정서와는 상관이 없어 주
관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12).
표 11에 제시되어 있듯이 위험군 내에서 BAS 민감성이 성격강점과 맺
는 상관은 활력에서만 유의하였다(r=.41, p<.01).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
제했을 때에도 BAS 민감성과 활력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partial r=.51, p<.01), 이러한 관계가 단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반응 경향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추동과 재미 추구가 활력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추동은 낙관성
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군 내에서 BAS 민감성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
다(r=-.14, n.s.).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비록 상관계수의 크기는 크지 않으
나 추동은 긍정 정서와 정적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 재미 추구는 긍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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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 모두와 관련이 있어 양방향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상 민감성은
부적 정서와 정적 관련으로 인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부정적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시사되었다(표 11).

표 11. BAS 민감성과 성격강점, 주관적 안녕의 상관 (양극성 장애 위험군

n=59)
낙관성

BAS 총점
보상 민감성

.10

-.03

활력

자기
조절

신중성

주관적 안녕

사회적
바람직성

PA

NA

SWLS

.41**

-.09

-.03

-.48**

.18

.34**

.04

.13

-.24

-.05

-.53**

-.05

.37**

-.10

-.26*

.26

†

추동

.28*

.38**

.16

.13

재미 추구

.04

.49**

-.11

-.13

-.36**

.25

.25

-.13

-.42**

-.08

-.57**

-.19

.55**

BIS

-.46**

†

.21

.13
†

.09

-.43**

주.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낙관성=Character Strength Test 낙관성 소척도, 활력=Character
Strength Test 활력 소척도, 자기조절=Character Strength Test 자기조절 소척도, 신중성
=Character Strength Test 신중성 소척도, 사회적 바람직성=Character Strength Test 소척도,
P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긍정 정서 소척도, N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부정 정서 소척도,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p<.10, *p<.05, **p<.01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과 관련이 높은 성격강점이 주관적 안녕에 기여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사회적 바람직성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1단계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 낙관
성과 활력을 투입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뒤에도 BAS 관련 성격
강점인 낙관성과 활력은 주관적 안녕에 추가적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ΔR2=.37, p<.01), 낙관성과 활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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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관적 안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양극성 장애 위험군 n=59, 통제
집단 n=484)
2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t

R

1

사회적 바람직성

1.33

.44

.38

3.05**

.15**

2

사회적 바람직성

1.01

.34

.29

2.97**

.51**

낙관성

1.38

.35

.45

3.90**

활력

.64

.32

.23

2.04*

1

사회적 바람직성

1.33

.12

.44

10.79**

.20**

2

사회적 바람직성

.81

.11

.27

7.68**

.48**

낙관성

.87

.12

.32

7.31**

활력

.77

.12

.30

6.60**

ΔR2

위험군
SWB

.37**

통제 집단
SWB

.28**

주. SWB=PA(긍정 정서)-NA(부정 정서)+SWLS(삶의 만족도), 사회적 바람직성=Character
Strength Test 사회적 바람직성 소척도, 낙관성=Character Strength Test 낙관성 소척도, 활
력=Character Strength Test 활력 소척도
*p<.05, **p<.01

논

의

연구 2는 연구 1에서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상승되어 있으며 기분 증
상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던 BAS 민감성이 증상뿐만 아니라 적응과도 양
방향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BAS 민감성은 양극성 장애와
관련되어 온 적응 상의 역기능 및 순기능과 동시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양극성 장애에서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적응 상의 양 측면이 기저에
있는 BAS 민감성이라는 공통된 정서적 기질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는 예비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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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와 관련된 시사점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적응과 관
련된 결과들에서 BAS 민감성은 충동성과 상호작용하여 학업적 부적응을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군은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누적 학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집단에
서는 충동성이 누적 학점을 낮추는 주효과만 유의하고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상호작용 효과는 위험군에 특정적이었다. 이는 충동성이
BAS와는 구분된 개념이며(Quilty & Oakman, 2004; Smillie, Jackson, &
Dagleish, 2006), 양극성 장애에서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변인이
라는 선행연구들과 결과와 일치된다(Kwapil et al., 2000; Nusslock et al.,
2008; Swann et al., 2007, 2014). 또한 양극성 장애 위험군 내에서도 어떠한
특성을 가진 하위 집단에서 학업적 부적응의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부적응을 줄이기 위한 개입에 우선 고려
되어야 할 조건을 구체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부적응 관련 지표 중
문제음주에 있어서는 위험군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
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며,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
중 재미추구 하위요인이 문제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제음주에 있어서는 충동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잠재적인 적응적 측면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BAS 민감성이
위험군의 창의성, 성격강점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있어 위험군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BAS 민감성 중 추동 및 재미추구 하위요인이 정적 상관을 맺고 있었다. 개
념적으로 창의성과 정신병리가 동일한 정서적 기질의 극단 수준에 연결된
결과들일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으나(Johnson, Murray et al., 2012), 실제로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창의성과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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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밝힌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BAS 민감성 중 추동과 재미추구가 창의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창의적 활동에서의 주요한 예측변인이 열심히 오래 일하려는 자발성
(willingness), 강한 열망과 동기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Feist,
1998; Sternberg, 2003). 또한 창의성 및 BAS 민감성과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긍정 정서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추동과 재미추구가 위험군의 창의성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점은 BAS 민감성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더욱 강
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BAS 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보상적 결과에 강하게 반
응하는 경향성인 보상 민감성은 창의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며, 회귀분
석에서는 오히려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에 외재
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Ryan & Deci, 2000), 어떠한 보상이나 결과를 전제하지 않고 내재적 동기에
의해 동기화될 때에 가장 창의적인 성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될
수 있겠다.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갖는 또 다른 순기능은 성격강점의 측면에서
포착될 수 있었다.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자기조절의 성격강점이 더
낮은 반면, 활력의 성격강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낙
관성과 활력이 긍정 심리학이 본격 등장하기 전부터 행복과 관련되어 온 긍
정적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임영진, 2010; Peterson, Ruch, Beerman, Park,
& Seligman, 2007),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며 비교적 잘 기능하는 위험군의 경우에 이러한 성격강점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통제 후에도
낙관성과 활력은 위험군의 주관적 안녕에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험군에서 상승되어 있는 BAS 민감성이
비록 절제 관련 성격강점의 발달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BAS와 밀접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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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강점으로 표현될 때 이들의 적응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결과는 BAS 민감성이 동전의 양 면과 같이 양극성 장애 위험군의
부적응과 행복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념적으로 BAS와 유사한 자극추구(novelty seeking)
기질이 높은 청소년들 중 합치강점 우세집단이 보완강점 우세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주관적 행복을 보고하였다는 하승수(2012)의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양극성 장애 위험군의 주관적 안녕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부
족한 성격강점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BAS와 밀접한 성격강점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2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 또한 지니고 있다. 자기보고식 측정
수단을 사용하여 일시에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점은 방법론상으로 연구
1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한계이다. 특히 학점 등 학업 관련 지표들을 자
기 보고했다는 점은 기억 오류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면에서 신뢰로운 보
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태에서 양극성
장애 및 BAS 민감성과 관련된 적응 상의 양 측면에 대한 개괄적인 큰 그림
을 그리려다보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들이 있다. 특히 BAS
민감성과 적응 상 긍정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
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위험군에서 나타나는 높은 창의적 성향과 BAS 관련
성격강점에 대한 예비적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그러한 관계의 기제나 경로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높은 창의성
과 연결된다면, 어떠한 심리적 특성들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등이 추가적
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된 창의적 성향을 측
정하였을 뿐, 객관적인 창의적 산물과의 관련성은 탐색하지 못하였다.1)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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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창의적 성향이 실제로 창의적 산물이나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격강점과 관련해서는 개념적 분류에 따라 낙관성과 활력
을 대표적인 BAS 관련 성격강점을 상정하고 자기조절과 신중성을 최소한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지만, 24개 성격강점과의 전체적인 관련성은 살펴보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강점의 함양이 주관적 안녕감 증진
외에 기분 증상이나 동반되는 병리적 문제들에도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
러한 점을 보완하여,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적응의 양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1)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 ECS의 독창적 유연성이나 대안적 해결력 하위요인은 Torrance 창
의적 사고력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 점수와 약하지만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 창의적 성향과 산물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김혜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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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성공 사건 후의 정서 변화: 긍정 귀인의 역할

연구 1과 2에서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상승되어 있는 BAS 민감성이 기
분 증상 그리고 적응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넓게
탐색하였다면, 연구 3과 4는 보다 초점을 좁혀 BAS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관련 자극에 대한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AS 민감성은 진공 상태에서 작용하지 않으며, 관련된 BAS 입력 단서에 반
응하여 BAS 산출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BAS 입력 단서로
작용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극성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개관에 따
르면, 생활사건은 극성 특정적 효과(polarity-specific effect)를 갖는 것으로 여
겨진다(Johnson, 2005b). 단극성 및 양극성 우울증에서 공통적으로 부정 생활
사건이 우울을 유발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 결
과들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반면 부정 생활사건이 조증을 유발한다는 개별
사례 연구들은 귀납적으로 존재하나(cf. funeral mania, Hollender & Goldin,
1978), 방법론적으로 통제된 연구들은 조증 삽화 이전에 부정 생활사건이 선
행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Alloy, Reilly-Harrington, Fresco, Whitehouse,
& Zechmeister, 1999; Johnson et al., 2000; Reilly-Harrington, Alloy, Fresco, &
Whitehouse, 1999). 이로 볼 때 부정 생활사건은 우울 삽화의 발생에 기여하
나, (경)조증 삽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한편 목표 달성 및 추구와 관련된 긍정 생활사건은 (경)조증 증상의
증가를 예측하나, 우울 증상에는 그러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John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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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 2008; Nusslock et al., 2007). 아울러 실험 상황에서 양극성 장애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성은 성공 조건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isner et al., 2008; Johnson et al., 2005; Pavlova et al., 2011), 부정적 자극
또는 실패 피드백에 대한 차별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Ruggero, 2003).
그러나 상황적 요인만으로는 BAS 단서에 대한 BAS 조절곤란을 설명하기
부족할 것이며, 개인이 그러한 상황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해석하
는가에 따라 그 상황이 갖는 파급효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생활사건 연
구에서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었으며, 생활사건의 영향이 특
정 인지양식을 가진 하위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Johnson, 2005b). 여기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이 사건에 대한 귀
인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귀인은 어떠한 사건의 결과가 왜 발생했는가하는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이다(Peterson et al., 1982). 특히 긍정 사건에 대한 낙
관적인 귀인 성향은 이후 (경)조증 증상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인지적 요인이다(Alloy et al., 1999; Eisner et al., 2008).
아울러 세분화하자면 성공 조건의 특성은 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공 조건은 능력 기반(ability-based) 상황과 우연 기반(chance-based) 상황으
로 구분될 수 있다(Meyer et al., 2010; Stern & Berrenberg, 1979). 만약 긍정
귀인 편향이 두드러진다면, 그 결과가 운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관찰될 것
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 사건의 상황적 차이에 따라 귀인
양식이 달라지는가를 부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BAS 민감성이 성공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에 있어 어떠
한 단계에 주로 작용할 것인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
들을 참조하면, 보상 획득에 대한 즉각적 쾌락 반응에서는 양극성 장애군과
정상군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Farmer et al., 2006; Roiser et al., 2009).
대신 집단 차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나며, 보상을 성취한 뒤에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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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정상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사건에 대
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 지속시켜 추후 기분 삽화의 취약성을 만드는 변인들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Johnson, Fulford et al., 2012).
연구 3에서는 BAS 입력 단서인 성공 사건을 실험실 상황에서 제시하고
BAS 관련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여, 양극성 장애 위험군이 성공 사건에 대하
여 나타내는 정서적, 인지적 반응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성공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성의 측면에서 위험군이 대조군과 차이가 있는
지, 성공 사건에 대한 긍정 귀인이 기분 변화를 지속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3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양극성 장애 위험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성공에 대한 긍정 정
서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가설 2. 긍정 귀인 편향은 BAS 민감성과 정적 관련을 가질 것이며, 양극성
장애 위험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성공에 대한 긍정 귀인 편향
이 더 클 것이다.

가설 3.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성공에 대한 긍정 귀인 편향은 성공 후 긍
정 정서 지속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 57 -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 3의 참여자는 연구 1과 2에서 후속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본 연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 개별 이메일 연락을 하여, 연
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사를 재확인한 후 재차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모집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양극성 장애 위험군과 정상 대조군의 2개 집단으로 구
분되며, 각 집단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HPS 외에 주요 제1축 장애를 DSM-IV 기준에 따라 신뢰도 높게
진단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한오수, 홍진표, 2000; First, Spitzer, Gibbon, & Williams, 1996)의 기
분장애 모듈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가 선정 또는 제외기준 부합하는지를 판
단하였다. SCID의 실시는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표 13. 연구 3 참여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
선정기준
양극성 장애
위험군

제외기준

∙HPS 총점이 절단점 36점
이상 또는 상위 10%ile에 해당
∙HPS 총점이 하위 30%이며,

정상 대조군

기분장애를 비롯하여 정신장애

∙SCID에서 이미 기분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SCID에 의한 정신장애의
현재 및 과거력이 있음

의 병력이 없음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험군 29명, 정상 대조군 24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
나, 위험군 중 1명, 정상 대조군 중 2명이 SCID 상에서 주요 우울 삽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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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28명의 위험군, 22
명의 정상 대조군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14. 연구 3 참여자들의 집단별 사전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28, 정상
대조군 n=22)
위험군

정상 대조군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0.43

1.99

19.77

1.27

1.34

교육연수

14.04

1.20

13.68

.72

1.29

HPS

33.57

4.24

12.41

7.19

12.24**

BAS

42.14

5.60

29.64

6.35

7.39**

BIS

21.79

3.78

18.82

4.09

1.66

ASRM

6.71

3.45

2.68

2.10

5.10**

BDI-II

10.82

5.73

6.82

3.98

2.91**

RSES

40.11

5.05

39.64

4.01

.36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
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ASRM=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BDI-II=Beck Depression Inventory-II,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
**p<.01

위험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HPS(t(48)=12.24, p<.01)와 BAS 민감성
(t(48)=7.39, p<.01)이 높아 집단 구분이 적절하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14). 또한 위험군은 SCID 결과 우울 삽화 없는 경조증만을 경험하거나
또는 경조증과 유사하나 기간이나 증상 개수 등에 있어 진단 역치 미만의
경조증(subthreshold hypomania; Angst et al., 2003)을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
2

았으나(64.3%) 정상 대조군(4.5%)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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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p<.01), 집단 구분이 신뢰롭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표 15). 그러
2

나 두 집단은 연령(t(48)=1.34, n.s.)과 성별(χ (1)=1.21, n.s.), 교육연수(t(48)=
1.29, n.s.)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실험 전에 측정한 전반적인 자존감
(t(48)=.36, n.s.), 본 실험 과제에 부여한 사전 중요성(t(48)=.97, n.s.)에 있어서
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5. 집단 별 경조증 및 역치 미만의 경조증 경험 빈도 (양극성 장애 위험군

n=28, 정상 대조군 n=22)
위험군

경조증 및

정상 대조군

χ2

역치 미만 경조증 경험

N

%

N

%

유

18

64.3

1

4.5

무

10

35.7

21

95.5

18.66**
주. 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p<.01

측정 도구

경조성 성격 척도(Hypomanic Personality Scale, HPS). 연구 1~2에서 사용
된 척도와 동일함.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BAS/BIS Scale). 연구 1~2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조증 척도(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ASRM). 연구 1~2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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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Beck, Steer와
Brown(1996)이 원판 BDI를 수정한 21문항의 척도로, DSM-IV 진단기준에 잘
부합하도록 기간과 문항이 수정되었다(김지혜, 이은호, 황순택, 홍상황,
2015).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
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
도로, 총 10문항이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이었다.

실험 과제 및 도구

Raven 과제. 능력 기반 과제에서 성공 상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능 검
사의 일종인 Raven Progressive Matrices 중 Advanced Progressive Matrices
(APM, 1998)을 사용하였다.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검사 문
항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으며, 난이도에 따라 쉬운 문항(6개)으로 시작하여
중간 난이도(10개)를 거쳐 높은 난이도의 어려운 문항(6개) 순서로 문제를
풀도록 하였고, 15분의 시간제한을 두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이 과제가 전 세
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이며,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검사의
결과가 지능과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22개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제한시간 내에 순서대로 모두 풀도록
안내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 구축된 자동화된 웹사이트에 접속
하여, 12인치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제시된 문제를 풀었다. 문제 풀
이가 모두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결과가 계산되어 나올 것이라고 안내하였
으며, 실제 수행에 관계없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매우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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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점수는 서울대학교 학생 중 상위 10%에 드는 우수한 점수입니다.”라
는 거짓 성공 피드백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주사위 과제. 우연 기반 과제에서 성공 상황을 유도하기 위하여 3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지도록 하였으며, 총합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
다(Meyer et al., 2010).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운동성 지능의 일종인 시각-운
동 협응력과 관련 있는 과제로 소개하였다. 3개의 주사위 중 2개는 겉보기에
일반 주사위와 차이가 없지만, 특정 숫자 6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무게
중심을 미묘하게 조작한 마술용 주사위를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주사위
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사위 3개는 컵에 담아 제시하였으며, 직사각
형 패드 위에 주사위를 굴린 후에는 연구자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대로 두도록 하였다. 10회의 시행이 모두 끝난 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실
제 수행과는 관계없이 “여기에서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80점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점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평균 점수는
(피험자의 점수 - 20)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네요.”라는
성공 피드백을 주었다.

수정된 귀인 양식 질문지(Adapted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Adapted
ASQ). Peterson 등(1982)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이영호(1993)가 타당화한 척도
로, 본 실험의 목적에 적합하게 지시문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바로 직전에
수행한 과제에서 얻은 성공적인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3가지 귀인 양식을 7
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의 성공에
대한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 양식이 강한 것을 의미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ASQ로 측정되는 귀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념적 특성을 측
정하는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DAS; Weissman & Beck, 1978)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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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적 반응성의 차이를 포착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Alloy et al., 1999).

정서 평정. 주관적인 정서 상태를 평정하는 도구로, 실험 전후의 기분
변화를 민감하게 탐지하기 위하여 긍정-부정의 양방향(Mansell & Lam,
2006; Teasdale & Russell, 1983), 긍정 정서(기쁨, 자부심), 부정 정서(우
울)(Gruber, 2011; Myin-Germeys et al., 2003)의 총 4개 정서에 대한 VAS
(visual analogue scale)을 사용하였다. 각 VAS는 중간점을 표시한 10cm의 직
선의 양 극단에 정서 형용사를 위치시켰다(기분이 매우 나쁘다-기분이 매우
좋다, 전혀 기쁘지 않다-매우 기쁘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매우 자랑스럽
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매우 우울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경험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세로로 선을 그어 시각적으로 표시하도
록 하였다. 분석 시 각 VAS의 점수는 mm 단위로 환산되어 100점 만점의
수치로 사용되었다.
정서 평정 VAS는 총 4회 실시되었다. 기저선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Raven 과제를 실시하기 직전(T1)에 VAS①을 실시하였고, Raven 과제 직후
(T2)에 VAS②, 주사위 과제 직후(T3)에 VAS③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약 5분 휴식 후(T4) 실험 내 성공 사건으로 인하여 유도된 정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정서 평정인 VAS④를 실시하였
다.

성공 여부. 각 과제의 성공 피드백 직후에 “이번 실험에서의 문제풀이가
성공/실패로 느껴지는 정도를 평정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7점 척도(1: 매
우 실패스럽다 ~ 7: 아주 성공적이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각 과제 수행 결
과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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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중요성. 실험 시작에 앞서 “앞으로의 실험 과제에서 잘 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7점 척도(1: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7: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절차

실험은 사전 일정 조율을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에 서울대학
교 내의 실험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이었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아래 그림 6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
서 어떠한 사항이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표 16에 제시하였다.

그림 6. 연구 3의 절차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조사하며, 이러한
반응에서 양극성 장애 소인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연구 가설이 타당하게 검증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가 성공 상
황이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솔직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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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관련된 설명을 미리 하는 것이 실험에서 연구참여자의 솔직한 반응
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을 확인하는 진단적 면접이 모든 실험 과제가 종료된 이후의 순
서로 설계되었다(T. Meyer, personal communication, July 4, 2014). 또한 연구
목적이나 가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결과의 타당도를 저
해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앞서 서명하는 동의서에는 연구의 제목이 ‘성격
및 정서적 특징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
안내되었다. 대신 실험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사전에 밝히지 못했던 연구
목적에 대하여 사후설명(debriefing)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재동의를 받았다.
이 단계에서도 연구참여자가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자료는 폐기한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한 연구의 모든 절차는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3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받았다.

표 16. 연구 3의 세부 절차
진행 사항

소요시간
(분)

1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서명

2

2

사전 설문 및 기저선 정서평정(VAS①)

10~15

3

Raven 과제 실시 / 귀인양식, 정서평정(VAS②)

18

4

주사위 과제 실시 / 귀인양식, 정서평정(VAS③)

5

5

5분 휴식 후 마지막 정서평정(VAS④)

6

6

SCID 실시

10~30

7

사후설명 및 보상 지급

3

주. VAS=visual analogue scale, 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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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t 검
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공 조작의 효과성 확인

연구참여자들은 Raven 과제와 주사위 과제의 결과가 성공적인지의 여부
에 대하여 각기 평균 5.16, 4.92로 응답하여, 과제의 결과를 성공으로 지각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공 지각에 있어 유의미한 집단 차는
존재하지 않았다(t(48)=.16, t(48)=.48, n.s.).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서 평정에
대한 대응 t 검증 결과, 실험 전의 기저선에 비하여 각 성공 피드백 이후 긍
정 정서는 증가(t=-4.28, t=-3.90, df=48, p<.01)하고 부정 정서는 감소(t=2.22,
df=48, p<.05, t=4.78, df=48, p<.01)하는 패턴을 보여 성공 조작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성공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집단 비교: 긍정 정서 지속

성공 사건에 대한 각 집단의 정서적 반응에서 두 집단 모두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그림 7). 시각적으로 볼 때 Raven 과제에서 긍정 정서(일반
긍정 정서, 기쁨, 자부심)가 증가했다가 이후로 차츰 감소하며, 부정 정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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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T1~T4 총 4번에 걸친 VAS 정서 평정 중 본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
진 측면은 실험이 종료된 후 측정된 네 번째 VAS(T4)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
여 성공에 대한 긍정 정서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4의 정서 평정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4에서 양극성 장애
위험군의 일반 긍정 정서(t(48)=2.60, p<.05), 기쁨(t(48)=2.38, p<.05), 자랑스러
움(t(48)=2.36, p<.05) 정서 평정치가 더 높았다.

그림 7. 성공 사건에 대한 시점별 정서적 반응
(PA=일반 긍정 정서, Joy=기쁨, Pride=자부심, NA=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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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실험 종료 5분 후 T4 정서 평정의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28, 정상 대조군 n=22)
위험군

정상 대조군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 정서

72.29

11.38

63.00

13.40

2.60*

기쁨

69.54

14.33

59.82

14.27

2.38*

자랑스러움

65.43

13.02

55.64

16.40

2.36*

우울

21.32

19.99

24.86

21.36

-.60

주. 각 정서는 100점 만점의 VAS(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됨
*p<.05

다음으로 실험 전 기저선 T1 정서 평정을 통제하고도 T4 정서 평정의 집
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1의 정서 평정을 1단
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집단을 더미 코딩2)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실험 전의 기저선 T1 정서 평정을 통제하면 T4의 긍정 정서
(β=.19, t=1.56, n.s.), 기쁨(β=.20, t=1.47, n.s.), 자랑스러움(β=.01, t=.13, n.s.)에
서 집단 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저선 정서를 고려할 때에는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긍정 정서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 위험군 집단=1, 정상 대조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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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집단 비교: 긍정 귀인 편향

실험 내 각기 다른 유형의 과제에서 성공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서 각
과제의 결과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귀인하는가에 있어서의 집단 차이를 살펴
보았다(표 18). 분석 결과 능력 기반 과제인 Raven 과제에서의 성공에 대해
서는 위험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8)=2.96, p<.01).3) 이는 실제 수행에 관계없이 주어진 거
짓 성공 피드백이지만, 위험군이 이 결과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하
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연 기반 과제인 주사위 과제의
결과에 대한 귀인 양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48)=1.31, n.s.).

표 18. 긍정 귀인 편향의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28, 정상 대조군

n=22)
위험군

정상 대조군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SQ_1

16.61

2.31

14.77

1.97

2.96**

ASQ_2

12.46

2.95

11.32

3.20

1.31

주. ASQ=Adapted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ASQ_1은 Raven 과제, ASQ_2는 주사위
과제에 대한 ASQ 총점임
**p<.01

긍정 귀인 편향과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9). 능력 기반 과제에 대한 긍정 귀인 편향은 양극성 장애
성향(r=.45, p<.01) 및 BAS 민감성(r=.43,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
3) ASQ 개별 문항 별로 집단 차를 분석해 보았을 때에는 안정성(t(48)=2.60, p<.05)과 전
반성(t(48)=2.01, p=.05) 문항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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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반면, 우연 기반 과제는 어떠한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긍정 귀인 편향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 (N=50)
HPS

BAS

BIS

ASQ_1

.45**

.43**

.17

ASQ_2

.17

.18

.16

주. ASQ=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ASQ_1은 Raven 과제, ASQ_2는 주사위 과
제에 대한 ASQ 총점임),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p<.01

긍정 귀인 편향과 긍정 정서 지속의 관계

긍정 귀인 편향이 위험군의 성공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4의 정서 평정을 결과변인으로 하고 긍정
귀인 편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역시 기저선
T1 정서 평정은 1단계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표 20의 분석 결과 위험군에서 능력 기반 과제에 대한 긍정 귀인 편향은
기저선의 자부심을 통제한 뒤에도 실험 후의 높은 자부심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였다. 이로 볼 때 위험군에서 높게 나타난 긍정 귀인 편향은 실험 상황
이 종료된 후에도 자부심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위험군 집단은 성공적인 결과에 대하여 더 강한 긍정 귀인을
하면서 그로 인한 자부심 증가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긍정 정서와 기쁨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아, 긍
정 정서 지속의 효과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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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상 대조군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기저선 T1 자부심만
이 실험 종료 후 T4의 자부심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긍정 정서 지속에 대한 긍정 귀인 편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양극성 장

애 위험군 n=28, 정상 대조군 n=22)
단계

독립변인

B

SE B

β

t

R2

1

T1 Pride

.73

.13

.75

5.76**

.56**

2

T1 Pride

.78

.11

.80

7.16**

.71**

ASQ_1

2.16

.63

.39

3.46**

ASQ_2

-.15

.49

-.04

1

T1 Pride

.82

.25

.59

3.22**

.35**

2

T1 Pride

.87

.25

.64

3.47**

.48**

ASQ_1

2.17

1.25

.31

1.74

ASQ_2

.55

.78

.13

.70

ΔR2

위험군
T4 Pride

.15**

-.32

정상 대조군
T4 Pride

.13

주. ASQ=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ASQ_1은 Raven 과제, ASQ_2는 주사위 과제에 대
한 ASQ 총점임), T1 Pride는 기저선 자부심의 VAS(visual analogue scale) 점수이며, T4
Pride는 실험 종료 5분 후 자부심의 VAS(visual analogue scale) 점수임
**p<.01

논

의

연구 3에서는 BAS를 활성화시키는 성공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고 그
에 대한 양극성 장애 위험군의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부 가설에 대한 지지 증거가 있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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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조군에 비하여 능력 기반 성공 상황에 대하여 더 큰 긍정 귀인 편향을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긍정 귀인 편향은 실험 종료 후까지 긍정 정서 중 자
부심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극성 장애에서 BAS 활성화 단서에 대한 증가된 반응이 사건 직후보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집단차를 이해함에 있어 어떠한 인지
적 조절 과정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선행
연구들의 제안에 비추어 볼 때(Johnson, Edge et al., 2012), 본 연구 결과는
사건에 대한 귀인 양식이 이 조절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실험
적 증거를 제공한다. 즉, 실제 수행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성공 피
드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성 장애 위험군은 성공을 더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으로 긍정 귀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실험이 끝난 후 자부심 증가
량 유지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는 (경)조증 기분 삽화의 전구기에 사용
되는 방략 중 추후 기분 삽화 재발 위험성과 관련이 있는 기분 상향조절 방
략과도 유사하며(Lam & Wong, 1997), 일상 속의 사소한 성공 경험으로 유발
된 긍정 정서가 이후 기분 삽화로 점증되는 초기 단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긍정 정서를 전반
적인 긍정 정서와 구체적인 긍정 정서인 자부심, 기쁨으로 세분하였다. 이
중에서 자부심 증가량에서만 긍정 귀인의 정서 지속 패턴이 관찰된 것은 양
극성 장애 내에서 특정 정서 접근(discrete emotions approach)을 지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양극성 장애에서 전반적인 긍정 정서가 영향을 받는
다기보다, 보상(기쁨), 성취(자부심) 지향적 정서 등 장애와 관련된 특수한
긍정 정서가 더 관여된다는 주장이다(Gruber & Johnson, 2009; Johnson,
2005a). 특히 이 중에서 자부심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따른 정서이자, 자
신감의 증가, 과대성(grandiosity)이 양극성 장애의 (경)조증 삽화의 주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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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험 전 측정된 전반적인 자존감 수
준에서 두 집단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차이가
평소의 자존감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줄어든다. 즉, 위험군은 BAS 관
련 자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자기 평가적 인지에 있어 대조군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BAS 관련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서의 반응성
에서는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쁨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배경으로는
다음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극성 장애에서 기쁨과 자부심이 공통적
으로 중요한 긍정 정서로 언급되고는 있으나(Gruber, 2011), 기쁨과 자부심의
기저에 있는 인지적 평가 및 신경 활성화 영역에서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연
구들 또한 존재한다(Shiota, Keltner, & John, 2006; Takahashi et al., 2008). 또
한 실험 조건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실험에서 성공 피
드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취와 관련되어 자부심을 유발하지만, 성공 지각
의 크기가 다소 미약했기에 기쁨을 유발하는 확실하고 충분히 큰 보상으로
참가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들이 있으나, 연구 3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고려하
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험에서 성공 조작이 양적으로 다소 약하
였다는 것이다. 비록 참가자들이 성공 피드백 이후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절대 값을 고려할
때 이것이 그리 큰 성공으로 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연 기
반 과제에서는 위험군이 긍정 귀인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이 초기 성공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공까지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우연 기반
과제를 설정하였다(Meyer et al., 2010; Stern & Berrenberg, 1979). 예상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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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첫 번째 가능성은 우연 기반 과제에서의
성공 조작의 효과가 더 작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반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 과제에서의 성공 피드백에 있어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혼합하여 가급적 동일하게 구성하려 하였으나, 우
연 기반 과제에서는 성공 피드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되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실험자의 구두 피드백이었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긍정 귀인 편향이 나타난다
는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이들이 성공 상황에 대하여 왜 긍정 귀인을 하게
되는지는 충분히 대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 귀인 편
향이 HPS나 BAS 민감성과도 정적 상관을 맺고 있었던 바, 이러한 인지적
특성이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과 관련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Gruber(2011)
는 긍정 주의 편향과 쾌락 추구에 초점을 두는 정서적 목표 등의 긍정 정서
형성 과정이 긍정 정서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일단 긍정 정서가 유발
되면 긍정 정서를 상향 조절하려는 경향성과 긍정 정서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는 경직성 등 조절 과정에서의 문제가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역기능의 특징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긍정 귀인은 이 중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 과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 연구들에서는 긍정
귀인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관하여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긍정 귀인에 힘입은 특정 긍정 정서의 지속이 장애의 역기능적 속
성과 관련된다는 직접적 증거는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없기에, 지금 단계에서
이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단지 이들이 긍정 사건
으로 인하여 유발된 긍정 정서를 더 오래 향유하는 사람들일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Bryant, 2003). 이러한 초기 단계가 이후 기분 증상 및 적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더 긴 시간대에 걸친 추적 관찰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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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종속변수를 연구 3에서와 같이 단순히 긍정 정서만으로 측정하
는 것이 아니라, 긍정 정서 외의 (경)조증 관련 인지 및 행동적 표현 양상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표를 활용하여 증상적 의미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3에서는 BAS 입력 단서로 작용하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
였으나, 이러한 실험 상황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BAS 관련 생
활사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험 전 과제에
대하여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점검하기는 하였으나, 과제에서의 우수한
수행이 참여자의 개인적인 가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 사건으로 효과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생태학
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일상에서 개인에게 의미를 갖는 다양한
범위의 BAS 관련 생활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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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일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조절곤란의 비교

연구 4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범위의 BAS 관련 생활사건을 포
괄하여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BAS 관련 생활사건과 BAS 조절곤란의 두 가지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BAS 관련 생활사건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건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BAS 관련 생활사건은 BAS 활성화(BAS activation)
생활사건과 BAS 비활성화(BAS deactivation) 생활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Nusslock et al., 2009; Urošević et al., 2008, 2010). 전형적으로 BAS 활동을
증가시키는 BAS 활성화 생활사건은 목표/보상 달성의 기회, 목표 추구를 포
함하는 사건들이며(Depue & Zald, 1993; Johnson, 2005b), 새로운 일이나 취미
생활, 인간관계의 시작, 중요한 일을 준비하거나 마감기한이 임박한 상황 등
이 이에 속한다. 또한 언쟁과 다툼, 어떤 과제를 달성하려 하는 동안 방해받
는 상황 등 목표의 방해, 분노 유발 사건도 BAS 활성화 생활사건에 포함된
다. 반면 BAS 비활성화 생활사건은 목표/보상을 획득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상실하는 사건들로, 실직이나 결별, 건강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표 21. BAS 관련 생활사건의 정의
BAS 활성화 생활사건

BAS 비활성화 생활사건

∙ 목표/보상 달성의 기회, 목표 추구를
포함하는 사건

∙ 목표/보상을 획득하는 것에 실패,
상실 사건

∙ 목표의 방해, 분노 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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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 관련 생활사건은 기존의 긍정 대 부정 생활사건의 구분과는 다르다.
Johnson 등(2000)의 연구에서 목표 달성 사건들은 조증 증상의 증가를 예측
하였으나, 일반적인 의미의 긍정 사건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결과도 이를 보
여준다. 연구 3에서 실험적으로 조작한 성공 상황은 BAS 관련 생활사건의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하며, 개인의 목표나 가치에 따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사건들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광범위한 BAS 관련 생활사건들을 측정
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실생활에서 BAS 조절곤란의 개념적 도해

둘째,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된 BAS 민감성과 이론적인 BAS 조절곤란
의 관계이다. 면밀하게 생각해보면 BAS 모형 내에는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
으로 BAS 민감성의 측면과 BAS 조절곤란의 측면이 혼재해 있다(Holzwarth
& Meyer, 2006; Urošević et al., 2008). Carver와 White(1994)의 자기보고식
BAS 소척도 총점으로 측정되는 것은 BAS 반응성에서의 안정적인 개인차
수준의 단일 점수이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 요인으로 가정된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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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곤란은 BAS 조절능력이 약한 것을 의미하며(Depue & Zald, 1993), BAS
관련 자극에 BAS 기능이 더욱 큰 폭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BAS 조절곤란은 관련 자극에 대한 더 큰 BAS 변동 폭으로 표현될
것이다(그림 8). 기존의 BAS 소척도 총합은 BAS의 일반적인 반응성을 주로
측정하며, 이를 그림 8의 개념적 도해에서 위치시키자면 개인의 BAS 활성화
의 평균 수준과 관련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평균 수준과 변산 폭은 다
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BAS 민감성은 변동 폭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아
롱, 2013; Holzwarth & Meyer, 2006).
그렇다면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BAS 활성화는 관련 사건에 반응하여 변동하지만, 자기
보고된 BAS 민감성은 기분 상태에 걸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질로 여겨진
다(Alloy, Abramson et al., 2009; Urošević et al., 2008). 따라서 Alloy, Nusslock
등(2015)은 이 특질적인 취약성을 실제 활성화/비활성화 상태와 구분해야 하
며, 이러한 활성화의 조절곤란이 기분 증상의 더욱 근접한 선행요인(more
proximal precursor)일 수 있다고 하였다.
BAS 조절곤란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Holzwarth와 Meyer(2006)는 기존의 BAS/BIS 척도를 확장하여 BAS 소
척도 문항을 변동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술한 요인을 추가한 BAS 조절
곤란 척도를 개발하였다. BAS 조절곤란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이기 때문에
실시가 편리한 장점이 있고 타당도도 일부 검증되었으나, 문항 내용을 살펴
보면 BAS 조절곤란보다는 변덕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 어떤 기회를 마주하게 되면, 나는 곧바로 흥분될 때도 있지만 전혀 흥
분되지 않을 때도 있다). 또한 BAS 조절곤란의 측면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횡단적 자기보고에 의해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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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으로 기분 변동성의 지표로서 개인 내 변산(intraindividual variability)
이 고려되어 왔다(황성훈, 이훈진, 2011; Meyer & Hofmann, 2005). 이러한 연
구들은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된 값에서 표준편차를 변동성 지표로 활용하
였다. 표준편차는 연구자들에게 친숙하고 정서적 불안정성 연구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어온 지표이며(Jahng, Wood, & Trull, 2008),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
한 측정에 비하여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표준편차는 변산만을 나타낼
뿐 시간적 의존성(temporal dependency) 등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Jahng et al., 2008).
반복측정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변화 과정에서 변산과 맥락 의존성을 동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구 4에 적용해 보자면, 양극성 장애 위험
군에서 BAS 활성화의 폭, 즉, 조절곤란이 크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시계열 자료에서 그 변동성 지표가 특정 맥락에 따른 결과변인의 증
감 및 변화 경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면 더 많은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층 모형 분석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에
유용한 분석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Singer & Willett, 2003). 따라서 연구
4에서는 7일간에 걸친 반복측정을 통하여,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변산과 맥락 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BAS 조
절곤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연구 4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범위의 BAS 관련 생활
사건을 포함하여, BAS 관련 자극에 대한 BAS 조절곤란 가설을 검증하는 것
이다. 먼저 일지를 사용한 반복측정을 통하여, 자기보고된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BAS 과활성화 반응, 즉, 양극성 스펙
트럼 증상의 증가에 기여하는지, 이 자극-반응 관계를 BAS 민감성 또는
BAS 조절곤란의 개인차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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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은 서로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BAS 활성화 상태 평균과의 관련성에서 구별될 것이다. BAS 활성
화 상태 평균과 BAS 민감성은 정적 관련을 맺는 반면, BAS 조절
곤란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BAS 활성화 생활사건의 발생은 일상에서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 BAS 민감성은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BAS 활성화 생활
사건에 대하여 더 큰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4. BAS 조절곤란은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BAS 조절곤란이 강할수록 BAS 활성화
생활사건에 대하여 더 큰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모집은 다음의 2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
1~3에서 후속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연락처를 남긴 사람들 중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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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 개별 이메일 연락을 하여, 연구에 대한 자
발적 참여의사를 재확인한 후 재차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모집하였다. 둘째,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광고를 게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 설문지를 작성한 결과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개별 이메일 연락을 하여 연구
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ypomanic Personality Scale(HPS; Eckblad & Champman,
1986) 총점이 평균보다 1.5 표준편차 이상인 참여자들을 우선 모집하였으며,
그와 유사한 수로 HPS 총점이 평균보다 1.5 표준편차 이하인 참여자들을 무
선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1과 2의 전체 표본에서 산출된 HPS 총점에서
1.5 표준편차 이상은 30점이었으며, 1.5 표준편차 이하는 19점이었다. 이러한
모집 방식은 충분한 수의 양극성 장애 위험군이 포함되는 동시에 양극성 스
펙트럼의 연속적인 분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한 전략을
따른 것이다(Kwapil et al., 2011; Walsh et al., 2012).
2015년 5~6월 동안 4회에 걸친 자료수집 기간 중 총 104명이 연구에 참
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4명(약 3.8%)의 참가자는 응답 일수가 적거나(60% 미
만)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여 제외되었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10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3.02세(표준편차 2.81), 남성이 44명, 여성이
56명이었다. 이들 중 60명이 위험군, 40명이 통제 집단이었다. 위험군은 HPS
총점(t(98)=33.71, p<.01)과 BAS 민감성(t(98)=18.30 p<.01)이 더 높았으나,
BIS(t(98)=.23, n.s.)는 집단 간 차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22). 또한 두 집단은
연령(t(98)=.09, n.s.), 성별(χ2(1)=1.96, n.s.)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도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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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구 4 참여자들의 집단별 사전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0, 통제
집단 n=40)
위험군

통제 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HPS

35.22

3.82

9.98

3.43

33.71**

BAS

43.21

4.96

28.78

2.92

18.30**

BIS

20.10

4.61

19.90

3.97

.23

7.60

3.53

4.10

2.98

5.16**

우울

19.72

11.70

15.68

9.29

1.92

(경)조증

10.65

3.90

4.68

3.63

7.72**

ASRM
CES-D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
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ASRM=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CES-D=Modifie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01

연구 절차 및 측정도구

연구참여자들은 사전 설문과 7회의 온라인 일지(일상경험 일지)를 작성하
였다(그림 9). 사전 설문과 온라인 일지 작성에 사용한 웹사이트는 구글
(Google Docs)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동일한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시기의 세부적인 연구 절차 및 사용된 도구들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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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 4의 절차

사전 설문(Day 0)

요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Day 0)은 각 주의 월요일에 시작
되었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향
후 7회의 온라인 일기를 하루에 한 번씩 작성하며, 매일 오후 이메일과 핸드
폰 문자 메시지로 그 날 작성할 설문 사이트 웹서버 주소를 전송할 예정이
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 때 안내문 이메일에 링크된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하여 사전 설문을 작성하였다.

경조성 성격 척도(Hypomanic Personality Scale, HPS). 연구 1~3에 사용된 척
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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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BAS/BIS Scale). 연구 1~3에 사용된 척도
와 동일함.

조증 척도(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ASRM). 연구 1~3에 사용된 척도
와 동일함.

수정된 우울 척도(Modifie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개발한 원 척도에 (경)조증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9문항을 추가한 Meyer와 Hautzinger(2003)의 수정된 CES-D를 사
용하였다.

일상경험 일지(Day 1~7)

사전 설문을 작성한 다음날인 화요일(Day 1)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 월요
일(Day 7)까지 총 7일간 하루 일과를 끝낸 저녁 시간에 온라인 설문 사이트
에 접속하여, 그 날의 경험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일 보고는 회고
적 편향을 줄이고 보다 실시간에 가까운 정서 경험과 사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하루 경험의 보고는 늦어도 다
음 날 오전까지 완료하도록 안내하였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지가 입력
되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다음날 오
전 이후에 입력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상경험 일지의 회당 예상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일일 사건 기록. Wright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Daily Events
Record(DER) 형식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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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 Wright, personal communication, March 31, 2015). 일일 사건 기록의 목
적은 연구 기간 내에 참여자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중대한 것부터 사소한 것
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일부터 좋았던 일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Wright et al., 2008).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사건 설문지의 경우 이러
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척도가 없었으며(이영호, 1993; 전겸구, 김교헌,
1991; Holmes & Rahe, 1967), 생활사건 측정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하여 사용되는 Life Events Interview(LEI; Francis-Raniere, Alloy, & Abramson,
2006) 등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들은 시간과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Wright 등(2008)의 DER을 참고하여 생활사건 측정 도구를 고안하였다.

그림 10. 일일 사건 기록의 예시

일일 사건 기록 작성에 앞서 생활사건의 정의와 예시를 설명하였으며, 연
구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Day 1과 2 이틀 동안에는 가상적인 작성
예시 3개를 함께 제시하였다(그림 10). 참여자들에게 오늘 하루의 사건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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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까지 기록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을 모두 적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만약 10개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 채울 필
요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들을 3~5문장으로 적고, 각 사건마다 사건의 영향(-3: 매우 나쁨 ~ +3:
매우 좋음), 사건이 개인에게 얼마나 보상 또는 좌절스럽게 지각되었는지의
반응을 7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서 경험. Russell(1980)의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 차원 분류에 따라
고민경과 김향숙(2013)이 사용하였던 8개 정서(행복, 슬픔, 만족, 분노, 평온,
유쾌, 우울, 불안)에 본 연구에서 BAS 관련 정서로 과민성을 추가하여 총 9
개 정서를 선택하였으며, 오늘 하루 동안 각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였는지를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지/행동적 경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의 행동활성화체계 활성화 상태를
기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경험표집법 프
로토콜 문항들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9개 경험을 선택하였다(Krauss, Depue,
Arbisi, & Spoont, 1992; Kwapil et al., 2011). 인지적 측면으로는 ‘생각이 빨리
진행된다’, ‘집중이 어렵다’, ‘생각이 많다’, ‘자신감에 차 있다’, ‘낙관적이다’,
행동적 측면으로는 ‘에너지가 넘친다’, ‘열정적이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
다’,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가 포함되었다. 오늘 하루 동안 각 문항이 자신
의 경험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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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
구가 종료된 후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3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받았다.

자료 분석

BAS 평정

참여자들이 기록한 생활사건이 BAS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생활사건에 해
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일 사건 기록 내용에 대한 BAS 평정을 실시
하였다. BAS 평정은 Urošević 등(2010)의 방식을 따라 LES 평정 매뉴얼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이 기록한 각 생활사건에 BAS 활성화(BAS
activation, BA), BAS 비활성화(BAS deactivation, BD) 점수를 4점 Likert 척도
로 평가하였다(0: 전혀 아님 ~ 3: 매우). LES 평정 매뉴얼은 생활사건 설문
지인 Life Event Scale(Francis-Raniere et al., 2006)에 수록된 약 200개의 생활
사건에 대하여 BA와 BD 점수를 연구자 3인의 전문가 합의에 의하여 할당
해 놓은 매뉴얼이다(S. Urošević, personal communication, March 14, 2015).
LES 평정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들은 선행연구에 따라 미리
할당되어 있는 점수를 반올림하여 기입하였다(표 23). 그 외에 매뉴얼에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생활사건들은 BA와 BD의 정의 및 대표적 예시를 참고하
여 전문가 의견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BA와 BD는 독립적인 것
으로 가정되었으므로, 어떤 사건들은 BA 또는 BD 점수만 부과되지만, 어떤
사건들에는 한 가지 사건에 BA와 BD 점수가 모두 부과될 수 있다(Urošević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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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BAS 평정의 예시
생활사건

BA

BD

새로운 일(학업, 진로, 취미, 운동 등)을 시작함

2.67

0

휴가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함

1.67

0

학교, 직장의 중요한 보고서나 프로젝트 마감기한이 임박함

2.67

0.67

2.33

1.33

0

3.00

문제가 생겨 연인/배우자와 떨어져 있기로 함 (아직 이별은 아님)

1.00

2.00

연인/배우자와의 심각한 싸움이나 갈등이 해결됨

1.00

0

무언가에 의해 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방해 받음
(중요한 약속을 지키려는데 교통 체증에 막힘, 중요한 문서를 행정
직원이 잃어버림, 보고서를 쓰는데 컴퓨터가 고장 남)
연인/배우자와의 원치 않은 이별

주. BA와 BD 점수는 Urošević 등(2010)에서 3인 연구자의 평균값임. 원래 LES 평정 매뉴
얼에는 BA, BD 그리고 GA(goal-attainment)의 3가지 범주가 있었으나, 목표 달성 및 추구가
공통적으로 BAS 활성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Johnson, 2005b) 본 연구에서는 GA와 BA를 합
쳐서 2개의 범주로 평정함.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전체 생활사건에 대한 BAS 평정을 하였다. 또한 임
상심리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다년간의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임상
심리 박사과정 연구자 2인에게 연구자가 작성한 BAS 생활사건 평정 가이드
라인과 Urošević 등(2010)의 LES 평정 매뉴얼을 제공하고, BAS 평정을 하도
록 하였다. 이차 평정자들은 연구자의 BAS 평정 결과 및 각 참여자의 집단
소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BAS 평정을 하였다.
평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자간

일치도(ICC,

intraclass

correlation)를 구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양호한 ICC를 나타냈다. 그 중에
서 ICC가 .60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재평정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BA의 평균 ICC가 .77, BD의 평균 ICC가 .81로 양호한 평정자간
일치도가 확보되었다. 생활사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BAS 평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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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BA와 BD 점수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기록한 사
건에 대한 반응(긍정/부정, 보상, 좌절)은 BAS 평정 시 사건이 참여자에게
갖는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로서 활용되었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수일 간 일상생활의 경험을 반복하여 기록하는 단
기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일지 기록(수준 1)이 개인(수준 2)에 내재된(nested)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층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권고되
는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신승윤,
2010; 유정진, 2006; Raudenbush & Bryk, 2002; Singer & Willett, 2003).
HLM 적용에 앞서, 집단 비교를 위한 t 검증, 상관분석 등의 예비 분석을
하였다. 다층 모형은 HLM7(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Lincolnwood,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제한된 최대우도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으로 추정하였다(홍세희, 2015; Hox, 2010; Raudenbush, 2004). 개인 내 일상
평정인 시간 의존적 수준 1 변인들은 집단 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
시간 독립적인 개인 간 수준 2 변인들은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였다. 한 개인이 반복하여 응답하였으므로 여기서 집단 평균은
각 개인의 평균이며, 집단 평균 중심화된 값은 각 개인의 평균으로부터 상대
적인 값을 나타낸다. 집단 평균 중심화는 다층 모형의 모수와 분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해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Luke, 2004). 따라서 이
론적 근거가 있을 때에 집단 평균 중심화를 사용하도록 권고된다(Hox, 2010;
Luke, 2004). 집단 평균 중심화는 종단 자료에서 개인 내 효과와 개인 간 효
과를 분리하는 데 유용하며(Luke, 2004), 특히 연구 4에서와 같이 연구 가설
이 2개의 수준 1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면서 수준 2 변인이 수준 1

- 89 -

관계를 조절하는 가설을 검증할 때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nders & Tofighi, 2007; Hox, 2010). 이에 따라 유사 선행연구들도 수준 1
변인들을 집단 평균 중심화, 수준 2 변인들을 전체 평균 중심화하였으며
(Kwapil et al., 2011; Walsh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적 근
거에서 각 수준의 중심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11. 다층 모형 분석의 개념적 모형

다층 모형 분석은 일상의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BAS 활성화 수준, 즉
일상에서 경험하는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며, 개
인의 BAS 민감성 또는 BAS 조절곤란이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양극성 스
펙트럼 증상 간의 관계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그림 11). 이를 위하여 우선 수준 1에서 그 날 경험한 BAS 활성화 생활
사건(E_BA)이 그 날의 BAS 활성화, 즉,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BAS 활성화 수준은 BAS의 정의에 따라 9개
정서 경험 중 긍정 정서와 분노 및 과민성의 5개 정서에 9개 인지/행동적
경험을 합산한 ABC(affective-behavioral-cognitive composite score of BAS
activation)로 계산하였다. 7일간의 ABC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 90 -

는 약 .7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수준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하
여, 수준 2에 개인의 BAS 민감성(BAS)과 BAS 조절곤란(ABC_SD) 변인을
투입하였다. 여기서 BAS 조절곤란은 개인의 BAS 활성화 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7일 간 BAS 활성화 수준에서 산출된 개인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각 수준의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수준 1 모형
ABCti = π0i + π1i*(E_BAti) + eti

수준 2 모형

π0i = β00 + β01*(BASi) + β02*(ABC_SDi) + r0i
π1i = β10 + β11*(BASi) + β12*(ABC_SDi) + r1i

여기서 ABCti는 개인 i의 시점 t에서의 BAS 활성화 수준, 즉 양극성 스펙
트럼 증상의 수준을 나타낸다. π0i는 개인의 초기치(initial status)로, 본 모형
에서는 E_BA를 집단 평균 중심화하였기 때문에 E_BA가 개인 평균일 때의
ABC 값을 의미한다. π1i는 변화율(change rate), 즉, 그 날 발생한 생활사건이
라는 상황에 따른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의 변화로서 반응성(reactivity)을 의
미하게 된다. eti는 시점 t에서의 개인 i에 대한 오차이다. β00과 β10는 각기 초
기치와 반응성의 평균이며, r0i와 r1i는 초기치와 반응성에 있어서 개인 i의 무
선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개인
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인(BAS, ABC_SD)을 추가하여 초기치와 개인차
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일종의 일기법(diary method)을 사용한 본 연구는 하루의 정서, 인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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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 변화에 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으로 가정되지 않는다.
즉, 수준 1에서 그 날의 활성화 수준(ABC)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그 날이 몇 번째 날인지보다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E_BA)이다.
따라서 수준 1에 시간 변인을 투입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 의존적 상황 변인
인 E_BA를 수준 1에, 특질로 간주할 수 있는 개인차로 가정된 BAS와
ABC_SD를 수준 2에 투입하여, 상황과 개인차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모
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측정 횟수가 7번이므로 2차 함수도 가능할 수 있으
나,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1차 함수로 적합화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표 24에 7일간 참여자들의 BAS 활성화 수준(ABC)과 BAS 활성화 수
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험군은 7일
모두 통제 집단에 비하여 높은 BAS 활성화 수준을 보였으며, 결과적으
로 평균 BAS 활성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8)=4.06, p<.01).
이후 분석에서 BAS 조절곤란의 지표로 사용될 7일간 BAS 활성화 수준
의 편차는 위험군이 7.83, 통제 집단이 6.60으로 절대 값은 더 컸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집단 차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
근접한(marginal) 정도로 나타났다(p=.07). 한편 두 집단이 일지를 작성한
횟수는 총 7회 중 각기 6.70회와 6.95회로, 비록 집단 차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절대 값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일지 작성에 매우 성실하게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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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구 4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0, 통제 집단 n=40)
위험군

통제 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C 1일차

62.55

10.17

56.65

9.17

2.94**

ABC 2일차

61.75

11.02

51.38

9.12

4.92**

ABC 3일차

59.67

11.36

53.50

9.52

2.82**

ABC 4일차

59.45

11.28

54.08

9.10

2.44*

ABC 5일차

57.50

12.83

51.75

11.40

2.27*

ABC 6일차

57.13

12.87

52.03

11.04

2.03*

ABC 7일차

61.19

11.92

53.00

10.03

3.57**

6.70

.67

6.95

.22

59.98

8.59

53.21

7.50

4.06**

7.83

3.53

6.60

2.97

1.82†

일지 작성 횟수
ABC의 평균
ABC의 표준편차

-2.68*

주. ABC=BAS 활성화 수준(BAS 관련 정서, 인지, 행동적 활성화의 총합)
†

p<.10, *p<.05, **p<.01

다음으로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7일간 BAS 활성화 수준의
평균(ABC_M), 표준편차(ABC_SD)와 사전에 측정한 주요 변인들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5). 상관분석 결과 BAS 활성화 수준의 평균은 양
극성 장애 성향(r=.41, p<.01), BAS 민감성(r=.43, p<.01)과 정적 관련이 있
었으나, BIS(r=-.14, n.s.)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BAS 활성화 수준의 평균은 (경)조증 증상(r=.51, r=.49, p<.01)과 정적 상
관을 가지고 있어 BAS 활성화 총합을 일상생활에서의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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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구 4 주요 변인들의 상관 (N=100)
CES-D
HPS

BAS

ABC_M

.41**

.43**

ABC_SD

.17

.24*

BIS

-.14
.21*

ASRM

.51**
.14

우울

(경)조증

-.14

.49**

.02

.08

주. ABC_M=ABC의 평균, ABC_SD=ABC의 표준편차,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ASRM=Altman Self-Rating Mania Scal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05. **p<.01

한편 BAS 조절곤란은 BAS 민감성과는 정적 관련을 보였으나(r=.24,
p<.05), 양극성 장애 성향과의 단순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17, n.s.).
또한 7일간 측정된 BAS 활성화 상태의 평균과의 상관(r=-.11, n.s)이나
BAS 과활성화 상태를 반영하는 (경)조증 증상과의 상관(r=.14, r=.08, n.s.)
도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BIS와도 정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 p<.05).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BAS
와 BIS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BIS가 BAS 총점과의 상관은 유의
하지 않지만(r=.05, n.s.), BAS의 하위요인 중 보상 민감성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r=.29, p<.01). BIS와 BAS 조절
곤란 간 고유한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BAS의 보상 민감성을 통제
한 뒤 BIS와 BAS 조절곤란의 편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artial r=.13, n.s.). 따라서 BIS가 BAS 조절곤란과 맺는 관계는
상당 부분 BAS의 효과로 인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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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모형 분석4)

HLM 적용이 타당한 다층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준 1 결과변인
만을 투입한 영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6). 결과변인의 절편에서 나타나
는 개인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01), 집단 내 상관(ICC)이 약 51%로 총
분산 중 수준 2 분산이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다층 모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과변인이 한 개인에
게서 나온 종단 자료이기 때문에, 각 시점의 상황 변인인 수준 1 분산과 개
인차인 수준 2 분산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증상에 갖는 설명량이 거의 반
반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26.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에 대한 영모형의 HLM 추정치 (N=99)
결과변인

개인 내 분산(σ2)

개인 간 분산(τ00)

ICC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65.41

68.46

.51

주.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ABC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에 미치는 영향

그 날 경험한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그 날의 BAS 활성화 반응 수준,
즉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
준 1에 BAS 활성화 생활사건 평정치를 투입하였다(표 27). 회귀계수가 유의
미한 정적 수치를 보였으며,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의 초기치(개인 내에서 평
균 E_BA일 때 경험하는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4) 위험군 중 1명이 수준 2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다층 모형 분석에서는 59명의 위험군,
40명의 통제 집단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이에 다층 모형 분석의 결과표는 표본 수가 99
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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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림 12의 그래프와 같이 BAS 활성화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표 27.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에 미치는 영향 (N=99)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57.28

.89

64.50

98

<.001

1.10

.20

5.55

98

<.001

표준편차

분산

df

χ2

8.34

69.55

98

900.95

<.001

.94

.88

98

136.74

.006

7.62

58.11

p

절편 1, π0
절편 2, β00
BAS 생활사건 기울기, π1
절편 2, β10
무선효과
절편 1, r0
BAS 생활사건 기울기, r1
수준 1, e

p

주. BAS 생활사건=E_BA

그림 12. 수준 1 모형 그래프
(E_BA=BAS 활성화 생활사건, ABC=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5) 집단에 따라 BAS 활성화 생활사건 발생의 총량이 다른지를 분석하였을 때, 위험군에서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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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tau(as correlation)이 -.55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음수였
다. 전체 모형 그래프를 보면 전체 자료의 경향성은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많아질수록 양극성 스펙트럼이 증가하는 패턴이므로, 초기치가 높을수록 변
화 속도가 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BAS 활성화 생활사건을 추
2

가하여 설명하게 된 분산의 비율(pseudo R )이 약 11%였다.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이 생활사건과 증상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전 모형에서 r0와 r1에서 무선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 2의 독립변인(BAS, ABC_SD)를 추가하여 초기치와 개
인차를 설명하도록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8). 결과를 보면 초기치 증상 수
준에 BAS 민감성은 정적, BAS 조절곤란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활사건과 증상 간 관계의 변화 기울기에 있어서는 BAS 민감성이 부적
영향을, BAS 조절곤란이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변화 기울기가 덜 증가하고, BAS 조절곤란이 높을수록 변화 기울
기는 더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AS 조절곤란이 낮은 사람
들은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증상 표현에 갖는 효과가 적은 편이지만, BAS
조절곤란이 높은 사람들은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증가할수록 증상의 증가
가 더 가파르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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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이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증상 간 관계에 미
치는 영향 (N=99)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57.29

.79

72.71

96

<.001

.51

.10

5.21

96

<.001

-.59

.24

-2.43

96

.017

.95

.17

5.55

96

<.001

-.05

.02

-2.30

96

.024

.31

.05

6.47

96

<.001

표준편차

분산

df

χ2

7.29

53.16

96

717.08

<.001

.43

.19

96

96.41

.469

7.51

56.44

p

절편 1, π0
절편 2, β00
BAS 민감성, β01
BAS 조절곤란, β02
BAS 생활사건 기울기, π1
절편 2, β10
BAS 민감성, β11
BAS 조절곤란, β12
무선효과
절편 1, r0
BAS 생활사건 기울기, r1
수준 1, e

p

주. BAS 생활사건=E_BA, BAS 민감성=BAS, BAS 조절곤란=ABC_SD

그림 13. 수준 간 상호작용 그래프 1
(E_BA=BAS 활성화 생활사건, ABC=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BAS=BAS 민감성,
ABC_SD=BAS 조절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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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회귀 분석: 초기치의 통제

조건 성장 모형에서 변화 속도가 다른 것이 단지 초기치가 다름으로 인
하여 나타났을 수 있다는 대안 설명을 기각하기 위하여, 초기치의 효과를 통
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이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HLM의 잠재회귀(latent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이
전 모형과 ABCti과 π0는 동일하지만 초기치를 통제한 π1의 식을 다음과 같
이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π1 = β10* + β11*(BAS) + β12*(ABC_SD) + β13*(π0) + r1*

표 29.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에 있어서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의 효과 (초
기치 통제, N=99)
결과변인
BAS 생활사건, π1

예측변인

추정된 계수

표준오차

t

p

3.11

1.41

2.20

.03

BAS 민감성, β11*

-.03

.02

-1.22

.22

*

.29

.05

5.89

<.001

π0, β13

-.04

.02

-1.54

.126

*

절편 2, β10

BAS 조절곤란, β12

주. BAS 생활사건=E_BA, BAS 민감성=BAS, BAS 조절곤란=ABC_SD
*

는 초기치의 효과를 통제할 때의 결과를 나타냄

잠재회귀 분석 결과 초기치의 영향을 통제하면 BAS 민감성이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BAS 조절곤란은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따라서 BAS 조절곤란이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이 초기치에 의한 것이라는 대안 설명이 기각되었으며, BAS 민감성이 반응
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상당 부분 초기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 99 -

추가 분석: 집단 특성에 따른 비교

표 30. 양극성 장애 취약성, BAS 민감성 및 조절곤란이 BAS 활성화 생활사건
과 증상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N=99)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56.80

.82

69.61

95

<.001

HPS, β01

.10

.14

.69

95

.494

BAS 민감성, β02

.40

.22

1.86

95

.067

-.81

.31

-2.57

95

.012

절편 2, β10

.90

.14

6.24

95

<.001

HPS, β11

.05

.02

2.23

95

.028

-.13

.04

-3.47

95

<.001

.24

.07

3.65

95

<.001

표준편차

분산

df

χ2

7.70

59.26

95

698.68

<.001

.14

.02

95

74.48

>.50

7.39

54.61

p

절편 1, π0
절편 2, β00

BAS 조절곤란, β03
BAS 생활사건 기울기, π1

BAS 민감성, β12
BAS 조절곤란, β13
무선효과
절편 1, r0
BAS 생활사건 기울기, r1
수준 1, e

p

주. BAS 생활사건=E_BA,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 민감성=BAS, BAS 조절
곤란=ABC_SD,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부가적으로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이 자극-반응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
여, 집단 구분의 기준이 된 HPS 점수를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6) 분석 결과 BAS 활성화 생활사건과 증상 간의 관계에서
6) 연구 4에서는 Kwapil 등(2011), Walsh 등(2012)의 방법과 같이 범주적 집단이 아닌 연
속적인 양극성 스펙트럼의 차원을 가정하고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이 BAS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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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가 높을수록, BAS 조절곤란이 높을수록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0). 또한 그림 14의 그래프가 보여
주듯,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이 있으면서 BAS 조절곤란이 크면 반응성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4. 수준 간 상호작용 그래프 2
(E_BA=BAS 활성화 생활사건, ABC=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ABC_SD=BAS 조절곤란)

논

의

연구 4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다양한 BAS 관련
생활사건들을 고려하여, BAS 활성화 생활사건의 발생이 일상에서의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의 증가를 예측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또한 BAS 모형에서
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집단 비교
를 주요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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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제안하는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
중 BAS 조절곤란이 이와 같은 자극-반응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차 변인이라
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BAS 모형에서 혼재되어 있던 BAS 민감성과 BAS 조절
곤란의 측면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AS의
일반적인 높은 반응성을 의미하는 자기보고된 BAS 민감성은 반복측정에서
도출된 BAS 조절곤란과 예상대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BAS
민감성과는 달리, BAS 조절곤란과 (경)조증 증상 관련 측정치와는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상에서 자극-반응 관계의 조절효과 측면에서도 두
변인은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BAS 조절곤란이 BAS 민감성과 관련
되어 있으나, 그와는 구분된 의미를 가지는 차별적인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7) 또한 양극성 장애의 핵심적인 심리적 취약성으로서 BAS의 불안정성
또는 조절곤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한다
(Depue & Zald, 1993).
또한 방법론적으로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일상에서의 반복측
정 설계를 하였으며, 내재된 자료를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이를 통하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적 변인과 상대적으로 특질적일
것으로 가정된 개인차 요인의 수준별 분산을 분리(apportion)하여, 7일 간에
걸친 개인의 변화 경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Raudenbush & Bryk, 2002).
다층 모형 분석 결과, BAS 활성화 생활사건은 일상에서 참가자들이 경험
하는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의 증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양극성 장
7)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보고식 BAS 조절곤란 척도의 개발 연구와 어느 정도 일관적인 맥
락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BAS 조절곤란 요인은 BAS 민감성과 .23의 정적 상관이 있
었다(Holzwarth & Meyer, 2006). 다만 BAS 조절곤란 요인의 경우에는 척도 문항이 BAS
소척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용 상 중첩으로 인한 상관이었
을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BAS 조절곤란은 BAS 민감성 척도와
는 내용 상 중첩이 없이 별개의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나 역시 .24의 정적 상관을 가지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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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위험군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BAS 관련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BAS 평정을 사용하여 6개월간의 BAS 관련 생활사
건에 대하여 회고적으로 연구하였던 Urošević 등(2010)의 연구와 일관된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일 사건 기록과 BAS 평정을 혼합하여, 참가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BAS 관련 생활사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마
련하였다. 이로써 참가자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생
활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실시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
가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생활사건을 긍정 대 부정 생활사건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을 때에는 생활사건이 증상 표현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양극성 장애 연구에서 생활사건을 BAS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할 필요성을 재차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7일 간에 걸친 일지 자료에서 BAS 조절곤란이 높은 사람들은 BAS
활성화 생활사건이 증가할수록 증상 증가가 더 가파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BAS 조절곤란이 클수록 BAS 활성화 사건에 대한 반
응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AS 조절곤란이 큰 경향이 있
는 위험군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일상에서 더 많은 BAS 생활사건을 경험한
다는 점은 취약성과 스트레스 간의 이중모형(two-hit model)의 관점에서 해석
될 수 있다(Hammen, 1991). 즉,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관련 사건에 더 강하
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유발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사건에 더욱
자주 노출된다는 점에서 취약성과 스트레스 간의 상호교류적 효과가 시사된
다는 점이다(Alloy, Nusslock et al., 2015).
부가적으로 그림 13의 수준 간 상호작용 그래프 1에서는 BAS 민감성이
낮더라도 BAS 조절곤란이 크면, 증상 초기치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BAS
활성화 생활사건에 대한 증상 발생이 더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양극성 장애 내에 낮은 BAS 민감성을 가져 긍정 정서를 거의 경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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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 또한 조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BAS 민감성만으로 양극
성 장애의 심리적 취약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상기시키며
(Holzwarth & Meyer, 2006), 이러한 경우 BAS 조절곤란이 양극성 장애 내의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는 취약성 요인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방
증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전 BAS 활성화 수준과 BAS 조절능력을 구분하
여 개념화하기도 하였으며(Urošević et al., 2008), 약한 BAS 조절능력이 기분
변동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사전 BAS 활성화 수준은 전체 경과
중 어느 극성의 삽화들이 우세할지를 결정하는 데(cf. dominant polarity)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 4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과는 달리 BAS 민감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일상에서
의 BAS 활성화 상태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관련 생활사건에 대
한 반응성을 조절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지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이
BAS 모형 내에서 BAS 민감성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앞선 연구 1~3에서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상승되어 있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였으며, BAS 민감성은 기분 증
상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높은 BAS 민감성은 위
험군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 환자들을 단극성 우울 환자들로부터 구분하였
고(Quilty, Mackew, & Bagby, 2014), 정상 기분 상태에서도 양극성 장애 환자
들의 자기보고된 BAS 민감성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Alloy et al., 2008;
Salavert et al., 2007).
다만 연구 4의 결과는 특질적인 BAS 민감성에 비하여 BAS 활성화 상태
의 폭인 BAS 조절곤란이 기분 증상의 더욱 근접한 선행요인일 수 있다는
Alloy, Nusslock 등(2015)의 지적에 부합하는 결과일 수 있다. 만약 더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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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생활사건을 측정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들이 기간 내
에 충분히 발생한다면 BAS 민감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
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BAS 조절곤란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7일 간의 BAS 활성화 상태의 개인 표준편차를 BAS 조
절곤란의 측정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비록 반복측정을 통하여 조절곤
란의 변동 폭 개념에 근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한 연구에서 7일 간의 정서
변동 폭이 14일에 걸친 측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에
서 이와 같은 기간 설정에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될 수는 있겠으나(황성훈,
이훈진, 2011), 7일이라는 기간은 개인의 평균적인 변동 폭 기저선을 잡기에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표준편차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BAS 조절곤란이 BAS
민감성과 같이 특질적인 요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3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
가 보고된 바 있으나(이아롱, 2013; Depue & Zald, 1993; Holzwarth & Meyer,
2006), 표준편차 측정치를 특질로 간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가 확보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BAS 조절곤란
척도 및 변동성과 관련된 기타 변인들과의 관련성도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BAS 조절곤란의 측면에서 변동 폭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
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주제는 시간적 조절곤란의 측면이다. 만약
BAS의 조절력이 약하다면, 관련 생활사건이 발생한 후 증상 발생의 역치 이
상으로 BAS 활성화 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활성화 패턴이 시
간적으로 BAS 활성화 반응의 빠른 고조나 느린 회복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
와 같은 시간적 조절곤란 가설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
과하다. Goplerud와 Depue(1985)는 자연재해라는 불쾌한 사건 이후에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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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장애군과 대조군이 유사한 BAS 활성화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장
애군에서만 느린 회복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Wright
등(2008)은 일지 연구를 통하여 관해 중인 제1형 양극성 장애군과 정상 대조
군을 대상으로 BAS 조절곤란의 ‘느린 회복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보상 및 좌절 사건의 경험 빈도나 사건에 대한 초기 반응의 크기 및 회복
시간 등에 있어 집단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BAS 조절곤란의 시간적 측면을 다루고자 시도하였
으나, 공통적으로 촉발요인이 되는 생활사건(불쾌 사건, 보상 대 좌절 사건)
을 BAS 관련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여겨진다.8) 대신 Wright 등(2008)의 연구에서 조증 과거력은 보상 사건 이후
장기화된 활성화와 상관이 있는 반면, 조증과 우울의 과거력을 모두 가진 것
은 좌절 사건 이후의 느린 회복과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발병 및 경과,
치료로 인한 혼입이 적은 초기 임상군이나 위험군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위험군에서 BAS 관련 생활사건이 발생한 후
BAS 활성화 패턴이 극단점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지 또는 정상적인 감
소 추세를 따르지 않고 반응의 지속기간이 더 긴지 등과 같은 시간적 조절
곤란 가설들을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Urošević et al., 2008).
넷째, 생활사건과 증상 간의 관계에서 귀인, 정서조절 등의 변인을 추가
한 후속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풍성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연구 3에서는 긍정 귀인이 BAS 활성화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
응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이를 실생활에도 확장하여
실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긍정 귀인이 이후의 증상 활성화에도 일정한 역
할을 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 방략도 사건에
8)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생활사건 분석 시 참가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보상이나 좌절의
정도를 투입할 시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Wright 등(2008)과 일관된 부적 결
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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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생각된다. 양극성 장애에서는
관해 기간일지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분 변동이 나타나며, 이에 대
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조절 방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동기화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Gruber, Harvey, & Gross, 2012;
Pavlova et al., 2011). 특히 Feldman, Joorman과 Johnson(2008)은 양극성 장애
와 관련하여 개인이 긍정 정서에 반응하는 습관적인 양식을 긍정 정서를 강
화시키는 긍정 반추(positive rumination)와 긍정 정서를 약화시키는 가라앉히
기(dampening)로 분류하였는데, 긍정 반추는 조증 증상뿐만 아니라 경조성
성격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김빛나, 권석만, 2014). 이와 같은 귀인과 정서
조절은 BAS 민감성 또는 조절곤란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어떠한 인
지적 및 정서적 과정을 거쳐 초기의 BAS 활성화 반응을 증상 수준까지 점
증시키는가를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양극성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이 평소 정서조절 곤란을 겪지만,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을 때
에는 적응적인 조절 방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Gruber, Harvey, & Johnson, 2009), 사건에 대한 귀인 및 정서조절은 치료
적 개입의 타깃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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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양극성 장애를 설명하는 유망한 심리학적 이론으
로 부각되고 있는 행동활성화체계(BAS) 모형을 활용하여, 그 기본 가설들이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기존 BAS 모형 연구들에서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양극성 장애 위험
군에서도 BAS 민감성이 상승되어 있는지, 상승된 BAS 민감성이 기분 증상
들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인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BAS 민감성이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와 관련되어 온 일견 상반되는 적응의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인지를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BAS 민감성과 증상 및 적응 차원의 관련성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후,
BAS 관련 상황적 요소를 포함하여 BAS 조절곤란 가설을 실험 및 반복 측
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 1에서는 양극성 장애 위험군에서 BAS 민감성이 상승되어 있으며,
기분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경조성 성격 척도(HPS)를 기준으로 국
내 대학생 중 위험군을 선별하였다. 위험군은 BAS 민감성 총점과 3개 하위
요인 점수가 모두 상승되어 있었으나, 행동억제체계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BIS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차를 보이지 않았다. 위험군에서 높은 BAS와 낮은
BIS는 더 많은 (경)조증 증상을 예측하여, (경)조증 증상이 BAS의 과활성화
및 BIS의 억제 실패를 반영한다는 이론적 주장을 지지하였다. 반면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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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낮은 BAS와 높은 BIS는 더 많은 우울 증상을 예측하여, BAS의 비활성
화가 우울과 대응된다는 이론적 주장과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횡
단적인 설문 연구에서 얻어진 예비적 결과이지만, 연구 1은 상승된 BAS 민
감성이 양극성 장애의 심리적 취약성일 수 있으며, BAS라는 단일 차원의 다
른 상태적 양상이 양극성 장애에서 양방향의 기분 증상들과 모두 관련된다
는 기본 가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험적인 증
거를 들어 입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BAS 민감성이 기분 증상과의 관련성을 넘어, 양극성 장애
와 관련되어 온 적응 상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양극성 장애는 재발하는 만성적인 기분 증상뿐만 아니
라 물질 남용, 대인관계 및 직업적 기능상의 장해, 자살과 관련되어 온 심각
한 정신장애이지만, 정신장애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성취 및 창의성 등
긍정적인 적응과의 관련성도 시사되어 왔다. 그러나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이 광범위한 적응 상의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변인
은 아직까지 제안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BAS 민감성은 보상과 목표 추구
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직 발병하지 않은 위험군에서는
이러한 기질이 기분장애와 관련된 역기능적 측면으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
로 적응 상의 이점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 2에서는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와 관련되어 온 적응 상의 역기능(문제음주, 학업
적 부적응)과 순기능(창의성, 성격강점)과 모두 관련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문제음주
경향이 더 높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업적 부적응의 측면에서 위험군은 통제 집단과 유의미한 단순 집단 차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충동성이 BAS 민감성과 누적 학점의 관계를 조
절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충동성이 높은 위험군은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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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양극성 장애 위험군 내에서
도 충동성 수준에 따라 학업적 부적응에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한편 적응상의 순기능과 관련하여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
여 창의적 성향이 더 높아, 양극성 장애와 창의성의 관련성에 대한 통념 및
그동안의 선행연구에 일치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특히 BAS 민감성의 하위
요인 중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인 추동, 잠재적 대가에도 불구하고 긍정 경험
을 추구하는 경향인 재미 추구가 위험군의 높은 창의적 성향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다. 또한 위험군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BAS 관련 성격강점인 활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성과 활력의 BAS 관련 성격강점들은 사회적 바람
직성을 통제한 후에도 위험군의 높은 주관적 안녕 수준을 예측하였다.
연구 3과 4에서는 BAS 활성화가 BAS 입력 단서에 반응하여 일어난다는
점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BAS 관련 상황적 요소를 추가하였으며 그에 따
른 BAS 활성화 반응의 조절곤란 측면을 집중 조명하려 하였다. 연구 3에서
는 실험 상황에서 BAS 관련 사건으로 성공 상황을 조성하고, 성공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성에서 위험군이 정상 대조군과 차별되는 반응
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험군이 성공 사건에 대하여
정상적인 BAS 반응 감소 패턴을 따르지 않고 긍정 정서가 더 오래 지속되
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황의 파급 효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긍정 귀인 양식을 고려하여, 성공 사건에 대한 긍정
귀인이 기분 변화를 지속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3의 분석 결과 위험군은 거짓 성공 피드백 이후 증가한 긍정 정서
가 실험 종료 후에도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
으나, 기저선 정서를 통제한 후에는 이 집단 차가 유의하지 않아 긍정 정서
지속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긍정 귀인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나, 실제 수행에 관계없는 동일한 성공 피드백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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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러한 긍정 귀인 편향은
기저선 자부심을 통제한 후에도 실험 후 자부심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
고, 이러한 관계는 위험군에서만 특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위험군은
평소 자존감 수준에서는 정상군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BAS 관련
단서에 의해 자극되었을 때에는 자기 관련 긍정적 인지가 더욱 증폭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4에서는 실생활에서 광범위한 BAS 관련 생활사건을 표집하여 포함
시킴으로써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제고하고, 반복측정 설계를 통하여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7일간의 일지
기록을 통하여 참가자의 BAS 활성화 상태의 변동 폭을 구하였으며, 이를
BAS 조절곤란의 측정치로 간주하였다. 위험군은 7일 간 BAS 활성화의 평균
과 표준편차가 모두 큰 경향이 있었으며, BAS 관련 생활사건도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층 모형 분석에서 BAS 활성화 생활사건의 발생
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 증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BAS 조절곤란이 높을수록, 생활사건 발생에 따른 증상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위험군은 일상에서 BAS
관련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성도 더 커서,
결과적으로 증상 유발 가능성이 더 커지는 데 이중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지금부터는 본 연구가 양극성 장애의 이해에 기여한 점을 중심으로 시사
점 및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인 시사점으로는 양극성 장애를 심
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국내에 도입하였다는 점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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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양극성 장애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강력한 심리학적 모형
을 찾는 것은 중요성을 지닌다(Jones & Tarrier, 2005). 양극성 장애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일관된 이론적 모형이 부재
하였기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 또는 반증하면서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
나갈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연구 결과들이 하나의
큰 맥락으로 엮여 정교화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으
로서의 유용성 중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촉발하는 발견적인(heuristic)
기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성과 간명성을 갖춘
BAS 모형은 양극성 장애라는 복합적인 연구 대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망한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국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BAS 모형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위
험군 표본에 적용함으로써, BAS 모형의 기본 가설들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연구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본 연구는
양극성 우울에 대한 이아롱(2013)의 연구 외에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외의
국가에서도 양극성 장애의 BAS 가설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직
접적으로 밝힌 첫 번째 시도이다(S. Johnson, personal communication, March
12, 2015).
나아가 본 연구는 단순한 반복 검증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BAS 모형 연
구에서 미흡하였거나 정교화가 필요하였던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BAS 모
형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정교화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표현되었던 점들을 명시적으로 가설화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
며,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정교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함으로
써 그 차별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BAS 모형 내에서 BAS 민감성과
BAS 조절곤란의 측면은 혼재되어 있었으나, 이 중에서 자기보고식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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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BAS 민감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Urošević
et al., 2008). 그러나 BAS 모형에서는 BAS의 약한 조절 능력으로 인한 변동
성이 기분 삽화 발생의 기제라고 가정하는 바, BAS의 일반적인 반응성을 반
영하는 특질인 BAS 민감성만으로는 그 변동성의 측면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Depue & Zald, 1993; Holzwarth & Mey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을 통하여 BAS 조절곤란의 측정을 다
변화하고, BAS 조절곤란이 증상 표현의 더욱 근접한 예측요인으로서 생활사
건과 증상 간 관계를 조절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연구자의 문헌 검토에 따
르면,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한 BAS 조절곤란 가설의 직접적 검증은 아직까
지 이루어진 바 없다.
둘째, BAS 관련 인지 및 생활사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인 및 기대가 BAS 민감성이라는 동기적 개인
차가 증상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
였으며, 위험군에서 긍정 귀인 편향이 성공 사건 후의 긍정 정서 지속에 영
향을 준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관계성은 위험군에서만 특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서 중 (경)조증의 핵심적 증상 중 하나인 자부
심에서 긍정 귀인의 증폭 역할이 유효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일 사건 기록(Wright et al., 2008)과 BAS 평정
(Urošević et al., 2010)을 결합하여, 일상에서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BAS 관
련 생활사건을 광범위하게 표집하였다. 더불어 BAS 관련 생활사건이 일상에
서 증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일지 방법을 통하여 비교적 실시간적으로 측
정하고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BAS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적응 차원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연속
적인 정서적 기질이라고 한다면(Akiskal & Akiskal, 2005), 이 기질의 극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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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는 적응 상의 부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특성이 함께 발현될 가능
성이 있다. 달리 기술하면 지금까지 진화 과정을 통해 도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부분의 심리적 특성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높은 BAS 민감성이 역
기능적으로 발현된다면 이는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 및 기분 증상으로 표현
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BAS의 순기능적 측면을 상기하여 볼 때 높은
BAS 민감성은 일부 영역에서의 양호한 적응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연구 2
의 결과는 위험군의 상승된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와 관련되어 온 일견
상반되는 적응 상의 양 측면과 모두 관련되는 변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
며, 앞으로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가진 양 측면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하
여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본 연구는 치료와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양극성 장애의 치료와 관련하여 가능한 잠재적인 임상적 함의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BAS와 관련된 심리사회
적 요인들이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측면들이라는
시사점을 가진다. 즉, 높은 추동과 유인 동기, 전구기에 자신의 기분 고양을
해석하는 방식,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자기 유발적인 BAS 관련 생활사
건 등이 양극성 장애를 관리하는 데 있어 임상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제들이 된다(Nusslock et al., 2009). 이렇게 볼 때 연구 2~4의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치료적 함의들이 도출될 수 있다. 연구 2는 높은 BAS 민감성과
높은 충동성이 결합된 경우 부적응 문제가 두드러지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선 개입이 필요한 하위 집단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
성이나 BAS 관련 성격강점이 치료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응적 자원이
라는 점을 조명한다. 한편 연구 3과 4는 BAS 관련 생활사건들이 증상 유발
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정서적 반응
을 지속 및 증폭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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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는 생활사건들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반응
조절이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BAS 모형에 근거한 양극성 장애의 심리학적 연구가 갖는 치료적 함의를
조금 더 확장하여 고찰해 보자면, 크게 선별과 재발 방지의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선별의 측면에서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사
람들이 추후 양극성 장애 발병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발병 위험을 조기 탐지하기 위하여 우선 관찰해야 할 집단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높은 BAS 민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추후 양극성 장애 발
병의 빈도가 더 높으며, 더 불량한 경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종단적인
연구 결과들은 이들이 추후 양극성 장애 발병 위험성과 관련하여 우선 관찰
이 필요한 집단임을 시사한다(Alloy et al., 2008; Alloy, Bender et al., 2012).
시간적으로 양극성 장애의 발병이 급격한 전환이라기보다 덜 심각한 증상들
의 출현에 의해 예고되는 점진적인 과정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한 회고적 연구에서는 제1형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진단 12년 전부터 덜 심
각한 증상들을 경험한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Berk et al., 2007). 또한 역
학적으로 양극성 장애 발병 연령의 중앙값은 17~31세이나, 보다 넓은 양극
성 장애 스펙트럼의 경우 첫 번째 증상적 표현은 15~19세라는 점에서, 이 4
년간의 시기가 양극성 장애가 공고화되고 심각한 경과로 진행해가는 데 발
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험기(hazard period)로 논의되고 있다(Alloy, Nusslock
et al., 2015; Nusslock & Frank, 2011; Weissman et al., 1996). 따라서 높은
BAS라는 동기체계의 특질적인 개인차를 지닌 사람들에게서 양극성 장애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된 측면이다.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있어 재발
위험성은 약물치료만으로 경감되는 데 한계가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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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 et al., 1993; Markar & Mander, 1989),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기분 증상
을 관리함에 있어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과 같이 자신의 증상
변화를 주시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양극성 장애
의 치료 시 심리사회적 개입을 추가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1980년대 후반부
터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Workshop on the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1989; Miklowitz et al.,
2007), 현재까지 양극성 장애의 보조적 치료로 효과가 입증된 주요한 접근은
인지행동치료(Lam, Jones, Hayward, & Bright, 1999)와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
듬 치료(IPSRT, interpersonal and social rhythm therapy; Frank, 2005) 등이다.
이러한 심리치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은 규칙적인 수면과
일상 유지의 중요성과 과도한 목표추구 태도 및 행동 등으로, 이는 BAS 관
련성이 있는 측면들이다. 최근 BAS와 일주기/사회적 리듬 모형이 통합될 것
이라는 전망이 대두된 바 있으며, 높은 BAS 민감성과 BAS 관련 생활사건이
일주기/사회적 리듬의 교란과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분 삽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통합 가설이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Alloy, Nusslock et al.,
2015; Alloy, Boland, Ng, Whitehouse, & Abramson, 2015). BAS 모형의 심리학
적 연구들은 이와 같이 치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AS 모형의 연구들은 조증 방지와 관련하여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보상과 목표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최선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치료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ohnson, Edge et al., 2012). 목표 추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긍정적
인 것으로, 이를 하향 조절하는 치료적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조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긍정 정서를 가라앉히
거나 보상적인 상황에 대한 노출을 스스로 제한하는 방략을 사용하기도 하
나, 이러한 방략의 사용은 삶의 질을 낮추는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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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et al., 2013). 따라서 이들이 보상적 활동을 하면서도 전구기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통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치료적
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cf. Johnson & Fulford, 2009; Lam, 2009). 추후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경)조증과 양극성 장애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9)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BAS
가설의 수렴 증거를 추구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연구 1과 2는 횡단적 설문
연구를 통하여 대규모의 대학생 표본에서 선별된 위험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3은 실험 연구로서 성공 조건에 대한 위험군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4는 단기 종단적 반복측정 연구로 생태학적 타당
도를 높이고 BAS 조절곤란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연구 3에
서는 집단 선정에 자기보고식 HPS 척도 외에 임상가에 의한 진단적 면접
SCID를 사용하였고, 연구 4에서는 생활사건에 대한 전문가 평정인 BAS 평
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연구 4에서는 수준 별 분산을 분리하여
개인의 변화 경향을 포착할 수 있는 다층 모형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불안정
성과 변화의 이슈를 더욱 적합한 방법론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표본 특성을 들 수 있으며, 양극성 장애 임
상 집단이 아닌 대학생 중 선별된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위
험군 연구는 약물 효과, 경과 등 혼입 변수의 영향을 줄이고, 장애와 관련된
취약성 요인을 연구하기에 용이하다는 연구 전략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9) 부가적으로 BAS 모형의 치료적 함의에 대해서는 Nusslock 등(2009)을, 그에 대한 비판으
로는 Lam(2009), Miklowitz와 Johnson(2009)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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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Edge et al., 2012). 또한 대학생들이 속하는 초기 성인기가 양극성
장애가 시작되고 공고화되며 더 심각한 경과로 진행해가는 데 발달적으로
중요한 기간으로 논의되고 있다(Alloy, Nusslock et al., 2015). 더불어 대규모
역학 조사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양극성 장애
의 비율이 동등하다는 점(Robins & Regier, 1991) 등의 세 가지 근거에서 대
학생에서 선별된 위험군 연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위험군에서 얻어진 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양극성
장애의 임상 집단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위험군 선별의 근거로 Hypomanic Personality Scale(HPS)
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비록 HPS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입증되기는 하였으나(Kwapil et al., 2000,
2011; Meyer & Hautzinger, 2003; Walsh et al., 2012), 자기보고식 척도의 특성
상 응답자의 반응에서 일정한 편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위험군 내에 이질적
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HPS에 근거하여 선별된
위험군에 속한 대학생들이 대체로 일상생활 적응에 두드러진 어려움이 없다
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군이며, 이 중 일부만이 실제 추후 양극성 장애로
이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들에서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국
내 위험군에 일반화되는지에 대해서도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양극성 장애에서 일종의 상관물을 찾는 연구
설계에 가까우며, 아직 발병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향후 위험성
이 있는 집단에서 가설적인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
여져야 할 것이다. 비록 실험이나 단기 종단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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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려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위와 같은 한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BAS 민감성 또는 조절곤란이 실제로 양극성 장애의 발병 및 경과에서 예측
인자가 되는 취약성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종단 연구들이 필요
하다. 세계적으로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전향적 종단 연구들은 예외적인 소
수에 그치고 있으나(Alloy et al., 2008; Alloy, Bender et al., 2012) BAS 모형
의 예측에 일관되는 긍정적인 초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BAS 관련 인지와 생활사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증상이나 삽화 발생에 기여하는지 여부
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공 사건에 대한 긍정 귀인 양식은 BAS 관련 인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외에 BAS와 관련된 역기능적 태도나 신념, 목표 달성에 대한 태도, (경)조증
적 기분 고양이 해석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Alloy et al., 2008;
Francis-Raniere et al., 2006; Johnson, 2005a; Jones, Mansell, & Waller, 2006),
이와 같은 인지가 실제로 (경)조증 증상에 기여하는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
다. BAS 생활사건도 충분한 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BAS 활성화 생활사
건이 (경)조증 증상이나 삽화를, BAS 비활성화 생활사건이 우울 증상이나
삽화를 촉발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촉발 효과가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군과 임상군에서 두드러지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정신과적 대
조군을 포함하여, BAS 민감성 또는 조절곤란이 갖는 범진단적 특성 및 양극
성 장애 관련 특수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기분장애 내에서 단극성 우
울장애가 정신과적 대조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상 둔감성이 단극
성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에 의하면 단극성 및 양극성 우울에서 보상
민감성이나 둔감성이 취약성이 되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Alloy,
Nusslock et al., 2015; Treadway & Zald, 2011). 한편 상승된 BAS 민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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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과 품행장애 등 여러 외재화 장애들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BAS
민감성이 범진단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Alloy, Bender et al.,
2009; Fowles, 1988; Franken, Muris, & Georgieva, 2006; Johnson et al., 2012;
Quay, 1993). 따라서 타 장애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BAS 민감성의 어떠한 측
면이 구체적으로 양극성 장애와 관련되는 것인지를 심층 탐구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특히 국내에서는 심
리학적 연구가 부족하였던 양극성 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유망한 이론으로
서 BAS 모형을 도입하여 국내 표본에서 얻어진 경험적 증거를 처음으로 제
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의 심연부터 조증의 강렬함까
지 인간 정신이 가진 광범위한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조
망할 수 있는 흥미롭고도 도전적인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일련
의 초기 시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의 후속 연구들을 촉발함으로써 양
극성 장애의 이해와 치료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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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조성 성격 척도(HPS)

각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면 ‘그렇다’에, 자신
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아니오’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너무 오래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2
3
4
5
6
7

항

나 자신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게 되면, 불안해
질 것 같다.
나는 종종 기분이 너무나 들떠서 친구들이 농담 삼아 ‘너
도대체 무슨 약 먹었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나는 나이트클럽의 코메디언 역할을 해도 잘 할 것 같다.
가끔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이 너무나 빨리 떠올라 미처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 난 대개 나 말고 다른 사
람이 주목받게 하는 쪽이 좋다.
낯선 환경에 가면, 나 스스로가 놀랄 만큼 자기주장이 강
하고 사교적이 된다.

8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

9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재미있으면서도 좀 괴짜라고 생각한다.

10
11
12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나는 대개 그것을 아주 극단적
으로 느낀다.
나는 종종 기분이 너무 들떠서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 할
수가 없다.
나는 가끔 내 삶에서 내가 하게끔 되어 있는 일을 해내기 전
에 내게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든다.

13 가끔 사람들이 묘안이 필요할 때 나를 찾는다.
1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것 같지
는 않다.

15 나는 가끔 뚜렷한 이유 없이 흥분되고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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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아니다

문

16
17
18

항

누군가 내 생애에 관한 책을 쓰리라는 것은 잘 상상이 가
지 않는 일이다.
나는 대개 기분이 그렇게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그
저 보통이다.
나는 가끔 무슨 일이든 남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
로 힘이 솟고 낙관적이 된다.

19

나는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관심 영역이 넓다.

20

어떨 때는 밤잠을 안 자도 될 것 같이 힘이 넘칠 때가 있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분의 변화가 심한 것 같지는 않다.

22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당장 할 수 있었으
면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아주 많다.

23

나는 장래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24

나는 매우 흥분하거나 기쁠 때 거의 항상 그 이유를 알고 있다.

25
26
27
28
29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마음이 편해진다.
나는 여러 가지 배역을 설득력 있게 해낼 자신이 있기 때
문에,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기를 바란다.
특별히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종종 떠오르
는 생각이나 영감을 적어둔다.
나는 종종 친구들로 하여금 아주 모험적이고 기막힌 일을
하도록 부추긴 적이 있다.

30

정치가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면 매우 재미있어 할 것 같다.

31

대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활동의 보조를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32

나는 좀 다혈질적인 축에 드나보다.

33

나는 가끔 현기증이 날 만큼 행복하고 힘이 솟는다.

34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은데 그 중 한 가지밖
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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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5
36

항

가끔 많은 삶의 규칙들이 내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37

나는 기분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인 것 같다.

38

나는 종종 내 생각이 빠른 속도로 줄달음질치는 것 같다.

39

나는 스스로 좀 겁이 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잘 조정한다.

40
41
42
43

사회적 모임에서 나는 대개 그 모임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
할을 하게 된다.
내가 훌륭하게 해낸 일들은 대개 강한 영감을 받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나는 남들을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식사나 수면을 잊을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때
가 종종 있다.

44

나는 종종 마음이 매우 조급해지고 안절부절못해진다.

45

나는 가끔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초조해질 때가 있다.

46
47
48

나는 가끔 너무 흥분하여 말을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
가 있다.
나는 내 삶에서 극적인 실패보다 평범한 성공을 하고 싶다.
내가 죽고 백년이 지나도 아마도 나의 업적은 잊혀지지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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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BAS/BIS Scale)

다음의 문장을 잘 읽고,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요.

전혀
가끔 자주 언제나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1.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나는 보통 ‘기분파’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1

2

3

4

6. 나는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보통 크게 흥분하게 된다...................................................
2. 나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방식에 전
력을 다한다............................................................................
3. 나는 친구들에 비해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4.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보통 그 일로 인
해 크게 영향을 받곤 한다.................................................

7.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볼 기회를 갖게 되면, 나
는 곧바로 흥분한다............................................................
8. 내가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나는 흔히 그것을 얻
기 위해 전력을 다하곤 한다...............................................
9. 비판을 받거나 꾸중을 듣게 되면, 나는 마음이 많
이 상한다.................................................................................
10.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려 할 때, 나는 흔히 ‘아무것
도 나를 방해할 순 없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11. 나는 흥분과 새로움을 매우 좋아한다.......................
12. 나는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저런 일
들을 종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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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가끔 자주 언제나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13.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많이 근심하거나 마음 심란해 한다...........................
14. 내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15.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면,
나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다..................................................

16. 나는 경기(게임)에서 이기면 보통 매우 흥분한다..
17. 내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좀처럼 예민해지거나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18.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게 되면, 나는 흔히 흥
분하고 기운이 넘친다...........................................................
19. 나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면 걱정을 많이 한다.............................................................
20. 새로운 일이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나는 언
제나 그것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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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부록 3. 우울 척도(CES-D)

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가끔
드물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주

거의
대부분

1일
1~2일 3~4일 5~7일
이하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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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가끔
드물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주

거의
대부분

1일
1~2일 3~4일 5~7일
이하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부록 4. 조증 척도(ASRM)

다음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 하나를 선택하여 번호를 (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주: 여기서 “가끔”은 1주일 동안 1~2번, “종종”은 1주일 동안 5~6번, “자주”
는 1주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함

(

) 1.

0) 나는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거나 쾌활하지는 않다.
1) 나는 가끔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거나 쾌활하다.
2) 나는 종종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거나 쾌활하다.
3)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거나 쾌활하다.
4) 나는 항상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거나 쾌활하다.

(

) 2.

0) 나는 평소보다 자신감이 더 생기지는 않는다.
1) 나는 가끔 평소보다 자신감이 더 생긴다.
2) 나는 종종 평소보다 자신감이 더 생긴다.
3)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평소보다 자신감이 더 생긴다.
4) 나는 항상 극도로 자신감에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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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나는 평소보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더 줄지는 않았다.
1) 나는 가끔 평소보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줄었다.
2) 나는 종종 평소보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줄었다.
3) 나는 자주 수면에 대한 욕구가 줄었다.
4) 나는 자지 않고 밤낮없이 활동하면서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

) 4.

0)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말을 하지는 않는다.
1) 나는 가끔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아진다.
2) 나는 종종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아진다.
3) 나는 자주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아진다.
4) 나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중도에 멈출 수가 없다.

(

) 5.

0) 나는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지는 않았다.
(사회적, 성적으로, 직장, 집, 학교에서)
1) 나는 가끔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2) 나는 종종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3) 나는 자주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4)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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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3의 실험용 질문지 (VAS, 수정된 ASQ 등)
(실제 연구에서 VAS는 10cm의 직선으로 제시되었으나, 부록에서는 지면 폭 관
계로 길이가 축소됨.)

VAS 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세로로
선을 그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기분이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중간

전혀

매우

기쁘지 않다

기쁘다

전혀

매우

자랑스럽지

자랑스럽다

않다
전혀

매우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다

 앞으로의 실험 과제에서 잘 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보통
이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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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5

6

7

VAS ② & ASQ(RPM)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세로로
선을 그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기분이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중간

전혀

매우

기쁘지 않다

기쁘다

전혀

매우

자랑스럽지

자랑스럽다

않다
전혀

매우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다

1. 이번 실험에서의 문제풀이가 성공/실패로 느껴지는 정도를 평정해 주십시오.
매우
실패스럽다

1

아주
성공적이
다

보통
이다

2

3

4

5

6

7

2. 이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할 의사 정도를 평정해 주
십시오.
전혀
풀고 싶지
않다

1

보통
이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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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기대된다

5

6

7

 앞서 지능검사에서 얻은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능검사에서 얻은 결과는:

0. 이 일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1

2

3

매우
중요하다

4

5

6

7

그럼 당신이 지능검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원인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1. 그것은 당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다

나

1

2

3

4

5

6

7

때문이다

2.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이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언제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타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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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것이다

3. 그 원인은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내 생활의

상황에만
특별히

모든 면에

1

2

3

4

5

6

7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다음으로는 주사위 3개를 10번 던져 높은 총합을 얻을수록 성공하는 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과제에서 기대되는 자신의 수행 수준을 평정해 주십
시오.
매우
낮을
것이다

1

평균 정도
수준일
것이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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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5

6

7

VAS ③ & ASQ(DT)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세로로
선을 그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기분이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중간

전혀

매우

기쁘지 않다

기쁘다

전혀

매우

자랑스럽지

자랑스럽다

않다
전혀

매우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다

1. 이 실험에서의 자신의 수행이 성공/실패로 느껴지는 정도를 평정해 주십시오.
매우
실패스럽다

1

아주
성공적이
다

보통
이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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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앞선 주사위 과제에서 얻은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주사위 과제에서 얻은 결과는:

0. 이 일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1

2

3

매우
중요하다

4

5

6

7

그럼 당신이 주사위 과제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원인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1. 그것은 당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다

나

1

2

3

4

5

6

7

때문이다

2.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똑같은 원인이 다시 나타날까요?
절대로

언제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타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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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것이다

3. 그 원인은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오직 이

내 생활의

상황에만
특별히

모든 면에

1

2

3

4

영향을

5

6

7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VAS ④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도에 세로로
선을 그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기분이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중간

전혀

매우

기쁘지 않다

기쁘다

전혀

매우

자랑스럽지

자랑스럽다

않다
전혀

매우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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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4의 일상경험 일지
(실제 연구에서는 온라인 화면으로 제시되었으며, Section 1의 작성 예시는 참
가자의 이해를 위하여 Day 1~2에만 제공되었음.)

가급적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
으면,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1.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오늘 하루 동안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좋았던 일들부
터 더 큰 사건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 ‘사건’에 포함될 수
있을지, 아래의 예시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예시: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새로운 일이나 취미생활, 운동을 시작함, 중요
한 일을 준비하거나 성취함, 중요한 일의 마감기한이 임박함, 자진하여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로 함,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함, 가족/
연인/친구와 언쟁을 하거나 싸움, 사교적 행사에 참여함, 휴가나 여행을 감, 어
떤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동안 방해받음, 중요한 목표나 원하던 것을 얻
는 데 실패,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건강 관련 문제, 법적 또는 경제적 문제)
그럼 작성 예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1 (예시)
(1)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었는지, 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적어보십시오. (3문장 이상을 사용)

도서관에 갔었다. 조별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활용할 참고문헌을 찾을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잘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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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금 적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상당히 약간
나쁜 나쁜 나쁜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3

-2

-1

영향
없음

0

약간 상당히 매우
좋은 좋은 좋은

+1

◯
2
+

전혀
아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불만족스럽거
나 좌절스러웠습니까?

+3
매우
그렇다

1

2

3

4

5

⑥

7

①

2

3

4

5

6

7

사건 2 (예시)
(1)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었는지, 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적어보십시오. (3문장 이상을 사용)

할머니가 암으로 진단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릴 때 나를 키워주신 분
인데... 매우 충격이었다. 학교 때문에 바로 찾아뵐 수 없어, 걱정이 되었다.

(2) 방금 적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상당히 약간
나쁜 나쁜 나쁜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
3

-2

-1

영향
없음

0

약간 상당히 매우
좋은 좋은 좋은

+1

+2

전혀
아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불만족스럽거
나 좌절스러웠습니까?

+3
매우
그렇다

①

2

3

4

5

6

7

1

2

3

4

5

6

⑦

사건 3 (예시)
(1)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었는지, 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적어보십시오. (3문장 이상을 사용)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그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 4달 만에 연락이 되어 기뻤다. 실제로 볼 수 없어 아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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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금 적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상당히 약간
나쁜 나쁜 나쁜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3

-2

-1

영향
없음

0

약간 상당히 매우
좋은 좋은 좋은

◯
+
1

+2

전혀
아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불만족스럽거
나 좌절스러웠습니까?

+3
매우
그렇다

1

2

3

4

⑤

6

7

1

2

③

4

5

6

7

지금부터는 당신이 오늘 하루 경험한 사건을 간략히 기록하고, 사건마다 3가지
점수를 평가합니다.
※ 오늘의 사건을 총 10개까지 기록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을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10개까지 되지 않는다면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 사건 1
(1)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사
실과 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그 배경을 적어보십시오. (3~5문
장 이상을 사용하여 적어 보세요)

(2) 방금 적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상당히 약간
나쁜 나쁜 나쁜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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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영향
없음

0

약간 상당히 매우
좋은 좋은 좋은

+1

+2

+3

전혀
아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불만족스럽거
나 좌절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사건 2
(1) 그 사건이 어떤 일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사
실과 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그 배경을 적어보십시오. (3~5문
장 이상을 사용하여 적어 보세요)

(2) 방금 적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상당히 약간
나쁜 나쁜 나쁜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습니까? -3

-2

-1

영향
없음

0

약간 상당히 매우
좋은 좋은 좋은

+1

+2

전혀
아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은 당신에게 얼마나 불만족스럽거
나 좌절스러웠습니까?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10개까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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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Section 2.
지금부터는 당신의 오늘 하루 동안 감정과 그 외의 경험들에 대하여 살펴보겠
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루 동안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중간

1. 행복

1

2

3

4

5

6

7

2. 슬픔

1

2

3

4

5

6

7

3. 만족

1

2

3

4

5

6

7

4. 분노

1

2

3

4

5

6

7

5. 평온

1

2

3

4

5

6

7

6. 유쾌

1

2

3

4

5

6

7

7. 우울

1

2

3

4

5

6

7

8. 불안

1

2

3

4

5

6

7

9. 과민-짜증

1

2

3

4

5

6

7

2. 다음의 문장들을 잘 읽고, 오늘 하루 당신의 경험을 잘 나타내는 숫자를 하
나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중간

1. 생각이 빨리 진행된다.

1

2

3

4

5

6

7

2. 에너지가 넘친다.

1

2

3

4

5

6

7

3. 집중이 어렵다.

1

2

3

4

5

6

7

4. 열정적이다.

1

2

3

4

5

6

7

5. 생각이 많다.

1

2

3

4

5

6

7

6.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다.

1

2

3

4

5

6

7

7. 자신감에 차 있다.

1

2

3

4

5

6

7

8.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1

2

3

4

5

6

7

9. 낙관적이다.

1

2

3

4

5

6

7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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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 및 충동성의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64, 통제 집단 n=467)
위험군

통제 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1.72

7.27

8.80

6.47

3.33**

GPA

3.43

.49

3.45

.53

-.24

F학점 수

.27

.77

.32

.99

-.34

등록 학기 수

4.31

2.48

4.38

2.79

-.19

51.39

12.55

51.53

9.43

-.11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

충동성

주.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 GPA=Grade Point Average, 충동
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p<.01

부록 8.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과 문제음주, 학업적 부적응 및 충동성의
상관 (N=531)
학업적 부적응
AUDIT-K
GPA

F학점 수

충동성

HPS

.20**

-.03

-.01

.13**

BAS 총점

.18**

-.04

.03

.27**

보상 민감성

.11

-.00

.04

.28**

추동

.13**

.02

-.02

재미 추구

.23**

-.12

.04

.36**

-.01

.20**

BIS

-.01

.16**

.03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
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 GPA=Grade Point Average,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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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창의적 성향의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59, 통제 집단
n=484)
위험군

통제 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독창적 유연성

29.12

5.57

23.38

5.68

7.23**

대안적 해결력

18.79

3.47

16.47

3.17

5.15**

모험적 자유추구

20.61

3.10

17.95

2.99

6.33**

ECS

주. ECS=Everyday Creativity Scale
**p<.01

부록 10.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과 창의적 성향의 상관 (N=543)
ECS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

HPS

.42**

.35**

45**

BAS 총점

.29**

.25**

.42**

보상 민감성

.10

.07

.21**

추동

.23**

.27**

.32**

재미 추구

.37**

.26**

.50**

BIS

-.06

-.05

-.16**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
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ECS=Everyday Creativity Scale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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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성격강점과 주관적 안녕의 집단 비교 (양극성 장애 위험군 n=59, 통
제 집단 n=484)
위험군

통제 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낙관성

18.53

5.35

17.23

5.24

1.76†

활력

17.88

5.93

14.41

5.05

4.24**

자기조절

13.39

5.12

15.50

5.11

-2.96**

신중성

14.14

4.78

15.20

4.64

-1.63

SWB 총점

31.53

16.35

30.41

13.66

.57

PA

31.58

6.24

26.60

7.06

5.09**

NA

25.86

10.53

20.66

7.62

3.62**

SWLS

25.81

6.71

24.46

5.47

1.71†

CST

주. CST=Character Strength Test, SWB=subjective well-being, P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긍정 정서 소척도, N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부정 정서 소척도,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p<.1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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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전체 집단에서 BAS 민감성과 성격강점, 주관적 안녕의 상관
(N=543)

낙관성

자기

활력

조절

신중성

주관적 안녕

사회적
바람직성

PA

NA

SWLS

HPS

.16**

.40**

-.22**

-.14**

-.27**

.35**

.26**

.11**

BAS 총점

.34**

.50**

-.04

-.01

-.18**

.39**

.14**

.20**

보상 민감성

.18**

.30**

-.11

.00

-.26**

.24**

.18**

.09

추동

.41**

.49**

.19**

.14**

-.03

.33**

.00

.24**

재미 추구

.24**

.44**

-.17**

-.17**

-.12**

.38**

.14**

.16**

-.28**

-.12**

-.15**

.06

-.44**

-.07

.44**

-.25**

BIS

주. HPS=Hypomanic Personality Scale, BA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AS 소척
도, BIS=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IS 소척도, 낙관성=Character Strength Test
낙관성 소척도, 활력=Character Strength Test 활력 소척도, 자기조절=Character Strength
Test 자기조절 소척도, 신중성=Character Strength Test 신중성 소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Character Strength Test 소척도, P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긍정 정
서

소척도,

NA=Positive

Affect

and

Negative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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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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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sting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Model
of Bipolar Disorder in the High-Risk Group
Kim, Bin-N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ipolar disorder is a recurrent mood disorder characterized by episodic mood
fluctuations of depression and (hypo)mania. While it had been regarded as a
clearly biological disorder, research has accumulated to indicate that psychosocial factors can also influence the onset, course and prognosis of bipolar
disorder. Among the recently proposed psychological theories of bipolar
disorder,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mode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working models. The main purposes of this dissertation are
to test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BAS model in a Korean high-risk group
and to extend the model by elaborating BAS-relevant cognitive and situational
factors in a series of studies.
As a preliminary step to apply the BAS model, study 1 investigated whether
the BAS sensitivity is elevated in the high-risk group and whether the BAS
sensitiv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mood symptoms. In an undergraduate
high-risk group defined by the upper decile of the Hypomanic Personality Scale,
the level of BAS sensitivity was heightened. With regard to mood symptoms,
high BAS and low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contributed t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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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manic symptoms, thereby confirming the assumption that (hypo)mania
reflects BAS hyperactivation and failure of BIS inhibition; whereas, low BAS
and high BIS predicted more depressive symptoms, suggesting that BAS
deactivation corresponds to depression.
Previous research indicated that bipolar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both high
levels of functional impairment and high levels of creativity, and premorbid
achievement. Study 2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heightened BAS sensitivity
can also be related to both maladaptive and adaptive features associated with
bipolar disorder. Results showed that high BAS sensitivity, when combined with
high impulsivity, can impair academic functioning of the high-risk group.
Meanwhile, the high-risk group showed higher self-reported creativity, whic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rive and fun seeking subfactors of BAS sensitivity.
Also, the high-risk group possessed higher BAS-relevant character strengths
(optimism, vitality), and these character strengths contributed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concept that BAS activation occurs in response to BAS input,
study 3 and 4 were designed to take the BAS-relevant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and to focus more on the BAS dysregulation aspect of the model.
Study 3 was carried out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whether the high-risk
group differently respond to the BAS-activating success situation in terms of
affective (prolonged positive affect) and cognitive (positive attribution bias)
response. Although the prolonged positive affect hypothesis was not directly
supported, the high-risk group showed stronger positive attribution bias to false
success feedback, which was in fact identically given to all participants
regardless of their actual performance. Moreover, this positive attribution bias
contributed to the prolonged increases in a specific positive affect, ‘pride’ in the
high-risk group, even when baseline pride was controlled for; whereas, baseline
pride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in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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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4 attempted to enhance ecological validity by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actual BAS-relevant life events in the daily life of participants and to
directly address the BAS dysregulation aspect by utilizing a repeated-measures
design and multilevel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the high-risk group
experienced more BAS-relevant life events and tended to have higher BAS
dysregulation level. I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the occurrence
of BAS activation life events predicted an increase in bipolar spectrum
symptoms. Also, the BAS dysregulation, defined by the individual standard
deviation of the BAS activation states for 7 consecutive day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 and symptom expression in the cross-level
interaction analysis. The stronger the BAS dysregulation, the bigger the impact
of the BAS life events on the symptom expression’s reactivity slope.
Albeit results obtained from the high-risk group, the present dissertation
provided intial empirical evidences that the BAS model can be adequately
applied to investigate bipolar disorder in Korea.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contributed to the extension of the BAS model by clarifying a few understudied
components through various methodologies. Lastly, limitations of the current
dissert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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