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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양극성 성향 집단에서
기분 기복의 인지적 기제로서 이분법 사고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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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양극성 장애의 핵심 증상인 극단적 기분 왕복의 인지적 기제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물
이나 대상을 두 개의 배타적인 범주로 나누는 이분법 사고가 실생활에서 양극성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기
분 동요를 증폭하는 작용을 하는지 조사했다. 사이버대학생의 전집에서 양극성 장애의 선별 도구인 기분
장애 척도(MDQ)와 이분법 사고에 대한 자기 보고 척도인 이분법 사고 지표(DTI-30R)를 실시해서 63명
의 피험자를 선별하여, 양극성 성향(양극/통제)과 이분법 사고(고/저)의 요인 설계에 따라 네 가지 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분 기복에 접근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기분
일기’를 사용해서 14일에 걸친 긍정 및 부정 정서의 추이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양극성 집단이 높은 이
분법 사고를 보일 때(즉, 고이분법-양극), 부정적 정서의 14일에 걸친 변동폭이 다른 세 조건(즉, 저이분법양극, 고이분법-통제, 저이분법-통제)에 비해 더 고조되었나 긍정적 정서의 기복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양극성 병리에서 이분법 사고의 기분 기복 증폭 작용은 부정 정서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정서의 변화 폭은 이분법 사고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양극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컸다. 따라
서 양극 성향에서 나타나는 기분 왕복의 인지적 기제가 이분법 사고일 수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계점과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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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는 상반되는 기분 상태가 번갈
아 나타나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 장애
로 침울하고 슬픈 기분에서부터 고양되고 지
나치게 쾌활한 양상에 이르는 극단적인 기분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양극성 장애는
10년의 기간 동안 주요 우울증 삽화를 2∼3회,
조증 삽화를 2∼3회 정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Winokur et al., 1994; Judd et al., 2003), 평
생을 기준으로 볼 때는 기분 삽화의 발생이 7
∼9회에 이르며, 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보면
60∼70%에서 상반되는 기분 삽화가 교대된다
(이정균, 김용식, 2000).
정반대의 기분을 번갈아 가면서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양극성 장애
중 상당수가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지속적인
손상을 경험한다(Coryell et al., 1993). 특히, 20
대 초반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일반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생산 활
동에 종사하는 기간은 14년이, 그리고 수명은
9년 더 짧으며(Prien & Potter, 1990), 20% 정도
는 자살을 시도한다(Goodwin & Jamison, 2007).
따라서 양극성 장애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는 고통과 부적응을 초래하는 기분 동요의 기
제를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양극성 성향에서 기분
동요를 설명하기 위해 이에 선행하는 인지적
해석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양극성 장애의
인지적 기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양
극성 장애는 목표 달성과 관련된 역기능적 믿
음(예: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 “충
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탁월할 수 있어
야만 한다.”)이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
다(Lam, Wright, & Smith, 2004).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그 정서적 결과로 조증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Depue & Iacono, 1989)의 민감성과
연관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BAS는 동기 부여
작용을 하는 뇌의 체계인데, 양극성 장애는
그들의 핵심 믿음인 목표의 탁월한 달성과 직
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BAS가 극단적으로 긍
정적 효과(즉, 많은 에너지, 높은 동기와 같은
조증)로 반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실패와 같
은 사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부정적 효과(즉,
낮은 에너지와 무쾌감 등의 우울증)로 반응한
다. 즉, BAS의 높은 활성화가 기분의 상승으
로, 낮은 활성화는 기분의 가라앉음으로 나타
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분 변동과 양극성 장애에 대한 통
합적인 인지 모형(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mood swing and bipolar disorder; Mansell,

에 따르면,
내적 상태에 대해 개인적 의미를 지나치게 부
여하는 것이 곧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이 된다.
이들은 동일한 내적 상태(예: ‘생각이 불붙은
듯이 전개된다.’)에 대한 극단적 긍정 평가(예:
‘내 머리가 특출하다는 의미이다.’)와 부정 평
가(예: ‘내가 정신줄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이
다.’)가 공존하는 것이 기분 기복과 양극성 장
애의 인지적 기제임을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보
고하고 있다(Mansell et al., 2011; Searson,
Mansell, Lowens, & Tai, 2012). 같은 상태에 대
해 정반대되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마
치 손바닥을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처럼 기
분 기복과 양극성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elly et al., 2011). 즉, 극단적 긍정적 평
Morrison, Reid, Lowens, & Ta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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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상승 행동(ascent behavior)을 일으켜 활성
화 수준을 강화하고, 반면에 극단적 부정적
평가는 하강 행동(descent behavior)을 유발해서
활성화의 수준을 낮추고 우울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또 다른 인지적 접근으
로서, 침울함과 들뜸을 오가는 기분 왕복의
배후에는 둘로 나뉜 극단적 판단 양식이 작용
할 수 있다. 즉, 양극화된 기분이 만들어지고,
이를 오가는 기분 왕복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양극화된 해석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
다는 시각이다. 사물을 판단할 때 아주 좋은
것과 아주 나쁜 것의 양극화된 범주를 사용한
다면, 이에 따라 기분도 아주 좋은 것과 아주
나쁜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듯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은 이분법적 사고로 개념화할
수 있다(Beck, 1995; Beck & Freeman, 1990). 다
양하고 연속적 가능성과 선택지 가운데 둘을
고른다고 할 때, 선택되는 두 개의 값은 극단
적이기 쉽다. 이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는 흑
백 논리,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식
의 사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분법 사고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취약성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분법적 사
고는 절식과 폭식이 교차하는 섭식 문제와 연
관된다(Alberts, Thewissen, & Raes, 2012; Cohen
& Petrie, 2005; Dove, Byrne, & Bruce, 2009). 또
한 이분법 사고는 두개 이상의 상호 모순된
(즉, 정반대의) 신념 체계를 빠르게 연이어서
활성화하고 반전시키므로 경계선 성격 장애가
보이는 정서, 자기상, 타인상의 불안정성의 주
요 원인이 된다(황성훈, 이훈진, 2011a; Arntz,

2004; Napolitano & McKay, 2007; Wenzel,

이분
법 사고가 상반되는 두 가지 상태(예: 절식 대
폭식, 이상화 대 평가절하)가 교차되는 병리
현상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반
되는 기분 삽화가 교대되는 양극성 장애에서
도 이분법 사고가 작용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상호모순된 양극단을 오가는 판단 양식으로서
이분법 사고는 들뜸과 위축이 교대되는 기분
왕복의 인지적 기제로서 검토될만 하다.
실제로 이분법 사고가 기분의 강도와 가변
성에 영향을 미치며, 양극성 장애와 관련됨을
보이는 연구 보고가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정서의 강도와 가변성을 측정했을 때, 이
분법 사고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서 강도와
반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성훈, 이
훈진, 2011b). 주변의 사건들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분은 더 좋게, 나
쁜 기분은 더 나쁘게 강조해서 느끼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양극성 집단이 이분법적 사고를 보이
며, 특히 정서적 판단을 할 때 양극화된 사고
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황성훈, 2013).
이 연구는 대학생 양극성 집단에게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기쁨과 슬픔
의 차원에서 평정하되, 반대되는 감정인 슬픔
과 기쁨의 거리를 척도 상에서 설정하게 하고,
이어서 두 감정을 척도의 양 끝으로 했을 때
중간에 필요한 눈금의 수를 그려 넣게 했다.
그 결과, 양극성 집단은 슬픔과 기쁨의 심리
적 거리를 통제 집단보다 더 가깝게 설정하였
고, 양끝 사이에 그려 넣은 눈금의 수가 더
적었다. 슬픔과 기쁨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감
Chapman, Newman, Beck, & Brow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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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빠른 전환과 왕복이 가능하다. 또한 눈
금의 수가 적은 것은 기쁨과 슬픔 사이에 회
색의 중간 지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
극성 집단은 극단적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기
분 왕복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양극성
성향 집단은 중간 지대가 적고, 쉽게 반대 감
정으로 바뀔 수 있는 이분법적 판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극성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판단의
구조가 일생생활에서 실제로 기분 기복을 만
들어내는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양극성 집단이 극단적인 인지
적 평가나 이분법적 사고를 보이는지를 횡단
적으로 평가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집
단의 이분법적 사고 특성이 종단적으로 측정
된 기분 기복을 실제로 유발하는지를 밝히고
자 한다.
양극성 장애가 보이는 기분 기복의 인지적
기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양극성 장
애 집단이 역기능적 신념이 높고(Lam et al.,
2004), 동일한 내적 상태에 대해 극단적인 긍
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갈리며(Kelly et al.,
2011; Mansell et al., 2007; Mansell et al., 2011;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지하
며, 정서 판단의 차원에서 양극단이 가깝고
중간 지대가 적다(황성훈, 2013)는 점을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극성 장애에 대
한 정적(靜的)인 기술로서, 인지적 기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서 기분 기복을 만들어
내는지 하는 동적(動的)인 측면을 직접 보여주
지는 못했다.
최근에야 비로소 Dodd, Mansell, Beck과 Tai
Searson et al., 2012),

출판중)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기분의 부침
(浮沈)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Mansell
의 모형(Mansell et al., 2007)에 따라 내적 상태
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 및 부정 평가가 공존
하는 것을 양극성 장애와 기분 기복의 인지적
위험 인자로 개념화하고, 이를 자기 보고식
척도(Hypomanic Attitudes and Positive Prediction
Inventory: HAPPI; Mansell, 2006)를 통해 측정하
였다. 긍정 및 부정 정서의 움직임과 기복을 7
일에 걸쳐 측정하였는데, HAPPI가 높은(즉, 양
극성 장애의 인지적 위험인자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과 비교해서 긍정 및 부정 정서의
기복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인지적 모형의
핵심인 내적 상태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실
제 생활에서 기분 기복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
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기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이분법적 사고를 채택하고, 둘로
나뉜 극단적 사고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양
극성 성향이 높은 사람의 기분 기복을 키우는
일을 하는지를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양극
성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분법 사고가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즉, 양극성 장애와 통제 집단이 정신병리 변
인(pathology variable)이라면, 이분법 사고가 높
거나 낮은 것은 기제 변인(mechanism variable)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양극성 성향 집단이 갖
는 이분법적 판단 양식이 기분 왕복을 만드는
주요 기제라면, 이분법 사고가 높은 양극성
성향 집단이 이분법 사고가 낮은 양극성 성향
집단에 비해, 그리고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삶 속에서 기분 변화의 폭이 더 클 것이다.
기분 왕복과 이분법 사고의 관계를 좀 더
(

- 376 -

황성훈 / 대학생 양극성 성향 집단에서 기분 기복의 인지적 기제로서 이분법 사고의 작용

직접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 매일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분
기복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매일 자신의 감정
을 기록하는 ‘기분 일기’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예언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였다. 양극성 성향 집단은 MDQ를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전덕인 등(2005)은 양극성 장애
선별을 위한 절단점으로 7점을 제시하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분명한 구분을 위
해 양극성 성향 집단은 MDQ 9점 이상을 기
준으로, 정상 통제 집단은 MDQ 5점 이하를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이분법 사고는 DTI-30R
의 중간값(median)인 72점을 기준으로, 고 이분
법 사고 조건과 저 이분법 사고 조건을 구분
가설: 양극성 성향 집단에서 이분법적인 사 하였다. 그 결과, 양극성 성향(양극/통제) × 이
고는 14일에 걸친 측정에서 기분의 기복을 크 분법 사고(고/저 이분법)의 요인 설계에 따라
게 만드는 기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4개의 조건이 구성되었다.
예언 1. 이분법적 사고가 높은 양극성 집단
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낮은 양극성 집단에 비 측정도구
해, 그리고 통제 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의 변
화폭이 더 클 것이다.
기분 일기
예언 2. 이분법적 사고가 높은 양극성 집단 피험자들은 14일 동안 매일 기분을 기록하
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낮은 양극성 집단에 비 였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구자가 마
해, 그리고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 정서의 변 련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분 일기를 기록
화폭이 더 클 것이다.
했는데, 기분의 항목은 김수안(2005)의 것을
사용했으며, 긍정 정서 7개(자부심, 행복, 성취
감 등)와 부정 정서 13개(슬픔, 분노, 죄책감
방 법
등)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1
(전혀 경험하지 않음)～5(매우 강하게 경험함)
상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 14일에 걸친 기
연구대상
분 기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해서, 전자
는 강도의 지표로, 후자는 기복의 지표로 분
4년제 사이버대학 한곳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양 석하였다.
극성 장애의 선별도구인 기분 장애 척도
기분 장애 질문지(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 Hirschfeld et
양극성 장애를 간편하게 선별하기 위한 자
al., 2000)와 이분법 사고에 대한 자기 보고 척
도인 이분법 사고 지표(Dichotomous Thinking 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Hirschfeld 등(2000)이 개
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덕인 등(2005)이
Index-Revised: DTI-30R; 황성훈, 2007)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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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증이나 경조증 에
피소드를 구성하는 13개의 증상에 대해 ‘예/아
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이중 7개 이상의 증상
을 인정하면 이들이 동시에 발생했는지를 ‘예/
아니오’로 답하고, 이로 인한 기능적 손상의
정도를 4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임상
전집이나 일반인 전집에서 모두 높은 민감
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Hirschfeld et al., 2003), 본 연구에서 13개 증상
문항의 Cronbach α는 .84로 산출되었다.

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 기분 일기에 대한 간단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최초 접촉 이후 14일 동안 피
험자들은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연구 홈페
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상으로 기분 일기를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매일 오전에 일기를 점
검해서 누락된 경우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기
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정판 이분법 사고 지표(DTI-30R)
이분법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황성훈
(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30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이
분법 사고가 연속적인 대안중 양극단을 취하
는 사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다.
양극단으로는 a) 잘한 것 대 못한 것(즉, 성공
대 실패), b) 선 대 악, c) 전부 대 전무, d) 내
편 대 네 편 등이었다. 이런 개념적 틀로부터,
“잘한 것이 아니면 못한 것이다(a).”, “선한 대
상과 악한 대상을 분명히 판가름한다(b).”, “모
가 아니면 도이다(c).”, “동지가 아니면 적이다
(d).” 등의 문항이 만들어졌다. Cronbach α는
.92였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
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중 선별된 양극
성 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DTI-30R로
측정된 이분법 사고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황성훈, 2013).

일간의 기분 일기에서 얻어지는 기분 기
록의 표준 편차를 기분 기복의 측정치로, 평
균을 기분 강도의 측정치로 분석하였다. 각각
의 종속 측정치에 대해 병리 집단(양극성/통
제; 피험자간 변인) × 인지적 기제(고/저 이분
법 사고; 피험자간 변인)의 요인 설계에 따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절차
명중의 사이버 대학생중에서 선별된 63

523

설계 및 분석
14

선별 측정치 및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
선별 측정치인 MDQ에서 양극성 성향의 주
효과만이 유의했고, F(1, 59)=805.23, p < .001,
DTI-30R에서는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만이 유
의했다, F(1, 59)=137.26, p < .001. 양극성 성
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이분법적 사고가
더 높으므로(황성훈, 2013), 고(高) 이분법 사고
조건이 저(低) 이분법 사고 조건보다 MDQ의
점수가 높을 가능성(즉, MDQ 점수에서 양극
성/통제 집단과 고/저 이분법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
용은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 F(1, 59)=.002,
ns. 즉, 선별의 목적에 맞게, 정신병리(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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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극/통제 집단과 고/저 이분법 사고 조건에서 인구학적 변인과 선별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양극 성향 집단
통제 집단
고 이분법(n=17) 저 이분법(n=15) 고 이분법(n=15) 저 이분법(n=16)
연령(세)
34.65(6.10)†
30.67(6.67)
39.33(9.63)
33.81(7.60)
교육연한(년)
14.00(2.42)
13.20(1.32)
15.07(2.05)
14.13(1.50)
MDQ

11.29(1.10)

11.13(1.18)

2.00(1.73)

1.81(1.10)

DTI-30R

92.17(13.44)

59.00(8.11)

87.86(12.99)

56.06(7.94)

1/16

5/10

3/12

2/14

남/녀

주. MDQ = Mood Disorder Questionnaire; DTI-30R=Dichotomous Thinking Index-30 Revised
†괄호는 표준편차임.

통제)에 따른 구분과 인지적 기제(고/저 이분
법 사고)에 따른 구분이 적절히 안배되었다.
인구학적 변인중 연령은 양극성 성향의 주
효과와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
다, F(1, 59)=4.19, p < .05; F(1, 59)=6.17, p <
.05. 즉, 양극성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나이가 더 적었고, 고 이분법 집단은 저 이분
법 집단에 비해 나이가 더 많았다. 교육 연한
에서는 양극성 성향의 주효과가 유의해서,
F(1, 59)=4.35, p < .05, 양극성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교육을 받은 햇수가 더 적었다.
남녀 비율은 양극성 성향이나 이분법 사고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χ (1,
N=63) = .07, ns. 연령과 교육연한이 조건별로
2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후속 분석에서는
이 두 변인을 공변량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
다.
긍정 정서의 강도와 기복
일에 걸쳐 기록된 긍정 기분의 평균값을
강도 지표로, 표준편차를 기복 지표로 삼아
각각의 종속 측정치에 대해 연령과 교육연한
을 공변량으로 하는 2(양극/통제) × 2(고/저 이
분법)의 공분산 분석을 하였다. 긍정 정서의
강도에서는 이분법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 F(1, 57)=7.04, p < .0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양극성 성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
14

표 2. 양극/통제 집단과 고/저 이분법 사고 조건에서 긍정 정서 강도 및 기복의 평균과 표준편차
양극 성향 집단
통제 집단
고 이분법(n=17) 저 이분법(n=15) 고 이분법(n=15) 저 이분법(n=16)
‡
강도†
1.95(.48)
2.26(.47)
2.02(.72)
2.44(.76)
기복
.63(.50)
.70(.39)
.35(.25)
.43(.29)
†정서 측정치는 5점 척도 문항의 합계를 문항수로 나눈 것이므로, 1～5까지의 범위를 가짐
‡괄호는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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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긍정 정서의 기복에서 양극성 성향의 주효과

분법 사고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더 높았다. 반면에 양극성 집
단의 주효과, 그리고 양극성 성향과 이분법
사고의 상호작용 등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1, 57)=.14, ns; F(1, 57)=.17, ns.

한편, 긍정 정서의 기복에서는 양극성 성
향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F(1,
57)=5.83, p < .05,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F(1, 57)=.17, ns; F(1, 57)= 0, ns. 그림 1
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법 사고와는 무관하게
양극성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의 변동 폭이 유의하게 더 컸다. 따라서
양극성 성향 집단에서 밝은 정서의 오르고 내

림 폭이 더 크다는 것(즉, 양극성 성향의 주효
과)은 확인되었으나, 긍정 정서의 큰 기복이
양극 성향의 특성 중에서도 이분법적인 사고
에 기인한다는 예측(즉, 양극성 성향과 이분법
사고의 상호작용)은 지지되지 않았다.
부정 정서의 강도와 기복
일에 걸쳐 기록된 부정 정서의 강도와 기
복을 대해 각각 연령과 교육연한을 공변량으
로 하는 2(양극/통제) × 2(고/저 이분법)의 공
분산 분석을 하였다. 부정적 정서의 강도에서
는 양극성 성향의 주효과와 이분법 사고의 주
효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F(1,
14

표 3. 양극/통제 집단과 고/저 이분법 사고 조건에서 부정 정서 강도 및 기복의 평균과 표준편차
양극 성향 집단
통제 집단
고 이분법(n=17) 저 이분법(n=15)
고 이분법(n=15) 저 이분법(n=16)
†
‡
강도
1.92(.43)
1.57(.40)
1.52(.50)
1.31(.18)
기복
.47(.35)
.17(.15)
.16(.20)
.13(.18)
†정서 측정치는 5점 척도 문항의 합계를 문항수로 나눈 것이므로, 1～5까지의 범위를 가짐
‡괄호는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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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정 정서 기복에서 양극 성향과 이분법 사고의 상호작용

두 법적인 사고가 낮은 양극성 집단에 비해, 그
변인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리고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 정서의 변화폭이
57)=.44, ns.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 정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었다.
서의 강도는 양극성 성향이 통제 집단보다 더
높았고, 이분법 사고가 높은 조건이 낮은 조
논 의
건에 비해 더 높았다.
한편 부정 정서의 기복에서는 양극성 성향
의 주효과,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 그리고 두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에서 이분법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사고가 기분 기복을 초래하는 인지적 기제로
의하였다, F(1, 57)=7.46, p < .01; F(1, 작용함을 보이기 위해 양극성 성향 집단을
57)=5.57, p < .05; F(1, 57)=5.08, p < .05. 상
이분법 사고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구
위 효과인 이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하여 이주일 동안 긍정 및 부정 기분의
해석하였는데,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양극 추이를 비교하였다. 양극성 성향을 가진 사
성 성향 집단은 이분법 사고가 높은 조건에서 람이 이분법 사고라는 인지적 기제를 보일
낮은 조건에 비해 부정적 정서의 변동 폭이 때 정서 변화의 폭이 크리라는 예측은 확인
더 컸다, t(30)=-3.02, p < .01. 반면에 통제 집 되었다. 그러나 정서의 유인가에 따른 차이
단에서는 이분법 사고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 가 있어서, 양극성 집단에서 이분법 사고의
이가 없었다, t(29)=-.29, ns. 즉, 양극성 성향 기분 기복 증폭 작용은 긍정적 정서에서는
집단에서 부정 정서의 기복이 커지는 순간은 분명치 않았고, 부정적 정서에 국한되어 있
이분법 사고에 의지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이 었다.
분법적 사고가 높은 양극성 성향 집단은 이분
57)=7.14, p < .01; F(1, 57)=9.57,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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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에 국한된 이분법 사고의 정서 기복 양극성 성향의 맥락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증폭 작용
정서 동요 작용이 왜 부정적 정서에만 국한되
는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험자
긍정적 정서의 변화 폭은 이분법 사고와 관 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대학생들이고, 조
계없이 양극성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증이나 경조증 삽화를 충족시키지는 않은 준
컸다. 반면에, 부정적 정서의 부침(浮沈)은 양 임상 표집이라는 점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다
극성 집단이 이분법적 사고에 의지할 때 그 른 가능한 원인으로 이분법 사고 척도의 특성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 을 살펴볼 수 있다. DTI-30R을 사용한 다른
서의 기복을 가져오는 것은 양극성 성향 자체 연구에서(황성훈, 이훈진, 2011b), 긍정 정서의
가 아니고, 양극성 성향의 맥락에서 인지적 변화폭은 이분법 사고의 고저에 따라 차이가
기제인 이분법적인 판단 양식이 작용할 때였 없었으나 부정 정서의 변동은 이분법 사고가
다. 따라서 양극성 성향 집단에서 이분법 사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
고가 부정적 정서의 기복을 증폭하는 작용을 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분법 사고의 정서 동
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양극성 장애라는 요 작용은 부정적 정서에 국한되어 있었다.
병리에서 이분법 사고라는 인지적 기제가 작 이는 DTI-30R이 부정적 방향의 이분법에 더
동되었을 때, 부정적 기분의 기복이라는 핵심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증상이 발현된다.
‘성공 대 실패의 이분법’, ‘학업상의 이분법’에
양극성 장애에서 정서에 대한 극단적이고 속하는 문항들은 실패, 결시, 결석 등 부정적
양분적인 판단은 긍정 정서보다는 부정 정서 인 측면에 기조가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기분
를 더 가변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동요를 키우는 작용이 긍정 및 부정 정서에서
아주 신나는 상태에서 약간 흥미로운 상태로 모두 있는지 아니면 본 연구의 결과처럼 부정
의 기분 변화(혹은 그 반대 방향의 변화)에는 정서에 국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향후 연
이분법적 사고의 작용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 구에서는 이분법을 측정하되, 좀 더 중립적
러나 가볍게 불안한 상태에서 매우 초조한 상 기조의 문항이나 긍정적 기조의 문항으로 구
태로 기분 변화(혹은 그 반대 방향의 변화)가 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극성 성향으로 다. 특히, 긍정적 방향의 이분법 사고 측정은
불충분하고, 이분법적 사고의 정서 극단화 작 적당한 기쁨을 강한 들뜸으로 키워내는 양극
용이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극성 장애 성 장애의 기분 증폭을 더 타당하게 반영할
집단을 대상으로 이분법적 판단 양식을 알아 수 있을 것이다.
차리게 하고, 이를 중간 지대가 있는 연속적
인 판단으로 대체 학습시키는 개입 프로그램 양극성 집단의 기분의 강도와 기복
은 이들이 느끼는 가변성 높은 불쾌한 정서를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과 이에 부합하는 발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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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으므로, 이분법 사고라는 인지적 기
제를 배제하고 양극성 성향 집단의 정서 강도
와 기복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추가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팽창적이고
들떠있는 기분이 특징이므로, 양극성 성향 집
단의 긍정 정서가 더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극성 집단은 통제
집단과 비교해서 긍정 정서의 강도에서는 차
이가 없었고, 대신에 변동 폭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Knowles 등(2007)은 증상이 완화된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7일간의 기분 일기를
기록했는데, 양극성 집단이 긍정 정서의 강도
에서는 정상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나,
긍정 정서의 기복에서는 정상 통제 집단보다
더 커서, 본 연구와 일치했다. Hofmann과
Meyer(2006)는 경조증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28일간 기분 일기를 기록했는데, 경
조증적 기질이 높은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의 강도와 기복이 모두 큰 결과를
보였다. 연구 대상이 임상 집단인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이 높은 집단인지에 따
라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와 Knowles 등
(2007)의 발견은 양극성 집단을 규정하는 것은
기분이 얼마나 밝은가가 아니라 밝은 정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에 있음을 시사한다. 긍
정 정서의 총량보다는 시간에 걸친 역동성이
양극성 장애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정서에서는 강도와 기복 모
두에서 양극성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높았
다. 즉, 양극성 집단은 14일에 걸쳐 평균적으
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 변화
폭도 크다. 그들은 부정적 정서의 총량이 많

았고, 시간에 걸친 역동성도 높았다. 기분 일
기를 사용한 관련 연구와 비교하면, 증상이
완화된 양극성 장애 집단은 부정 정서의 강도
에서는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으나, 부정 정
서의 기복은 더 컸다(Knowles et al., 2007). 경
조증적 기질이 높은 집단은 부정 정서의 강도
와 기복 모두에서 정상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Hofmann & Meyer, 2006). 양극성 장애가 실제
로 있거나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
서의 기복이 큰 것은 비교적 분명하나, 부정
적 정서의 강도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역시 부정적 정서에서도 양극성 장애
를 규정하는 것은 총량보다는 변화량이라는
진술이 가능하다. 즉, 긍정 및 부정 정서 모두
에서 강도보다는 기복이 양극성 장애의 정서
적 취약성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중에서 후자가 양극성 집단의 정서
적 취약성에 대한 더 타당한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양극성 집단은 통제 집단과 비교
하여 긍정 정서에서는 기복에서만 차이를 보
였으나, 부정 정서에서는 강도와 기복 모두에
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양극성 장애에서
부정 정서의 역기능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
사하는데, 이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조증 방
어 가설과 부합한다(Abraham, 1927; Cameron,
1963; Neale, 1988). 낮은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방어와 회피의 시도로 조증이 발생한다는 가
정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기분이 들뜨는 조증
삽화를 보이는 양극성 장애에서 역설적이게도
부정적 정서가 우선함이 시사되는데 이는 향
후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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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임상적 양극성 장애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부정 정서 편향성이 교정되고 긍정 정
서 증폭을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이분법 사고 측정치를 채택하는 연구를 계획
할 수 있다. 또한 양극성 장애에서 공존하는
우울 증상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
럼 측정 도구를 보완하고 설계를 개선한 연구
에서 기복과 역기능이 부정적 정서에 국한되
는지, 아니면 긍정 및 부정 정서 모두에서 나
타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만약 전자가 지
지된다면, 부정적 정서의 역기능이 양극성 장
애에서 일차적인 문제라는 고전적인 조증 방
어 가설이 확인되는 셈이고, 후자가 지지된다
면 부정 및 긍정 정서 각각의 역기능이 심리
적 기제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상호작용
한 결과로 양극성 장애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문제와 이를 풀기 위한 미래 연
구의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는데, 주요한
몇 가지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
구에서 조명된 기분 기복은 하나의 극으로부
터 다른 극에 이르는 전 범위의 기분 왕복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즉, 기분 일기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분리해서 측정했으므로
(즉, 긍정 정서 7개, 부정 정서 13개), 부정의
끝단에서 긍정의 끝단에 이르는 기분의 왕복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분 일기의 정서 평정에서 단일 감
정(예: 행복, 들뜸)보다는 양극 감정 쌍(예: 행
복 대 불행, 우울 대 들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양극 차원 상에서 매일 기록
되는 기분의 위치와 그 변화가 왕복을 반영하
는 타당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현재 DTI-30R에는 정서에 대한 판단이나 분
류에서 이분법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양극성 장애 특유의 이분법 사고
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 세트를 추가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에는 “기쁜 것이
아니면 곧 슬픈 것이다.”, “기분이 좋다가도
사소한 작은 일로 전체 기분이 어두워진다.”,
“나에게 절망과 희망은 가까운 경험이다. 희망
이 한순간 절망으로 되고, 절망이 곧 희망으
로 변한다.” 등 정서에 대한 이분법을 담은 문
항을 기존의 DTI-30R에 첨가할 수 있다. 미래
의 연구에서는 이분법 사고 척도의 구경 조준
작업(calibration)을 통해 양극성 장애의 기분 왕
복을 더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지가 후속되는 정서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 매개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가 선행 변인이기보다는 정서의
부산물일수도 있다. 내적 상태에 대해 상충되
는 극단적인 해석을 교정하는 치료가 양극성
장애 집단의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Searson
et al., 2012)가 인지의 선행성을 뒷받침하고 있
다. 그러나 극단적 인지가 강렬한 정서의 부
수 현상이라는 대안 가설을 분명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실험 장면에서 이분법적 판단 방식
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정서가 들뜨거나 가
라앉는 현상을 보이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양극성 장애의 경향을 가지
고 있으나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준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1단계 연구로
서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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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집된 대학생들도 임상적 고통을 호소하 황성훈, 이훈진 (2011b). 이분법적 사고가 기분
므로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것도 필요하나,
및 자존감의 강도와 기복에 미치는 영향.
이분법 사고의 병리적 기분 증폭 작용을 밝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 933-946.
기 위해서는 정신과 장면에서 양극성 장애로 황성훈 (2013). 양극성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진단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연구가
기분 왕복과 이분법 사고의 관계. 한국심
요구된다.
리학회지: 임상, 32(4), 895-916.
본 연구는 양극성 장애를 이루는 핵심적 병 Abraham, K. (1927). Notes on the psychoanalytic
리인 극단적 기분 기복이 사물이나 상황을 상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manic-depressive
반되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는 일도양단(一刀
insanity and allied conditions. In E. Jones
兩斷)의 판단 양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혔
(ed.), Selected papers of Karl Abraham. London:
다. 좋은 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라는 사고 방
Hogarth.
식은 곧 매우 즐거운 것이 아니면, 매우 슬픈 Alberts, H. M., Thewissen, R., & Raes, L. (2012).
것이라는 양극적인 정서와 통함을 입증하였다.
Dealing with problematic eating behaviour:
이분법 사고가 기분 왕복의 핵심 기제일 수
the effect of a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
있다는 본 연구의 탐구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on eating behaviour, food cravings,
인지 치료의 접근로를 확장하는 임상적 결실
dichotomous thinking and body image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concern. Appetite, 58, 847-851.
Arntz, A.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 A. Beck, A. Freeman, & D. D.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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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as Cognitive Mechanisms of
Mood Fluctuation in College Students with Bipolar Symptoms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DT) as the cognitive
mechanism of mood fluctuation that is a core symptom of Bipolar Disorder (BD). We tried to explore
whether DT that divides things and objects into two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may amplify the mood
fluctuation in BD. To access the mood variability occurring in daily life, mood diary was adopted. From
the popula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63 subjects were screened through 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 and Dichotomous thinking Index-30 Revised (DTI-30R). They were assigned to four
conditions according to the factorial design of pathology group (bipolar/control) by mechanism (high/low
DT). Subjects kept the mood diary for 14 days. As results, the prediction that bipolar students with high
DT may show wider variability of mood than controls was confirmed. However, detailed resul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mood valence. The effect of DT to amplify the mood fluctuation in BD was
confined to negative mood, and was not supported in positive mood. The ups and downs of negative
mood was more intense in bipolar group with high DT. That is, it is not the bipolar tendency per se,
but the effect of DT in the context of bipolar tendency that produces variability of negative affect. On
the other hand, the fluctuation of positive mood across 14 days was stronger in bipolar group than
control group regardless of DT. Finally, the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of present research with the directions for future ones were presented.
Key words : Bipolar Disorder, Dichotomous Thinking, Mood Variability, Mood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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