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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Bipolar Trait

SoYeon Choi MinKyu Rhee† JoonHo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nd Bipolar Trait, focusing on Emotional Dysregula-
tion, Impulsivity, and Self-Destructive Behaviors. The subjects were 125 university students (34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57 Bipolar trait, 34 Control group).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
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Hypomania Checklist-32 (HCL-32),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UPPS-P), Binge Eating Be-
havior questionnaire, and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version (AUDIT-K). SPSS 23.0 was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d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
ance (one-way ANOVA). In addition, post-hoc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drinking was not significant, but all 
other variabl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DERS and UPPS-P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compared to the bipolar trait. Self-destructive behaviors score exhibi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mplica-
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addition,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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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된 DSM-5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다축체계가 폐지되

고, 다양한 증거에 기초하여 범주로 묶는 스펙트럼 또는 관련 개념

이 제시되는 등 여러가지가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정상과 병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여 불필요

한 진단을 하거나 낙인을 가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른 분류가 아니

기 때문에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Min et al., 2015). 이렇

듯 DSM은 개정될 때마다 최근 임상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진단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도, 진단체계의 일관성, 겹치

는 진단기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Hagan & Guilmette, 2015; 

Kim, 2016; Koukopoulos, Sani, & Ghaemi, 2013; Saunders, Bilder-

beck, Price, & Goodwin, 201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들은 경계

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

애와 양극성 장애는 DSM-5에서 다른 장애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

제로 정신과 의료진들은 두 장애의 진단기준이 겹치고, 증상에 대

한 회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기준에 대해 회의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두 장애가 마치 한 스펙트럼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

다(Saunders et al., 2015). Baryshnikov 등(2015)은 양극성 장애의 

자기 보고식 척도인 기분 장애 질문지(Mood Disorder Question-

naire, MDQ)의 모든 하위요인과 경계선 성격장애의 자기 보고식 

척도인 McLean 선별 도구(McLean Screening Instrument, MSI)의 

하위요인인 충동성과 기분 불안정성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두 장

애가 유사한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문에 서

로 오진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 장애와 

순환성 기질을 가진 환자의 62%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으

며(Perugi, Toni, Travierso, & Akiskal, 2003), 우울 장애보다 2형 양

극성 장애에서 경계선 성격 특성이 더 많이 발견된다(Benazzi, 

2006). 이렇듯 동반이환율이 높은 것은 두 장애의 관계를 암시할 

뿐 아니라 두 장애가 같은 수준이거나 같다고 볼 수 있다(Wittch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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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에 따라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Fiedorowicz

와 Black(2010)은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개관하여 두 장애의 관계

에 대한 주장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두 장애의 진단적 경

계가 명확하지 않다. DSM-5의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9개 중 

5개에서 조증이나 경조증이 존재하며, 구조화된 면담은 전문가 의

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적 신뢰도가 낮

다. 둘째, 경계선 성격장애는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에 포함된다. 

MacKinnon과 Pies(2006)는 두 장애에서 보이는 불안정한 정서는 

굉장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디발프로엑스와 항경련제의 효과나 가

족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양극성 스펙트럼에 경계선 성격장

애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각 장애가 서로의 위험

요인이다. 성격의 발달은 흉터 가설로 설명될 수 있으며(Chris-

tensen & Kessing, 2006), 이는 양극성 장애의 이른 발병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동시에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Gold-

berg & Garno, 2009).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가 양극성 장애

의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취약성 가설로 설명

할 수 있다(Christensen & Kessing, 2006; Gunderson et al., 2006). 

넷째,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유전자나 신경증적 특성

과 같은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Christensen & Kess-

ing, 2006). 하지만 어느 주장도 두 장애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설명

하지는 못하며 두 장애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주장들에 따라,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

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두 장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두 장애 모두 정서조절곤

란,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의 임상양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계

선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분노나 정동의 불안정과,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에서 나타나는 과민한 기분, 짜증스러움은 혼동

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또한 경

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부정적 정서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행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Bøen et al., 2015).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자신을 손

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충동성(예; 과소비, 위험한 운전, 폭식 등) 혹

은 자해행동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양극성 장애 역시 과소비나 무분

별한 성행위 등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차이점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나 과거력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edorowicz와 

Black(2010)은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지, 유기불안과 정체

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기분 불안정성이 대인관계적 예민성 때문

인지 혹은 자율적이고 지속적인지 등이 두 장애를 감별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Parker, Bayes, McClure, del 

Moral과 Stevenson(2016)은 성별, 아동기 성적 학대, 발달적 외상, 

이인증, 부모의 거리두기 혹은 거절, 엄마 또는 아빠의 학대, 아빠의 

비일관성, 아빠의 과잉통제가 두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주요한 변

인임을 밝혀낸 바 있으며, Bayes 등(2016)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

격장애가 양극성 장애보다 여성의 비율, 아동기 성적 학대, 발달상

의 외상사건, 아동기때 이인증, 부모로부터 거절경험, 자살시도, 자

해 경험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ilsson, Jørgensen, 

Straarup과 Licht(2010)는 두 장애가 가지고 있는 도식의 차이를 검

증하였고, 그 결과 18개의 도식에서 양극성 장애가 통제집단과 유

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5개에 불과하였으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모

든 도식에서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양극성 장애보다 부적응 도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양극성 장

애는 부적응 도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관계를 이

해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두 장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

구는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Cho & Hong, 2013; Chon, Choi, 

& Yang, 2001; Hong & Kim, 1998). 또한 선행연구들과 DSM-5 진

단기준에 따르면 두 장애 모두 자기 파괴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공

통점이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은 정서조절곤란과 충동성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과 충동

성뿐만 아니라 두 장애에서 관찰되는 자기 파괴적 행동도 추가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통제집단

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장애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DSM-III

에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포함되어 현재 DSM-5에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모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강렬하고 불안정한 대

인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APA, 2013). 양극성 관련 

장애는 삽화의 빈도에 따라 1형 양극성 장애, 2형 양극성 장애, 순

환성 장애 등 진단이 달라지며 개인차나 시간차에 따라 임상양상

이 다양하게 나타난다(Bahk & Jon, 2014). 경계선 성격장애와 임상

적 특징이 유사한 2형 양극성 장애는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데, 경조증 삽화에서는 고양된 자존감과 과대성, 주의산

만함과 사고의 비약, 활동 증가 등이 특징이며, 우울 삽화에서는 우

울감과 절망감, 저하되거나 증가된 식욕과 체중, 수면 양의 감소나 

증가, 신체적 초조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2형 양극성 장애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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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 자체보다는 기분의 불안정성이 주 특징이며(Bahk & Jon, 

2014), 1형 양극성 장애보다 증상의 강도는 약하지만 경조증 삽화

와 우울 삽화의 빈도는 더 심각하다(Vieta, Gasto, Otero, Nieto, & 

Vallejo, 1997).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장애군보다는 성향군, 즉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

았으나 장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소질 혹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

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편이다(Hwang & Lee, 2011; Kim et 

al., 2010; Kim, 2016; Kim & Oh, 1996; Lee, 2013; Noh & Cho, 2013; 

Park, 2009; Park, Seo, & Lee, 2007).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유사한 임상양상은 첫 번째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정서조절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Gratz와 Roemer(2004)의 정의를 많이 따르

고 있다. 그들은 정서조절이란, 정서의 인식과 이해, 정서의 수용, 충

동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원하는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것, 목

표와 상황에 맞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

서조절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이

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정서조절곤란 척도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개발하였고, 

국내에는 Cho(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현재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서와 관련하여 두 장애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Fletcher, 

Parker, Bayes, Paterson과 McClure(2014)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2

형 양극성 장애보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Bayes, Parker와 McClure(2016)의 연구에서는 목표지향행동을 제

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양극성 장애 환자보

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할 때 업무에 집중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두 장애에서 차이가 없으

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양극성 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전반

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Fletcher와 Bayes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도 함께 비교

하였는데, 경계선 성격장애가 양극성 장애보다 긍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정서조절의 세부적인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양극성 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공통되는 특징은 

충동성이다. 충동성 역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Whiteside와 Lynam(2003)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그들

은 선행연구와 측정도구들을 개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긴급성(urgency)’은 강렬한 부정적 정서의 결과로써 유감스러

운 행동이나 경거망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며, ‘계획성 부족(lack 

of premeditation)’은 신중한 사고와 계획을 위해 행동을 지연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지속성 부족(lack of perseverance)’은 업무가 완

료될 때까지 능력을 유지하고 지루함을 피하는 능력의 부족을, 마

지막으로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는 모험과 흥분을 추구하

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후 Cyders 등(2007)은 긍정적인 상태에 조

급하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경향성인 ‘긍정 긴급성(positive urgen-

cy)’ 요인을 추가하여 UPPS-P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최근 충동

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충동성과 관련한 두 장애의 비교연구는 적은 편이다. Bøen 등

(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각을 추구하거나 계획을 세워 행동

하는 경향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2형 양극성 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더 조급하게 반응하고 

업무를 지속하지 못한다. 또한 Henry 등(2001)은 2형 양극성 장애

만 가진 경우보다, 공존이환 없이 경계선 성격장애만 있거나 2형 양

극성 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가 함께 있을 경우 충동성이 더 높아

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적지만 

진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더 

충동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다. 자기 파괴적 행동이란 장기적

으로 보았을 때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상태를 조

절하려는 목적을 지닌다(Baumeister & Scher, 1988).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기 파괴적 행동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식 행

동과 음주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폭식은 조절능력이 상실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분

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얼마나 먹는

가에 대한 부끄러운 느낌 때문에 혼자 먹고, 이에 자신에 대한 부정

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폭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Lee & Chae, 2012; Tice, 

Bratslavsky, & Baumeister, 2001). 경계선 성격장애는 신경성 폭식

증과 폭식장애에서 흔히 관찰되며(Cassin & von Ranson, 2005), 폭

식장애를 가진 표본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유병률은 6%에서 30%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Sansone & Sansone, 2013). 양극성 

장애의 경우 환자의 40% 이상이 섭식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 등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2형 양극성 장애 환자의 

22%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폭식 삽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Wildes, Marcus, & Fagiolin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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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음주는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마시고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을 사용하며,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 했으

나 실패하는 등 알코올 사용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경

계선 성격장애는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음

주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가 평생에 걸

쳐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Morgenstern, Langenbucher, Labou-

vie, & Miller, 1997).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88%가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동반하거나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을 하나 이상 보

고한다(Mutschler et al., 2010). 양극성 장애 역시 환자의 38%에서 

52%가 알코올 사용장애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다(Frye et al., 2003; 

Kay, Altshuler, Ventura, & Mintz, 1999). 또한 통제집단과 비교했

을 때 2형 양극성 장애에서 알코올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9.1배

이며, 알코올 의존이 발생할 가능성은 2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Merikangas et al., 2008).

종합해보면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정서조절곤란, 충

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 등 유사한 임상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해외

에서는 두 장애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정서조

절곤란과 충동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긴 하나 그 연구 

수가 적고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으며, 자기 파괴적 행동의 경우 관

련된 선행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의 정서조절곤란,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을 탐색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전국에 거주하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5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

분하였다. 집단 구분은 각 척도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최종

적으로 경계선 성격 성향 34명, 양극성 성향 57명, 통제집단 34명으

로 총 12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또한 집단 간 인

구통계학적 요인들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카이 자승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Chi square (2)=2.49, p>.05)과 연령(Chi square (18)=  

12.93, p>.05)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들이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

경계선 성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AI-BOR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Morey(1991)가 개발한 척도로, Hong과 Kim(1998)이 번안하

였다. 척도의 전체 문항은 총 23문항이며 하위 요인은 4개로 정서적 

불안정(6문항), 정체감 문제(6문항), 부정적 관계(5문항), 자기손상

(6문항)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경계

선 성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절단점은 39점이며, 원척도의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82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다.

경조 증상 체크리스트(HCL–32)

양극성 장애의 경조증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조 증상 체크리

스트-32 (The hypomania checklist-32, HCL-3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ngst 등(2005)이 개발한 척도로, Oh 등(2009)이 번안하였

다. 척도의 전체 문항은 총 32문항이며 하위요인은 2개로 고조된 기

분/에너지 증가(18문항), 과민성/충동성(7문항)이 있으며 나머지 7

문항은 하위요인 구성에서 제외된다. 각 문항에 “예” 혹은 “아니

오”로 응답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경조증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Oh 등(2009)의 연구에서 절단점은 12점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절단점을 14점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Perugi et al., 

2012; Vieta et al., 2007; Wu, Angst, Ou, Chen, & Lu, 2008), 본 연구

에서는 절단점을 14점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원척도의 전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n = 34)

Bipolar Trait 
(n = 57)

Healthy Control 
(n = 34)

Total 
(N = 125)

Sex Male 13 (38.2%) 21 (36.8%) 18 (52.9%) 52 (41.6%)
Female 21 (61.8%) 36 (63.2%) 16 (47.1%) 73 (58.4%)

Age 18–20 14 (41.2%) 21 (36.8%) 16 (47.1%) 51 (40.8%)
21–23 14 (41.2%) 27 (47.4%) 10 (29.4%) 51 (40.8%)
24 ≤ 6 (17.6%) 9 (15.8%) 8 (23.5%) 23 (18.4%)
M(SD) 21.44 (2.03) 21.39 (1.98) 21.50 (5.45) 21.4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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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82–.86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

양극성 장애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적 한국판 Cen-

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로 이전에 타당화가 

검증된 다른 우울 척도(예, BDI, SDS, MMPI-D)에서 문항이 선발

되었다. 국내에서 이미 Shin 등(1991), Chon과 Rhee(1992), Cho와 

Kim(1993)이 번안한 바 있으나, Chon 등(2001)은 세 척도를 통합

하여 통합적 한국판 CES-D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전체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성

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절단점은 16점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원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85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Gratz와 Roemer(2004)가 정서조절곤란을 포괄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Cho(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하

였다. 원척도와 타당화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을 제안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Cho와 Hong(2013)이 제안한 5요인 구조를 따

르고자 한다. 척도의 전체 문항은 총 35문항이며 하위요인은 부정

적 감정을 경험할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반영

하는 ‘충동 통제 곤란(5문항)’,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차적인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경

향으로 구성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7문항)’,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구성된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5문항)’,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업무에 집중하고 완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반영하는 ‘목표지향 행동수행의 어려움(3문항)’, 감정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잘 알고있는 지를 

반영하는 ‘정서 이해(7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

미한다. 원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93이고, 본 연구에서 Cron-

bach’s α는 .94였다.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발하였고 Cyders 등

(2007)이 하위요인을 추가하고 수정하였으며, Lim과 Lee(2014)가 번

안 및 타당화하였다. 척도의 전체 문항은 총 59문항이며 하위요인은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부정 

긴급성(12문항)’,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

성을 반영하는 ‘긍정 긴급성(14문항)’, 행동하기 전 자신의 행동의 결

과를 숙고하는 경향성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계획성 부족(11문항)’, 

지루하고 어려운 과제에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반영

하는 ‘지속성 부족(10문항)’, 흥분되는 활동을 즐기고 추구하며 위

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반영하는 ‘감각추구(12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

수록 더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93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폭식 행동 질문지

자기 파괴적 행동 중 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폭식 행동 질문

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Jeong(2010)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폭식 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Eating Disorder Inven-

tory-2 (EDI-2)와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T-R)과 한국판

식사태도검사(KEAT-26)를 개관하여 선정한 대표 문항 15개를 수

정한 것이다.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이 높을수록 폭식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Jeong(2010)

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0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알코올 사용장애 감별 검사(AUDIT–K)

자기 파괴적 행동 중 문제 음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계보건

기구(WHO)에서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전체문항은 총 10문항

으로, 1–8번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9번과 10번 문항

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문제 음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GIRB-A16-Y-0040)

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SPSS 23.0을 사용하여 자료검증, 집단구분,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척도의 신뢰도 분석 및 ANOVA를 실시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집단 구분을 반영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

은 PAI-BOR 점수 39점 이상, CES-D 점수 16점 미만, HCL-32 점수 

14점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례로 선별하였다. 또한 양극성 성

향은 HCL-32의 점수 14점 이상, CES-D 점수 16점 이상, PAI-BOR 

점수 39점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례로 선별하였으며, 통제집

단은 HCL-32, CES-D, PAI-BOR 점수가 하위 30%인 사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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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Lee, 2013). 두 가지 척도로 측정되는 양극성 성향과 자기 파

괴적 행동의 총점은 한 척도의 점수가 높아서 전체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척도의 점수를 상, 중, 하로 나누어 두 척도의 점

수가 모두 ‘상’일 경우 3점, 한 척도가 ‘중’에 해당할 경우 2–1점, 모두 

‘하’일 경우 0점으로 점수를 매겨 하나의 점수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후, 세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집

단 간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heffè 검증법으로 사후분석

을 실시하였다.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변인에는 분산의 이

질성에 영향을 덜 받는 Welch의 검정을 사용하였고(Welch, 1938, 

1951), 이 경우 Games-Howell 검증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Shingala & Rajyaguru, 2015).

결  과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경계선 성격 성향, 양극성 성향, 정서조절곤란,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절곤란과 문제 음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

으며, 그 외의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Table 2).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 간 정서조절곤란의 차이

집단 간 정서조절곤란 총점과 하위 요인별 점수에 대하여 ANOVA

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곤란 총점, Welch 

(2, 73)=74.06, p< .001, 충동 통제 곤란, Welch (2, 72)=52.81,  

p< .001,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Welch (2, 73)=27.15, p< .001, 정서 

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Welch (2, 71)=42.40, p< .001, 목표 

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F(2, 122)=27.13, p< .001, 정서이해, F (2, 

122)=22.21, p<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 양극성 성향, 

통제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 간 충동성의 차이

집단 간 충동성 총점과 하위 요인별 점수에 대하여 ANOVA를 실

시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충동성 총점, F(2, 122)=44.85,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Pearson Correlations of Variables (N = 125)

1 2 3 4 5 6 7 8 9 M(SD)

1 - 29.65 (11.59)
2  .54*** - 1.64 (1.17)
3  .32***  .78*** - 11.98 (5.76)
4  .73***  .68***  .30** - 20.41 (10.58)
5  .76***  .42***  .19*  .64*** - 62.73 (19.10)
6  .70***  .47***  .35***  .54***  .51*** - 133.22 (23.62)
7  .40***  .53***  .43***  .47***  .23*  .47*** - 1.19 (1.12)
8  .54***  .49***  .34***  .55***  .40***  .53***  .77*** - 39.62 (14.40)
9  .18*  .40***  .41***  .23**  -.05  .29**  .74***  .37*** - 9.36 (6.38)

Note. 1 =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2 = bipolar trait; 3 = hypomania; 4 = depression; 5 = emotional dysregulation; 6 = impulsivity; 7 = self-destructive 
behaviors; 8 = binge eating; 9 = drinking.
*p < .05. **p < .01. ***p < .001.

Table 3. ANOVA of the K-DERS Total Score and Subscale Scores

BPT (n = 34) BT (n = 57) HC (n = 34) F(2,122) post hoc (Sheffè) partial η2

1a 15.24 (4.53) 11.26 (4.08) 7.03 (2.24) 52.81*** BPT > BT > HC .39
2a 20.06 (7.04) 15.35 (6.99) 10.2 1(4.16) 27.15*** BPT > BT > HC .25
3a 14.18 (4.39) 10.51 (3.54) 7.12 (2.07) 42.40*** BPT > BT > HC .36
4 11.56 (1.94) 9.51 (2.48) 7.35 (2.51) 27.13*** BPT > BT > HC .31
5 19.88 (5.16) 15.79 (3.51) 13.35 (3.81) 22.21*** BPT > BT > HC .27
6a 80.91 (15.61) 62.42 (14.98) 45.06 (8.80) 74.06*** BPT > BT > HC .49

Note. BPT =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BT = bipolar trait; HC = healthy control.
1 = difficulties in controlling impulsive behaviors; 2 =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 3 =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4 = difficulties in adopting goal-directed behaviors; 5 =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emotions; 6 = K-DERS total score.
aWelch’s statistic (df = 2, 71–7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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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부정 긴급성, F(2, 122)= 62.01, p< .001, 긍정 긴급성, F(2, 

122)=29.66, p< .001, 계획성 부족, F(2, 122)= 6.18, p< .01, 지속성 

부족, Welch (2, 71)= 6.47, p< .01, 감각추구 F(2, 122)=8.17, p<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 총점과 하위요인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에서는 경

계선 성격 성향, 양극성 성향, 통제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감

각 추구는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에 차이가 없었다. 계획

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에서 양극성 성향은 경계선 성격 성향,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었고, 경계선 성격 성향만 통제집단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 간 자기 파괴적 행동의 차이

집단 간 자기 파괴적 행동 총점과 하위 요인별 점수에 대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자기 파괴적 행동 

총점, Welch (2, 74) =22.55, p < .001, 폭식 F(2, 122) =23.75, 

p< .001, 문제 음주, F(2, 122)=10.57, p< .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 파괴적 총점과 

폭식은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 간 차이가 없었고 문제 음

주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은 양극성 성향,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

고, 양극성 성향만 통제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Fletcher et al., 2014), 충동적이며

(Bøen et al., 2015), 폭식을 하거나(Campos, dos Santos, Cordás, 

Angst, & Moreno, 2013; Cassin & von Ranson, 2005) 문제 음주 행

동(Coid, 1993; Merikangas et al., 2008)을 보이는 유사한 임상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두 장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들이 두 장애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Bayes, McClure, et al., 

2016; Bayes, Parker, et al., 2016; Bøen et al., 2015; Fiedorowicz & 

Black, 2010; Fletcher et al., 2014; Henry et al., 2001; Nilsson et al., 

2010; Parker et al.,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곤란과 충동

성은 양극성 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시작 단계로서 탐색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또

한 선행연구에서는 두 장애의 공통되는 임상양상인 자기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

절곤란, 충동성,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중심으로 집단을 비교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향은 추후 장애로 발달할 수 있는 위험요

Table 4. ANOVA of the UPPS-P Total Score and Subscale Scores

BPT (n = 34) BT (n = 57) HC (n = 34) F (2,122) post hoc (Sheffè) partial η2

1 33.82 (5.54) 28.53 (5.13) 20.38 (4.25) 62.01*** BPT > BT > HC .50
2 35.88 (7.73) 30.98 (7.55) 21.76 (7.97) 29.66*** BPT > BT > HC .33
3 25.94 (4.61) 23.58 (4.55) 22.24 (3.99) 6.18** BPT > HC† .09
4a 24.50 (5.22) 22.65 (4.40) 20.88 (3.17) 6.47** BPT > HC† .09
5 31.29 (8.06) 30.19 (5.89) 25.21 (6.72) 8.17*** BPT = BT > HC .12
6 151.44 (17.09) 135.93 (19.50) 110.47 (16.44) 44.85*** BPT > BT > HC .42

Note. BPT =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BT = bipolar trait; HC = healthy control.
1 = negative urgency; 2 = positive urgency; 3 = lake of premeditation; 4 = lake of perseverance; 5 = sensation seeking; 6 = UPPS-P total score.
†BT = BPT, BT = HC.
 aWelch’s statistic (df = 2, 71).
**p < .01. ***p < .001.

Table 5. ANOVA of the Self-destructive Behaviors Total Score and Subscale Scores

BPT (n = 34) BT (n = 57) HC (n = 34) F (2,122) post hoc (Sheffè) partial η2

1 47.22 (13.30) 42.18 (13.16) 27.68 (9.51) 23.75*** BPT = BT > HC .28
2 9.03 (6.61) 11.68 (6.32) 5.79 (4.31) 10.57*** BT > HC† .15
3a 1.47 (1.02) 1.54 (1.07) 0.32 (.81) 22.55*** BPT = BT > HC .23

Note. BPT =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BT = bipolar trait; HC = healthy control.
1 = binge eating; 2 = drinking; 3 = self-destructive behaviors total score.
†BPT = BT, BPT = HC. 
aWelch’s statistic (df = 2, 7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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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써, 성향자를 대상으로 장애군을 이해할 수 있다(Angst & 

Cassano, 2005; Eckblad & Chapman, 1986; Hong & Kim, 1998; 

Kim & Oh, 1996; Trull, 1995; Walsh, DeGeorge, Barrantes-Vidal, 

& Kwapi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장애의 성향을 지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통제집단과 함께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조절곤란의 총점과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경

계선 성격 성향, 양극성 성향, 통제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경계선 성격 성향자가 양극성 성향자보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걸 어려워하고,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의 이차

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

며,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감

정적 반응을 알아차리거나 자신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경계선 성격 성향자가 양극성 성향자보다 전반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충동성의 총점은 경계선 성격 성향, 양극성 성향, 통제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 사후분석에

서,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은 충동성 총점과 같은 결과를 보였

으나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과 감각추구는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경계선 성격 성향이 양극성 성

향보다 부정적 감정에 의한 충동성이 두드러지지만 그 외의 충동성

의 수준은 유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에서 두 성향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폭식과 문제 음주에서도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

향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성향 중 어느 

쪽의 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

상장면에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의 종류나 수준으로 두 장애를 구

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경계선 성격 성향자는 양극성 성

향자보다 정서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더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

는데, 특히 정서로 인한 충동성이 더 높다. 반면, 자기 파괴적 행동

에서는 두 성향의 수준이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화를 반영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의 

유사한 임상양상을 처음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일부는 개발 당시 요인구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

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Cho & Hong, 2013; Chon et al., 2001; 

Hong & Kim, 1998). 선행연구와의 차이점들 또한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와 2형 양극성 장애를 비교한 

Fletch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충동 통제의 어려움과 정서조절 전

략에 대한 접근제한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없었고, 양극

성 관련 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비교한 Bayes와 Parker 등

(2016)의 연구에서는 목표지향 행동의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요인

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세 집단

의 차이가 유의하여 기존 연구들과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주

목할만한 점은 본 연구의 양극성 성향 집단은 2형 양극성 장애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형 양극성 장애와 비교한 Fletcher 등

(2014)의 연구결과와 상당부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러한 결과는 임상집단과 준임상집단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집단을 구성할 때 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검

증된 절단점을 이용하였으며 집단이 장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문화적 차이일 수 있다. 두 장애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양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주의 

사회인 서양문화권에서는 자신을 일차 참조대상으로 하는 분화정

서(disengaging emotion)가 발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

주의 사회는 집단과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을 일차 참

조대상으로 하는 관계정서(engaging emotion)가 발달하게 된다

(Kitayama, Mesquita, & Karasawa, 2006).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대인관계적 민감성에 의해 기분이 불안정해지지만 양극성 장애의 

경우 자주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APA, 2013; Fiedorowicz & 

Black, 2010), 국내의 경계선 성격장애가 서양의 경계선 성격장애보

다 더 관계정서가 발달되어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때문에 서

양에 비해 대인관계로 인한 더 극심한 기분 불안정성을 보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양극성 장애는 집단주의적 문화 특성상 

서양에 비해 분화정서가 덜 발달되어 있으며, 자율적인 기분 불안

정성을 가지는 양극성 장애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문

화를 고려할 때 서양에 비해 기분 불안정성을 덜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어 선행연

구들에 비해 경계선 성격 성향이 양극성 성향보다 전반적으로 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서조절곤란과 달리 충동성은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이 있는 정도로 보인다. 충동성의 경우 Bøen 등(2015)의 연구에서 

지속성 부족은 경계선 성격장애, 양극성 장애, 통제집단 순으로 점

수가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성향이 통제집단과 경계선 성

격성향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

각추구도 선행연구에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본 연

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이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감각추구는 Bøen 등(2015)의 연구에서 통제집단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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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집단 간 차이가 없었지만, Fornaro 등(2013)과 Jacob 등(2010)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각각 통제집단과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를 통해 결과

들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성 부족의 경우 ADHD

의 부주의형과 관련이 있으며(Miller, Flory, Lynam, & Leukefeld, 

2003; Smith et al., 2007),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ADHD 부주의형

의 비율이 높고 과잉행동, 충동성의 비율이 더 낮다는 보고가 있다

(Kim, 2003). 본 연구 결과가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통제집단을 사용하여 성향이 없는 집단과 경계선 성격 성

향, 양극성 성향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서조절곤란은 모

든 요인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충동성의 경우 하위요

인 중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은 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났으며, 양극성 성향

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충동성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APA, 

2013), 이렇게 일반인과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생

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 연구 대상자가 기능이 좋은 대학생이라는 

점이다.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의 개인이 일반인에 비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수업을 듣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에 있어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여 업무를 완료하는 능력, 즉 지속성이나 계

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 중 문제 음주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행연

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와 문제 음주 간의 관계가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Choi(1998)의 연구에서 음주빈도와 문제성 음주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내

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과 문제 음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

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 집단을 구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경계선 성격 성향과 달리 양극성 성향

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양극성 성향과 달리 경계선 성격 성향은 통제집

단과 비교했을 때 문제 음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임상

장면에서 두 성향을 구분하는 지표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

인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

란이나 정서조절 전략, 충동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왔다(Bayes, 

Parker, et al., 2016; Bøen et al., 2015; Fletcher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내적 요인과 함께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

기 파괴적 행동을 함께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식과 문제 

음주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 행동 전체에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폭식과 문제 음주 외에도 다양하게 측

정될 수 있으며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자살시도

나 자해행동 또한 두드러지기 때문에(APA, 2013; Joyce, Light, 

Rowe, Cloninger, & Kennedy, 2010; Song, 2010) 다양한 자기 파괴

적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보고식 척도만 사용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자기 보

고식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방어적 답변을 이끌 수 있으

며 응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 선별척도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 

감별이 어려운데(Baryshnikov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

고식 척도의 절단점에 의존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각 장애에 서로 공존이환의 가능

성을 가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행동관찰이나 구조화된 면담, 투

사검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임상장면에서 활용할 때에는 맹신하기보다

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표본이 적다. 본 연구에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약 380개의 사례

가 제외되었다. 선행연구들의 사례 수가 집단별로 25명 이내인 것

에 비해(Bayes, Parker, et al., 2016; Bøen et al., 2015; Fletcher et al., 

2014) 본 연구의 사례 수가 더 많긴 하나,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

후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장애의 비교연구들은 대부분 경계선 성격장애와 2형 양

극성 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1

형 양극성 장애와 2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장애 등 양극성 관련 장

애의 하위 장애들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비교하여 양극성 장애별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두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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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의 비교

최소연, 이민규, 박준호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선 성격 성향과 양극성 성향을 정서조절곤란,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학생 125명(경계선 성격 성향 34명, 양극성 성향 57명, 통제집단 34명)의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질문지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PAI-BOR), 경조 증상 체크리스트-32 (HCL-32), 통합적 한국판 CES-D,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폭

식 행동 질문지, 알코올 사용장애 감별검사(AUDIT-K)를 사용하였다. SPSS 23.0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조절곤란과 문제 음주 간 상관은 유

의하지 않았으며 그 외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DERS와 UPPS-P는 양극성 성향과 비교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에서 더 유

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자기 파괴적 행동 점수는 두 성향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가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경계선 성격 성향, 양극성 성향, 정서조절곤란,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