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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ci는 정신박약에 혼입된 정신분열증상태를 조직적1
으로연구하여 Episodic, Intermediary, Deteriorating；

론 ••

저자는 기왕에 정신박약특수교육시 설 혹은 아동상담

둥 三종의 型으로 분류구분 해놓았다 4) •

그러 나 May,

소등에서 많은 정신박약아를 진찰하는 가운데 흔히 정

Weygandt, Bartemeier, Brugger 등은 정신박약과 정신 .

신박약과 정신분열증과의 감별진단을 생각케하는 경우

분열증이 원인적으로 상호관계가 있다는 학설들에 대
해서는 절대 반대하였다. 즉 Weygandt 와 May 는 진정 ’

가 적지 않게 있음을 경험한바 있다.

이러한 정신박약

들은 대개가 ᄉ格 및 精神의 전체적인 발달이 늦어있는

한 의미의 정신분열증이 정신박약에서 나타나는것은볼 -

것이 특징으로 一面, 知能저하와 학습곤난등이 있을뿐

수없으며 정신박약에 나타난 어떠한 일시적인 상태가 -

만아니 라 他面에 自閉性 常同性 不關性表淸 練通性低下

정신분열증에 흡사할때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

및 기타의 奇異한行動등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박약의 기본적인결함에서 오는것이지 진정한 정신분 열증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고 하였다 5〕，6).

그럼으로 이런때는 언제나 이것이 과연 본래가 어떠한
정신병 상태 를 겸유한것 인지，혹은二차적 으로 정신병 이

Rartemeier은 정신박약과 정신분열증이

원인적으톤 -

합병 한 정신박약상태 인지，혹은 이것이 정신병 인데 그
결과로 지능의 발달이 저지된 상태 인지등에 관해서 의

서로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두가지가 각각ᅳ

문을 갖게 한다. 저자는 이러한 의문에 관하여

을 끼치는수가 있다고 했으며 7) ,

어떠한

독립적 으로 따로따로

발생 해 야 서로의

증상에 영향二

Gorden 은 양자가 동

결정적 인 대답을 내보고자 하는것은 아직 아니지 만 단

시에 있을때 정신박약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변형 시

지 이런 문제를 예비적 인 정도라할까 약간의 고찰을해

키고 한편 정신분열증은 정신박약의 증상을 더욱 심하 -

본결과가 있기에 이에 몇가지 문헌고찰과 아울러 보고
하고자 하는바이다.

게 만든다고 했다 8ᄂ Brugger 는 가계를 조사함으로써
정신분열증에서나 정신박약에서나 발생반도에

아무런 ᅳ

意義있는 변화를 발견 못함으로서 양자간엔 원인적으 

문

헌

고

찰 :

른 아무런 관련도 없고 同一ᄉ에게 정신분열증과 정신
박약이 있는것은 우연히 공교롭게 同一ᄉ에게 생긴것일

문헌을 전망하건데 Kraepelin 은 일찌기 그의 정신병
의 분류계통을 소개할때에 정신박약상태는 흔히 초기정
신분열증의 표시 인때 가 있고, 또 치우상태 (Imbecility)
백치상태 (Idiocy ) 가 정신분열증 진행 의 조기 발전으로
해서도 생기는때가 있다고 믿었었다
정신분열증과
정신박약이 밀접 한 관계 룰 가지 고있다는 이와같은 Kraepelir:의 주징은 Beier, James,

Tredgold,

Milici,

Green 등에 의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Beier

에 의할것 같으면 정신박약에도 각종의 정신병 이 다 있
을수 있으나 그•중 대부분이

정신분열증이라고

며 이것은 원인적으로 공통되는점이

말했으

있기때문이라고

했 고 2〕 Tredgold는 11%의 정신박약에서 정신병상태
를 볼수있었으며 그:중

가 정신분열증이라 했으며 8〉

* 前 서울兒童相談所 專門委員
國 서울大 師ᄎ 敎育心理學科 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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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고 단정 내 렸다 9) .
한편 B ^u le r 는 頭部損傷이 때로는 장신분열증과 같은 상태를 나타나게 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해 야 된다고말하고 器質的인 腦障碍에 주의 를 해야할것 이며 만성 :
뇌막염，cerebral gliosis, 뇌손상때 에 정신분열증과 비
숫한 모양을 나타낼때 가 있다는것은 우리 가 이미 다 아 는 바이라고 말하였다 훼 . 이미 알려저있는바와 같이
정신박약의 원인중에는 출생전과 출생시 의 뇌손상이 상 .
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출생후의 뇌염 혹은 뇌막연 또
는 뇌손상 등도 상당수의 원인이 되어있는것으로 보아정신박약이 器質的腦障碍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을
상기할때 Bleuler의 이 말은 주긔를 환기하고 기억을'
새로히 해야할 말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헌들의 자극을 받고 우리나라 정신.
박약아들의 정신분열증상이 나타나는.모앙을 관찰해 生
기로 했다.

•<精神薄弱에서 보는 精神分裂症狀>

관찰 대상 :

2) 본래는 제대로 知能이 발달을 해 가다가

관찰은 國立覺心學院(정신박약아 치료교육기관)에 수
용되여 있는 정신박약아 119名을 대상으로 했으며 63%

도중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함으로서 지능의 발전이 저지되어 발
달을 못하고 또 이미 발달한 지 능이 나마도 퇴보하고 또
발휘할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정신박약

•이상이 여러가지 정신과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들중에 서 특히 현저 하게 정신분 열증의 특증을 나타
내고 있는 18名에 대해 고찰했다. 연령은 최하 7세서

상태를 나타내게된 정신분열증인것.

부터 최고 18세까지에 이르며 I.Q •의 분포는 50〜70이

분열증에 흡사한 모양올 나타내게된 정신박약인것.

:2，25〜50이 8, 25以下가 4， 심한 自閉性 拒絕症 滅默

3) 정신박약을 초래 한 원인적
pathology에 起因하여

요소가된 cerebral

Bleuler 가 지적한것 같은 정신

이

등■으로 검사 불가능 했든게 4이러, 이들중 12名이 어 려

때는 물론 진정한 정신분열증의 발전경과는 아니며 이
러한것에 대해서는 E .E .G . 키타 검사둥으로 감별할수

서 일찌기 부터 부모와 떠러저 혹은 헤어저 育兒院에 수

있는 길이 있올것을 바라며 이후의 연구에 기대되는 바

용됐든 아이 들이 며 또 17名까지가 모두 불우한 환경조
건 , 6 .25사변 전후를 통하여 여러가지 고생을 하며 심

이다.

한 逆境下에 놓였든 경력이 있다.

괄 :

총

관 찰 결 과 :

종합해 보건데 정신박약에도 여러가지의

각각 다른

원인이 있을것이고 또 정신분열증 역시 여러가지로 각
현저한 정신분열증의 특징올나타내고 있는 18名의정
■신박약아중 16名에 있어서 심한 自閉性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총수 119名에 대해 13%에 해당하여 Worths의 고
찰한 결과와 우연의 일치를 보았으며(11)，減默상태 가5
명, 寡言이2 명，분열성 인 예측못할
명, 不關

異常行動態度기• 11

貌가 9명이었으며, 空笑가 6명，拒絕症이 5

명，不適切한 感倩表示가 9명, 獨語가 4명，非活撥狀態가

'9명 심히 공상에 잠겨 있는게 4명, 심한 공포감이 있
는게 3명, 기타 奇異한행동을 11명에 있어서 볼수있었
•으며，이들중 7명은 원래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할수 있

는 싱태였으며 이것은 총수 119명에 대해
하는 것으로서 Wortis 의 고찰결과인

6% 에 해당

5% 에

근사함을

•볼수 있었디、 이둘 18명중 심한 두부손상의

旣性歷이

•있는자가 2명, 腦炎의 기왕력 이 있는자가 2 명, 腦膜炎의

각 다른원인이 있을것 임으로 어디까지나 각각이 그 증
상 혹은 症候群에 대한 叙述的인 용어 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각각이 어느 하나의 單一本體만올
것은 어닐 것이다.

이루고 있는

그럼으로 우리가 知能의低下가 저

명하게 보이 는것 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叙述的으로 정
신박약이란 이름으로 부를수도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
로 Personality 의 分裂像이 현저한것을 볼때 순전히 叙
述的인 面에서 만 볼때는 정신분열증이 라고 부률수도 있
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중에는 둘이 兼친것 혹
은 중간적인것 또는

일부만이 重積되어있는것 둥이 있

는것 을 인식 해 야 할것 이며 따라서 종전에 쓰여 오든 “ 接
枝性分 裂病(Pfropfschizophrenia) ’’ 니 혹은 “ 정신박약
의 정신병 (Fsychosis in Mental Defective)” 니 하는
말 以外에 “ 현저한

정신분열증상을 수반한

정신박약

기왕력 이 2 명，심한 幼兒期의 熱病의 기왕력 이 1명神經

(Mental Deficiency with Prominent Sc!?.izop!arenic

科的缺陷( 異常所見)이 있는자가 3명, 滴疾ᄎ發作이 있
는자가 4명임을 볼수있었다.

Feature)” 란 말도 널리 쓰여저야 할것으로

종합해 보건데 이둘의 정신분열증상들은 그중에서도
自閉性，不適切한 분열된 감정, 滅默, 奇異行動둥의 증

이와같은

정신박약에서

생각하며

보는 정신분열증상의

본체규

명에 있어선 장차 Dynamic 한 面에서의 고찰도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상이 제일 현저 하며 이들중엔 또 cerebral patkology
■를 생각케하는 증상 及 기왕력올 가진것이 많종을 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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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zophrenic symptomatology in mental deficiency
SukᅳWhan O h / M .D .
In daily practice one encounters cases which involve difficulties in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the mental deficiency and schizophrenia. There have been reported in professional
literature a number of cases where schizophrenic symptomatology of mental defective was
noticed,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has been the object of great interest.
The observation the author conducted on 119 mental defectives undergoing treatment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Defectives, Seoul,
deficiency with prominent

Korea, has shown ]8 cases of mental

schizophrenic features as well. The author found 16 of them

severely withdrown and autistic, 5 mute, 2 partially mute, 9 indifferent, 6 silly laughing,
5 negativiitic, 4 self-talking, 9 inadequate

affection, and 7 could be primarily diagnosed

as schizophrenic, the number of this last group amounting to

of the total observed, or

119.
For the schizophrenic symptomatology in mental
surmises may be advanced.

defectives as observed

above

three

1. A primarily mental defective in whom gradually emerge schizophrenic process and
symptoms during his development. In this case, it should be ascertained by future study
whether there is any causal interrelation between mental deficiency and schizophrenia, or
the co-existence of the two syndromes in the same person was merely accidental.
2. A case of normal

intelligence and development is hindered or regressed of further

intellectual developement by undergoing schizopherenic process, resulting in the intellectually
retarded state.
3. A case where cerebral pathology which was the causal factor ot mental deficiency
picture of schizophrenic-like symptoms. E. Bleuler has pointed out that cerebral pathology
sometimes induces such a picture.
In the light of above surmises, the author feels that, along with such terms as “Pfropfschizophrenia”, “psychosis in mental defectives，
，
, and “mental deficiency with prominent
schizophrenic feature” might well be put to use.
* Present Address: Neuropsychiatric Dept. Pusan Med. College, Ptisa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