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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대학생을 중심으로 김 춘 택*

요 약
일상생활은 평온함과 불안이 수시로 교차하는 세계이다. 현대인은 많은 불안
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의 불안은 불안의 근원을 밝히는 데에 주
안점을 두지만, 사회과학의 불안은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 그것을 둔다.
본 논문은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불안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 현상적으로 서술하여 불안의 본질을 파악
하고 현재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대학생의 불안의 내용은 어떠한가?
2) 대학생들의 불안의 인식틀은 무엇인가?
3) 불안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4) 사회과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연구결과

대부분의

불안내용은

DSM의

Axis

1의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 중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s)에 속하며, 불안인식틀은 불안의 종
류와 처방에 따라 재분류해야 한다. 불안해소방안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정
신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사회과학적 함의는 인식들의 확산과 더불어 치료
방법의 확대, 즉, 영성치료, 대체의학 등의 방법으로 치료방법을 과학적 방법에
서 탈과학적 방법으로 확산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주제어: 일상생활의 불안, DSM, DSM-K모형, 해석학, 현상학, 사회과학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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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일상생활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세계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며 모든 이론과 실천이 지향되는 영역이다1). 일상생활 속의 인간의 활동
과 생활양식은 무의식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방식들에 숨어있는 복합적
이고 심충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그것의 현재적 쟁점을 성찰하도록 해 준다2).
일상생활은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공간임과 동시에 불안과 공포가 지
배하는 평온함과 불안이 수시로 교차하는 세계이다. 현대인은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실존주의 철
학은 불안의 근원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사회과학은 불안의 원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불안이다.
현대 사회의 불안은 합리성의 발달과 함께한 과학사회의 출현과 괘를 같이 한
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분리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있어 과학적인 틀에 의한 불안의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은 한계가 있다. 한국인 가운데 대학생은 앞으로 결
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이다. 이들이 안고 있
는 잠재적, 현재적 불안은 미래의 문제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인 가운데 대학생이 느끼는 불안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불안의 요인과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 원인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가를 현상학적 해석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
가 불안장애의 유형에 따른 진단을 내려 그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내지 대
책을 파악하여 불안을 해소하려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불안에 대
한 정의, 분류방법, 분류방법의 한계, 불안내용, 불안해소방법 등에 대해

살펴

보고 사회과학적 함의를 살펴본다.

1) Pred R,"The Academic past through a time-geographic looking-glass."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 1979, pp.175-180; 이철우 김은숙,「일상생활
활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사회과학』, 9, 1997, 133-158쪽; 김미옥 김고은,
「거주시설성인 지적 장애인의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010,
317-342쪽.
2) 정수복,『한국인의 일상문화:자기성찰의 사회학』, 한국인의 모임, 일상생활연구회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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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불안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근본적인 심리현상으로서, 태고로부터 존재해
왔으며 종교와 철학의 근간을 이루며 사회과학의 핵심적인 대상이다. 불안
(anxiety)은 라틴어의 anxius에서 온 말이다. 우리말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
움, 공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안이란 비실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
문에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곧 자기에게 닥쳐올 것
만 같은 절박하고 긴장된 감정상태를 말한다(김청자, 1996;70-71).
불안은 오랫동안 실존주의 철학의 연구대상이었다. 19세기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
고르는 불안이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에 대한 갈망이며 인간 자신의 원죄관
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이란
현존재(역사적 인간)가 우연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이며, 불안을
통해 비로소 두려움이 생겨난다고 보았다(http://100.daum.net/encyclopedia).
Freud는 주체의 근원적 정서인 불안이 Id와 ego, superego 와 ego의 긴장관
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Freud, S., 1959). 이러한 불안을 Freud는 위험신
호로 정의했으며, 라깡은 욕망의 주체로서의 성숙을 촉구하는 요청이며 인간주
체성의 환원할 수 없는 본원적 정서이다라고 말했다(홍준기, 1996;234-267).
학습이론가들은 불안이란 학습된 행동으로 본다. Hull이 학습에 관하여 설명
한 것은 가설상의 변인들간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변인들은 행동적인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불안장애의 밑바탕에 깔려 있을지
모를 생화학적 기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론은 어떤 유형의 생화
학적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이 불균형을 바로 잡도록 치료하는 데에 임상학적인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김청자,1996;72).
불안한 감정을 적당히 처리하지 못하면 불안 장애로 진전될 수 있다. 이는 불
면증, 감정폭발, 격앙(激昻), 심계항진(心悸亢進：두근거림), 죽음, 정신이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불안은 좀더 급성적인 형
태로 나타나며 구역질, 잦은 소변, 설사, 숨이 막히는 느낌, 발한, 가쁜 호흡, 동
공확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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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공포자극에 직면했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변함없이 느껴지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의 수준은 공포자극에 대한 접근 정도와 공포자극으로부터 탈출한계
정도의 기능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공포의 강도는 항상 공포 자극에 정기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된 물체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애들
에게는 아주 일반적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손상정도가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
은 아니다. 만일, 공포가 개인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좌절을 야기 시키지 않으면
진단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뱀을 보고(in presence of snake) 공포감을 느낄
때, 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러한 순간적인 공포에 대해 특별공포 진단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뱀에 대한 공포심에 의한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뱀
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것에 대해 고통(distress)을 느끼지 않는다.3)
불안유형에 대한 구분과 진단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DSM에 언
급한 것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 여러 불안장애는 미국정신분석협회에서 설정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기준에 기초
를 둔다. 이 DSM에 의해 정의된 여러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 사회
적 공포증, 단순한 공포증, 일반 불안장애, 강박관념적인 장애,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이 있다(김청자, 1996;70-71;DSM 참고).

2. 선행연구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불안을 연구한 여러 논문이 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자
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정현희，정미정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2:1-14), 불안 성향
및

자아강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박재석외,

2002:150-157). 또한 대학생의 불안, 성별 및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 해결
과

관련성을

연구하기도

한다(김금미，이은경,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3:1-17)). 장애대학생의 경우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권현용·김현미, 동서정신과학, 2004, 43-56).
또한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대학생 개인 및 노인관련특성에

3) DSM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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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김욱,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1:27-56).
불안은 심리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영적인 차원이 있다 이것은 심리
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힘들다.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단축형 (6주) 이 대학생의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김경우 장현
갑 - 스트레스硏究, 2007)에서는 불안을 명상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음을 주장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상치료는 불교의 영성과 관련이 있으며(인경, 명상치료
연구, 2007:135-163), 기독교의 영성치료에서는 불안이 영성과 유사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이만홍 임경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9:155-179).
한편, 불안은 심리적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경제, 문화적 연구 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간의 갈등이 깊은 국가에서는 정신분석학, 행동주의이론,
인본주의 전통적인 실천방법론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을 깊이 알아
야 비로서 치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4) 또한 불안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중요
한 문제인데, 남편우위형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더불어 문화적인 요
인이 중요하다(양점도 김춘택,2006:1-20).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깊은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Ⅲ. 연구방법
1. 일상생활과 현상학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방법은 생활사 연구방법으로 설명가능하다. 아리스에 겐
(Michel Maffesoli et al.,2010:230; 김선미, 2010:163-165 참조)의 연구방법
을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4) 김춘택,「1920년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권오설 옥중서신을 중심으
로」,『민족문화연구』, 42,부산대민족문화연구소, 2012, pp. 95-126; 김춘택,「농촌 동성마
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안동가일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27,부산대민족문화연구소, 2006, pp. 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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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생활사연구의 4가지 시각
해석
4.생활사와 사회사
객관적 세계

1.생활세계
(인간생활연구)

3.주관적 현실과 변경
(현상학적 사회학)
2.질적 연구와 개인 연구
(사회조사)

주관적 의미

자료수집

분류의 두 축은 연구방법의 축과 주제의 축이다. 방법론적인 축은 자료수집과
해석으로, 주제의 축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위의
4가지 분류는 이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첩되어 있다.
해석이 인간의 의식이나 제 범주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사상(事象)의 드러남
에 근거를 두는 것이 현상학이다((Richard E. Palmer, 이한우역,2001:184-197).
슈츠는 훗설의 현상학을 생활세계에 적용했다. 일상생활의 현실은 상호주관의 세
계, 타인들과 공유한 세계이다(Michel Maffesoli et al.,2010:237-238). 현상학적
연구는 현장의 근거이론으로 발전된다(Stauss, A.L., & Cobin J.,1998; Kendal,
J.,1999; 윤명숙 김가득,2010:115-148;김진숙 이근무 이혁구,2011:83-115;이정섭 김
수지,1994: 423).

2. DSM
불안을 다루는 인식틀은 광범위하게 보아 정신문제를 다루는 인식틀로서 설명가
능하다. 정신문제는 광범위한 불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을 다루는 다차
원 축 시스템은 여러 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각 축은 치료계획에 도움을 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보의 영역을 언급한다. DSM의 분류 축은 다음
과 같은 5가지 축을 포함한다(DSM, 2008).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와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
타 상태(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를 말하며,
개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임상적 증상에 대한 내용과 성격장애 및 정신지체를 제
외한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불안장애, 기분장애, 섭식장애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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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II: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를
말한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나타
내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Axis I과 Axis II 간의 질병발생론(pathogenesis)이
나 적절한 치료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편집성, 분열성 등의
다양한 성격장애 및 정신지체가 이에 속한다.
Axis III: 비정신적인 신체적 장애나 신체증상의 진단에 사용된다. 현재 정신
장애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반적인 신체건강상태를 말한다. 정신장애와
신체적, 생물학적, 또는 건강상태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III을 구별한 이유는 철저한 검사를 권장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Axis IV: 정신장애의 발생, 치료, 예후에 기여했다고 보이는 심리사회적 스트
레스 요인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일년 간의 요인들만 기술하지
만 예외가 있다. 주로 가족문제, 직업문제,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이에 속
한다.
Axis V: 환자의 현재 사회적, 직업적, 기타 삶의 영역에서의 적응 상태를
0-100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ing)
Scale을 말한다. 현재의 적응수준뿐 아니라 정신장애를 나타내기 전의 적응수준
도 평가하여 환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얼마나 적응수준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DSM-Ⅳ에서는 다축적인(multiaxial system) 개념을 사용하여 임상적으로 중
요한 정보를 서로 다른 몇몇 측면에서 보며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신체적 질병들처럼 장애에만 국한해서 평가하거나, 질병을 수치화하
여 기계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이다. 생물
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다차원으로 고려되는 전문영역이다.
하지만 DSM-Ⅳ은 비록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진단방법이
긴 하지만 질병분류방법이고 질병분류표일 뿐이다. 불안은 치료를 전제해야 한
다. DSM에 근거한 질병의 치료는 모두 과학의 틀 속에 있는 의약이다. 의약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친 생화학재료 다시 말해 물질로 인간의 비물질인 정신과 마
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 살면서 동시에 자연을 뛰어 넘은 영적
인 존재이다.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자연, 물질을 뛰어 넘은 영성치료가 더 설
득력이 있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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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M-K모형
<도표 2> DSM-K모형5)
치료장애
성격장애
DSM차원

일반의학 조건
심리사회환경 문제
기능의 전체적 평가
과학성

과학의 한계

영성(현상, 해석)

DSM-K모형은 근대 과학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현대와 같이 포스트모
던적인 틀에 맞는 치료뿐만 아니라 과학의 틀을 뛰어넘는 치료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다시 말해 모던의 과학성과 포스트모던의 탈과학성의 치료방법을 포함하
기 위한 것으로 포스트모던 적인 요소가 많은 현대의 불안과 치료방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불안을 다루는 인식틀은 광범위하게 볼 때 정신문제의 인식틀
로서도 설명가능하다. 정신문제는 광범위한 불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
안을 다루는 다차원 축 시스템은 여러 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각 축은 치
료계획에 도움을 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보의 영역을 언급한
다. DSM의 분류 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축을 포함한다(DSM, 2008).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와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
태. AxisⅡ : 인성장애 (Personality disorders) 정신지체. Axis Ⅲ : 일반 의학
조건 (General Medical Conditions). Axis Ⅳ: 심리사회환경 문제(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xis

Ⅴ:

기능의

전체적

평가(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6).
그러나 위의 5가지 축은 과학의 틀 속에 있는 분류방법이다. 인간이 겪는 불

5) DSM-K모형은 김춘택이 불안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의 범위를 과학의 분류를 뛰
어 넘은 탈과학의 영역인 영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학적인 틀에 맞는 치료뿐만 아니라 과학
의 틀을 뛰어넘는 치료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다시 말해 모던의 과학성과 포스트모던의 탈과
학성의 치료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김춘택의 姓 Kim의 K를 따서 만든 것이다.
6) DSM-Ⅳ-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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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나 문제를 과학의 틀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가능하지 않
는 불안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불안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
태의 인식틀이 필요하다.
인식틀은 망라적이고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김춘택, 1997: 박종우, 김춘택,
2006: 김춘택, 2012). 세로축은 DSM분류 그대로 1. 치료장애 2. 인성장애 3.
일반의학조건 4. 심리사회환경 5. 기능적 전체 평가로 나눈다. 가로축은 과학성
과 영성으로 구분한다. 과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영성은 이성의 합
리성을 뛰어 넘어선 것이다. 불교의 명상, 선, 기독교의 영성치료 등이 이에 속
한다. 이곳은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직관과 판단이 멈춘 epoche의 상태이
기도 하다. 펄스의 게슈탈트치료, 칼융의 실존치료, 인본주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엄밀하게 말해 과학이 지배하는 곳은 치료방법상 의약이 제공되고 영성
이 지배하는 곳은 의약이 아닌 종교적 명상, 묵상, 영성치료, 대체의학 등이 존
재하며, 불교의 현상학과 기독교의 해석학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슈츠의 일상생
활7) 르페브르의 동적임(the lived), 계기(moments), 조크(jokes) 등으로 표현
되는 진행되는 생활공간8)으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며
기독교의 성령치유와 불교의 명상치유가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Ⅳ. 일상생활불안의 연구결과
1.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DSM-Ⅳ-TR이 분류한 분류법과 아리스에겐의 질적 방법론에
기초한다. 자료수집대상은 OO대 OO학과 3-4학년 학생중 남자10명 여자 10명
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기간은 2013년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구체
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포화) 면담
을 진행한다. 연구내용은 대학생활의 일상적인 불안과 고민까지 일상적인 생활

7) Michel Maffesoli et al.,ibid., pp.142-143; Pred R,ibid., pp.175-180.
8) 로브실즈 조명래, 앙리 르페브르: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14호, 2000, pp.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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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심리, 행동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분류방법은 DSM-Ⅳ-TR에 기초하지
만 현상학적 해석은 아리스겐의 방법에 따른다.

2.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OO대 OO학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분석방
법은 DSM-Ⅳ-TR에 기초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해석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
며,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에 겐의 분류 중 질적 연구와 개인 연
구(사회조사)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한다(아리스에겐, 2010:237-238).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의 불안 전반을 이론화시킨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주제 분석, 개념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1) 자료로
부터 범주, 속성, 차원을 찾아내는 개방적 코딩(opening coding) 2)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서 범주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축코딩(axial coding)을 주로 하였
다(Kendal, J.,1999:742-757; Stauss, A.L., & Cobin J.,1998).
또한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복지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높였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나타
난 결과를 기존조사와 비교하여

일관성(consistency)을 높였으며. 연구 과정이

나 결과에 나타나는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판단중지
(epoche)와 괄호 치기(bracketing)를 사용하여 중립성(neutrality)유지하려고 했
다(윤명숙 김가득,2010:115-148; 이정섭 김수지,1994: 423).
DSM의 분류 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축을 포함한다(DSM, 2008). Axis I :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와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
태. AxisⅡ : 인성장애 (personality disorders) 정신지체. Axis Ⅲ : 일반 의학
조건 (general Medical Conditions). Axis Ⅳ: 심리사회환경 문제(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xis

Ⅴ:

기능의

전체적

평가(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9).
그러나 위의 5가지 축은 과학의 틀 속에 있는 분류방법이다. 인간이 겪는 불
안이나 문제를 과학의 틀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가능하지 않
는 불안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불안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

9) DSM-Ⅳ-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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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인식틀이 필요하다. 세로축은 DSM분류 그대로 1. 치료장애 2. 인성장애
3. 일반의학조건 4. 심리사회환경 5. 기능적 전체 평가로 나눈다. 가로축은 과학
성과 영성으로 구분한다.

3. 불안의 연구결과

1) 불안내용
무생물대상에 따른 불안증상
가루약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나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 가루약을 먹이셨
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나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했다. 쓴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가루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언제나 강한 거부
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때, 가루약은 내게 독약과 같이 느껴졌고, 언제나 피
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위 사례는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로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로 성격장애 및 정신지체를 제외한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개인이 현
재 나타내고 있는 임상적 증상에 대한 내용이며 섭식장애에 속한다.
전화벨
.... 그런데 불을 켜야 무서움이 가시고 그렇게 해야 전화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켜려고 가야하는데 겁은 나고 마침 전화벨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꼭 잡아먹는 것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불을 켜려고 가야한
다는 압박감과 캄캄한 곳을 가야한다는 무서움, 스트레스가 그때 마침 항상 울
리던 전화벨소리와 맞물려서 이젠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스트레스 받던
기억이 되살아나 지금까지도 밤에 울리는 벨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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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공포증
....영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이후까지 병원에 살다시피 입원을 많이 했고 주사
바늘과 링거바늘을 여러 군데나 맞았었다. ...그로 인해 생긴 증상으로 칼과 가
위의 뾰족한 끝과 모서리, 뾰족한 연필을 쳐다보고 있으면 눈을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해지며 눈과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의 반대편을 손으로 짚으려고 애를 쓴다. 또한 다른 사
람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게 될까봐 뾰족한 물건을 사람들이 짚거나, 볼 수 없
는 외진 곳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
찌르는 것
바늘을 생각하면 왠지 눈을 찌를 것 만 같은 느낌이 든다. 뾰족한 것을 보면
다른 부위를 찌르는 것이 아닌 유독 눈 쪽을 찌를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가끔
잠들기 전에도 그런 느낌 때문인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잠들곤 한다.
공
어릴 적 6살쯤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는데 그 때 기절한 후로
는 체육 쪽으로 활동을 피하게 된 것 같다. 특히 구기종목에 대해서는 두드러지
게 그런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환공포증
....지금도 길을 가다가 구멍 뚫린 ‘어떠한’ 것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나는 그대
로 주저앉는다. 단순히 테스트하러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충격에 트라
우마가 생긴 건지, 아니면 지금껏 몰랐던 공포증을 알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현
재까지 환공포증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닭살이 돋는걸 보면 아마 구멍 뚫린 어
떤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생물에 따른 증상
거미
....거미를 혐오하는 이유는 징그럽게 생긴 이유도 있지만 중학교 때 친구가
나에게 장난으로 거미를 던졌는데 그게 내 목에 붙었다. 그 때 이후로부터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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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 싫어하게 되었고 거미만 보면 계속 피하게 된다. 특히 가끔씩 산에 가
거나 할 때 거미줄이 얼굴에 닿는 게 너무 싫다. 거미줄에 거미는 없지만 거미
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거미만 보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친다.
벌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다닐 시절에 매년 벌에 쏘였습니다. 그 때의 그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간지러움 그리고 몸 전체적으로 부었고 그 뒤로 벌, 잠자리, 개구
리 등 다른 곤충 및 양서류를 보면 피하게 되고 움츠려 들게 되거나 파리채 등
으로 죽이거나 멀리 쫓아냅니다....
매미
- 저는 매미를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머니가 제가 이러는 걸 보고
“너 태어나서 얼마 안돼서 병원에 있을 때 매미한마리가 들어와서 매미 울음소
리에 크게 놀랐었는데 그래서 그런가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아직도
만지지는 못하고, 집안에 들어온 매미를 보면 저한테 덤빌 것 같고 혹시나 몸
안에 들어와서 윙윙거릴 것 같아서 무섭고 징그럽고 싫습니다.
파충류에 따른 증상
뱀
....텔레비전에 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채널을 돌렸고, 하루 종일 불쾌감
을 느끼면서 아까 잠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뱀의 모습이 떠올랐다. .... 텔레비
전에서 뱀을 보았을 때 느끼는 느낌 그대로 자꾸 뱀 또는 뱀 허물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올랐고, 왠지 내 등 뒤에서 뱀이 스멀스멀 기어올라 내 목을 물 것
같은 느낌과 뱀이 내 팔과 다리를 기어 다니면서 내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
도록 꽉 감을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
뱀
.... 비 오는 날 아침에 ... 길가에 뱀이 터져 죽은 시체가 한 두어 개 보이곤 하
는데 시체만 봐도 말라죽은 뱀 가죽만 봐도 닭살이 돋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진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개 손상정도가 반드시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
니다. 다시 말해 공포가 개인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좌절을 야기 시키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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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불필요하다. 뱀과 같은 동물을 보고(in presence of snake)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때, 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러한 순간적인 공포에 대해
특별공포에 대한 진단이 불필요로 하며, 뱀과 같은 동물에 대한 공포심에 의한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뱀과 같은 동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것에 대해 고
통(distress)을 느끼지 않는다.10)
조류공포증(ornithophobia)
...참새와 같은 크기가 작은 조류에도 무서움을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닭에서부터 비둘기 등 털이 있는 조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길을
가다가도 비둘기가 있으면 왠지 가까이 가면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아 멀리 돌아
서 간다.
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새가 잠시 바닥이나 낮은 나무 위에 앉아 있기도 하
는데 그럴 때 그 옆을 지나갈 때면 너무 소름이 돋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
포유류
고양이
특정한 것에 대한 공포증으로 고양이를 무서워한다..... 고양이는 눈 속의 까만
작은 동공이 강아지나 개의 동그랗고 큰 까만 동공과 달라서 쳐다보는 것이 무
서운 것도 있고 꼬리가 길고 가는 것이 특히나 무섭다.... 큰 이유도 없이 고양
이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되었다.
사고에 따른 증상
감전사고
...사고 당시 내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파바박 하고 튀면서 ....이 사고가 있은
후로부터, 한동안 콘센트에 무언가를 꼽으려 할 땐 머리털이 쭈뼛 서면서 온몸
이 긴장상태가 되었었다. 코드가 콘센트에 꼽힐 때까지의 순간이 내겐 마치 슬
로우비디오처럼 긴 순간으로 느껴졌다.

10) DSM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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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차가 급속도로 달리는 것과 급커브를 돌 때 이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이다. ...차를 못보고 하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차가 3바퀴 정도 굴렀다.
위의 사례들 대부분은 Axis 1의 불안 장애(Anxiety Disoeders) 중 특별공포
(specific

phobia)

중

하위형태인

동물형,

자연환경형,

피-주사

상해

(Blood-Injection-Injury Type) 형, 상황형, 기타형 중, 동물, 곤충, 상황, 대상
등에 대한 불안 장애에 속한다.
대인관계
일시적 대인관계
그런데 택시 아저씨께서 집에 가는 길이 아닌 초행길로 가셨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컴컴하고 막다른 길로 가는 듯하였다. ....무작정 문을 열고 내
린 후 뒤도 보지 않고 달렸다. 그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택시를 타지 못한다....
위 사례들은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로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로 성격장애 및 정신지체를 제외한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개인이 현
재 나타내고 있는 임상적 증상에 대한 내용이며 섭식장애에 속한다.
지속적 대인관계
...그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부르는 것에 .....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쥐구멍
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 이였습니다. 그때부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저
에게 흥미로운 일이라기 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 밑바닥 속의 두려움은 '타인' 이다. ... 그들이 날 보며 귓속말을 하면 마
치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타인의 앞에서 그들의 시선을
받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혼자서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
치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절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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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의 행동, 즉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
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었다. ...대학교에 와서는 발표수업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일
을 떠맡더라도 발표를 최대한으로 피한채로 3년을 보냈다.
위의 사례는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로

불안장애, 기분장애,

섭식장애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Axis II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격적인 특
성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인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실존적 블안
무기력
..., 앞으로의 미래 등등 여기에 더 억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술을
마셔도 많이 먹게 되고 그냥 취하고 싶은 느낌이다. ...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스스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나를 혐오하고 깎아내리는 쪽이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버지께서 주식을 하시다가 ... 지금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피중이시라고 하셨
다...... 그냥 꿈만 같았다. 그러나 곧 전신을 엄습하는 불안감과 두 어깨를 짓누
르는 책임감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장래에 불안은 단순한 불안의 경우 Axis 1에 속하면서 기타 불안장애로 분류
되지만, 심할 경우 Axis 4의 경제장애, 직업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같은 불
안은 르페브르가 주장한 일상의 부정적인 측면인 소외를 말하는 것으로, 불안에
대한 미래적 시각과 현재의 역동적인 관계가 통합되면 해결될 수 있다(박재환,
앞의 책, p. 42).
영적인 존재관련 불안
사람인형
...유독 사람을 닮은 인형을 무서워한다. ..사람을 닮은 인형에 대한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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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기로 인해 생겼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런 인형들을 보면 마음이 섬뜩
하고 오래 쳐다볼 수 없으며 손발에 땀이 난다. ... 내 인형들이 나를 찾아와 ...
죽이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 무서웠다. 이후로 사람을 닮은 인형을 보
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경직되어 버리곤 한다.
귀신영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나의 목에 무언가가 데이거나 덮
여 있으면 목이 잘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잠을 잘때도 이불을 목까
지 올려서 자지 않고 가슴까지만 덮거나 아니면 머리 위로 올려서 다 덮고 잔
다. 이렇게 목에 무언가가 닿여 있으면 심한 건 아니지만 의식할 정도로 숨쉬는
것이 답답해 지고 땀이 난다던가 목이 잘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귀신
그러나 언젠가부터 욕실에서 문을 닫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 게 무서워지
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뒤에 서있을 것 같고 귀신이 나타나 날 놀래 킬 것 같다
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었다. .....
귀신
.... 그 영화 속의 귀신의 모습이 나에게 직접 일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서워서 눈도 뜰 수 가 없었다. 심지어 꿈에서도 귀신이
나와서 영화 속의 장면과 비슷하게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악몽에 시
달렸다....
위의 예들은 DSM의 분류에서는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 임
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Other conditions that may be a
focus of clinical attention)를 말하며 개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임상적 증상
에 대한 내용으로 성격장애 및 정신지체를 제외한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범주로
불안장애, 기분장애, 섭식장애에 속하는 것으로 불안장애에 속한다.
귀신은 Axis 1 의

공황장애(Panic disorders)에 속하는 것으로 막연한 염려,

두려움, 불안(terror), 당장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음(Impending doom) 감정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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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격이 올 때에는 호흡곤란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가슴의 통증과 불편
함, 질식할 것 같은 감정,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자제력 상실 같은 것이 발생한
다.11) 하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2) 치료방법
치료방법은 신체적인 면, 행동적인 면, 정서적인 면, 정신적인 면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신체적인 면: 숨쉬기 운동, 깊은 이완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카페
인 제거, 비타민 공급을 포함한 영양 개선. 행동적인 면 : 복식호흡과 기분전환
기술. 정서적인 면 : 숨겨진 분노와 같은 욕구좌절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라. 정
신적인 면 : 극복증언을 실행하고, 생활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전망과 이완을
채택하라
다시 말해 불안치료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행동치료 중 노출상황에 대한 치료
법, 깊은 이완 기술, 활발한 운동, 좋은 영양 습관, 부정적인 자기 말에 대항하
거나 확증하는 것 또는 상상적인 감감법 및 실제적인 감감법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은 DSM의 분류기준으로는 Axis 1에 속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치
료방법이다. 사례가 DSM 분류기준에 따라 Axis 1,2.3.4,5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치료방법이나 해결방안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치료 대상, 치료 문제에 따라서는
명상, 묵상, 영성훈련 등의 방법으로 자아강화훈련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일상생활은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공간임과 동시에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평온함과 불안이 수시로 교차하는 세계이다. 현대인은 많은 불안을 안
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실존주의
철학의 불안은 불안의 근원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사회과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불안은 그것을 불안의 해소 차원에 두었다.
11) DSM,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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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불안은 합리성의 발달과 함께한 과학사회의 출현과 괘를 같이 한
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분리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있어 과학적인 틀에 의한 불안의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불안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 현상적으로 서술하여 불안의 본질을 파악
하고 현재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대학생의 불안의 내용은 어떠한가?
2) 대학생들의 불안의 인식틀은 무엇인가?
3) 불안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4) 사회과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연구결과

대부분의

불안내용은

DSM의

Axis

I

:임상적

장애(Clinical

disorders)와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에 속하며, 무생물, 생
물(곤충, 파충류, 조류, 포유류), 사고, 대인관계, 실존불안,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나누어진다.
불안 인식틀은 불안의 종류와 처방에 따라 재분류해야 한다. 위의 사례들은
DSM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Axis 1에 속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방법이다.
불안치료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행동치료 중 노출상황에 대한 치료법, 깊은
이완 기술, 활발한 운동, 좋은 영양 습관, 부정적인 자기 말에 대항하거나 확증
하는 것 또는 상상적인 감감법 및 실제적인 감감법 등을 들 수 있다. 치료 대
상, 치료 문제에 따라서는 명상, 묵상, 영성훈련 등의 방법으로 자아강화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차원의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DSM-K에서는 영성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귀신같이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은 기존의 DSM분류방법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개념 규정한다. 하지만 불안감에 대한 분류와 약품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 따
라서 치료가 동반되지 않는 분류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회과학적 함의는 인식들의 확산과 더불어 치료방법의 확대, 즉, 영성치료,
대체의학 등의 방법으로 치료방법을 과학적 방법에서 탈과학적 방법으로 확산시
켜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에 한정된 점과 구체적인 치
료방법은 앞으로 불안 연구에 보완해야 할 점인 동시에 차후의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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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phenomenological hermeneutics
of every day'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
Kim, Choon-Taik
Adjunc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yungbook University
Everyday life is the world in which the peace and the anxiety intersect
continuously. The anxiety of existentialism

focuses on explaining the origin

of anxiety, but the anxiety of social science focuses on solving the anxiety
itself.
The aim of this treatise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contents of every day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 2. What is
university student's cognition frame on anxiety ? 3. What is the method to
solve anxiety 4. What is social science's implications?
Most of anxieties are included in DSM's Axis 1 Clinical Disorders,
anxiety disorders. Anxiety cognition frame must be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kinds and treatment of anxiety, the solving treatments must be treated
in physical, behavioral, emotional, mental dimension.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 of this treatise is that scientific treatment must be expanded to
post-science such as spiritual treatment, alternative scientific method
according to knowledge development.
Key words: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 in daily life, DSM, DSM-K
model, hermeneutics, phenomenology, social science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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