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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1994). 환자는 모욕당하거나 당황하게 되

서

론

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대중이나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 반응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사

선택적 함구증(elective mutism )은 평소 말을 할 줄

회공포증은 전형적으로 10대 중반에 발병하지만 과거 력

알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말하는데 지속적인 ‘실패’롤 보

상 때때로

이는 정신질환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

며 초기

tion 1994). 전형적으로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1동은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동기동안 사회적 위축 혹은 수줍음을 보이
동기에 발병한 예가 보고된다(American

부모, 형제와 집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선

1887년 처음 임상적으로 기술되고 선택적 함구증으로

생님, 또래 , 낯선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못한다. 아주 드

명명된지 60년이 지났지만 유병률, 병발률, 동반 양상, 경

물게 그 반대의 경우도 보고된다(Wilkins 1985). 증상

과 , 치료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는 편이다(Black과

이 명백해지는 것은 학령기 이전이지만 대개 학교에 입

Uhde 1994). 몇 가지 기술적 보고를 제외하고는 아주 적

학해서야 증상이 두드러져 선택적 함구증 진단을 받게

은 증례 보고와 문헌고찰이

대부분이다(Wright 등

된다. 처음 학교에 입학한 후 일시적인 함구증을 보이는

1994). 행동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언어치

예는 드물지 않으나 지속적인 형태의 선택적 함구중은

료 등의 비약물학적 치료가 주종을 이루고 현재까지 ph-

드물다(Brown과 Lloyd 1975). 10세 이전에 약 50%에

enelzine(Golwyn과 Weinstock 1990)과 fluoxetine

서 증세가 호전되나 10세까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대개

(Black과 Uhde 1992) 에 의한 약물 치료 증례가 두차례

예후는 불량하다(Kolvin과 Fundudis 1981).

보고되었을 뿐이다. 치료는 어렵고 대개 저항을 보이며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과 마주치거나 다른 사람에 의

개인, 가족 정신치료는 느리고 어려운 경과를 밟으며 종

해 주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가지 흑은 그 이상의 사

종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Kolvin과

회적 상황이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

Fundudis 1981). 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

움이 특징적인 불안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고되었지만 체계적인 추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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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선택적 함구증을 “불안 상태” 혹은 “우울의
한 형태” 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Wilkins 1985), 불안

장애 특히 사회공포중으로 가장 잘 분류될 수 있다는 가

버지가 해외 취업을 나가 어머니 혼자 시어머니와 살면

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lack과 Uhde 1994 ；

서 양육하였으며 고부간의 갈등이 많아 어머니가 항상

Black과 Uhde 1992 : Golwyn과 Weinstock 1990).

불안한 마음 상태였다. 2세 이후부터는 아이들과 잘 놀

또한 말하는 것에 대한 강박적 공포의 개념을 분리하기

고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며 말하는 것도 별다

어렵다는 이유로 강박충동장애 스펙트럼의 아형으로 보

른 문제가 없었으나 4세 때 해외 취업을 나갔던 아버지

는 견해도 주장되나(Leonard와 T叩 ol 1993) 아직까지

가 돌아와 아이들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며 크게 소리지

는 체계적인 추시 연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가설 수준에

르고 손찌검을 가하면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머문다고 하겠다.

유치원 친구와 머리털이 뽑힐 정도로 심하게 싸운 뒤부

국내에서는 선택적 함구중을 보인 6세 oV동•의 놀이치

터 혼자만 지내며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음. 5세에

료 과정을 정신 역동 및 발달학적 관점에서 증례 보고한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선생님이 시켜야 움직이고 스스로

경우가 있으나(곽영숙 1992) 장기간의 임상 경과나 약

는

물 치료 증례를 보고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았음. 하지만 집에서는 쉴새없이 밖에서 있던 일을 얘기

무것도 하지 않고 집밖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

이에 본 저자들은 4세 이후 11년간 지속적인 선택적

하였음 . 보다 못해 부모가 웅변과 태권도를 가르치려 하

함구증을 보이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공포증이 동

였으나 환자가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그만 두었다. 국민

반된 15세 남아를 선택적 함구증과 사회공포증에 효과

학교 입학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으며 선생님께 부

가 있다고 최근 보고된 fluoxetine (Black 등 1992 ；

탁하여 심부름도 시키고 관심을 많이 쏟아 기를 살려 말

Schneier 둥 1992 ： Stembach 1990 ; Uhde 등

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친구들과

1991)으로 치료하여 극적으로 호전된 결과를 얻었으며

전혀 대화가 없었음. 국민학교 2학년 때 미술을 배우면

사회공포중과 연관지어 선택적 함구증에 대한 질병분류

서 미술 선생님과는 대답하는 정도의 말은 하였으나 주

학적 문제제기를 하고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고받는 대화는 없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으며 국민학교 4학

증

례

년 때 환경을 바꿔볼 목적으로 부산으로 이사한 후부터
는 학교에서 도시락도 먹고 친구도 사귀었지만 여전히

15세 남아(중3)는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전혀

말을 하지 않자 친구들이 멀어져갔고 자연히 공부에 매

말을 하지 않고 몸을 웅크리고 누가 말을 걸거나 주시하

달리기 시작하였음. 그때부터 다음날 수업과목을 꼭 챙

면 심하게 온몸을 떨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

겨서 머리맡에 놓아야만 잠자리에 들고 성적에 대해 지

한 상태로 입원했다. 1989년 국민학교 3학년(9세)때에

나치게 걱정하고 등수에 민감하였음. 성적이 좋아지면서

는 유치원 때 발병한 선택적 함구증을 문제로 본원 정신

선생님과 일기로 대화를 나누는 등 호전의 기미가 보였

과 외래를 방문하여 약 1년간 놀이치료와 면담치료를 받

으나 5학년이 되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말할 것을 강

았으나 별다른 호전없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요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더욱 우울해하며 옷도 안 갈아

치료가 중단되 었었다.

1. 발달력
환아는 32주만에 조기양막과수로 인해 유도분만으로
태어났으며 분만 당시의 몸무게가 2.2Kg이었고 인큐베
이터에 들어갔으나 빨지를 못해 체중이 1.8Kg으로 상태
가 좋지 않다가 2개월만에 2.6Kg으로 퇴원하였다. 아주
민감하여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편이었고 발달 과
정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느려 걸음마는 1년 8개월이 지
나서 걸었으며 대소변 가리기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
당히 느린 편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음. 돌이 지나서 아

입고 어두운 색의 옷만 고르고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
는 둥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였음. 6학년부터는 더욱 위
축되어 수학여 행, 소풍,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전혀 참가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말을 안하려면 칼을 가지고 같
이 죽자고 얘기한 후 집안에서도 위축되어 자기 방에서
만 지내며 가족들과의 대화도 엄마를 제외하고는 일체
하지 않게 되었음. 이때부터 주위를 살피고 남의 눈치를
보고 쫓기는 둣 웅크리고 걷게 되었음. 중학교에 입학해
서도 여전히 집밖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몸을 웅크
리고 다니며 학교에서는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고 화장
실도 가지 않는 등 증상 악화되었으며 우연히 어머니가

환자에게 변성기가 되었구나 라는 말을 하자 어머니에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반응을 보였음. 대인관계에서 심

도 속삭이듯 쉰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하였음.

한 열등감.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타인에 대한 감정 공

2. 가족력
부모와 남동생, 여동생과 살고 있으며 동생들에게서

감력이 결여된 반응을 보였음.

4. 치료 과정

발달학적 이상이나 정신질환의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

입원 당시 환아는 면담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개를 파

다 . 아버지는 전문 직업인으로 자식들에게 엄격하여 아

묻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덜덜 떨며 심하게 땀을

이들이 모두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환자에 대한 애정은

흘리고 말을 걸거나 어깨에 손을 대면 움츠러들어 전혀

지극한 편이나 충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는 ■언

눈을 맞추지 못하고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식사도 거부

제 변할지 모르는 성격’이라고 하였다. 환자가 1살 때 해

하여 따로 방을 마련하여주면 주위를 두리번거 리며 살피

외 취업 나갔다가 4살 때 돌아와 아이들을 이해 못하고

다가 식사를 하였으며 화장실도 하루에 네번씩 데려다

어른 대하듯 하며 엄하게 키우려 하였음. 국민학교 6학

주어야만 했다. 약물 요법은 alprazolam, haloperidol,

년 때 칼 사건이 생겨 환자가 더욱 위축되고 몸을 떠는

propranol이을 병용 투여하였으며

계기가 되었다. 4세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환자와 말을

5mg, haloperidol 10mg, propranolol 80mg까지 증량

하는 대상인 어머니는 남편의 괴팍한 성격에 불만이 많

하였다. 입원 1 주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병동 환경에

고 남편과 가깝게 지내며 둘 사이를 질투하는 시어머니

적응한 둣 스스로 식사를 챙겨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와 갈등이 많았음. 남동생은 현재 국민학교 6학년으로

화장실도 스스로 다니게 되었으나 고개를 숙인 채 주위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집안에서는

의 눈치를 보았고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 다시 자기 방으

주눅들어 있다함. 환자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서로

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으며 말을 붙이거나

alprazolam 2.

얘기를 나누는 유일한 친구였으나 환자가 중학교에 들어

손을 대면 깜짝 놀래며 움츠러들었다. 종이에 질문을 적

가면서부터 남동생과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음. 환

어주면 ᄋ, X 로 대답하는 정도였다. 그때부터 치료자와

자는 동생이 자기같이 될까봐 아버지가 일부러 둘 사이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하였는데 치료자가 먼저 읽고 따라

룰 떼어놓으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동생 역시 별다른

읽으라고 하였으나 고개를 흔들며 못하겠다고 했다. 입

문제는 없으나 잘난척하고 얄밉게 말을 한다고 환자가

원 후 3주가 지나면서 필답 면담시 ᄋ, X 에서 모름 , 아님

미워하였음.

등 명사형 어미로 대답을 하는 변화를 보였다. 입원 5주

3. 심리 검사
입원 후 3달이 지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대화가 가능
할 때 검사를 시행하였다. Bender~Gestalt 검사시 연
필을 쥔 손을 떨었으나 비교적 빠르게 도형을 그렸으며
점을 불완전하게 그려 경도의 뇌기능장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심한 불안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 이 컸음. 전반적
인 동작 기능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음. 집 - 나무
-사 람 그리기 검사시 그림을 매우 작게 그렸고 너무 못
그렸다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로르샤하 검
사시 총 반응 수가 1개에 불과했으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했다. 지능검사(KWIS)시 “모르면 챙피해
요” 라고 말했으며 난이도가 높아지면 진짜 모르겠다며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음. 전체적인 지능은 IQ

98로 평균 수준에 해당되었으나 실제 잠재 능력은 보통
이상이라 여겨짐(중학교 집단 지능검사 IQ ：146). 감정
반응은 아버지에 대한 내재된 분노 , 어머니로부터 애정

가 지나면서 치료자를 따라 책을 읽기 시작하였으나 기
어들어 가는 목소리와 부정확한 발음으로 급하게 읽어나
갔다. 환자가 먼저 읽고 치료자가 '따라 읽기도 하였으며
간간이 소리를 크게 내도록 발성 연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환아는 하고는 싶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
는다고 하였다. 필답 면담시 명사형 어미에서 서술형 어
미로 변화를 보였으며 문장을 이루어 대답을 하기 시작
하였다. 병동 생활은 다소 호전되어 배변횟수를 손가락
으로 표시하고 간간이 우스개 소리에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입원 7주 째 묻는 말에 "예” , "아니오” 라
고 대답하고 투약시 "약주세요” 라는 말을 하였으나 기어
들어 가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였으며 얼굴을 붉힌 채
재차. 말을 하게 하자 화가난 둣 병실로 들어갔음. 이후
투약시 계속 약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입원 10주 째 약
주세요라는 소리가 다소 커지고 발음도 어느 정도 분명
해 졌으며 필답 면담시 성의껏 대답하였으나 한 문장 이

상을 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

에게도 왜 자신에게 일부러 말을 시키냐며 자신을 무시

는 것은 여전하였다. 집은 기분 나쁘고 무서운 곳이라고

하고 놀리려 한다고 화를 내었으며 묻는 말에도 대답을

표현하였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청소부이고 이유는

안하는 등 다소 반항적 태도를 보였다. 입원 24주 째 집

말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치료자와

에 외박 다녀오면서 아버지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책을 읽었으며 우스운 대목에서는 소리내어 웃기도 하였

얘기하고 호전된 모습에 대해 만족해하는 아버지를 본

으나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다. 발음은 비교

후 다시 이전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업

적 분명해졌으나 급하게 읽어나가며 어물어물 넘어가는

에 대한 걱정은 지속되었으며 학교에 복학해서 잘할 수

것이 많았다. 치료자가 읽은 곳을 또 읽으면 씨익 웃으

없을 것 같다며 자신 없어 하였다. 입원 25주부터 발성

며 자신이 다음 문장을 읽기도 하는 둥 자발성을 보였

연습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을 위해 대학 연극 동아

다 . 입원 14주 째 병동생활에 어느 정도 호전을 보였으

리에 다니며 틈틈이 공부도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처

나 여전히 “예”, "아니오” 대답 외에는 일체 말을 하지

음에는 데려다 주고 데려오곤 하였으나 1주가 지나서는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행동이 지속되어 투여중인

혼자서 귀원하였다. 발성 연습후 치료자 앞에서는 크게

약물을 중단하고 fluoxetine을 투여하였다. 투약은

소리지르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20mg을 일주일간 격일로 시작하여 그 다음 주에는

서는 하지 않으려 하였다. 입원 당시에 비해 고개도 똑

20mg을 매일 투약하였으며 투여 3주 째 40mg으로 중

바로 들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등의

량하였으며 6주 째 60mg으로 중량하여 4주간 유지하였

중상은 호전되었으나 물건을 사고 전화를 하고 버스를

다가 진전 부작용이 나타나 40mg으로 감량하였다가 퇴

타고 다니는 등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는 문제는

원시 20mg으로 유지하였다. 약물 투여한지 4주가 지나

남긴 채 학업을 위해 입원 30주만에 퇴원하였다. 현재

면서 책을 읽는데 목소리가 커졌으며 감정표현을 다소

외래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집에서는 말을 잘하고 개

분명히 하기 시작하였다. 치료자와 영화를 보러갈 때도

학 후 학교 생활도 잘하는 편이나 동료들과의 대화는 없

안경을 두고 왔다고 아차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다고 하였다. 환자는 얘기해보려고 한두 마디 시도해보

을 보였으며 영화관람을 하면서도 시종 웃으며 즐거워하

았으나 지속적인

였다. 지하철을 타서는 치료자의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

fluoxetine 40mg으로 중량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다.

대화는 어렵다고 하였다. 약물은

으려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였

고

다 . 간간이 힘들다며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였으며 땀을

찰

많이 흘리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가슴이 답답한 둣 숨을
몰아쉬었다. fluoxetine 투여 후 6주가 지나고 입원한지

선택적

함구증은

처음

Kussmal(1877) 에 의해

20주가 지나면서 병동 생활과 대화에 극적인 변화가 일

“aphasia voluntaria" 로서 임상적으로 기술되었으며

어났다.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치료자에

Tramer(1934)는 “electiver Mutismus bei Kin-

게 인사도 하기 시작하였다. 치료자에게 자신의 목소리

de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병명

가 이상하지 않느냐며 반복해서 물으며 스스로도 신기해

의 시초가 되었다. 이 중후군에 대한 Tramer의 개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집단 내에서만 말을 하는

신기한 둣 얘기를 늘어놓았으며 자신이 그 동안 말을 안

비정신병적 아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한 것은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못하게

현재 ICD-10(1992) 에서는 여전히 선택적 (elective)

되었다고 했으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

함구증이라는 진단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DSM-

였다. 말을 한지 2주가 지나면서 공부에 대한 걱정, 아버

IE-R(1987) 에서 DSM-IV(1994)로 개정되면서 선택적

지에 대한 두려움, 퇴원후 적응하는 문제 둥에 대하여

(elective) 이라는 용어 대신 선별적(selective) 이란 용

걱정하며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 입원 23주 째 자신이

어로 진단명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선별적

말을 하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였

함구증(selective mutism) 이라는 진단명이 좀더 기술

다면서 다른 환자에게 따지듯 물으며 흥분하는 모습을

적 (descriptive) 이라는 Hesselman(1973) 의 제안을 반

보였으나 이내 자신이 잘못하였다며 사과하였다. 치료팀

영한 것으로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DSM-M-R(1987)

의 기술 대신 말하기의 ■
실패’라고 기술한 DSM-IV

소심함 . 수줍음 , 아이에 대한 지나친 보호 , 지나친 소유

(1994) 의 진단 개념의 변화와 일치한다. 또한 DSM-IV

욕 등이 보고되었으나(Hayden 1980； Parker 등

(1994) 에 의하면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가 동반될 경

1960 ； Wergeland 1979 ； Wilkins 1985 ； Wright

우 사회공포중의 진단이 같이 주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등 1985) 점차 환아의 생물학적 취약성과 타고난 기질

때때로 본인이 내키지 않을 때 말하기를 거절하는 양상

의 차이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입장이 제안되고 있다

이 있긴 하지만 수줍음, 소심함, 사회적 민감성 , 사회적

(Leonard와 Topol 1993). 본 증례에서도 어머니의 지

불안 및 사회적 위축을 보이며 말을 하고 싶어도 잘되지

나친 과보호. 환자와의 지나친 밀착 등이 지적될 수 있

않는다고 호소하는 본 증례도 이에 해당되는 것 같다.

으나 이것이 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선택적 함구중을 진단 내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은 일시적 함구증과 지속적인 함구중을 구별하는 것이

또한 환자가 타고난 예민한 유아기적 기질도 상당부분
관여했으리라 본다 .

다 . 일시적인 선택적 함구증은 적응반응의 하나로 학령

선택적 함구증의 또 다른 흥미 있는 임상 양상으로는

기의 5~7세 아동에서 드문 것은 아니다(Brown과

강박 충동적 행동을 들 수 있는데 Hayden(1980)은 환

Lloyd 1975; Kolvin과 Fundudis 1981). 일시적인

자의 18%(68명중 12명)에서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선택적 함구증을 경험한 약 90%의 아동이 학교 입학 첫

일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등의 강박 충동적

1년내에

보고되었다 (Brown과

행동을 보고하였으며 Wergeland(1979)는 11명중 6명

Lloyd 1975). 지속적인 형태의 선택적 함구중은 o]주

이 강박 충동 신경증의 명백한 중거를 보인다고 하였다.

저절로

회복된다고

드문 경우로 유병률은 Brown과 Lloyd(1975)의 연구에

Kolvin과 Fundudis(1981) 또한 8%(24명중 2명)에서

의하면 0.03%~0.06%, Fundudis 등 (1979) 에 의하면

심각한 강박적 행위를 기술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잠들

0.08%로 보고되었다. 여아에 비해 남아에 흔한 다른 언

기전 책가방을 챙겨야만 잠을 자고 지나치게 깔끔하게

어 장애와는 달리 선택적 함구증은 여아에 좀더 흔한 것

방정리를 하는 행동 등은 이러한 측면과 일부 일치하는

으로 보고된다(Kolvin과 Fundudis 1981 ； Wilkins

것 같다 .

1985 ；Wright 1968). 이러한 예외적인 성비는 전학령

ICI>10(1992) 에서는 (a) 정상적이거나 정상에 가까

기 아동에 다양한 정서적 장애가 남아에 비해 여아에 더

운 언어 해독력 : (b)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충

많은 것과 관련하여 선택적 함구증의 정서적 요인의 중

분한 수준의 언어 표현 능력 ; (c) 특정 상황에서는 정

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상적으로 또는 거의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뿐 아

선택적 함구중 환아가 극도로 수줍어 한다는 관찰은 많

니라 실제로 하기도 한다는 확실한 증거 등을 진단 지침

은 연구에서 일치하는 견해다. Hayden(1980)은 수줍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높은 언어 장애의 병발률이 보고

음 , 소심함, 두려움, 공포 , 신경질적인 행동, 매달리는

되고

행동이 가장 혼하다고 보고하였으며 Wergeland(1979)

1981: Wilkins 1985 ； Wright 1968). 본 증례의 경

또한 특히 예민하고 수줍어하며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

우 발음과 언어 능력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한 두려움이 특징적이라고 기술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것은 아니나 언어 해독력, 표현 능력에 이상은 없다고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외줄시 치료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

판단된다 . 단 발음의 이상은 오랜 기간 말을 하지 않았

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해보기도 전에 못하지 않

고 불안에 의해 말을 급하게 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생

을까 지레 겁을 먹는 행동 등은 위의 보고와 일치하는

각되어진다.

있다(Hayden

1980 ； Kolvin과 Fundudis

것 같고 환자가 보이는 함구중이 말하는 것에 대한 거절

대개 선택적 함구증 환자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 명

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회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말

백한 위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마주보고

을 할 수 없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과도 전화로는 오랫동안 통화

선택적 함구증 환아의 가족에 관한 연구로는 수줍음과

할 수 있다(Black과 Uhde 1992 ； Leonard와 Topol

지나친 겸손의 가족적 특성과(Hayden 1980 ； Kol-

1993).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되어 말을

vin과 Fundudis 1981 ； Krolian 1988 ； Parker 둥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화통화를 해보지 않아 어떻게

1960 ； Wergeland 1979 ： Wright 1968) 어머니의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대답만 할 수 있었다. 즉 말을 할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낯선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였으며 이것은 사회공포증의

적 함구증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두번째

유형인 수 동-공격적

함구증(passive-ag

증상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환자가 보이는 중상중 발한,

gressive mutism)은 침묵을 무기로 삼는 것이 특징이

떨림, 얼굴 붉힘 둥은 사회공포증에서 흔하게 보고되는

며 아동의 적대감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항적 거절” 로

중상이며 (Amies 등 1983 ；Reich 둥 1988), 최근의 소

표현된다.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o}동이 거절적이고, 반

아 불안의 이론적 모형인 "낯선 것에 대한 행동 억제

항적이며, 지배적이라는 수많은 문헌이 보고되었으나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반응 이

(Wright 1968) 공생적 함구증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이

론 (Biederman 등 1990)과 관련지을 수 있겠다.

러한 견해의 대부분은 정신역동적 관점이 우 세 하 고 동

대개 발병 연령은 3~8세 사이이고 평균 연령은 약 3.

6세

이나(Kolvin과

Fundudis

1981 ； Wilkins

1985 ；Wright 1968) 12세 이후 발병한 예도 몇 경우

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정신역동적 관점이
받아들여 질 때 쓰여졌던 것이다 (Leonard 와 Topol

1993).

보고 되었다(Kaplan과 Escoll 1973). 남아가 여아에

세번째 유형인 반응적 함구증(reactive mutism)은

비해 평균 2.3년 먼저 정신과에 의뢰되는데 이것은 남아

외상적 사건에 의해 유발된 함구증을 특징으로 한다 . 예

의 함구중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일찍부터 교정을

를 들어 학교입학. 이민, 입원과 같은 환경의 변화 그리

시도하는 반면 여아의 함구증은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는

고 심각하고 지속되는 질환과 같은 심리적, 육체적 외상

경향으로 인한 것 같다(Hayden 1980). 대개 지능 수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Hayden

은 정상으로 보고되는데 (Hayden 1980: Hesselman

1980 ；Kolvin과 Fundudis 1981: Krohn 등 1992 ；

1983) 이는 IQ 98로 평균 수준을 보인 본 증례와도 일

Parker 등 1960: Wright 등 1985). 그러나 Leo-

치하나

평균

이상이나

이하인

(Kolvin과 Fundudis 1981 ;

경우도

보고되었다

Parker 등 1960 ；

nard와 Topol(1993)은 외상적 사건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며 단지 발병의 계기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Wergeland 1979). 본 증례의 경우 환자는 4세에 발병

네번째 유형인 언어 공포증적 함구증(speech pho

하였으며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 등 환경이 변화할 때 증

bic mutism)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실제

상이 두드러졌다.

적인 공포” 를 특징으로 한다. 아마도 가장 흥미 있고 유

선택적 함구증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망한 이론으로 새로운 생물학적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요인과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어떤 연

(Leonard와 Topol 1993). Hayden(1980)은 자신의

구자들은 초기의 외상 혹은 환경의 변화 같은-명백한 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심장 박동의 중가 , 얕은 호흡 , 발한,

발인자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반면(Parker 등

진전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회공포증 혹

1960 ；Wright 등 1985), 대인 관계와 가족 역동의 결

은 공황 발작의 증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1990년 이후부

과가 선택적 함구중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터 보고되기 시작한 선택적 함구증에 대한 약물 치료

(Krolian 1988). 최근에는 선택적 함구증이 불안장애의

(Black과 Uhde 1994 ； Black과 Uhde 1992 ；

변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관점이

G.ohvyn과 Weinstock 1990)와 연관된다.

우세한 것 같다.

Hayden(1980)의 선택적 함구증에 대한 4가지 유형

1살 때부터 3살까지 아버지가 부재하였으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어머니와 지나친 애착을 보인 점 , 4살 때 돌

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질환을 이해하는 시각에 대한 논

아온 아버지의 엄격한 처벌과 친구와의 격렬한 싸움이

의의 틀을 제공한다. 첫번째 유형인 공생적 함구증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충격으로 작용한 점 , 입원 치료과

(symbiotic mutism)은 어머니와 강력한 공생적 관계

정에서 어머니와 첫 면회시 토라져 말을 하지 않았고 자

를 유지하고 "자신의 환경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매

신도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얘기한 점,

달리고, 수줍어하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아이로 기술하

병동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목소리가 이상하지

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장 우세하게 주장되는, 선택적 함

않느냐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쉰 목

구증은 아이의 성격적 특성과 지배적인 어머니를 중심으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변성기가 아니냐"는 어머

로한 가족 역동의 결합에 의해 유발된다는 이론은 공생

니의 지적 이후였으며 말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

지 않는다고 환자가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증

Psychiatric correlates of behavioral inhibition in

례는 Hayden(1980) 의 4가지 유형이 혼합된 듯한 인상

young children of paren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 Arch Gen Psychiatry 47 :

이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선택적 함구증을 불안 장애 중
특히 사회공포증의 아형으로 보는 견해와 일치하는 경우
로 생각되며 약물 치료 결과 또한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

21-26
Black M, Uhde TW(1992) ：Elective mutism as a vari
ant of social phobia.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1 ：711-718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택적 함구증의 질병 분류

Black M, Uhde TW，Tancer ME(1992) : Fluoxetine for

룰 결론적으로 얘기할만한 근거는 없으며 향후 체계적인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J Clin Psycho-

추시연구, 가족연구, 신경생물학적 평가, 사회공포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을 사용한 비교연구 등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

pharmacol 14 : 293-295
Black M, Uhde TW(1994) : Treatment of elective mut
ism with Fluoxetine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3 ：1000-1006

약

Brown JB, Lloyd H(1975) : A controlled study of chil
dren not speaking at school. J Assoc Workers

4세 이후 11년간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던, 선택적 함구증으로 진단된, 15세 남환 일
례를 체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였다. 입원

14주 째 Fluoxetine을 투약하였고 투여 후 6주가 되면
서부터 함구증의 현저한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불
안감의 감소 및 대인관계의 호전이 동반되었다. 본 증례
는 치료방법 및 경과 면에서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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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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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xetine Treatment in A 15-year-old Male Patient with Elective Mutism ：
A Case Report

Young-Sik Lee, M .D ., Bum-Woo Nam, M .D., Jong-Bum Kim, M.D.

Department o f Neuropsychiatry, College o 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Elective mutism is a rare disease, and still its nosologic disease nature has not been clearly cla
rified.
The authors experienced dramatic improvement in a 15-year-old boy with elective mutism
by 6 weeks o f fluoxetine treatment. His symtoms started 4 years ago and vivid social phobic
symptoms were accompanied in adolescence.
From these findings, we noticed the possibility o f using fluoxetine generally in elective m u
tism patient and reviewed the nosologic concept o f elective mutism in social phobic aspect.
KEY WORDS : Elective mutism • Fluoxetine • Social phob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