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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에서 의료화 담론의 계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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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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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화란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의학적 지식에 따라 관리되고 통제되면서 의료적 개입이
확장되는 현상을 말한다. 교육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
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에서 의료화 담론의 계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의학적 지식과 담론을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
졌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권력과 지식 사이의 연결을 추적하여 권력의 실천
과 테크놀로지를 밝히는 Foucault의 계보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에서 의료
화는 검사의 의료화, 예방의 의료화, 강화의 의료화라는 세 가지 담론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검사의 의료화는 의사, 교육심리학자, 그리고 지원자로서의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국가
자산으로서의 신체’와 ‘검사를 통한 범주화’ 담론이 중시되었다. 둘째, 예방의 의료화는 국가
가 적극적으로 학생 건강에 개입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들이 함께 주도하였다.
‘개인의 자산으로서의 신체’와 ‘정신으로의 의료적 개입의 확장’ 담론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강화의 의료화는 국가, 의료전문가와 함께 상업적 제약회사가 주도하였으며, ‘인지의 의료적
관리’와 ‘최적화’ 담론이 중시되었다. 의료화는 교육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의 문제로 간주되던
것들은 갈수록 의학적 문제로 규정되면서 의료적 실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주제어: 의료화, 검사, 예방, 강화, 비만, A D HD , 계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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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 자녀를
통통한 우량아로 키우고자 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의 부모들은 칼로리 과다로 인한 소아비
만과 대사증후군을 염려한다. 이전에는 생소했던 인터넷 중독,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도
지금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흔한 질병이 되었다. 이처럼 의학적 지식은 동일한 현상을
질병으로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질병으로 정의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일상적 삶이 의학적 지식에 따라 정의되고 관리되며 통제되면서 의료
적 개입이 확장되는 현상을 의료화(medicalization)라고 한다(손준종, 2014; Conrad, 1975).
근대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
육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근대교육의 초
기에는 학교위생을 담당하는 학교의(學校醫)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정례적으로 학교위생
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을 관리하였다(부산일보, 1925년 5월 21일). 학
생들은 몸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용의검사와 함께 새로운 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제작
된 기생충 검사와 지능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건강하고 유용한 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위생을 강조하던 의료적 개입은 생물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의 영향으로 몸은 물론이고 정신과 심리 등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경제성장으로 삶이 윤택해져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의학의 발달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술이 향상되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방 담론이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란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생각
이 확산되었다. 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자기건강관
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의료화
의 양상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손준종, 2014). 이제 의학적 개입은 단지 질병을 예방하
거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정신을 가능한 최적의 상
태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므로 의료화는 학생의 몸과 정신을 정상 그 이상의 상태로 변화
시키는 강화(enhance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적화된 학생을 만들고자 하는 의료화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성과주의와 함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교육에서 의료화는 교육화(educationalization)와 함께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과
사회규범을 내면화한 국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두 축이었다. 교육화는 모든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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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적 문제가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meyers and Depaepe,
2008). 학생, 노동자, 군인, 범죄자, 알코올중독자, 비행청소년 등은 모두 교육을 통해 쓸모
있는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료화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몸
과 정신을 지닌 학생을 만들고자 했다면, 교육화는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적이며
규범을 내면화한 학생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처럼 교육화와 의료화는 학교를 기반으로 사
회에 적합한 생산적이고 유순한 주체를 생산해내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화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학생들의 일탈, 부적응, 학습부진 등이 의
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동이
충동적이고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교사의 명령에 고분고
분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반항장애나 품행장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학습장
애라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학적 지식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지
던 일들이 이제는 의학적 지식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의
료적 개입이 행해지고, 점점 더 다양하게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 연구
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생겨나고 확장된 것은 건강한 학생주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인적으로 건강한 몸과 정신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
건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 당연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국가적으로도 건강한 학생은 국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
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생의 건강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국가 등의 권력에 의한 의료적
통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더구나 의료적 개입은 늘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
니라 의학적 지식의 발전, 건강한 몸과 정신에 대한 담론의 변화, 교육학적 지식과의 갈등
그리고 의료적 개입 주체 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학생건강
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에서 의료화 담론의 계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
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의 의료화 담론은 어떠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에 의해 주도되
었으며, 어떠한 계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사회학에서 근대교육과 의료화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일부 연구(김진균ㆍ정근식ㆍ강이수, 1997; 손준종, 2010, 2014; 황의룡ㆍ김태영, 2013)
는 근대적 위생관념과 체육교육을 통해 일제가 학생의 몸을 어떻게 규율하고 통제했는가
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개입의 필요와 방법 등을 다루
었다. 조형근(1997)은 Foucault의 생명정치와 의료화 개념을 통해 근대적 의료가 어떻게 근
대적 규율을 내면화한 식민지 주체를 만들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일제 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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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의 의료화 과정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손준종
(2014)은 교육과 관련하여 의료화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였으나, 이론적 논의에 그쳐 의
료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연구방법으로는 Foucault의 계보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계보학은 지식을 권력 구조 내
에 위치시키며 역사적 맥락에서 그 유래와 출현, 그리고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추적하여
권력의 작용과 사회적 실천에 스며들어 있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Foucault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특정 지식에 따라 생
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담론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계보학적 분석에서 담론 구성(discursive formation)은 중요한 개념이다. Foucault
는 “우리는 권력을 통하여 진리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빠져 나올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진리의 생산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Foucault, 1991: 125)고 말한다. 권력에
의해 정당화된 지식은 진리로 간주되고 담론의 형태로 사회적 실천을 통제하고 나아가 주
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계보학은 특정 담론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반면에
다른 담론은 배제되는 것과 같이, 어떤 지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도록
하는 권력효과를 찾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권력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상정하고, 그들이
위로부터 행사하는 권력의 속성이 민주적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에 나름
의 역사와 궤적, 기법과 전술을 가진 아래로부터 상승하는(ascending) 미시적 권력 메커니
즘에 주목한다. 또한 미시적 권력 메커니즘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지배 메커니즘으로 포섭되며, 지배 메커니즘에 의해 지속적으로 투자, 종속, 활용, 연루,
변형, 대체, 그리고 확장되는지를 분석한다(Foucault, 1991: 131). 계보학은 텍스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행동, 지식, 사고에 스며들어 섬세하게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권력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계보학은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에서 작
용하는 권력관계와 진리의 생산, 그로인해 구성된 의료화 담론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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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의료화 담론이란 학생들의 몸과 정신에 대한 의학적 개
입과 관련된 담론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담론은 법,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말과
글, 행동과 실천 등에 새겨진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화 담론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의학적 개입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건강 관련 정책, 각종 법
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발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
터 등의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다음은 의학적 관점에서 학생건강을 다룬 학술지와 학
위논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1945년에서 현재까지 전국 단위 일간지(경향신문, 동아
일보, 조선일보)와 의학전문 신문을 중심으로 학생건강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분
석하였다.1) 분석의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Clarke(2014: 75)에 따르면 서양에
서 일상적 삶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본격화한 것은 대략 1945년 이후의 일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한국도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학생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등 해방과 함께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Ⅱ. 의료화의 정의와 교육과의 관계
1. 의료화의 정의
의료화란 전통적으로 의료의 관심 밖에 있던 것들이 의료의 문제로 규정되고 관리되면
서 의료적 개입이 확장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Zola(1983: 295)는 의료화를 “일상의 삶이 의
1)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검색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www.newslibrary.vaver.com)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언론재단(http://www.kinds.or.kr)
를,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사검색은 조선일보 아카이브(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를 이
용하였다. 신문기사는 학교위생, 학교보건, 학생건강, 정신위생, 체위향상, 학생영양, 지능검사,
카운셀링, ADHD, 아동청소년 정서장애, 아동청소년 행동장애, 학생 우울증, 학생 자살 등의 검
색어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40

교육사회학연구 제27권 제2호

료적 관심 아래 놓이게 되면서 점차 의학적으로 지배되고 영향을 받으며 통제되는 과정”
이라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Conrad(1975)도 의료적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의료적 문제로
정의되는 과정을 의료화로 정의하고, 의료화를 통해 문제가 질병(illness)이나 장애(disorder)
로 새롭게 규정된다고 보았다.
일상적 삶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확대되는 의료화 과정은 종교의 영향력 축소나 의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의료전문가의 지위 변화 등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불임을 신의 뜻이라는 식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했으나, 오늘날 불임은 의학적으
로 설명이 가능한 의료적 판단 대상이 되었다. 콜레라, 결핵, 독감 등과 같은 역병(疫病) 역
시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의 발견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이와 성격은 다르지만 의료적
개입의 확장은 의료전문가의 지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의학적 지식의 발달로
예방접종이 보편화되면서 아동과 관련된 질병이 줄어들면서 소아과 의사들의 지위가 위협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아과 의사들은 예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아동의 행동을
병리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적 개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Conrad, 1992). Lane(2009)은 수줍음이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바뀌게 된 것을 정신과 의사
들의 지위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화는 ‘일상의 의료화’와 ‘통제의 의료화’라는 두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초
기의 연구자들은 임신, 폐경, 노화와 같은 일상적 삶의 양상들이 의료적 관할권 아래 놓이
게 되는 일상의 의료화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의료화를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
는 등의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의료적 개입의 확장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았다. 그러나 Freidson(1970)과 Zola(1972)는 의료적 개입이 인도주의적인 역할뿐만 아니
라 근대사회의 포괄적인 사회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병자역할”
분석을 통해 의료가 사회통제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Parsons(1951)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었다. 의료사회학자인 Conrad(1975)는 단지 나쁜(badness) 행위로 취급되던 과잉행동
(hyperkinesis)이 의학적 질병(sickness)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행동을 통
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생명공학과 유전학 등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의료화는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과 정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가 변화되
었다. 기존 임상의학은 인간의 몸을 장기, 근육, 혈관 등으로 이루어진 기계적, 물리적 성
질을 가진 시각화가 가능한 체계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인간의 몸을 염색체와
DNA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분자구조로 인식한다(Rose, 2001). 인간의 몸을 생물학에 근거
하여 분자적 시선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강조되면서, 생명과학은 투자의 대상이 되었
고, 의학은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Rose, 2014). 전통적으로 의사들의 영역이었던 의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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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학, 신경공학, 제약회사 등과 같이 다양한 세력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들은 공동으
로 의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의학적 개입을 주도하였다. 신경유전학자들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를 발견하자, 이내 곧 우울증은 지구적인 질병이 되었다. 그리고 우울
증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향정신성 약물을 생산한 제약회사의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 의료화는 의료전문가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의료
적 개입의 형태도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Clarke et. al., 2003)나 약물화(pharmaceuticalization)
(Abraham, 2010)와 같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상적 삶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게는 희망이다. 일상의 의료화가 인간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의료화가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의료화를 비판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질병은 사회적 구성물이며, 생물학적 조건과 구분되는 사회적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Goffman, 2009).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학습장애(disability)는 신체
적 장애(impairment)와 달리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Conrad and Baker, 2010: 68-72). 이처럼 의료화는 인간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중
요한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일상적 삶의 전반에 개
입하여 건강에 관한 진리처럼 작동하게 된 연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Foucault의 생명권력은 의학적 개입의 출현과 확장을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
다. 그는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근대 이전의 ‘죽게 만드는 권력’이었던 주권권력(sovereign
power)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권력’인 생명권력(bio-power)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Foucault,
2015: 289). 생명권력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Foucault, 2004: 155). 그 하나는 규율
(disciplinary)권력으로 개별 신체를 대상으로 ‘신체의 규율’을 통해 신체의 조련과 최대화,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을 증대시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신체를 만들고자 하는 ‘해부-정
치(anatomo-politics)’이다(Foucault, 2015: 55).
다른 하나는 ‘생명정치(bio-politics)권력’이다. 이 권력 테크놀로지는 개별 신체가 아닌
인구 집단을 겨냥하여 인구 전체 수준에서 출생률을 높이고 발병률은 낮추고 수명을 연장
시키는 등 균형과 평균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Foucault,
2015: 290-291). 이러한 생명정치는 사회의 항상성을 확립하고 우발성에 대비하며 최적화
된 생명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안전테크놀로지였다(Foucault, 2015: 295-298). 이와 같이
‘신체의 규율’인 해부정치와 ‘인구의 조절’인 생명정치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매개관계들의 다발 전체에 의해 연결되는 두 가지 전개의 극”(Foucault, 2004: 155)으
로서 상호보완적으로 생명권력을 구성한다. 이때 의학은 권력이 살아있는 사람을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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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에 따라 배치하고 교정하며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용한
다(Foucault, 2004: 152-161).
생명권력은 사법제도에 의한 범죄를 의료적인 ‘질병’으로 대체시켰고, 근대주체는 의료
화를 통해 사회질서 속에 통합되게 되었다(조형근, 1977: 175). 규율권력이 강제적이고 분
리와 배제를 통해 의료적 규범을 내면화시켰다면, 생명권력은 생물학적이고 자생적인 자
기조절에 의한 자동관리로서 간접적인 촉진과 장려 전략을 사용하여 집합적 신체를 통제
하고 관리하였다(Lemke, 2015: 64-84). 이때 중요한 것은 의료화와 관련하여 규율권력과 생
명권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행사된다는 점이다.

2. 교육과 의료화
근대학교는 대표적인 규율기관으로 일상적으로 그 사회에 적합한 주체를 만들어내는
장소였다(Foucault, 1994). 교육에서 의료화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의료화 과정을 분석한 Petrina(2006)에 의하면 19세기 말에 과
학이론에 근거한 의학 담론이 사회 전반의 의료화를 촉진하였는데, 교육에서의 의료화도
그 중의 하나였다. 1890년대부터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지식에 기초한 건강 및 위생 담론
들이 학생들의 몸과 정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의사는 학교 안에
서 학생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상태를 점검하며, 몸의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식사 전 손 씻기, 식사 후 양치질, 체조, 규칙적 운동뿐만 아니라 각
종 병리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였으며, 이러한 의료적 실천을 통해 병에 걸리지 않
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교육받았다.
학생의 정신 또한 관리의 대상이었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의 신체 능력
뿐만 아니라 지능검사를 통해 발달단계에 따른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당시에 이들은 우생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검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아동들
은 별도의 심리치료(psychotherapeutic)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의료화를 통해
학생의 몸과 정신은 일상적으로 점검되고 관리되었으며, 필요한 예방조치와 치료의 대상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교육적으로 의료화는 학생들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도적이고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의료화를 통해
학생들을 정상과 비정상 또는 건강한 몸과 병든 몸과 같이 구분함으로써 선별과 배제 장
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학생에 대한 의료적 실천과 개입은 장애 여부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의 의료화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긍정적 기능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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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배제하는 역할을 담
당하였다. 의료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적 지식에 따른 판단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
게 다른 정상과 비정상 또는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의료적
개입의 확장은 ADHD나 학습장애와 같이 예전에는 교육의 문제로 간주되던 것을 의학적
장애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손준종, 2014; Maturo, 2012).

Ⅲ. 한국교육에서 의료화 담론의 계보 분석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제2조는 국가의 교육방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항은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이다. 이 조항은 1998년 교육법이 폐지될 때 까지 줄곧 교육방침에서
가장 우선되는 교육방침이었다. 당시에는 일반국민의 건강은 보건부가 담당한 반면에 학
생건강은 문교부의 책임이었다. 1967년에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
호 그리고 학생의 건강검사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1950년에서 현재
까지 학생건강과 관련된 주요 법규와 정책은 <표 1>과 같다.
<표 1> 학생 대상 의료화 관련 주요정책(1951-2012)
연도
1951
1955
1957
1958
1962
1963
1967
1971
1973
1980
1988
1993
1996

항 목

ㆍ학교신체검사규정 신설
ㆍ결핵검진사업 실시
ㆍ기생충 구충사업 시작
ㆍ체력검사 실시
ㆍBCG 예방접종

세부 내용

체격검사, 체질검사 시행
1962년 투베르쿨린반응검사, X선 검진 실시
1996년 필요성이 감소되어 검사가 중지됨
체격검사, 체질검사에 체력검사가 포함
1999년 이후로는 학교단체 예방접종 중지
‘교육공무원법‘(법률 제 1463호)에 의해 도입. 이후
ㆍ‘교도교사’ 제도 도입
1997년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급식, 양호
ㆍ‘학교보건법’ 제정
교사, 학교의를 두는 등 구체적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학교보건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됨.
ㆍ혈액검사 체계적 실시
1974년부터 RH(-) 병행
ㆍ학교예방접종계획수립
1999년 이후로는 학교단체 예방접종 중지
ㆍ학교급식실시
외국원조의 무상급식이 종료되고 자립급식실시
ㆍ뇨검사
당뇨, 단백, 성인병 조기 발견 위해 실시
ㆍ근시예방사업
청소년기 시력저하 예방 위해 실시
ㆍ척추측만증 스크리닝사업 실시 성장기 척추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목적
ㆍ청소년 약물반응 검사
약물남용예방대책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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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ㆍ종합건강진단제도 도입

2000

ㆍ돌연사 예방 스크리닝 사업
ㆍ아토피 ㆍ 천식 예방관리

2006

ㆍ건강검사제도로 변경

2007

2008

2009
2012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돌연사 위험이 있는 학생 조기 검진과 예방
환경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학생신체검사가 건강검사 제도로 변경되어 학교가 아
닌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비만과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학생정서건강 선별검사로 예방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함
초등학생 전체학년으로 확대
학생들의 심리발달 문제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과정원
스톱 진행 시스템

ㆍ비만예방 및 약물남용예방
표준프로그램 보급
ㆍ정신건강 검진사업
ㆍ구강검사 확대
ㆍ학생 정서행동선별검사 확대
ㆍ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ㆍ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비만과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기존 체력 검사 대신
(Physical
Activity
Promotion
도입
System, 이하 PAPS) 도입
ㆍ학생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
부모 허락 없이 검사 실시 가능
전면 실시

해방과 함께 학생건강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결핵검사, 기생충 검사와 같이 신체의 질
병을 찾아내기 위한 병리검사 위주로 이루어졌다. 1954년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은 전염
병의 종류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66년에 제정된 기생충
질환예방법에는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에 대하여 기생충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이
를 치료”하도록 했다(제3조 2항). 1967년에는 결핵예방법을 제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연1
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정신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정신위생 관련 이론과 지식이 소개되면서 가능해
졌는데, 정신분석과 심리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의료화가 진행되었던 미국과 비슷했다
(Petrina, 2006). 당시 정신위생을 소개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신위생을 정신이상자, 즉
미친 사람(狂人)에 대한 연구나 치료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동이나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동아일보, 1957년 11월 26
일). 정신위생학이 소개되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지도와 전문적인 상담(counseling)과
같은 심리학적 훈육과 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동아일보, 1958년 2월 22일). 그 결과
1963년에는 교도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능검사는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는 일반화된
검사로 간주되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지능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55). 이렇듯 학교의 의료화는 병리검사, 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 ‘검사’ 위주로 시작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의 양상은 변화하였다. 우선 의학의
발전으로 급성질병이 사라지면서 질병이 만성화 되었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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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증대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중시하는 ‘예방’이 강조되었다. 해방 이
후 실시되던 기생충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라졌으며, 학교에서 단체로 실
시하던 예방접종도 중단되었다. 대신에 소아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오줌검사를 비롯하여, 근
시와 척추측만증 예방 사업, 돌연사 예방을 위한 스크리닝 사업과 같이 조기 발견과 치료
를 위한 예방 중심의 새로운 검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표 2> 학생건강 관련 정책의 변화
검 사
ㆍ신체검사
ㆍ체력검사
ㆍ체위향상, 체중증가, 필수영양소 섭취 강조
ㆍ개인위생 및 건강 관련 계몽 교육

예 방
ㆍ건강검진
ㆍPAPS
ㆍ비만관리, 저열량식, 패스트푸드 금지 강조
ㆍ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함양 교육

1951년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를 규정했던 학교신체검사
규정이 폐지되고, 대신에 2006년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으로 건강검진은 학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체력검사는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PAPS)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
화되었다.2) 영양관리도 체중과 체위향상을 위한 식단에서 비만관리를 위한 저열량식으로
변화하였으며,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48년 만에 보건과목이 교과목을 다시 편성
되었다. 청소년 약물반응검사, 정신건강 검진사업, Wee 프로젝트 사업, 학생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와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수립되었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강조는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것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기건강관리능력’의 함양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은 생명공학과 만나면서 학생의 미래를 관리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제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단지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태와 능력을 최적화 하는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강화를 위한 의
료적 개입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섭취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는 인지강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근육강화, 성장 호르몬을 이용하는 신체강화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다음
에서는 학교에서의 의료화 담론을 검사의 의료화, 예방의 의료화, 강화의 의료화로 구분하
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의료화 담론은 연대기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
료적 개입과 실천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2)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능력점수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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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의료화
가. 의사와 교육심리학자 그리고 지원자로서 국가
검사를 통한 의료화는 국가의 후원을 받은 의사, 의학자 그리고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병리검사와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그리
고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건강을 국가발전과 동일
시하였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식의 계몽적 차원에서 의료적 개입
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건강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람들
이 의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생성한 의료
화 담론이 정당화되고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의사와 의학전문가들은 검사의 의료화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하나는
건강과 관련하여 정상성(normality)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의사들은 문교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문교부, 1988: 462) 의
료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일탈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특히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와 같이 명확한 특질로 판단하기 어려운
증상의 경우, 의학 지식을 이용한 의사의 진단과 판단은 학생을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하
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점검하고 보다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의사들은 학생의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의 점검, 질병의 유무 확인, 영양 상태 관리, 규칙적인 체육활동 장려
등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지능검사를 비롯하여 심리 측정을 통한 의료적 개입은 주로 교육심리학자들에 의
해 주도되었다. 해방 직후 미국에서 돌아온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해 아동의 발달단계와 지
능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이론 등이 소개되었다.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된 지능검사는 정
범모가 1955년 서울대학교 교육심리연구소에서 만든 ‘간편지능검사’였으며, 이후 수많은
표준화된 지능검사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검사와 측정을 통한 의료적 개입은 눈에 보이
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한때 인류는 자연현상을 어림짐작 주관적으로 판단하려 했으나 근래 자연과학은 이를
극복하고 엄밀한 측정을 적용함으로써 자연계를 상당히 통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러나 아직도 인간현상, 사회현상은 여전히 어림짐작으로 밀어치우곤 한다. 근대의 선진
국에서는 심리측정의 이론과 실제의 발달이 눈부시다. 지능검사는 넓은 심리측정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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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의 제반 능력, 성적, 적성, 흥미, 성격 등등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측정해보려
는 영역이다(동아일보, 1956년 11월 7일).

이와 함께 교육심리학자들은 1953년 미국교육사절단이 소개한 ‘가이단스(Guidance)운동’
을 기점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였다(심우엽, 2001). 상담과 심리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도 운동은 학생들을 지시, 훈육, 처벌과 같은 규율의 대상에서 치료의 대상으
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7년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카운슬러 강습
회를 개최하여 40여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양성하였다. 그 이후 문교부와 중앙교육연구소
주최의 강습회를 통해 생활지도와 상담을 전담하는 교도교사가 배출되었다(김충기, 1988:
204-205).
한편, 1958년에는 아동의 정신위생을 의학적으로 판정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아동상담소
가 발족했으며, 이후 점차 학교에도 상담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정신위생 강습회와 상담실의 설치는 정신분석 지식이 전파되고, 상담을 비롯한
심리치료가 대중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치료적 테크놀
로지가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Ecclestone, 2017).

나. 검사의 의료화 담론
검사의 의료화에서 가장 주된 담론은 ‘국가자산으로서의 신체’이다. 건강한 몸과 정신
을 가진 학생이 국가의 자산으로 간주되었고, 검사와 같은 의료적 개입을 통해 건강한 학
생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양질의 노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학생은 예비 산업인력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육적
동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관리되었다. 실제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국리민복(國利民福)”(동아일보, 1966년 12월 6일)이며, “청소년의 건강은 곧 나라의 운명과
동일시”(조선일보, 1967년 3월 28일)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이 곧 국가의 부(富)라는 담론이
끊임없이 생성, 유포되었다.
국민체력은 국력의 기초가 되므로 국민체력향상은 국력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은 내일의 일꾼으로 청소년의 체력향상은 국가개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다(문교부, 1976: 13).

결핵이나 기생충 검사와 같은 각종 병리검사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생산구조에 편입
가능성 여부가 판별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몸을 생산성 높은 체위로 향상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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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다. 1954년부터 독립 교과로 편성된 보건과목의
내용을 보면 청소 방법부터 화장실에서의 행위 규칙, 공부할 때와 잠 잘 때의 자세, 구체
적인 놀이 방법 및 옷을 입는 방법, 식사 예절과 양치질 순서까지 세밀한 계획 하에 학생
들의 행위를 지도하였다(문교부, 1957). 이는 의료적 규범이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의
통제적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성격”(문교부, 1957: 4)을 가진 주체를 길러내기 위함이었
다.
많은 선진 국가들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단결된 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
사불란한 행동질서를 훈련하고 있는 실례를 보고 있으며, 특히 … 체육운동으로 하여금
훌륭한 사회교화의 구실을 수행케하고 있는 모범을 찾아볼 수 있다(경향신문, 1966년 5
월 2일).

이러한 현상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더욱 심해졌는데, 의료화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
위기 속에서 정권에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규율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동하였
다. 학생들은 의학적 규범에 의해 촘촘하게 규정된 신체적 행위패턴들을 의무적으로 실천
해 나가며 규율화 되었다. 그리고 1955년 신체검사 자료를 시작으로 작성된 국민 표준 체
위표, 각종 질병의 유병률, 체력검사 기록과 학생 음주와 흡연율과 같은 신체 및 건강관련
데이터는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기본지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담론의 격자망 속에서 만들어진 ‘검사를 통한 범주화’이다. 이는 해방 이후 새 시대에 적
합한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당시를 지배하던 정신위생운동과 심리학 지식과 실
천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해방 이후 일제의 권위주의식 교육에서 탈피하려 했던 교육개혁은 과학적 태도와 방식
의 교수학습방법을 채택하였다. 교육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연령과 발단단계에 따른 다양
한 심리검사들이 활발히 개발 및 보급되었다(심우엽, 2001: 183). 그리고 최적의 교습과 학
습을 위한 적성, 흥미, 인성, 학력, 가치관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진행되었다.
그로인해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학생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임상적
방법의 교수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심리학적 지식은 정신분석학과 만나 교수
법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학교의 의료화를 이끌었다. 정신위생운동은 정신분석을 기
반으로 하는 정신과의사들과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소개되었다. 정신위생운
동은 위생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는 활동이다. 정신위생담론은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강조하였고, 학교에 교도교사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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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담실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정신의학적 시선이 학교에서 주목한 대
상은 지적능력이 결핍된 아이들, 혹은 지적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낮은 도덕성을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지능검사를 통해 학습지진아 또는 정신박약아를 구분해 내고, 그들에게 적
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였다(심문주, 1973).
과거엔 박약아는 사회에 위해한 존재고, 방관하면 비생산적 존재로 자라 사회의 부담
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근래엔 정도가 극심한 박약아들의 생명도 정상인처럼 존중되고
보호될 권리가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격발달을 위해선 의무교육
과 같은 독자적인 교육체제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이다. 교육심리학자들은 박약아를
지능의 병이라고 보지 않고 ‘퍼스널리티 전체가 약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성격의 아이
들을 특수학급에 넣지 않고 일반아동과 같이 교육하면 이들은 무형의 압력을 받지만 특
수학급에 수용하면 명랑해지고 안정감을 느껴 지능개발이 쉬워진다고 한다(조선일보,
1971년 12월 12일).

지능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심리검사들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와 행복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담론이 구성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체검사가 신체허약자를 가려내듯 지능검사 역시 학생들을 분류하고 선
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능검사에서 IQ70 이하의 지능학생에게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포기하도록 학부형들에게 종용, 새로운 기술교육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라 저능학생들이 대거 중학교에 진학, 심한 지능 차
이 때문에 학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970년 7월 21일).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고 무시험 입학제도가 실시되면서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중
학교 진학을 비판하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은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정상이
아닌 이상자(異常者), 즉 ‘비정상아’, ‘저능아’, ‘지진아’, ‘부진아’ 등으로 호명하였으며, 심
지어 “소년 범죄자”(조선일보, 1962년 12월 6일)나 “사회적 골칫거리”(동아일보, 1971년 9
월 29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일부 학생들을 상급학교 진
학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생명가치에 등급을 매기는 의료적 실천이었다.
이렇듯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의 의료화는 생산적이고 유순한 학
생을 만들기 위해 규율과 훈육 중심의 의료적 실천을 행하였으며, 학생들을 선별하고, 배
제하고, 분리시키는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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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의 의료화
가. 다양한 의료전문가와 개입자로서 국가
예방의 의료화에서는 학교의 의료화를 이끄는 주체들이 매우 다양해졌다. 국가는 예방
의 의료화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성질병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 중심의 정책들을 제도화하였다. 검사의 의료화와 달리 예방의 의료
화에서 국가는 직접 지식을 생산하고, 생산한 지식을 확산 및 유포시키며 의료화를 견인
해가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집단의 건강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
처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이들 각 부처는 산하 연구소들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는데 바
탕이 되는 지식을 생산하였다. 이들은 학생 건강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법과 치료에 대한 각종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발히
진행하였다.3) 이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학생 건강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
화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특정한 방식의 치료를
유도하기도 하였다(남상희, 2004: 108).
의사와 의료전문가들도 의료화의 중심에 있었다. 근대 초기 의료전문직은 의사가 유일
했고, 의사들은 그들만의 전문직 윤리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의료가 서비스 사업으로서
영리화 되고, 다양한 분야의 의학전문가 집단들이 생겨나면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공영
역을 지켜내거나, 확장시키기 위해 의학적 지식의 확산과 지배를 도모하게 되었다. 다양한
의료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지식을 활용하게 되면서(김환석, 2014: 70), 전문가
집단끼리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의료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집단들이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개인의 건
강권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건강 관련 사회단체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건
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나아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다음은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이다. 미성년자인 학생들
의 경우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였다.4) 이 밖에도 제약회사나 의
료장비회사와 연관된 상업화된 조직들이 의료화에 영향을 행사하였다.

3)

4)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우울증이나 ADHD 는 정신병이 아니라 마음의 감
기”라는 제목으로 학부모와 상담교사들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기 정신과 진단의
필요성, 약 복용의 효과, 그리고 조기발견의 중요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경향신문, 2014년 7월 8일).
한국에서는 학령기에 많이 발병하는 틱과 뚜렛병(Toutette Syndrom) 환자와 그들 부모로 이루어
진 ‘한국뚜렛병협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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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예방의 의료화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촘촘하게 직조된 담론들 속
에서 형성되었다. 비만 같은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학생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와 영
리를 추구하는 의료시장이 만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처음 비만은 영양학,
식품공학, 그리고 내과를 중심으로 병리화 되었다. 이후 인구학적 범주화에 의해 아동비만
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가정의학과와 소아과까지 아동비만을 자신들의 진료 영역으로
삼았다. 그러나 식사요법, 운동, 약물요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00년대 들어서는
외과적 수술이 획기적인 비만 치료법으로 등장하였다(이선영, 2004; 한광희ㆍ김병수,
2013). 또한 비만은 체육관련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듯 각 영역의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비만 위험성을 담론화 하고,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한다. 이 뿐 아니라 보건교사,
영양교사, 스포츠 강사와 같은 이해집단들 역시 학교 의료화에 주요한 주체이다.
이전에는 질병이라 여기지 않았던 아동기의 각종 장애들과 우울증은 1980년대부터 질
병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정신의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전공과 세부학회들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동기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90년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클리닉’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학교보건법에 정신건
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었고, 학생들의 정신 문제들을 끊임없이
담론으로 구성하면서 학교보건 방향의 움직임을 주도하였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정신장애는 정신과 전문의들만큼 심리학자들의 전문영역5)이기도
하다. 심리검사뿐 아니라 심리센터, 상담센터 등 심리학자들이 정신치료 시장에 뛰어들면
서 전문직 간의 경쟁은 뜨거워졌다(Shorter, 2009: 480). 임상심리학자들이 운영하는 전문심
리센터 뿐 아니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치료 센터들이 계속 늘
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쟁상황 아래에서 이전에는 질병이 아니었던 대상들의 문턱값이 내
려가고 질병역치 이하까지 진료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화는 심화되고 있다.

나. 예방의 의료화 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의료화에서는 학생의 신체를 국가자산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신체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
니라 개인적으로도 중요해졌다. 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은 삶의 질 측면에서 건강한
신체와 함께 관리하는 몸, 보기 좋은 몸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 효용성이라는 질적으
로 분화된 ‘개인자산으로서의 신체’ 담론을 형성하였다.
5)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장애를 뇌의 문제로 보고 주로 약물을 통해 접근한다. 반면 약 처방 권한
이 없는 심리학자들은 자아의 잠재력을 깨어나게 해주는 고객중심의 심리치료를 주로 한다
(Shorter, 2009: 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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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건강권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전
략이기도 하다. 산업화 시기가 끝나가면서 국가는 개인의 신체를 생산성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까지도 고려해야 했다. 경제발전으로 영양결핍이 해결되고, 의학의
발전으로 결핵과 전염병과 같은 급성 질병이 사라지고 만성질병화 되는 역학적 전이로 인
해 의료화의 양상은 변화되었다. 그로 인해 만성질병으로 발생되는 직접적, 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의료보험 재정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건강
행위실천과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예방 중심 담론들을 생산하고 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권력적 실천과 테크놀로지도 함께 변화한다.
예방 담론에서 비만은 건강을 위해 꼭 관리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질병 유발 요인으로
서 의료화 되었다(박혜경, 2014; 한광희ㆍ김병수, 2013; Conrad, 2005). 특히 아동기 비만이
평생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아동기 비만이 주목받게 되고, 학
생들의 비만 역시 치밀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다.
학생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의 성인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불편함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단에서의
소외감 등으로 정신적, 사회적 문제점을 갖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만에 대한 조기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해와 실천위주의 학교교육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경상북도교육청,
1996: 3).

그러나 1980년대까지 ‘우량아 선발대회’가 열리는 등 통통한 아이가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산업화 시기 우량아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선망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
의 비만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외에도 학교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면서 효율적인 감시
와 관리가 꼭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예전 체력장이라 불리던 체력검사는 비만을 아동기
부터 과학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는 기대차원에서 ‘PAPS’로 바뀌었다. PAPS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으로, 비만 해소와 심폐
기능 강화와 같은 ‘건강’에 초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APS의 비만평가는 체지방분석기로 BMI(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이하 BMI) 지
수를 산출하여 정상, 과체중, 1,2,3단계 비만으로 표시된다. BMI 지수는 통계자료에 의한
표준치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의 단계를 나누는 원리로, 학생 개개인
은 정량적 기준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 경도비만과 중도비만 등으로 등급화 된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정해지는 기준점의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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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범주화의 기준이 되는 문턱값 역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6). 이러한 기준수치는 몸
에 대한 규범이 되어 학생들의 사고와 품행을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건강이 위험인자의
통제와 적절한 관리로 유지가능하다는 예방담론들은 새로운 건강도덕성을 창조하게 된다
(Conrad, 1992; Clarke, 2014, Rose, 2014). 만약 비만인 사람이 성인병에 걸렸다면 그는 음
식조절과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을 위한 의무들을 지키지 못해 체중조절에 실패한,
자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담론에 의해 건강하지 못한 책임은 갈수록
개인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정신으로의 의료적 개입 확장’이다. 검사의 의료화에서도 지능의 측정이나
상담과 같은 의료적 개입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학생들의 정신은 단순히 측정의 대상
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예방의 의료화에서 학생들의 정신은 신체와 함께 본격적인 통
치의 대상이 된다. 특히 1980년대부터 주된 담론으로 떠오른 생물정신의학적 지식에 의해
ADHD, 자폐아, 학습장애아와 같은 특정한 인간유형으로 범주화 되었고, 이들은 의료적 치
료를 통해 사회가 원하는 주체로서 만들어지는 통치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보았던 비만
의 의료화에서도 비만이라는 신체적 문제가 정신건강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품
행과 동시에 정신까지 통치하려는 움직임이다.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 ADHD, 학생의 우울증과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서 국가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표 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사업의 국비 예산 변화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총액
(천원)

315,792

433,699

480,000

1,080,000

1,050,000

1,050,000

2,500,000

3,250,000

출처: 배은경(2015)의 <표 4>를 요약, 정리하였음

<표 3>을 보면 10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국비 예산이 10배 이
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강조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정신건
강검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불리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학생정신건강검사가 실시되었다.
6)

WHO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은 BMI 점수 30을 정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종적 특성을 고려하
여 아시아인은 BMI 25를 정상으로 본다. 낮아진 문턱값으로 한국 남성의 비만율이 미국보다 더
높게 나오는 등 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의협신문, 201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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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는 검사지에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우울, 불안, ADHD, 학교폭력,
친구관계, 품행, 학습과 인터넷, 자살생각 등 정서와 행동문제 전반을 점검한다(교육부,
2014). 병원이 아닌 학교에서, 표본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통해 포괄적인 학생의 정신 상
태를 확인하여 선별하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18-19).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와 행
동상의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하며,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관심군’과 ‘정상군’으로 분류된
다. 관심군은 이후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심층평가를 받고, 다시 ‘주의군’으
로 분류되면 전문 기관이나 병원으로 의뢰된다. 이러한 검사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검사의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우선 정신건강검사는 문제의 원인을 뇌 병리의 기능 저하에서 찾으려
한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뇌기능의
화, 스트레스, 체질적인 소인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즉,
를 포함한 신경계의 취약성이 큰 경우에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우울증이 생길 수
고...분명한 것은 우울증이라고 진단될 정도의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뇌의
능상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나 주변의 격려만으로 기분을
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교육부, 2013: 89).

변
뇌
있
기
전

위와 같이 교육부는 정신의학계의 주된 담론을 그대로 사용하며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자살문제는 학생 개인의 뇌 이상에서
찾기 보다는 공부를 강조하는 문화, 소통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구조
와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낙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진단검사가 아닌, 정서ㆍ행동발달 경향성 확인
검사”(교과부, 2012)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우리 사회
에서 정신의학적 검사에서 관심군이 되는 것은 심각한 낙인이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라는 예방담론 아래에서 의료적 검사는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측정하고, 수량화된 기준에 맞춰 개인을 정상화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적 실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인구 집단을 관리하고 개개인을 통제하는 테크놀로지가 된다. 이미
우리는 건강정보를 통해 광범위한 감시 아래 놓여있다7). 국가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개인
7)

정부가 영유아 검진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조사하고,
금연을 강조하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통한 니코틴 수치로 흡연 사원을 확인하는 것처럼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적 통제는 더 정교해질 것이다(라포르시안, 2016년 2월 29일). 마찬가지
로 정신건강검사에서 관심군이나 주의군에 속한 학생들도 이후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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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회의 위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험관리차원에서 관리한다(Lyon, 2014). 이러한 사회
에서 인구집단의 생명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생명권력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며, 광
범위한 감시 아래에서 개인들은 자동적 관리로서 건강과 생각, 품행, 그리고 가치관에 이
르기까지 스스로를 정상화한다.

3. 강화의 의료화
가. 상업적 제약회사와 소극적 국가
강화란 인위적인 방식으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보다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강화의 의료화는 의료적 개입 양상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는 일시적 강화와 유전학적인 기술을 통해 생식세포 수준에서 유전자를 선
별, 조작하는 영구적 강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강화의 의료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도하는 주체는 제약회사와 생명기술 산업과 같은 상
업화된 권력이다. 물론 기존 의료화를 이끌던 국가권력과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으나, 새로운 생의료화 혹은 약물화에서는 그 지형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의료화의 중
심동력이 의료전문가에서 갈수록 제약회사와 같은 상업권력으로 변해가고 있다.
강화의 의료화는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명공학, 약리 유전체학과 같은 생명과학기술들
과 제약회사가 만나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산업의
성장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치료적 신약의 생산 보다, 대규모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일상
적 약물 사용의 증가 때문이다8)(Abraham, 2010).
제약회사의 마케팅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대규모로 이뤄진다. 이들은 전문가
집단과 대중 모두를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한다.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는 학회
심포지엄을 지원하거나,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자문과 컨설턴트 집
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Healey, 2010: 296).
ADHD 증후군 환자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은 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업계가 지목된다.
이들은 20여년 동안 의사, 교육자, 부모 등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이고 또 선의를 가장한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후원을 받은 저명 의사들은 동료 의료인에게 과장된 치료

8)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제약회사는 제3국의 전염병이나 희귀병에 필요한 약품과 같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고 회수가
어려운 약품보다 고혈압과 같은 생활습관과 우울과 불안의 해소, 주의력 향상과 같은 히트 의
약품 개발에 주력한다(Heale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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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효과를 발표했고, TV나 대중잡지 광고는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약을 먹이면 타고난
능력이나 후천적 행동도 조절 가능하다고 믿도록 했다(한국일보, 2013년 12월 25일).

전문가 집단에게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약회사
는 활발히 광고와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친다. 각종 매체에 질병을 흥미로운 이슈로 기사화
하여 질병을 알리고 치료법을 소개하거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질병에 대한 관념을 바
꾼다(Healey, 2010).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판촉활동은 ‘박식한 환자’ 담론을 만들어
내고, 수동적 환자를 적극적인 소비자로 탈바꿈시키며 의료화를 추동한다. 제약회사의 강
좌를 듣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가장한 광고를 본 사람들은 ADHD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쌓게 되고, 만약 자신의 아이나 혹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스스로 진단하고 의사에게 찾아가 약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한의 최소화를 요구한다. 강화의 의료화에서 국가는 전면에 나서
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개입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 주는 주
요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상업권력과 국가권력은 서로 중첩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Rajan,
2012). 국가는 상업권력의 로비에 의해, 혹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약물허가의 허용
기준을 낮추거나, 개발된 치료법과 치료제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등의 탈규제적
정책으로 상업권력과 함께 주요한 주체로서 의료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나. 강화의 의료화 담론
의료적 개입은 몸과 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인지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즉
‘인지의 의료적 관리’ 담론이다. 1980년대부터 아이들의 행동 및 성격적 문제들이 질병으
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신의학의 주된 관점이 기존의 정신분석학에서 유전학, 뇌
화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생물정신의학으로 변화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의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동의 성격과 행동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함께 변화
시켰다9).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이나 부적응은 의료가 아닌 훈육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ADHD의 이전 진단명이었던 ‘과잉운동증’이 진단되
기 시작하였다(홍강의ㆍ홍경자, 1980). 이는 그 시대의 주류 지식체계에 의해 같은 현상이
다르게 구성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9)

민영숙(1968)의 연구를 보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주의력과 조심성이 없으며 침착하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잡담이 심하고, 정리정돈이 안되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행동들을 정신위생 전문
가들은 불만이나 고민에 대한 아동의 정상적인 반응이라 여겼다.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
을 문제행동이라 보는 교사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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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대표적인 정신장애로 알려진 ADHD의 정체성은 논란거리이다. 의학의 발전으
로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실체적 질병이라는 생물정신의학적 관점과(Berkley,
1990),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아동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의학적 구성물이라는 입장이
(Conrad, 1975) 대립중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주류 담론은 생물정신의학적 관점이
다. 교육부는 ADHD가 “전두엽의 손상, 대뇌 도파민 감소 등 뇌의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며(교육부, 2013: 65). “약물치료 없이는 호전되기 어려운 질병”(교육
부, 2014: 74)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만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정의와 진
단 기준의 변화 등에 주목하며10) ADHD를 대표적인 의료화로 여긴다.
ADHD가 아동기의 대표적인 정신질병이 된 이유는 생물정신의학적 관점의 수용과 더
불어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진입과도 관련이 있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ADHD의 유병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11).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문화와 체벌과 엄한 훈육이 금지된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Conrad, 2006), 혹
은 ‘다루기 힘든 아이들’(Rafalvich, 2005), 그리고 ‘수행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교사와 부모들은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일삼고 성적
이 낮았던 아이들이 치료제 한 알로 유순해지고 성적도 함께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나면
부작용이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적 문법을 넘어선 생의학적 통제기술이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ADHD의 증상들이 장애로 규정되기 20여
년 전부터 효과가 입증된 약품이었다. 그리고 이 약들은 질병의 기전을 밝혀내 원인을 치
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기능만을 지녔을 뿐이다(Conrad, 2006).
그러나 약물치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2). 이는 통제가 힘든 아이를 둔 부모와 그 아이
10)

11)

12)

ADHD 가 전세계적인 질병으로 확산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질환을 위
한 진단과 통계 편람(DSM)’에서 ADHD 를 아동기의 정신장애로 진단하면서부터이다. DSM-II는
‘과잉운동’만을 주요 증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DSM-III에서는 주의력결핍장애(ADD)로 정의
하였고, DSM-III-R부터는 ‘주의력결핍’과 ‘과잉운동’까지 특징적인 증상으로 정의하고 주의력결
핍 과잉운동장애(ADHD)로 명명하였다. DSM-Ⅳ은 ‘주의력결핍’과 ‘과잉운동-충동성’으로 확대
범주화한 후, DSM-5은 진단 연령을 7세 이전의 증상 발현에서 12세로 확대하였다. 이렇듯 진단
명칭이 바뀌고 그 기준이 확대되면, 정상적인 행동과 ADHD 사이의 임계는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Abraham, 2010: 292).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3년 사이에 ADHD
치료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숫자는 1만3373명에서 4만166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부터 ADHD 치료약 보험급여 대상이 6∼12세에서 6∼18세로 확대되면서 ADHD 치료
약 보험청구액은 3년 사이 9배 가까이 급증했다(세계일보, 2006년 11월 20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이전 4년 동안 ADHD 치료 환자는 3.3배 증가한
데 비해 치료약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1배 이상 증가하였다(약업신문,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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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제해야 하는 교사, 사회환경과 정신의학계의 변화, 그리고 ADHD 치료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모두가 공모관계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인간 능력과 상태의 ‘최적화’ 담론이다. 강화는 “우리의 능력을 개선하고 본
성을 완벽하게 하라는 경쟁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 즉 순응을 위한 노력”(Sandel,
2010: 110)을 말한다. 강화의 의료화는 해부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행동과학 등이
합쳐진 ‘신경생물학’과 제약 산업이 연동하여 만들어내는 정신약리유전학에 의한 제약기
술의 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Rose, 2010). 학생들은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정상
적인 것을 넘어 더 높은 수행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결과 약물을 사용한 강화가 일어나
고 있다. 예를 들어, ADHD 치료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중력, 기억력, 학습능력 등이 전
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졌다(손준종, 2014). [그림 2]는 만18세인
고 3 학생들의 ADHD 치료제 메틸페니테이트의 처방 금액을 비교한 자료이다. 2011년에
비해 2015년도 처방이 확연히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다른 달에 비해 수능이 있는 10월
에 약 처방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이다. 2011년도와 2015년도 10월은 2월에 비해 모두 약 처
방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수능 이후인 11월은 급격히 줄었다.

[그림 2] 만 18세의 월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현황13)
이와 같이 약물을 사용한 최적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변형시켰다. 강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치료 목적으로 알약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인지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복용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알약을 통한
인지강화는 삶의 모든 측면을 생산성으로 절대화시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작용과 중
독의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유무에 의해 약물의 접근가능성이 달라지면서
13)

[그림 2]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보도자료(2016년 10월 13일)를 이용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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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Sandel, 2010; Maturo, 2013). 그러나 정신강화 약물
이 카페인을 이용한 인지강화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강화라는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역시 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약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생산성 높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철학적 숙고와
예술적 목적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uchanan, 2015).
알약을 통한 인지강화는 교육적 실재에서 학문적 스트레스 관리의 한 전략으로 사용된
다. 약물을 통해서라도 인지적 강화를 추구해야 하는 학교 문화는 신자유주의적 전략들과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다. 학생들이 자극제를 복용하는 목적은 학문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인 고통 그리고 장애의 치료와 일상적 수행성의 강화 사이에서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러
나 갈수록 약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정신문화는 더욱 더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
이다(Levinson and McKinney, 2013).
이렇듯 경쟁을 기본 속성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단순히 위에서부터 부과되는 강
제적 성격의 규범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정치를 구사하였다. 이
러한 통치전략은 생의료화, 약물화를 통해 인지능력의 강화, 지적인 성과에서의 최적화를
추구하며, 교육에 있어 ‘성과의 의료화’(Conrad, 2007; Maturo, 2013)를 불러일으켰다

Ⅳ. 결론
이 연구는 한국교육에서 누가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주도하였으며 어떤 의료화
담론이 형성되었는지를 계보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상의 의료화가 갖는 긍정
적 기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지만, 의료화가 학생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통치 테크놀
로지로 작동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근대교육이 많은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교육화를 바탕으로 특
정 주체 형성을 위한 장치로 기능한 것처럼 의료화 또한 의학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정
의함으로써 학생들을 통치에 적합한 주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정상과 병리를 구분한
Canguilhem(1996: 248)에 따르면 정상이란 “학교의 모범이나 신체기관의 건강상태를 가리
키는 것”으로서, 객관적 실체를 갖기 보다는 특정 사회의 주관적, 통속적 판단에 불과하였
다. 이런 점에서 교육에서의 의료화는 진리로 간주되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사회에 적합한 주체로 형성하는 통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화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을 가져다준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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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과잉행동으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
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적 실천은 예전에는 생각도 못하였던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극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현대의학의 기적을 제공해 주는 것,
최선의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당성이 점점 증대된다. 생의료화에 대한 평
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Clarke, 2014: 49).

그러나 의료화는 학생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며 특정한 학생을 배제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작동하기도 한다. Clarke(2014)의 지적처럼, 양가적인 의료화를 어느 한 관점
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연구는 의료화를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정의하고,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중심으로 교육에서의 의료화 담론의 계보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해방 이후 한국교육에서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표 4>와 같이 검사,
예방 그리고 강화의 의료화 담론을 통해 행해졌다.
<표 4> 교육에서의 의료화 담론의 계보
구분

검사 의료화

예방 의료화

강화 의료화

의료화 권력

의사, 교육심리학자,
지원자로서의 국가

다양한 의료전문가,
개입자로서의 국가

상업적 제약회사,
자율적 개인, 국가

의료화 담론

국가자산으로서의 신체
검사를 통한 범주화

개인자산으로서의 신체
정신으로의 확장

인지의 의료적 관리
최적화

의료화 주요 대상

신체

정신

인지

의료적 실천

권력 테크놀로지
규율과 훈육

자아 테크놀로지
정상화

생명정치
인간강화

의료적 통치 형태

선별, 배제, 분리

측정, 수량화, 정상화

약물화, 생의료화

먼저, 검사의 의료화는 학생을 국가자원이라는 생산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따라서 다양
한 선별 검사를 통해 생산 관계에 편입 가능한 학생을 선별하는 권력 테크놀로지였으며,
학생들은 권력에 의한 규율과 훈육을 통해 의료적 규범을 내면화 하였다. 국가는 학생들
이 생산성 높은 신체와 유순한 정신을 가진 주체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예방의 의료화에서는 비용편익 관점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중요시 하
였으며, 의료적 개입의 대상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검사의 의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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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규범은 절대적 경계선이 아니라 통계적 수치를 이용한 정상곡선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상 여부가 달라졌다. 정상적으로 분류
되지 않은 학생들은 사회의 안전이라는 가치 아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요구하는 자아 테크놀
로지에 따라 통치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자율적
인 행위자”로 행동하게 되었다(Lemke, 2015: 88).
마지막으로 강화의 의료화에서는 신체와 정신에 더하여 인지의 영역까지 의료적 관리
대상이 되었다.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규율이나 훈육을 통한 교육적 통제가 약
물을 이용한 의료적 통제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생의료화가 만나면서 자아의 테크놀로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학생들
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본화하도록 채근하며, 자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를 형성
하고자 한다(Lemke, 2015: 177). 학생들은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데, 생명공학의 발전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약물과 같은 생의료화에 따른 의료적 실천은 치료를 넘어
인간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며
인지의 최적화를 도모하였다.
지금까지 의료화는 교육학적 지식에 따른 교육문제와 구별되는 의료적으로 병리적 현
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에 따른 의료화가 확장되면서
훈육을 통한 교육적 통제는 약물을 통한 의료적 통제로, 교수학습에 의한 인지능력의 발
달은 약물을 통한 최적화된 인지 강화로 변화되고 있다. 더구나 생명공학, 뇌 기반 인지과
학, 진단의학 등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교육적 실천과 의료적 실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교육의 문제로 간주되던 것들을 새롭게 의료적 실천의 대
상으로 정의하는 등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확장되고 다양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의료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분석
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교육적 실천이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것처럼 의료적 실천도 보건
교사나 상담교사 등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적 과정에서 의료
적 실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
료적 실천을 사회계급과 관련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 따
르면 계급, 거주지, 인종, 성 등에 따라 ADHD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Morley, 2010). 무엇보다 의료화와 관련된 다양한 양적, 질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
며,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의 양상과 영향을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넘어 다양한 관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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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enealogical analysis on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in Korean education:
Focused on medical intervention for students
Kim, Hee-J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n, JoonJo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alogy of the dominant medicalization
discourse on student’s live in Korea. Medicalization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our
everyday lives are managed through medical knowledge and medical interventions are
expanding. This study had two research questions, who managed and controlled medical
intervention for students and what were the dominant medicalization discourse on student’s live
in school. Genealogical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Foucault’s genealogical analysis
is a search for the connection between power and knowledge and reveals the practice and
technology of pow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the dominant medicalization
discourse in school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medicalization of testing, prevention, and
enhancement. First, the medicalization of testing was led by doctors, educational psychologists
and state as supporter and ‘categorization through testing’ and ‘body as resource of state’ were
emphasized. Second, the medicalization of prevention was managed by medical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state as active participant and the dominant discourses were ‘body as resource
of individual’ and ‘medical extension to mind’. Finally, the medicalization of enhancement was
controll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long with national and medical experts. Medical
intervention was practiced through ‘medical management of cognition’ and ‘optimization’
discourse. We found that medicalization is a power of technology to produce the subjects
necessary for society like educationalization. Also, traditionally what has been regarded as an
educational problems is increasingly treated as a matter of medical practice.
*Key words: medicalization, testing, prevention, enhancement, obesity, ADHD, genea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