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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傳統文化속에 있는 精神健康에 關한
知慧에 대한 小考
-夜 尿 症 과 아 우 타 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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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e on the Mental Health Wisdom isi th©

Traditional Korean Culture

Enuresis and “Autanunkut”-----Dong Shick Rhee, M.D.*
것이 切實히 要望된다 .
序

首

著者는 10 餘年前에 韓國의 傳統文化에 精神健康에 관

우리 나라에 西洋의 精神醫學이 들어온 歷史를 도리

계 되는 傳承되는 經驗으로 얻어진 知慧가 있는것을 알

켜불때 西洋醫學이 발 붙이기 시작한 것이 1800年代 後

고 이것이 現代 西洋의 精神分析的인 硏究의 知見과 一

半期에 시작되 었고 精神醫學은 1910年

致되는 것을 發見해서 外國의 精神醫學者들에 물어 보

日帝의 侵略인

韓曰合邦을 契機로 輸入된 것이다 . 곧 이어 美國의 宣

아도 自己 나라에는 그러한 傳承은 없다는 것이였다 .

敎事業의 一端으로 精神醫學이 輸入되었지만 韓國이 日

그리고 우리의 다른 貴重한 傳統文化가 洪水같이

本의 植民地가 되고 美國이 韓國에는 크게 注力을 하지

드는 外來文化에 밀려 消失되는 傾向이 있는 것과 같이

않았던 관계로 解放前까지는 美國精神醫學은 우리 땅에

精神健康文化도 많은 貴重한 것들이 價値를 모르고 繼

뿌리를 박지 못했다 . 解放前까지는 日本을 通한 歐羅巴

承되지 않고 없어져 가고 있기때문에 要請에 依해서 不

特히 獨逸精神醫學이 主流였다가 解放後 特히 韓國動亂

備한 . 黙이 있으나 다른 觀察을 깃들여서 敢히 記載해 두
.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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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夜尿症

그러나 4'19 以後에 싹이 트기시작한 韓國ᄉ의

自覺

우리나라에 언제 부터 내려오는 것인지는 모르나 아

主®性 과 所謂 近代化의

이들이 불작난을 하는 것을 보면 어른둘 특히 어머니나

耍求가 成長함에 따라서 精神醫學의 分野에서도 外來文

할머니들은 불작난을 하면 밤에 오줌을 싼다고 불작난

化의 被動的인 受容으로 부터

自主的이고 能動的인 精

을 말라고 한다. 아마 요사이 젊은 어머니들은 이런것

神醫學이 撞頭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韓國

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大部分일지 모른다. 精神分析的

巫俗에 관 한 硏 究 , 自殺硏究, 親子關係其他의 文化ᄉ類

인 硏究로서 우리 가 알고 있는 事實은 오줌을 가리는 訓

은 社會生活의 모든.分野에서

學的인 硏究 , 社會精神醫學的 硏究 , 疫學的 硏究 , 禪, 東

練이 適切치 못한 경우 , 同生이 새로 생겨서 일어나는

洋思想에 關한 硏究등을 들수 있다. 어떠한 外來文化이

退行性 夜尿症 그리고 抑歷된 敵保心의 發散으로 나타

든 받아들이는 땅의 傳統의 뿌리가 없는 攝取는 移植도

나는 夜尿症이 • 있다는 것 이다 . 여■■기서 問題가 되■
능■것

될수 없거니와 文化的인

自殺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

은 敵慑心의 發散이다 . 即 우리의 祖上둘은 낮에 불작

다. 그러므로 우리는 精神醫學 精神健康에 關聯되는 韓

난하는 것과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이 關聯이 있다는 것

國의 傳統的 文化위 否定的인 面과 肯定的인 面을 밝힘

을 經驗的으로 알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 但只 불작난의

으로서 破壞的인 要素는 除去하고 建設的이고 肯定的인

原因과 夜尿症의 原因이 同一한 抑歷된 敵懷心 또는 復

要素-:'•.밝혀서 保存하고 이 土臺위에 外來的인 文化의

蟹心 이란 것올 알지 못했다 뿐이다 . 1953年에 著者가

長黙을 ※取하고 나아가서는 ᄉ類文化 發展에 寄與하는

親知의 집에 몇달동안 下宿한 일이 있다. 그 집의 中學

* 서울 東北神經精神科醫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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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 2年生인 長男과 얼마동안 같이 지 나는 동안에 觀察한
事實은 이 學生의 父親의 말로는 이 學生이 아직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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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오줌을 싼다는 것이 였다. 낮에는 이 學生은 때가 겨

리고 著者의 房을 찾아왔다 . 그 아이를 본 瞬間 著者는

울이 였던 관계로 燥爐옆에 앉아서 終日 종이를 태우는

깜짝 놀랐다 . 아무에게나 가까히 하고 늘 明朗하게 웃

것 이 일 이였다• 父親으로 부터 들은 얘기는 이 아이의

고 쏘다니던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과 슬픔이 깃들고 運

어머니가 6~ 7 년前에 死亡하고 아이의 繼母가 들어와

動과 말이 없고 오라고 하면 피하는 것이 였다. 著者는

서 異複同生 셋을 낳는데 祖母는 무척 이 아이만올 사

아버지가 되는 그 醫師에게 무슨일이 있었나 이애는 急

랑했는데 몇해전 부터 ᅩ祖母로 부터 떨어져서 父親과 繼

性憂駿症에 빠진것 같다니까 父親은 泰然하게 어린아이

母와 異腹同生과 同居ᅭ고 있다는 事實이다. 著者가 보
기에는 이 學生은 繼母나 父親 또는 異腹同生에 대한 敵

가 무슨 그런일이 있겠느냐고 웃는 것이였다 . 父親말은

慨心을 억누르고 있지 않으면 안될 狀況에서 눌려 있는

것이였다 . 長男인 이아이는 當時 生後 14個月이 였다 .

敵慑心이 낮에 불작난과 夜尿症으로 나타난다는것을 알

어머니는 1ᅳ2日後에 出產後 곧 집으로 돌아 왔지만은

수 있었다 . 夜尿症은 退行的인 要素도 加味되어 있었을

그後 長男은 體重이 줄고 明朗하고 活설 4 氣象은 回復

지 모른다 . 勿論 敵慑心의 發散은 볼수 없었고 消極的

하지 못하고 感氣에 잘 걸리고 그後 1 年以上 계속 가ᅵ

인 抵抗이 있을 뿐이였다 • 治療方法으로서 이웃집에 키

까히 觀察했으나 原狀으로 回復되지 못하는 것을 觀察

를 쓰고 다니며 소금을 얻어 오게하는 羞恥感을 일으켜

했다 .

夜尿를 suppress 하는 方法은 周知의 事實이 다.

아이 어머니가 解產이 가까워 2 日前에 入院을 했다는

이것은 父母가 長男에 대한 關心이 너무 지나쳤다가

2) 아우타는 것

다음 아이를 난 뒤에 父母의 關心이 갑자기 새로 난 아

어머니가 同生을 娘娠中에 있거나 同生이

出生한 以

이에게 많이 쏠리게 된것을 自覺을 充分히 못하고 사랑

後에 原因모를 心身의 異常을 招來할때 바로 아래 同生

과 關心을 意識的으로 補充하는 努力을 못해서

이러난

을 본 아이가 아우를 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在來의 어머니들의 判斷이

現象으로 보았다 . 이 ■아이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
는 아우를 탄 典型的인 例로 생각된다.

아시탄다고도 한다. 찡찡대거나 마

著者의 생각으로는 아우탄다는 理象은 Spitz0 가 報吿

르거나 밥을 많이 먹으면서도 말르고 또는 食愁이 없어

한 anaclitic depression 과 같은 症候群이 라고 본다 . Spitz

지기도 하고 氣分이나 여러가지 心身의 狀態가 便치못

는 이 症候群의 主要 症狀을 apprehension, sadness,

해진다 . 名種의 精神的 症狀과 精神身體症狀을 나타낸
다. 어머니들은 同生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과 關

weepiness; lack of contact, rejection of environment,

心이 새로 나타날 同生에게 많이 뻬아끼 게 될 것을 불

reaction to stimuli, slowness of movement, dejection,

상히 생각해서 關心과 사랑을 배풀어 중으로서 ■
고처줄

stupor; loss of appetite, refusal to eat, loss of weight;

다. 慶尙道에서는

广 努力을 한다 . 이러한情景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一部 家
庭에서 펼처지고 있을 것이고 過去에는 흔히 볼 수 있었
던 것이다 .

withdrawal; retardation of development, retardation of

insomnia 를

들고 있다 e 아우타는 症候群이

Spitz 의 an-

aclitic depression 의 症候群과 同一하고 Spitz 는 生後 6
個月에서 12 個月사이에 3 個月 以上 母親으로부터 隔離

著者가 美國에서 가까히 .觀察한 1 例를 記述해서 이

되였을때를 觀察했지만은 아우타는 것은 上記例에서 보

現象을 좀 더 仔細히 考察해 볼까 한다. 1956年頃에 某

는바와 같이 ᅵ
生後 12個月 以後에도 나타난다. Spite 의 例

病院의 精神科醫師로 있던 40 代初의 中東出身의

外國

와 같이 아우타는 現象도 父母 特히 母親의 사랑과 關

ᄉ이 젊은 夫 人 을 얻어서 病院舍宅에서 살림을 하고 있

心이 깊었을 때일수록 나타나기 쉽고 症狀도 심하다.

었다. 著者의 아파아트 건너편 房에 亦是 그와 같은 나
라에서 온 處女醫師가 있어서 거 이 每日같이

우리는 深部精神治療의 經驗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 린아이

同生이 나서 갑자기 할머니 房으로 쪼껴난 경험이 解決

를 대리고 夫婦가 놀러오고 著者의 房에도 자주 드나들

이 되지 않고 治療的 方策이 講究되지 않했을때 後에 가

었다 . 이 精神科醫師의 長男은 너무나 印象的이였다 . 心

서 妄想精神分裂症을 이르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身이 健康한 아이 란 바로 이런아이를 말할 것이 라고 느
꼈다. 토실 토실하게 살이 찌고 겨우 기여다니면서도 누

結

論

구에게 나 서슴치 않고 안거고 두려움이라고는 없었다.

以上 粗雜한 觀察을 記述하였으나 우리 의 傳統속에 現

돐이 지 나고도 如前했다 . 著者는 생각하기를 父母와 주

代科的學인 硏究로서 훌륭함이 立證되는 文化가 많이

위의 모든 사람이 귀엽게 생각하고 細心한 愛情과 關心

있다는 것을 알고 上記한 夜尿症이나 아우타는 것에 대

이 퍼부어지고 아무런 危險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서 저

한 것과 같은 우리들의 祖上들의 知慧를 發掘해서 後代

렇 게 心身이 健康하구나 생 각했다. 늘 夫婦同伴해서 아

에 물려줄 必要를 느낀다 . 더구나 이러한 좋은 傳統 01

이를 대리고 오던 그 醫師가 하루는 혼자서 아이를 대

傳統蔑視의 風潮에 휩쓸려 消失되고 ' 傳承되지 않는 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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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니 더욱 切實하다 . 특히 어

The author described the traditional Korean underst

린이를 길르는 方法이 漸漸 異常하게 돌아 가는 傾向이

anding of enuresis and 4,autanimkutw, and compare?

나타나고 있음으로 우리 精神醫學徒는 韓國의 傳統的인

this with the psychoanalytic

對ᄉ關係의 文化 特히 子女敎育의 文化를 觀察 記載해 서

phenomena.

understanding of thes<

그 否定的인 面과 肯定的인 面율 徹底히 科學的인 檢討

Korean mothers traditionally understood the relatioi

를 加하여 否定的인 것은 버리되 肯定的인 것온 保存할

between the playing with fire and bedwetting at night

實任이 있다고 생각한다 .

but did not understand that these two phenomena wen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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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the same hostility or revenge generated by
the interpersonal conflict in waking hours.

1) Spitz, R.A., “Anaclitic Depression” in the Psycho

However, Korean mothers traditionally understood the

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2, International

syndrome of “autanunkut” which is almost the same as

Univ. Press, New York, 1946, P 313.

those of anaclitic depression of Spitz. Anaclitic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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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aused by the separation ■from mother, however,

wautanunkut” is caused by the anticipation or the actual
advent of new babyr that is, mother,s pregnancy oi
birth of new baby, which is partial separation from
m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