憂懲症의 症候學的 硏究
第 二 編 : 韓國ᄉ 憂德症 症狀의 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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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동일하다 . 即 , 1974년 7월 1일 부터 1975년 3월

緒

31일까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신경정신과 외

論

래에서 본

一

次性 憂想症환자 70명과 1975년 4월 1일부

관한 한 論文이

터 1976년 6월 30일사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몇편 있었는데1- 8)과거의 病床記錄을 거술러서 조사했다

신경정신과 외래에서 본 一次性 憂想症 103명 , 도합 그7

고 하는 점，중상을 포괄적 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外來

3명 (남자 83명，여자 9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들의

에서'의 첫 主話를 조사했다는 점등으로 ■인하여

진단은 D SM -I ” 에 의거 이루어졌으며

韓國에서 憂思症의 症候學的 硏究에

정 확하

고 포괄적인 조사보고는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필자는 우울중중상을 조사하기 위해 Hamilton 의 우

진단별로는 92

명 (53%) 의 反應性 麥游症 , 33명 (19%) 의 兩極性 및 內
因性 憂德症，30명 .(17% )의 更年期麥嫌症 ,

18명 (11%)

울중 측정표*，
» 룰 轉國ᄉ 우울중환자를 상대로 표준화

의 기타 우울중 등 네가지 群으로 나뉘어진다 .

시키는 작업으로ᅵ 要因分析결과와 要因價계산을 ■위한 要

연령은 14세에서 78세사이이며 평균 36,64±그3.91세 (남

因 價相關係數表를 작성한 바 있거니와85 본 논문에서

자 36.62±13.81, 여 자 36.65±13. 99) 가 ■
된다 .

는 Hamiton 의 우울중측정표틀 사용하여 한국에서 보

級，教育 宗教상황은 第 1編8J 을 참조하기 란다 .

는 우울중환자의 症候學的 樣相을

살펴

보고저 한다 .

이 러한 作業은 韓國 A 의 우울중 중상의 특징을

이들의
社會階

조사도구는 Hamiton 의 우울중측정 표률 사용하였 는

평가함

데 외래 방문 첫날에 각 환자당 40분 내지 60분의 정신

으로써 과거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韓國우울 중중상

의학적 면담올 통해서 저자가 직접 중상을 평가하였다 .

의 특징 이 과연 그런가하는 . 점을 검 토평 가해보고 더 나

신경학적 , 이학 적 검 사 를 ■
먼저■시행하고 기질적

가서 外國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비교문화정신의학적 연

원인이 있는 경우와 二次性 要想症 및 他精神科에서 치

구의 자료틀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료를 받고 있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이렇

신체적

게 얻은 각 항목의 점수에 2를 곱하여 나온 점수를 그항

資料 및 方法
硏究 대상은 “ 우울중의 중후학적 연구”

목점 수로 하였 다제 1편에서의

硏究 結果
* 本 論文의 耍 B 는 1976년 10월 23일, 签山에서 열린 大韓神
經精神醫學會 年次 學術大會에서 발표했음. Read at the
Annual Academic Meeting of Korean Neuiopsychiatric
AssO:iatiOn in Pusan, On October 23, 1976.
漢陽ᄎ學校 黯科ᄎ學 神經精神科學敎室 Dept, of Neuropsy
chiatry, School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cOjI.

〈症狀의 出現頻度〉
ᅳ次性 憂德症 전부를 대상으로 본 각중상의

출현빈

도와 각 항목의 점수 및 표준편차는 표 1에서 본다 . 무

Item

Case

%

Mean

S.D.

1. Depression

163

94

3.9306

1.9277

2. Guilt

147

85

2.8555

2.0789

3. Suicide

146

85

3.5491

2.1361

4. Insomnia, initial

125

72

2.7168

1.7900

5. Insomnia, middle

141

81

2.7052

1.7619

6. Insomnia, delayed

112

65

2.4071

1.8944

7. Loss of work & interest

171

99

5.7341

2.0113

8. Retardation

113

65

1.7919

1.6853

9. Agitation

115

66

2.2890

1-8004

10. Anxiety, psychic

168

97

5.3121

1.8664

11. Anxiety, somatic

162

93

4.9133

2.0738

12. Somatic, G-I

145

84

3.1965

1.5725

13. Somatic, gneral

171

99

3.7457

0.7346

14. Genital symptom

128

74

2.9017

1.9874

15. Hypochondria

137

78

3-3410

2 1986

16. Loss of weight

117

67

2.4393

1.8278

17. Loss of insight

111

64

2.4451

2.4950

173

100

Total

Table 2- Frequency and Mean Score of Each Symptoms of Endogenous and Bipolar depressions
Item

Case

%

Mean score

S.D.

1. Depression

33

100

4.1212

1. 5763

2. Guilt

31

94

4.0606

2.1929

3. Suicide

29

88

4.0606

2.1497

4. Insomnia, initial

26

79

2.7879

1.7986

5. Insomnia, middle

26

79

2.6667

1.7078

6. Insomnia, delayed

2. 6061

1. 9029

23

70

7. Loss of work & interest

33

100

6.6667

1.6330

8. Retardation

26

79

2.7273

1.8586

9. Agitation

17

52

1.6364

1.7645

10. Anxiety, pschic

31

94

4- 7879

1.8668
2.2054

11. Anxiety, somatic

31

94

4. 3636

12. Somatic, G-I

31

94

3.3333

1.2910

13. Somatic, gneral

33

100

3. 6364

0.7833

14. Genital symptom

23

70

2.7576

2.1364

15. Hypochondria

25

76

2. 9394

2.3709

16- Loss of weight

22

73

2.1818

1.8950

17. Loss of insight

28

85

2.9697

2.1137

33

100

Total

Item

F

Significance

Meaning*

1- Depression

4- 5175

.0045

4> 3>2> 1

2. Guilt

6.9897

.0002

2 > 3>4> 1

3- Suicide

2.9507

.0343

4> 2>3> 1

4. Insomnia, initial

3.7223

.0126

3> 4>2>1

5. Insomnia, middle

3.5021

• 0168

3> 4>2>1

6. Insomnia, delayed

6.1143

.0006

3> 4>2>1

7. Loss of work & interest

8. Retardation
9. Agitation

14.6575

.0000

3> 2>4> 1

4.8280

.0030

2> 4>3>1

28.0139

.0000

4> 3> 1> 2

10. Anxiety, psychic

9.4338

.0000

3> 4> 1> 2

11. Anxiety, somatic

2.5423

.0580

n. s. *

12. Somatic, G-I

■2391

.8690

n. s.

13. Somatic, general

1.3856

.2489

n. s.

14. Genital symptom

6.6095

.0003

3> 4>2>1

15- Hypochondria

3.5862

.0150

3> 4> 1> 2

16. Loss of weight

1.3051

.2745

n. s.

17. Loss of insight

1.1900

.3152

n. s*

* The numbers are the sign of each diagnostic subgroups ：
1-reactive depression, 2-endogenous depression 3-involutional depression, 4-other depressions.
non-specific
관심과 노동능력의 상실이

99%, 피로, 문한 두통 , 사

지의 허탈둥으로 채점되는

전반적 身體症狀이

검토할 결과 두 항목에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에서는

99%로

전혀차이가 없었다 . 우울감정이 남자에서 3，
2289±1.70

정신적불안 , 우울감정， 신체적

60, 여자에 서 4. '5778±1, 9020으로써 F=23. 9634，0 .0000

불안도 각기 97%, 94%, 93% 로 높다 . 특기할 것온 죄
책감과 자살의욕이 각기 85%나 된다는 사실 , 그리고

수준에 서 여자가 높았고 소화기 중상이 남자에서 2.9036

身體的 不安，全般的 身體症狀，소화기중상둥 신체중상

0.0182 수준에서 ' 여자가 높았다 . 各要因의 要因價가 男

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

女別로 차이지는가를 變量分析으로■■검토할 결과 要因 5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1.8120,

여자에서

3.4667±1.2649로써 ^=5.6867,

수 없는 성 질

에서 .^ = 6 .,6227로써 0.01수준에.서 남자가 높았던 것 이

의 것 이 다. 최 고점 수가 4점 인 항목도 있고 8점 인 항목도

외에 要因 1,2,3,4,에 서 는 하둥의 차이가 없었다ᅮ 要因

있기 때문이다 . 이 항목별 점수는 다른

5는 월.경장애 , 성욕감퇴를 보는 性器症狀 ,

각 ■항목의 항목별 점 수 는 '상 호 비교될

집단 . 혹은 한

집단안에서의 항목별 비교에 이용될 자료로 제시해 둔다 .
조사대상중에서 兩極性 및 內因性 憂德症 33명만올
뽑아서 중상출현빈도 , 항목별 점수 및 표준편차를 조사
한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 우울감정 , 무관심과 노동
능력 상실 , 전반적 신체중상은 100%에서 나타나

있고

心氣症，病

識상실둥이 대표하는 “ 身體妄想” 이라고 볼.수 있는데 성
욕감퇴，발기불능둥이 남자에게서ᅵ 뚜렷히

나타나는 까

닭에 차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社會階級別로 各 症狀의 항목점 수가 차이지는가룰 變
量分析으로

알아본

결과 心氣症이

Hollingshead 와

죄책감 , 정신적 볼안 , 신체적 불안 , 소화기 중상등은
각기 94%로 나타나고 있다 . 이 경우에 도 죄책감이 94%'
나 되고 우울감정과 더불어 신체중상이 두드러지게 나

2-2033, 계 급 II 에서 3.7813±2.1928, 계 급 IV와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서 3.6316±2.0191로써 F = 3 . 9916, 0.02 수준에 서 上層

< 性別，社*

陳級別 , 较斷別 症狀 차이>

性別로 各 症狀의 항목점수차이를

二元變量分析으로

Redlicl키 의 분류에 ■
따른 계 급

I 과 l 에서. 2,7813士
꾸에

계급이 점수가 낮았다 . 이결과는 心氣症이 中流와 下流
계급에서 上層보다 많다는 뜻이 된다 . 그

■밖의 항목에

서는 하둥의 계급별 차이가 없었다 . ■各要因價가 계급별

Loadings
Factor

endogenous
depression

reactive
depression

involutional
depression

Significance

F

other
depression

1

1.4056

1.7873

2.4435

2.0367

3.7688

.0119

2

3.3934

3. 5037

5.2181

4. 8632

17.6284

.0000

3

2.6373

4.1872

3.3134

3.4827

9.3866

.0000

4

3.7456

3.2601

4. 3653

3. 9237

1.1702

n. s. *

5

1.8527

2.1919

2.8894

2.2721

4.2541

. 0063

* n. s. : non-specific.
로 차아지는가도 變量分析으로 알아보았으나 하등의 의
미가 없었다 . 이 결과는■社會猎級이 낮을

수록 身植化

은 갱년기 우울중에서 요인가가 가장 높고 ' 기타 우울症
群， 內因性 우울중 , 反應性 우울중의 순서■가 된다 . 초

가 많고 ■
죄책감이 적으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재평가

조성 우울로 불리우는 要 因 ' 2, 身體妄想으로

해준다 . 즉 心氣症에 한해서는 中流와

많으나

要因■5¥ 갱년가 우울중에서 가장 높고 기타 우울중群 ,

下流에

불리우는

그 밖에 죄책감이나 身體症狀自體에서는 계급별 차이가

內因性 우울중 , 反應性 우울중의 ■순서가 된다 .

없다는 뜻이된다 •

우울중이 라 .이름불은 要因 3은 내.인성 우울중에서■要因

진단별로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떻게 차이나는 가를 표

3에서 본다 . 身體不安 , 소화기 症狀 , 全般的 身體症狀 ,
體重減少，病識상실둥의 중상에서는 진단별 차이가
었다 . 上記 중상들은 잔단과 관계 없이 우울중

없

들 중상은 주로 身膜化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써

身體化

韓國人우울 중에

서는 그 진단이 어떤 것이든 身體化 症狀은

共通의 중

상임을 입중해 준다 . 그 밖와 중상항목에서는 진단별로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 即 우울감정은

考

案

이

를 나타내는 '要因 4가 진단과 관계 없이 동등한 要因價
를 나타낸 사실 (표 4) 과도 부합된다 .

價가 제일 높고 기타 우울중群，갱년기 우울중，反應性
우울중의 순서가 된다 .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지연서

기타 우

憂游症외 各症狀 出現頻度를 다른 한국의 저 자들의 는
문과 비교해

본다 .

첫째 , 身體症狀의 出現頻度가 문제된다 .
韓國 A 憂馨症에서

身體症狀이

徐15, 韓2>의 보고는 본 연구

두드러지게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徐15는 268명의 外來憂猶症患者와 主訴만을 가지 고 통

울중에서 가장 항목점 수가 높았고 갱년기 우울중， 內因

계를 냈는데 107개 의 主訴表現中 가장 많은

性 우울중 , 反應性 우울중의 순서가 된다 . 죄책감은 내

지를 골라보니까 14개 항목아 身體症狀이었■고 열개.를 골

인성 우울중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갱년기

과 보면 그중 9개 가 身體症狀씨 라고

우울증이

다. 자살의욕은 기타 ■우울중群에서 가장 높고 내 인성 우
울중 , 갱년기 우울중 , 반웅성 우울중의 순서이고

身整症狀 , 特히 消化器系의

하면서

주소 24가
主訴에서

身禮症狀이 ■두드러진다고

初期

ᅵ
하였다 . 韓» 은 입원했던 躁德病 54면을 조 사 한 결 과 불

不眠症 , 中期 不眠症，後期 不眠症 , 性器症狀은 갱년기

면，두통 , 식욕감퇴 , 소화장애 , 체중감소둥 身腾症狀이

우울중에서 가장 높고 기타우울중 ,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 . 우울중뿐 아니라

내인성 우울중，반

웅성 우울중의 순서가 된다 . 지연성은
서

가장 높고 초조는

기타

내인상우울중에

우울중군에서 가장

높고

갱년기 우울중에서 다음으로 높다 . 精神的, 不安과 ■心氣
症은 갱년기 우울중에서 가장 높고 거타

우울중群 , 反

應性 우울중 , 내 인성 우울중의 순서가 된다 . 各 진단群
의 ■要因價가 어떻게 차이지는 가를

變量分析으로 검토

할 결과(표 4) 身體化 要因 即 要因 4에서는

진단별로

아무 차이가 없었다 . 아 要因 4는 할국인 우울중의
通된 要因이라 생각된다 . 不眠症으로 불리우는

共

要因 1

身體症狀이 많음을 지적한 논문돌이

神經症에서도

있는데

李둥s)은

359명의 外來 不安神經症환자의 경우에서도 消化器

症

狀의 호소가 가장 많음을 지 적 하였 고 . 金 • 李9)는 農村
神經症 患者에서 身體症狀와 호소가 79. 5%로 '가 장

많

옴을 지적하였다 . 필■
자10， 는 韓國ᄉ 정신질환에서

身

禮化 傾向이 높은 理由에 관해서

文化精神醫學的인 고

찰한 바 있다 .
본 논문의 결과는 우울중에서도 身體化 傾向이
다는 사실올 다시한번 입중한.것아 된 다 .

강하

우울중의 경

우 徐1>의 보보는 란순히 지나찬 기흑에서 主！
/^ 1;을 찾
아 본 것이고 韓25의 논문은

躁症도

합쳐진 조울중의

과거 병상일지를 조사한 것이란 단점을 갖고
본 연구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조사이고

우울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르긴 했으나 身體化가

많다는

있었는데

각종 일차성

前者들의

자료와

접 만은 같은 소잔을

<n)oj■
하다>誉의 호현흘 빌 려 죄책 감올 나타내 고

있 다/

이런 경우 표현은 務 面 (shame) 에 속하지만■그

깊이에

는 죄책감이 문제되고 있옴을 쉽게 알수 있었다 .

은 價値觀의 東西차이 에 기 인하는 것으로 서양의 기 독교
인이 神에게 죄를

지 었다고 할 때 東洋ᄉ은

둘째로논의가되어야할것은

죄채감 ,

본연구에서

자살의욕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

徐13는 외래

우울중환자의 主訴에서 죄책감을 호소한 사람은

0.4%

조상이 나

父母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때문이 라 본다 . 即 西洋
ᄉ의죄 책감은 수직적인 것이고 東洋 A 의

얻은 셈이다 .

그것

죄책감은 수

평적 인 것185이기 때문이 다. 또 Hamilton scale 에는 후
희자체도 가벼운 죄책감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본연구

에서 죄책감이 높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 그래서

후

에 불과했다고 했다 . 또 輔125도 東洋社會에서 죄책감은

회 를 , 제외한 죄책감만울 따져서 .보았더 니

적고 수치심이 많다고 했다 . 韓25은 조울증에서 죄책감

44%, 內因性 우울중의 64%는 적어도

이 35%라고 했는데

있었다 . 자살도 마찬가지로 Hamilton scale 에서는 염

조중을

제외한 우울중만 . ■따지면

全 우울중의

심한

죄책감아

61%가 된다 . 韓2〉은 조사가 좀더 철저히 되었었다면 죄

세감도 가벼운 자살 의욕으로 인정있다 . 염세감을 제외

책감의 출현빈도가 더욱 높았윷 가능성 이

한 심한 자4 의욕과 자살기도는：■全 우울중에서

있다고 지적

65%,

적다는 일반적

내일성 우울중에서 76% 가 되었다 . 이렇듯 심한 경우만

인 통념은 본 연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왜 한

따로 계산하드라도 자살의욕과 죄책감이 ■파거 생각했던

국인 우울중에는 죄책감이 적다고 보고되고

것 보다는 높다는 사실올 알 수가 있 다.

하였다 • 한국인온 우울중에서.죄책감이

또 그렇게

알고 있 을 까 ? 두가지 이 유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숨

겨진 죄책감을 찾아내지 못한 데 있다 . 한국의 우울중환
자들이 主訴에서 죄책감이나 자살의욕을 이야기 하는 경
우는 그리 많지 않다. 徐15의 논문에 보면 主訴에서 죄
책감이 0.4% 밖에 없었다는 것은 身體症狀
려져 있기 때문이란 인상울 받게 된다 .
입원환자의 중상올 조사한 것이기

호소에 가

輔 25의 논 :문•은

때문에

자살의욕과

죄책감이 徐15의 보고보다는 높았다고 본다 - 그만큼 면
담에서 깊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뜻이

되겠다 " 본

연구의 경우도 애초부터 환자가 죄책감이나 자살의

욕

결국 ■상기한 두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죄책감문제

가 오인되었을.가능성이 크다 .
세째，.진 단별 , 성 별, 계급별 중상차이 에 관해 는의해
본다 .

■진단별로 항목별，요인벌 차이 가 진다는 점은 지 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 그러나 消化器症狀 ,

身植不安 , 全般

的 身體症狀 , 體重감소등 .주요한 身體症狀들이 진단 別
로 차이 가 없다는 사실，그리 고 身趙化 ■要因이

진단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 그것은 韓國ᄉ의
우울중에서 적어도 身體症狀은 우울중의

병명진단에는

을 호소해온 예는 그리 많지가 않다. 첫호소는 대개 身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것은 한국인 우울중

脸症狀 이었다 . 죄책 감과 자살의욕을 구체적 으로

의 공통된 全般的인 중상임을 입중해추는 좋온

물었

자료이

을 때 비로소 그 내용이 있음울 알게 된다 . 또 여러 차

기도 하다 . 이점은 韓國人 우울중에서 . 身撞化傾向이 무

례 깊온 면담을 통해서 비로소 깊은 죄책감이나 자살의

척 강하다는 사실을 ' 시 사해 준다 . . ■. ■

욕이.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 그러니까

표면적인 진

性別로 중상항목에서 차이가 대체로 없으나 우울감정

찰에서는 죄책감이나 자살의욕을 알기 힘 들 ■
것이다 . 또

소화기충상에사 여자가 높았던 점은 감정장애와 이에따

이런 .면에 관한 질문音 의사자신이 의식적이든

른 소화기 중상이 여자에서 많았다는 점 을 시사해준다 .

무의식

적아든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
면적 인 진찰만 가지고 한국인 우울중에는

표

죄책감이 적

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 둘째는

죄책감의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출현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 神 흑은 絕對者에 대한 罪责感 만을

한계를

죄책감

으로 정했을 때 한국인의 경우 죄책감출■현빈도는 훨씬

또 身體妄想 要因에서 남자가 높았던 것은 ■男子의 경우
발기불능 흑은 성욕감퇴 가 여자의 성욕감퇴 보다 두드러
지게 ■나타나기 쉽 다는 사실에 기 인하는 것' 같다 .
낮은 사회 계급에 身應化가 많고 죄책감은
는 예측을
계급에서

했었으나 본 연구로 보면

적으리라

心氣症만이 上層

적울 뿐 다른 항목이나 ■要因에서는

차이가

낮아진다 .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絕對者에 대한 죄책감

없었다 . ■
朴s>이 우울중 主訴가■■■사회계급 따라 많이 다

보다 조상이나 가족 혹은 친지들에 대한 죄책감이 오히'

르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과는 상당한

려 많은 인 상이 고 그 것 이 〈면목 없다> 〈내

氣症이

잘 못이 다〉

中流 및 下流에서

대조가 된다 . 心

많은 것을 보면 ■.다른 身體

症肤보 그월 가능^이 었켰는데 본연누에서는 차표수카

12) 輪 *世 ：

적 어서 인지 그런 경 향을 볼수가 없었다 . 더 두고 연구

13) Kim, K. I. ：Culture

and mental illness in Ror*
Korea J., 14 (2) ：5-10, 1974.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

結

料擧, ᅳi 蘭，서훌, 선때.

論

Abstract-

Hamilton scale 을 이 용해서 173명의 각종 一次注 우
울중환자의 중상을 조사하고 다음과 각은 소견을

얻었

다-

Clinical study of Primary Depressive
Symptom. Part I Symptom Pattern
of the Korean Depressive

우울중 중상에서 신체증상이 중요한 중상으로 나타났
중요성올

The symptoms exhibited by 173 primary depres-

지니고 있었다 . 한편 이때까지의 통념과는 달리 죄책감

sives from two out-patient clinics of two Univers

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

ity Hospitals in Seoul were studied with the Hsm-

으며 이는 각 진단단위와 상관 없이

공통된

각 중상들은 몇개를 제외하고는 性別 , 사회계급 별로

ilton’s rating scale for

depression.

The results

were studied in detail and compared with the pre

차이를 들어내지 않고 있었다 .

vious reports of several authors in Korea.
It was, as the previous authors indicated, p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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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ntinal symptom were presnt in a larger per-

manifested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