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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포 증상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고찰*
-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의 비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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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하게되며 ③이로 인해 죄책감. 죄의식 등으로

서

론

④대인관계를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이시형 등 1991).
이러한 가해염려를 동반한 동양권의 사회공포증은 서

사회공포증의 공식적인 진단범주는 1980년 DSM-

구의 사회공포증과는 차이가 있으며 관계망상과 비슷하

III에서 처음 기술되었고 DSM-III-R(1987)과 DSM-

여 정신병으로 간주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시형 둥

IV(1994)를 거치면서 점차 상세히 기술되었으나 내용상

(1987)은 사회공포증에서의 가해의식은 신경증적 범위

의 별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진단범주에 해

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시형 둥 (1991)

당하는 사회공포증은 동양권에서의 사회공포증과는 중

은 이러한 동양권의 특이한 사회공포중의 원인과 증상이

상의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 DSM의 진단기준

동양의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눈치, 투사 그리고 강

으로는 동양권의 사회공포중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모

한 배려의식과 상향의식 및 경쟁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

두 설명하기는 힘들다(이시형과 정광설 1984).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해의식을 동반한 사회공포증

즉 , 서구의 사회공포증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반응

이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주로 자율신경계 증상)이 양적으로 심한 경우를 진단기

동양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라는 점에

준으로 삼는데 반해, 동양권에서의 사회공포중은 이에

서 이러한 사회공포증을 사회 ,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

덧붙여 가해염려와 같은 인식의 왜곡을 나타내는 경우가

는 일종의 문화관련 증후군(culture releated syn

많다(이시형등 1991). 사회공포중에서 가해염려란. 대

dro m e )^. 설명하였다(이하의 사회공포증은 이시형이

인상황에서 ①자신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확신하는

주장한 가해염려형을 포함한 사회공포증이며 소위 대인

환자가 ②이 결함 때문에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공포중을 말함). 이렇게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사회공포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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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어, 저자들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공포 증상
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화에
따른 사회공포적 심성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1982년부터

년

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내원 환자 수 36 65 124 104 63 89 55 84 82 100 107 92

환자수

평 균 표준편차

80년대 초반

72

20.07

6.02

90년대 초반

199

19.60

5.71

t
•58

.565

Table 2. 년도군에 따른 성별 비교
성별

80년대 초반

빈도

%

%

빈도

남자

63

62.4

124

62.3

여자

38

37.6

75

37.7

계

101

33.7

Table 4. 년도군에 따른 유형별 비교

90년대 초반

199

66.3

x2

P

80년대 초반

빈도

.000

.991

초반 환자군 및 90년대 초반 환자군 총 300명을 주 대상

빈도

%

단순형

68

67.3

103

51.8

가해 염려 형*

25

24.8

78

39.2

8

7.9

18

9.0

경계형

1993년까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중 80년대

90년대 초반

%

- X2

P

7.02 .030

*X2= 4.30, d f= 1 ,p = .038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으로 하였다. 80년대 초반 환자군은 1982년에서 1983년

발병연령을 비교한 결과 80년대 초반군은 평균 20.

까지 2년간 내원한 환자로 1이명이었고 , 90년대 초반 환

07세 (SD = 6.02), 90년대 초반군은 평균 19.60세 (SD

자군은 1992년에서 1993년 까지 2년간 내원한 환자로

= 5.71)로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199명이었다.

다 (t=.58, p>.05).

진단기 준은 기본적으로 DSM-III와 DSM-III-R에 따
랐으나, 이시형 등 (1987) 이 제시한 진단기준에 의해 가

4. 임상 유형에 따른 비교

해의식을 동반한 환자도 포함시켰다. 유형별 분류는 단

1) 유형별 비교

순형 , 망상형, 경계형의 분류(이시형 등 1987)룰 따랐으

80년대 초반군과 90년대 초반군을 단순형과 가해염려

나 망상형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해염려형으로 칭하기

형, 경계형의 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가 Table 4에 제

로 하였다. 또한 80년대 초반군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시되어 있다.

있어서 발병연령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임상 유형에 따라 전체를 비교한 결과 80년대 초반군

통계처리는 SPSS PC + 를 사용하여 t- 검증과 X2 검증

은 단순형이 67.3%, 가해염려형이 24.8%, 경계형이 7.

을 하였다.

9%였고, 90년대 초반군은 단순형이 51.8%이고, 가해염
려형이 39.2%, 경계형이 9.0%로서 전체적인 비율에서

과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X2= 7.02, df=2, p<.05).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서 시대간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

1. 내원 환자의 수 비교

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다시 비교한 결과 가해염려형

80년대 초반군 - 1이명 . 90년대 초반군 - 199명이었다

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X2= 4.30, df= .l, p < .

(Table 1).
2. 성별 비교
80년대 초반군과 90년대 초반군을 성별에 따라 비교
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비교 결과 80년대

05). 즉 단순형은 80년대 초반군과 90년대 초반군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가해염려형의 경우 80년대
초반군에 비해 90년대 초반군에서 의미있는 증가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X2= 4.30, df = 1, p < .05).

초반군은 남자가 62.4%. 여자가 37.6% 이고 90년대 초

2) 유형별 주증상의 비교

반군은 남자가 62.3%, 여자가 37.7%로서 통계적으로

각 임상 유형에서 보이는 주증상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 .000, df = 1, p>

.05).
3. 발병연령 비교
80년대 초반군과 90년대 초반군에서 발병연령을 비교

Table 5, 6에 제시하였다.
단순형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80년대 초반군의
경우 대인긴장(32.4%), 떨림(23.5%), 정시곤란(13.
2% ), 적면(13.2%), 타인시선의식(4.4%) 순으로 많았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빈도

%

빈도

%

빈도

%

대인긴장
적면

22

(32.4)

27

(26.2)

9

(13.2)

10

( 9.7)

떨림
정시곤란
타인시선의식

16

(23.5)

29

(28.2)

9

(13.2)

16

(15.5)

기타 •.
계

3

( 4.4)

11

(10.7)

9

(13.2)

10

( 9.7)

68

100.0

103

100.0

Table 6. 가해염려형에서보이는주증상의 비교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
%
빈도
빈도

대인긴장
적면
떨림
정시곤란
자기시선
타인시선
표정
연하
기타
계

90년대 초반

빈도

%

2

(25.0 )

3

(16.7)

2

(25.0 )

1

( 5.6)

0

( 0 .0)

1

( 5.6)

0

( 0 .0)

4

(22.2)
(16.7)

1

(12.5)

3

0

( 0 .0 )

3

(16.7)

1

(12.5)

1

( 5.6)

1

(12.5)

1

( 5.6)

1

(12.5)

1

( 5.6)

8

100.0

18

100.0

자기시선

8

(32.0)

29

(37.2)

의 유병율이 2%라고 보고한 적이 있고, 이정균등

횡시

2

( 8.0)

8

(10.3)

(1985)은 서울에서의 사회공포증 발생 빈도가 0.53%라

특정부위시선

1

( 4.0)

10

(12.8)

고 보고한 바있다. 이시형(1993)도 강북삼성병원 외래

자기 취
떨림
표정

3

(12.0)

10

(12.8)

신환의 경우 사회공포증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3

(12.0)

8

(10.3)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80년대 초반 2년과 90년대

2

( 8.0)

7

( 9.0)

대인긴장

2

( 8.0)

2

( 2.6)

초반 2년간에 내원 환자의 숫자는 외견상 2배 정도 증가

기타
계

4

(16.0)

4

( 5.1)

25

100.0

78

100.0

하였다 (101 ：199명). 그러나 조사'시점상 80년대 초반
은 본 강북삼성병원에서 대인공포 클리닉이 처음 시작할
무렵이며, 90년대 초반은 클리닉이 널리 알려진 시기 이

고 , 90년대 초반군은 떨림(28.2% )이 가장 많았고, 대

므로 두 군간의 내원 환자의 숫적 비교에는 특별한 의미

인긴장(26.2%), 정시곤란(15.5%), 타인시선의식(10.7

를 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12년간 내원 환자의 년

%). 적면 (9.7%) 순이었다(Table 5). 이들을 비교해 보

도별 추이를 살펴보아도 증감의 추이는 일정하지 않다.

면 80년대 초반군과 90년대 초반군은 순서는 다소 바뀌

하지만 문화적 배경의 차이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의

어도 호소하는 주증상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사회공포증의 발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

가해염려형 환자가 보이는 주증상은. 80년대 초반군

에 , 사회공포증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의 경우 자기시선(32.0%), 떨림(손 , 목소리 : 12.0%),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

자기취 (12.0%) 순으로 많았고, 90년대 초반군은 자기시

로 생각된다.

선(37.2%), 자기취(12.8%), 특정부위시선(12.8%), 떨림

먼저 사회공포증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을

(10.3%), 횡시(10.3%), 표정 (9.0%) 순이었다(Table

살펴보면 1) 윗 사람을 어려워하고 이성 앞에서 수줍음

6). 또한 단순형 환자에서 주로 보이는 적면, 정시곤란

을 타던 우리의 전통 유교주의적 대인관계 태도가 사라

및 타인시선의식 등의 증상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지는 것과 2) ‘남이야 뭐라던 내 식대로 산다’는 개인주

경계형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80년대 초반군의

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경우 대인긴장. 적면 등이고, 90년대 초반군은 정시곤

£«(1980 )이 1953년과 1962년을 비교하여 長上공포와

란, 대인긴장, 자기시선. 타인시선 등 이었다.

이성공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성간의 교제에 엄격하며 엄한 아버지상을

고

찰

대표로 하는 유교적 가정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 가는 것
을 볼때 장상공포와 이성공포가 줄어듦을 생각해 볼 수

사회공포증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있다. 특히 도시화. 핵가족의 확산에 따른 개인주의 적 성

없는 실정이나 서구에서 Myers등 (1984) 이 사회공포증

향의 확대는, 혈연 지연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눈치껏

응대를 해야하는 우리의 인간관계 양식에 변화를 가져온

형에 비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

다 .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의 전통적 인간관계에서 유래

었다(이시형 1994a). 특히 청소년기에 발병한 사회공포

된 대인 공포적 심성을 줄일 것이다(이시형 1993).

중의 경우 인식의 왜곡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반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은 1) 경쟁을
강조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황 (입시, 직장

시형 1994b) 가해염려형이 증가된 본 연구 결과로 볼때
향후 발병연령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등 ) 2) 갑작스러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유형별 비교에서는 양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

의 혼란상황을 들 수 있겠다. 지나친 경쟁심은 경쟁에서

다 . 일본의 « (1 9 8 0 )은 1975년 부터 4년간의 각 유형

패배했을 경우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수치심은 대인

에 따른 증상별 변화를 보고 하면서, 대인긴장, 적면 등

생각된다(이시형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증례 (단순형)는 현저하게 줄어드

1993). 또한 전통적 촌락 의식의 상황 윤리에 길들여진

는 반면 시선 그룹(가해염려형)은 중가하고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편 타당의 서구식

하였고, 鈴木 (1976) 의 조사에서도 시선그룹이 상대적으

윤리 규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 이때 느끼는 어색함과

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공포적

심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황스러움이 대인 공포적 심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이시형 1993).

본 논문에서도 시선군으로 대표되는 가해염려형이

10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중가를 한 것으로 조

따라서 여러가지 증감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로서

사되었다. 이시형 등 (1991)은 가해염려는 서로를 위하는

는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배려심이 지나친, 즉 과잉배려에 의한 문화적 소산임을

로 사회공포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이에 대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배려심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로 줄어들 것이라 여겨지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서구에서의 사회공포증의 남녀 평생 유병율의 비는 2.

가해염려형이 증가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시

5% 대 2.9%로 여성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선이 갖고 있는 공격성, 위협성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

(Talbott등 1994) 한국, 일본 둥 동양에서는 남성에서

다 . 즉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공격성, 위협성에 민감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시형등 1994a: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남들이 나의 시선을 공격적으로

近藤 1980). 남녀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이는 일본 .

볼 것이다’ 흑은 •자기에게 공격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에서 ifiS(1980)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대 남녀 발병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서 가해염려가 중가되고

율의 비가 4: 1이던 것이 1970년대에는 1.7 ：1로 여성

있다고 할 수 있다. 西田(1976)도 현대 사회가 안고 있

의 발병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적의( » * ) 나 공격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위에 대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한 단순한 수치의식’보다 '위협에 대한 의식’으로의 대인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시형 1994a).

교섭의 기본적 태도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시형(1993)은 현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

특이하게도 현대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서 , 여성들도 수줍음, 부끄러움 등의 소극적인 면을 부정

수있는 서구사회에서는, 가해염려형의 시선공포를 주 내

적 이미지로 여기게 되는 의식의 왜곡이 대인공포적 요

용으로 하는 사회공포증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는 시

인이 되어 여성의 발병율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 교환의 의미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로 설명되어질 수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체로 남녀 비가 1.6 ：1로 80년대

있겠다. 서구 사회에서는 내가 상대를 본다는 것을 공격

초반군과 90년대 초반군에서 같은 비율을 보여 시대적

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서구에서

변화에 따른 남녀비의 차이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도 남의 시선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회공포적 심

이것은 조사 시점이나 제한된 환자 수에 기인한 것으로

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자기가 불편할

생각되며 여성 환자의 상대적 증가는 꾸준히 이어질 것

뿐이지 자기 시선이 공격적이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친다

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서구의 시선 공포는 ‘타

발병 연령의 비교에서 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발

인의 주시로 인해 자신이 불편한 경우’로서 오히려 환자

견할 수 없었다. 사회공포증의 발병 연령은 유형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로 되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해염려형과 경계형이 단순

다 . 자기시선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가해의식

이 주된 문제인 한국의 환자와 비교하면, 시선으로 인한

황은■경쟁에서의 패배에 따른 수치심의 대인공포를 증가

공격성의 방향이 정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시

시킬 것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혼란 상황 또

선 공포는 본 연구에서 단순형에 포함된 증상인 정시곤

한 대인공포를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란 또는 타인시선의식 만을 보인다 할 수 있다.

2) 성별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 중가와 이에
따른 성역할의 의식 왜곡으로 여성의 상대적 비율이 증

단순형의 경우는 상대적 감소의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적면으로 대표되는 단순

3) 발병연령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20.07세 , 19.

형은 전통적인 수치심인 부끄러움과 치욕이 주된 정신병

60세).

리이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이기심의 증가 ,
그리고 이에 따른 전통적인 수치심의 약화가 단순형 그

4) 사회공포중을 단순형, 가해염려형, 경계형으로 나

룹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올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

누어 두군 전체의 구성 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

나 경쟁을 중시하는 가정과 사회상황은 수치심의 내용면

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5).

5) 각 임상 유형별로 나누어 두 군을 비교한 결과 단

에서, 전통적인 수치심의 양상에서 경쟁의 패배로 인한
치욕에서 오는 수치심의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겠다.

순형과 경계형은 의미있는 증감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

경계형의 비율은 7.9% ：9.0%로 양 군간의 의미있는

나 , 가해 염려형의 경우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다(p < .

차이는 없었다. 경계형은 증상이 괴이하여 정신분열병과

05). 이는 전통적 배려심의 약화가 가해염려형 환자를

의 감별이 어려운 질환으로. 도시화에 따른 아노미 현상,

감소시킬 요인이 되지만, 반면에 현대 도시생활의 공격

가치관과 자아 정체감의 혼란 , 대중사회에서의 소외 등

성과 위협성의 중가가 이에 민감한 환자들에게 자기시선

복잡한 현대화 과정의 부산물로 경계례(borderline

등의 가해염려를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가해염려형 환자

case)가 증가하는 바 . 사회공포증의 경계형도 증가할 것

를 중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으로 생각된다(이시형 1993). 본 연구에서는 경계형 중

중심 단어 : 사회공포증 • 공포증 . 증상의 변천.

례의 숫적 부족으로 통계적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이상의 고찰로 사회공포 증상의 내용면에서 시대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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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Social Phobic Symptoms between Early 80s and Early 90s

Si Hyung Lee, M.D., Yong Bum Park, M.D., Kang Seob Oh,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Kangbuk Samsung Hospitial, Seou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hanges of social phobic symptoms depending on the
change of time. The authors examined the patients who visited Kangbuk Samsung Hospital,
Seoul, Korea and were diagnosed as social phobia during 1982 - 1993.
We classified the patients during 1982 -1983 as early 80s group and the patients during
1992 - 1993 as early 90’s group.
We compared the social phobic symptoms, age of onset, sex ratio, and subtypes(three subtypes ；simple type, type of idea of harming others, and borderline type) by the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nnual social phobics visited Kangbuk Samsung Hospital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
erences in number across years. We considered the decreasing and increasing factors affecting
on prevalence of social phobia. The decreasing factors were supposed to be change of in
terpersonal relationship in traditional Confuciasnism and extention of individualism. The in
creasing factors were shame of being defeated in competition and disturba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urbanization process.
2) The two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ratio. But female patients is ex
pected to be increased because of women’s extensive paticipation in society and distortion of
sex role.
3) The age of onse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4) The composition of subtypes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ly different(p <C .05).
5) The type of “idea of harming others，
’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arly 90’s group. It
was accounted that although the regard for others was weakened, the strengthening of ag
gressiveness in gaze is increasing because of threatening factors of modem city life.
Therefore, we could conclude that in the social phobic symptoms, subtypes changed during
last ten years. Despite the still controversial prevalance rate, the change of contents in social
phobic symptoms are considerable.
KEY WORDS ：Social phobia • Phobia • Change of sympt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