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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n . 調査對象 및 方法

정신질환의 성격상 그 발견 및 치료과정에서 가족과
사희에서의 이해와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1980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저자가 6개

질병에 대한 고유개념과의 차이점 때문에 치료가 지연

월간 무의촌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전남 여천군 화정

되고 장애를 받는 것은 거역퇴원(김 재창 1980)과 입

면과 인근 도서의 주민을 임의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원전 치료에 대한 연구(이 형영 등 1973)에서도 보여

삼았다. 대상지역은 여수에서 배로 약 한 시간 거리의

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보호자의

총 인구 약 일만 명 정도인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태도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보호자들에게 영향을

있는 면이었다. 도서지방이면서도 어업이 많고 농업을

그러나 현대정신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미치 리라고 추정 되는 사회 의 일반적 인 정신질환에 대

겸하고 있으면서, 생활은 인근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한 개념의 연구조사는 매우 의의가 있으리라고 사료되

어려운 편이었고 국민학교 16,

며,

보건지소 1, 파출소，우체국과 교회가 각 성마다 거의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시

행된 바 있으나(김

광일 등 1975,

김 용식 등 1975,

중학교 3,

한약방 3,

하나씩 5개소가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남자 206명,

원 호택 등 1977, Linton R. 1956) 도서주민을 대상

여자 119명 총 인원 325명이었고 이들의 학력은 절반

으토 한 정신질환의 개념에 대한 현지조사는 이제까지

정도가 중졸이었고 약 일할이 고졸이었으며 나머지는

지상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국졸이하였으며 연령구성은 30세 이하의 청소년층이

남 여천군• 화정면을 중심으로 하여 도서주민의 정신질

많았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거의 없었다. 조사는 김

환의 원인, 치료, 예후에 대한 개념과 그 주민들의 성

광일 둥 (1975) 김 용식 둥 (1975) 원 호택 둥 (1977) 의

격발달 과정의 시기에 준하는 연령 및 정신질환에 대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태도 및 치료의 조사연구의 자

한 경험과의 관련성을 평 가 보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료에서 많은 빈도틀 보였던 항목들을 선택해서 정신질

정신질환의 개념 및 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인 조사
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 조사연구는 광범위

환에 대한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 (외상후, 몸이 약해서
등) ,

초자연적 인 원인 (귀 신 때문에 ,

집터가 나빠서

련성, 그리고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보기 위해서는 연

등), 심리적 원 인 (놀라서, 마음이 약해서 둥) 으로, 치
료는 민간치료(휴양, 취미생활 둥) 초자연적 치 료 (굿,

대를 두고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사는

부적 둥 )，종교적 치 료 (기도, 독경 둥),

한 지역, 보다 많은 자료수집, 더 많은 인자들과의 관

는다, 굶긴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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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한약, 침 둥) 로,

민속치료(묶

병원치료(병원에 가본다),

한방치

예후에 대한 예상은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사서에
자유롭게 문항올 선택하게 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외의 사항은 따

Age

Young Adulthood

Adolescence

Sex
Male

95(46.1)

Female

74(62.2)
169(52. 0)

Total

Middle adulthood & old age

60(29.1)

Total

51 (24.8)

206(100)

25(21.0)

20(16.8)

119(100)

85(26.2)

71 (21.8)

225(100)

Number {%)
Table 1-b. Patterns and Incidencices of Experiencices in Mental Illness
Patterns

Family Members or relatives

Incidencies

Street or village

Mental hospital
5(0.9)

320(67.0)

25(6.7)

No experience
75(25.0)

Total
425(100)

Table 2. Age and Etiolgy
Etiology

Orgaic

Age

Psychogenic

Supernatural

Total

Adolescence

396 (46.0)

150 ( 7.4)

314(36. 5)

860(100)

Young adulthood

164(42.7)

47(12.2)

173(45.1)

384(100)

Middle adulthood & old age

101 (35. 9)

43(15. 3)

137(48.8)

281(100)

Total

661 (43. 3)

240(15.7)

624 (40. 9)

1525(100)

df (degree of freedom) =4

x2=19. 54

p<0. 01

Table 3. Age and Treatment
Treatment
Age
Adolescence
Young adulthood

Folk

Hospital

Herb medicine

Total

Supernatural

Religious

98(12.2)

78(10.5)

146(19.6)

315(42.3)

69 ( 9.3)

38(5.1)

744(100)

35(9.9)

31( 8.8)

55(15.6)

173(49.0)

3(12. 2)

16(4. 5)

353(100)

34(11.8)

25( 8.7)

32(11.1)

133(46.0)

45(15.6)

20(6.9)

289(100)

621(44.8) 157(11.3)

74(5. 3)

1386(100)

Private

Middle adulthood
&old age
Total

167(12.0)
df=10

x2=24.67

134( 9.7)

233(16.8)

p<0. 01
Table 4. Age and Prognosis

Prognosis

Adolesence

Spontaneous
healing

Recovery but
relapse

12(7.4)

29(17.8)

50(30.7)

4(2. 5)

68(41.7)

163(100)

6(7.3)

15(18. 3)

16(19. 5)

2(2. 4)

43(52.4)

82(100)

2(2.8)

6( 8.5)

9(12. 7)

3(4.2)

51 (71. 8)

71 (100)

20 (6. 3)

50(15.8)

75(23.7)

162(51.3)
9(2.8) ：

316(100)

Age
Young adulthood

Partial recovery
with treatment

Unrecovery

Curable;

Total

Middle adulthood
& ole age
Total
df=8

x2=21.91

p<0.01

로 적게하여 조사자가 분류 처리한 후, 이러한 원인,

의 시기에 준하는 연령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 .양상

치 료,

의 관계를 조사하여 보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은

예후에 대한 응답의 결과와 대상자의 성격발달

"이상한 사람”, “미친사람” 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여

군 (9. 9%) 의 順이 었고 초자연적 치 료에 서 는 사춘기 군
(10.5%), 전성년기군 (8.8%),

주었다.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의 順이었 으며 종교적 치료에 서는 사춘기 군 (19.6%),

I.

전성년기군 (15.6%),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11.1%)의

調査結果

順이 었으며 민속치 료에 서는 전성 년기 군 (49.6%). 중성
년기 및 노년기군 (46.0%),

1. 연전적인 고찰

사춘기군 (42.3%)의 順이

었고 병원치료는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15.6%), 전성
선택된 대상의 연령은 인간의 성격발달 과정을 표준
으로 하여 사춘기 (생 후 12~17세) 前성 년기 (생 후 18〜
30세) ,

中 성년기 및 노년기 (생 丰 30세 이상) 로 삼분

년기군 (12.2%), 사춘기군 (7.3%) 의 順이었으며, 한방
치료는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6.9%),

사춘기군 (5.1

% ), 전성 년기 군 (4. 5%) 의 順이 었다 (Table 3).

하였고(H.I. Kaplan, 1980), 그 성별과 연령분포를 보
면 사춘기 169명 (남 95명 ,

여 74명) ,

전성 년기 85명

C) 대반과 예후에 대한 개념

(남 60명 , 여 25명) 후성 년기 및 ■노년기 기명 (남 51명,

“ 나을 기희란 거의 없다” 는 사준기군(7.4% )에서 제

여 20명)이었다(Table l-a.)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의

일 높은 비율이 었고, 다음이 전성년기군 (7.3%), 중성

종류와 빈도는, 같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사람(67.0

년기 및 노년기 군 (2.8% )의 順이었고, “낫더 라도 재 발

% )이 제 일 많았고, 다음이 경험이 없는 사 람 (25.5

할 가능성이

% ),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사람(6.7%), 정신

(17.8%),

병원에서

경험한 사람 (0.9%)의 順이었다(Table 1-

크다” 는 전성년기군 (18.3%),

사춘기군

중성 년기 및 노년기 군 (8. 5%) 의 順이 었으

며., “치료해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는 못한다” 는 사춘기

b . ) .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전반적 인 개 념을 보

군 (30.7%), 전성 년기 군 (19. 5%), 중성 년기 및 노년기

면 원인에서는 기질적 원인 (43.3%)이 제일 많았고 다

군 (12.7% )의 順이었고,

음이 심리적 원 인 (40.9%),

“자연히 나을 수 있다” 는 중

초자연적 원 인 (15.7%)의

성년기 및 노년기 군 (4.2%), 사춘기 군 (2. 5%), 전성 년

順이었고(Table 2), 치료에서는 민속치료(44.8%), 종

기군 (2.4% )의 順이었으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는

교적 치료 (16.8%),

민간치료 (12.0%)

% ), 초자연적 치료 (9.7%),

병원치료 (11.3

한방치료(5.3%)의 順이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78.8%),

전성년기군 (52.4%),

사춘기군 (41.7%) 의 順아었다 (Table 4).

었으며 (Table 3.), 예후에서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
다 (51.3%) 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치료해도 정상
으로 회 복되 지는 못한다” (23.1% ),

“ 낫더 라도 재 발할

3.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고h 원인, 치료, 예후에 대

한 개념

가능성이 크다” (15.8%), “나을 기회 란 거의 없다” (6.
3%),

“자연히

나을

수

있다” (2.8%)의

順이 었다

A) 경험과 원인에 대한 개념
기질적 원인은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53.8%)

(Table 4).

이 제일 높았고,
2. 연령과 정신질환의 원인, 치료, 예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이 경험이 없는 대상군(44.2

% ), 같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43.2%),

가

족이 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상군(39.0%)의 順이었
A) 연령과 원인에 대한 개념
기질적 원인에

고, 초자연적 원인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

있어서는 사춘기군(46.0% )이 가장

상군(21.0%), 경험이 없는 대상군(18.0%),

같은 동

높은 비율이 었고 다음이 전성 년기 군 (42.7% ), 중성 년

네 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14.2%)의 順이었으며 , 정

기 및 노년기군(35.9% )의 順이었고, 초자연적 원인은

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에서는 없었다. 심리적 원인

사춘기군 (17.4%),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15.3%), 전

은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46.2%), 같은 동네나

성년기군(12.2% )의 順이었으며 ,

길 에서 경험한 대상군 (42.7% ),

심리적 원인에서는

가족이 나 친척 중에 서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48.8%) 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경험한 대상군(40.4%),

전성 년기 군 (45.1%), 사춘기 군 (36. 5%) 의 順으로 나왔

의 順이었으나 통계적 인 의미는 없었다(Table 5).

다 (Table 2).
B) 연령과 치료에 대한 개념

경험이 없는 대상군(36.9%)

B) 경험과 치료에 한령 개념
민간치료에서는 경험이 없는 대상군(13.3%)이 제일

민간치료에서는 사춘기군 (13.2%) 이 제일 높은 비율

높았고 다음이 같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12.

이고 다음이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11.8%), 전성년기

1%),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상군(10.9%)의

Etiology

Organic

Family members & relatives

39(39.0)

21 (21.0)

40(40.0)

100(100)

Street or village

433(3.2)

142(14.2)

428(42.7)

1003(100)

7(53.8)

0( 0 )

6(46.2)

13(100)

No experience

169(44.2)

72(18.8)

141 (36.9)

382(100)

Total

648(43.3)

235(15.7)

615(41.1)

1498(100)

Experience

Mental hospital

df=6

Supernatural

psychogenic

Total

N .S(=non specipic)

x2:= 10.96

Table 6. Experience and Treatment
Treatment

Private

Supernatural

Experience

Religious

Folk

Hospital

Herb medicine

Total

Family members or
relatives
Street or village
Mental hospital
No expeience
Total
df=15

11(10. 9)

14(13.9)

11(10.9)

39(38. 6)

12(11.9)

14(13.9)

101 (100)

107(12.1)

86 ( 9.7)

155(17. 5)

400(45.2)

101(11.2)

36(4.1)

885 (100)

0( 0 )

0( 0 )

2(18. 2)

7(63.6)

2(18.2)

0( 0 )

11(100)

47(13. 3)

31 ( 8.8)

55(15. 6)

157(44. 5)

41(11.6)

22 ( 6.2)

353(100)

165(12.2)

131 ( 9.7)

223(16. 5)

603(44.7)

156(11.6)

72 ( 5.3)

1350(100)

x 2=27.

47

p < 0 .05
Table 7. Experience and Prognosis

Prognosis
Exerience

Unrecovery

Recovery but
relapse

Partial recovery
with treatment

Spontaneous
healing

Curable

Total

Family members 이.
relatives

1 (4.3)

4(17.4)

4( 17.4)

1 (4.3)

13(56.5)

23(100)

Street or village

15(7.1)

39(18.6)

41 ( 19. 5)

5(2.4)

110(52.4)

210(100)

Mental hospital

0(0 )

0( 0 )

4 (100.0)

0(0 )

0( 0 )

4(100)

NO experience

5(6. 9)

5( 6.9)

24 ( 33.3)

3(4.2)

35(48.6)

72(100)

21 (6.8)

48(15. 5)

73 ( 23.6)

. 9(2.9)

158(51.1)

309(100)

Total
pf=12

x2=23. 68

p < 0 .05

順이었으며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은 없었다. 초

상군 (38.6%) 의 순이었고 병원치 료는 정신병 원에서 경

자연적 치료는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험한 대상군(18.2%),

경험한 대상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13.9%), 같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9.7%),

대상군(11.9%),

경험이 없는 대상군(8.8% )의 順이었고 정신병원에서

동네 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11.4%)의 順이었으며,

경험한 대상군은 없었다. 종교적 치료는 정신병원에서

한방치료는 가족이 나 친척중에서 경험한 대상군(13. 9

경험한 대상군(18.2%),

경'험이 없는 대상군(11.6%),

같은

같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 ), 경험이 없는 대상군(6.2%), 같은 동네냐 길에서

대상군(17.5%), 경험이 없는 대상군(15.6%), 가족이

경험한 대상군(4.1%)의 順이었으나 정신병원에서 경

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상군(10.9%)의 順이었으며,

험한 대상군은 없었다.

민속치료는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63.6%),
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45.2%),
는 대상군(44. %5),

같

경험이 없

가족이 나 친척 중에 서 경험한 대

C) 경험고^ 예후에 대한 개념
예후에 대한 개념 중 “ 나을 기회 란 거의 없다” 는 같

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7.1%), 경험이 없는

는 샤마니 즘과 한방을 둘 수 있다(김광일 1972). 사마

대상군(6.9%)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상군

니즘의 정신분석적 의미는 투사이며 인간의 모든 문제

(4.3%)의 順이었고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은 없

를 초자연적 존재에 돌려버리는 인식태도 및 정신상황

었다. 낫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는 같은 동네나

이 이의 중요한 영향이며 한방은 우리 고유의 민속적

길에서 경험한 대상군(18.6%),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지식과 도교,

경험한 대상군(17.4%)의 順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대

소가 혼합되어 형성된 일종의 전통전 민속의속을 이루
어오면서 우주의 구조나 이치와 인체의 구조나 이치를

상군은 없었다.

“치료하더라도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불교나 선사상 및 기타 다른 민속적 요

못한다” 에는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100%), 경

동일시하는 점올 보이고 있다. 본 조사의 전반적 인 결

험이 없는 대상.군(19. 5%),

과률 볼 때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보면 기질

가족이 나 친척 중에 서 경

험한 대상군(17.4%)의 順이었고 “자연히 나을 수 있

적 원인이 제일 많고 다음이 생리적 원인,

다” 는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경험한 대상군(4.3%), 경

원인의 순이었다.

험이 없는 대상군(4.2%) 같은 동네나 길에서 경험한

(김광일 1975) 와 백분율만을 비교해 본다면,

대상군(2.4%)의 順이었으나 정신병탄에서 경험한 대

원인 및 심리적 원인이 공히 서울이나 농촌보다 높은

상군은 없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는 가족이 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상군(56.5%),

초자연적

이를 농촌과 서울지역에서의 연구
기질적

비율이고, 초자연적 원인에서는 서울보다는 높은 비율

같은 동네나 길

이나 농촌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5년간의 교육

에서 경험한 대상군(52.4%), 경험이 없는 대상군(48.

의 향상, 대중전달 매개체의 발달로 인한 지식의 향상

6% )의 順이었으며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군은 없

등,

었다.

농촌에서는 50대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인 변수의 작용도 있겠으며， 앞의 연구가
서울

에서는 중졸 이상의 젊은 지식충을 대상으로 한데 비

W. 考

해 본 조사는, 조사자가 임의 선택한 대상에서 행해졌

按

다는 차이점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질병에 대한 태도
조사자료를 고찰하기 전에, 본 조사는 지역적으로
여천군 화정면 및 인근 도서지방에 국한되어 있고 대

나 개 념이 문화%천 중 가장 늦게 변화한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Kiev A, 197,a2 1972b), 이 지 역은 초자연적

상도 임의 선택하였으며 숫적으로도 적었고, 또 본 조

인 개념은 어느 정도 탈피한 편이나 아직도 근대적인

사의 뜻하는 바가,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정신질환의 개념은 넓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

및 태도의 전반적인 조사에 기여하고, 이 지역의 정신

다. 또 치료에 대한 개념의 비교에서도,

본 조사에서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어떤 원인

는 민속치료가 제일 높은 비율이고, 다음이 종교적 치

을 생각하고 어떤 치료를 택할 것이며 경과에 대해 어

료，민간치료,

떤 예상을 할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순이었는데,

이러한 생각들

과 현대 정신의학적인 개념들 사이의 차이점 및 환자

병원치료， 초자연적치료， 한방치료의
앞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민간치료와 민

속치 료는 서울이 나 농촌보다 높은 비율이 고 종교적 치

의 치료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추측해 보는 것

료와 초자연적 치료는 서울보다는 높은 비율이 고 농촌

이었으나,

보다는 낮은 비율이었으며 병원치료는 서울보다는 낮

실제 조사과정 에서 너무 많은 개념들이 사

용되어 그 정의가 불분명한데가 있고,
세밀하지 못한 점이 많았으므로,

방법상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일반

은 비율이 고 농촌보다는 높은 비율이 었다.

이는 연구

대상의 정신질환의 치 료에 대한 개념이 원인개념과 어

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지역과 인원

떤 연관성올 갖고 있는 것 같으며 전체적으로 적은 수

을 대상으로 한 많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

의 대상이기는 하나,

급해 두고자 한다.

는 자연의 지배를 경험하는데서 유래할 것으로 사료되

어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계속되

어떤 문화에 서도 고대 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인 질

는 샤마니즘적 인 생활방식과 지 역적으로 현대의학의

병의 개념 이있다.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대부분에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전통적인 민

원시적이긴 하지만 질병에 대한 고유의 지혜가 있고

속의학적 지혜와 평소 밀접해 있는 종교적인 영향이나

그 민족이 갖는 정신상황의 깊은 일면이 담겨져 있는

한방치료에 접근해 버리는 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것이 다 (Wallace 1961). 정신질환에 대한 개 념은 전통

할 수 있겠다.

적 문화와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이미 지

자가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에

적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을 포함하여

인해, 개인적, 경제적,

모든 질병의 개념에 영향올 주어온 전통적 문화요소로

된다.

이로 인해 만일 이 지역에서 정신질환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시간적 피해가 크리라고 사료

예후의 경우를 서울에서

시행한 조사(김광일

1978) 와 비교해 본다면 서울보다 ;.비관적 인 예후를 보

후에 대한 개념의 관련성을 고려해 보면 치료와 예후

이 고 있는데 전반적 인 경향이 문화수준이 높은 곳에서

에 대한 개념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예후에 대한 개념이 보다 낙관적 이고 문화수준이 낮은

정신병원에서 경험한 대상은 수가 적어 고안에서 제외

곳에 서 보다 비관적 인 예후틀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정

한다.

신질환의 범주가 문화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정신의학

연적 치료개념이 ,

의 발달로 정신질환의 원인에

서 민간치 료개념 이 많았다.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경험한 대상군에서 초자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군에
가족이 나 친척 중에 서 환

주어지 고 좋은 예후를 보이 는 정신질환도 포함될 뿐만

자룰 경험했던 대상군이 다른 대상군들보다 한방치료

아니라， 발달된 치료법으로 질병의 예후를 호전시킬

개 념이 가장 높은 비율이 었고 종교적 치료개념과 민속

수 있는 반면, 문화수준이 낮은 곳에사는，정신질환의

적 치료개념은 가장 낮은 비율이 었으며 예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과학적 인 설명 도 부족하고, 정신질환자체

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는 낙관적 인 견해를 보였

에 대한 범주도 애매하며，치료도 미비하게 되므로 비

다.

관적인 예후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그 밖에도
각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다른

는 대상군이 경험이 없는 대상군보다 “ 낫더라도 재발
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견해이고 경험이 없는 대상군이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사료된다.

타대상군과 비교하여 “치료해도 정상으로 회복되카는

전체적으로 예후에 대한 개념을 보면, 경험이 있

연령과 정신질환의 원인，치료, 예후에 대한 개념의

못한다” 는 더 비관적 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가족이 나

관련성을 고려해 보면 사춘기군，전성년기군， 중성년

친척중에서 경험한 대상군에서는 타대상군보다 정신질

기 및 노년기군의 順으로 기질적인 원인의 개념을 많

환의 만성적인 경과의 인지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이 보이 고，중성년기 및 노년기군, 전성년기군 사춘기

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우리 나라의 질

군의 順으로 심리적 원인의 개념을 많이 나타냈다. 이

병개념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샤마니 즘과 한방에 기초

러한 원인에 따른 개념에 준하여 대상들의 치료에 대

한 치료법과 예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으리라 사료

한 개념도 일관성을 보였는데,

된다.

연령이 많을수록 현대

농촌지역의

무속치료에

대한

연구(이

부영，

의학적 치료인 병원치료의 개념이 많았고 사춘기군에

1975) 룰 보면 무속치료 경험자 중 38.4% 가 주관적으

서 특히 민간치 료 개념을 많이 나타냈다.

정신질환의

로 좋아졌다고 느끼고 28.8%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 고

예후에 대한 개념에서는 나이가 적은 층일수록 “치료

있음이 이를 시사해 준다. 그리고 예후에 대해서도 치

해도 나을 수 없다” 등의 비관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

료가능과 재발을 나타내는데 발병ᅳ호전ᅳ재발 사이의

냈고,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에서 “ 낫더라도 재발할 가

기간에 뚜렷한 병리적 소견이 인지되지 않올 때 의학
적 지식이 없는 대상들은 치유되었다고 보고 있는 둣

능성이 크다” 는 견해가 많았다.

나이가 많은 층 일수

록 “치 료하면 나을 수 있다” 는 낙관적 인 견해 가 많았
다 . 사춘기 군 중 많은 대상들이 교육과 계몽을 통해
현대의학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러 나 본 조사의 결과는 교육정 도가 높을수록 원시적
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적다는 견해나， 농촌주민을 대

의 경향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 각된다.

예후

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경험의 성질,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부족, 현대 정신의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 생활속

1975) 와 일치하지 않는

에 깊이 스며 있는 초자연적 개념에서 유래되는 요소

이는 조사 지역이 도서지방이라는 다소 폐쇄적인

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더

상으로 한 다른 조사(김용식
다.

하다. 경험이 없는 대상의 치료 개념은 민간치료가 많
았는데 본 조사 연구의 정신질경의 원인에 대한 개념

여건에서, 무속적인 치료법이나 행사 등에 접할 기회
가 많고 현대 의료시설은 적은 반면, 질병치료에 종교
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었으므로， 이를 수
용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적은 층이 나이가 많은 층보
다 비관적이고 선택적 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한 동세, 1969).

욱 많은 조사연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1980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전남 여천군
희정면과 인근 도서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질

층의 경험에 끼치는 지식전달의 역할도, 이 층의 근대

환의 원인, 치료， 예후에 대한 개념과 주민들의 성격
발달 시기에 준하는 연령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사

적 인 질병개념의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가 될 수도 있

이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그 의의를 고찰하였으며 그

또 현대의 발달된 대중 전달 매개체가 나이가 많은

으리라 사료된다.

.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과 정신질환의 원인，치료，예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령과 정신질환의 원인, 치료, 예후에 대한 개

한동세 (1969) :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념
① 사춘기군에서 기질적 원인, 초자연적 치료, 종교

H.I. Kaplan(1980) ：Comprehensive Textbook o f Ps

적 치 료，비관적 인 예후를 생 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

ychiatry Vol. I, 3rd Ed. Baltimore W illiams &
Wilkins Connpany.

층보다 높았다..
② 중성년기 및 노년기군에서 생리적 원인,

병원치

료， 낙관적 인 예후를 생 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과 정신질환의 치료， 예후

Psychiatry

New

York Free Press

Kiev,

다 높았다.
2.

Kiev, A. (1972a) ：Trancultural

A, (1972b) ：Curanderis}no New

York Free

Press

Linton, R. (1956) : Culture & Mental Disorders Ch

에 대한 개념과의 관계
® 정신질환을 가족이 나 친척중에서 경험한 대상군
에서 초자연적 치 료， 재 발한다는 예후를 생 각 비율이

arles C. Thomas Spring field.

Wallace, A.F.C. (1961) •• Culture & Persorality New
York Random house,

다른 대상 군보다 높았다.
②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군에서 민간치
료,

비관적 인 예후를 생 각하는 비율이 다른 대상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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