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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의료화와 정책화를 중심으로-

    오늘날 우울증은 단순히 은유로서의 질병을 넘어서서 시대를 표상하는 상징이 되어

버린 듯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울증과 관련된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거 정신질환과 

정신과 방문에 대하여 가해지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

울증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하여 약을 복용하야 하는 마음의 감기로 자리매김하

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우울증 서사의 폭발 현상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우울증 담론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로는 우울증의 사회적 구성으로, 서구사회

에서 우울증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정신 장애로 정

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실 우울증은 역사가 매우 짧은 질병으로서, 19세기에 디프

레션(Depression)이라는 심혈관계 용어가 기분의 저하 상태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 전까

지만 해도 멜랑콜리(Melancholy)라고 불렸다. 우울증상, 우울감 등을 지칭하는 멜랑콜리

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며, 무기력함, 게으름, 식욕 저하와 같은 

신체적 현상뿐만 아니라 예술가적 기질의 원천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서구정신의학의 

발달과 크레펠린,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멜랑콜리는 이내 디프레션으로 대체되었고, 특히 

미국정신의학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의하여 오늘날의 

정신 장애로 재정의 되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정신의학을 수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

울증이라는 단일 질병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고려되는 다

양한 증상에 부합하는 명칭만이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이후 서구정신의학은 조선 말기에 

부국강병을 위한 신문물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되었지만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

을 받지 못했고, 식민지 치하에 있던 1930년대에 지식인층에 의하여 멜랑콜리에 대한 논

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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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이 오늘날과 같은 정신 장애의 일종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대 이후로, 국내 정신의학계 내의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 정신의학계 내 전문가집단은 오늘날 통용되는 우울증 담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울감의 집단적 발

현 현상을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애로 명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는 

생의학적 관점에 기초한 우울증 담론이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형성되는 과정(의료화)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정신의학 학회지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신경정신의학』 124건,  『우울·조울병』67건, 총 191건). 그 결과, 국내 

정신의학계에서는 서구-특히 미국 정신의학계의 경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흡수하여, 우울

증 담론을 발전시켜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우울증의 생물학

적 특성과 약물 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도에 들

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약물 치료에 대한 강한 신뢰는 국내 의약시장 내 항우울

제 시장의 형성을 유도하였고, 다국적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의 제휴를 바탕으로 

국내 항우울제 시장은 2000년도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도 현재 국내 항

우울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대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 제약회사 간의 점유

율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정신의학계 내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울증 담론은 이후 정부의 정

책 방향과 부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정부에서는 나날이 증가

하는 자살행위에 대한 국가적 개입 및 관리의 일환으로, 2005년에 <자살예방 5개년 세

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이 계획안에는 자살 행위의 80%가 우울증을 거쳐 일어

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상 변화시키기 힘든 원래의 원인(생물심리학적, 사회경제적)보

다는 자살에 이르는 길목에 자리 잡은 우울증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자살률을 낮

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우울증-자살 간의 연관성은 앞서 우

울증의 생의학적 모델이 구성된 정신의학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며, 따라서 계획안

은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 및 우울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계획

안은 이후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2008년에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으로 다시 발표되

었으며, 우울증을 주요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주요사업으로 명시되었

다. 현재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신의학계에 대한 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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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지지와 정부-민간 단체 간의 협동을 통해 우울증과 관련된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

되었다. 우울증이 일상적인 담론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미디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한 

몫을 했다. 미디어는 일반 대중에게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계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으로써 우울증을 반드시 조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마음의 감기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

게 된다. 실제로 우울증 관련 보도기사는 정부 계획이 시작된 2005년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은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생의학적 모델이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이루

어지기 시작한 2005년도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담론의 확산이 우울증의 탈낙인

화 및 전문화를 이끌어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우울증 담론은 생의학적 모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울감정의 집단적 발현이라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주도권을 

정신의학계가 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질문의 

방향은 달라진다. 즉 왜 우울감정의 집단적 발현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이 그토록 사

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사회구조적 모색으로 관점을 옮겨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을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으로 추구하도록 구조적 압박을 가한다. 이제 개인들은 생존을 위하여 끝

없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계발하는 성과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문제는 성취하고 이루어

내야 할 대상의 미완결성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성장에 유리하

기 때문에, 개인은 결코 완결된 형식의 성취를 마주할 수 없다.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능력화 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 있음을 증명해나가야 한다. 이 미완결성을 향해 달려가

는 개인이 결국 기력이 다하여 고갈되고 소진되는 것, 육체적·심리적 경색. 우울은 바

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오늘날 우울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우울

증상을 유발한 명확한 계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도태된 자, 실패자로서의 극심한 자기비

하가 나타난다. 더불어 생의학적 관점에 기초한 우울증 담론이 신자유주의 구조 내에서 

생물학적 생존 기술의 일종으로 간주되면서 더욱더 개인화된다. 개인은 생존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신건강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한다. 이

러한 경향은 특히 근래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치유문화의 확산에 의하여 더

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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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우울증 담론의 확산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

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문제화하는 의료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또한 우울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가 문제의식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돌릴 수 없도록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울증을 예외적인 질병 상태─적극적인 개입과 처방을 통해 

나을 수 있는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좌절, 절망, 우울감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접근을 위한 일련의 시도로, 우울증 담론과 연관된 기존의 생물심리학적 요인

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더욱 주목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사회구성주의, 우울증, 멜랑콜리, 우울장애, 우울감, 병리화, 의료화, 정책화, 일

상화, 탈낙인화, 자살, 생의학적 모델,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생존, 생존자, 성과주체, 소

진, 자존감, 자기비하, 자기착취, 치유문화, 감정의 사회학.

학번: 201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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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우울증 앓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

    오늘날 우울증은 단순히 ‘은유로서의 질병’을 넘어서서(손택, 2002) 시대와 사회

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듯하다.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울

증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끊임없이 접할 수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 자기계발서-심리학 

출판시장의 급성장,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과거 우울증을 겪었던 공인들의 

경험담, 신속한 병원 방문 및 약물치료를 권장하는 정신과의사의 조언 등은 더 이상 신

선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학업 및 성적으로 인한 압박과 우울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청

소년들, 무연사회(無緣社會)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노인들의 우울증 악화, 생계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온 중년 남성들의 뒤늦은 우울증 경험, 갱년기에 접어든 중년 여성

들의 우울증, 취업․연애․결혼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三抛)세대’ 20대 청춘들의 우

울한 단상. 한 때 몇몇 히스테릭한 여성들이나 성격적(혹은 기질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우울증은 이제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발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울증에 대한 서사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1)>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포

함한 ‘기분 혹은 정동장애(mood/affective disoreder)’가 정신질환증상 경험률 중 알코

올이나 니코틴 같은 ‘정신활성물질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바로 다음으로 큰 수치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분장애 중에서도 일반적인 우울증에 해당되는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 추세로, 지난 2001년-2006년과 비교해보았을 주요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

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한국 성인에서 주요 정신질환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를 처음으로 2011년도에 세 번째로 시행되었으며, 국내 만 18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총 9,102가구 6,022명을 면담 및 조사했다(조사 응답률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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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각각 4.0%(2001)→5.6%(2006)→6.7%(2011), 1.8%(2001)→2.5%(2006)→3.0%(2011)

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상의 경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며 전 사회구성원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로는 주로 여성과 노인을 꼽으며 이 두 집단을 중심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왔지만2), 우울증 증상경험이 점차 전체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여성, 노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20-50대에 이르는 남성들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일례로 지난 2010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

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4명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아래 [그림 1] 참고). 바야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우울증을 앓는, ‘우울증의 시대(the era of depression)’가 도래한 

것이다.

[그림 1] 남녀 청소년(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보건복지부, 2010)

2)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0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상경험 및 자살생

각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높은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0년 기준 남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9.4%인 반면, 여성의 우울증상경험률은 19.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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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우울증 수용과 우울증 관련 서사 폭발 

한편으로는, ‘우울증’이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정신의학계와 생물학, 심리학계에

서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생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에 근거한 내

용이다. 특히 정신의학계는 21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생리학과 뇌과학의 연구결과

들을 바탕으로 생의학적 모델을 주장하고 확산시켜(혹은 담론화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 내에서 우울증에 대한 권위를 획득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막상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우울증은 질병으로 구분되어 진단되기 시작한 역사도 

매우 짧을 뿐더러, 그 이전에는 질병 혹은 장애라기보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과 그 진단 기준은 모두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특정 집단에 의하여 급속히 담론화가 이루어졌다.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

적 관점이 일반적 인식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문제가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만 평소와 다

른 몇 가지 증상들─잠을 평소보다 더 자거나 혹은 덜 자거나, 음식을 많이 먹거나 혹은 

덜 먹거나, 의욕이 충만하거나 혹은 감소하거나 등등의 증상들을 근거로 간편하게 우울

증을 진단할 뿐이다. 즉 우리는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원인과 증상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서구적인─특히 미국적인, 너무나도 미국적인 정신병리학적 관

점에 의지하여 어쩌면 병이 아닐 수도 있는 부정적인 상태를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보와 치료법을 소비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것이 폭발

적인 우울증 서사의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우울한 현실 그림이다.

    세대와 계급을 막론하고 거의 전 사회구성원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우울

이라고 하는 특정 감정의 집단적 발현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 자체

를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우울증상은 명백히 관찰 가능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

을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가 주장하듯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 장애로 볼 것인가

─즉 개인적인 역사와 경험, 기질,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개인적 문제로 볼 것인가, 혹

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사회적 문제

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우울이라고 하는 이 특정 감정(정동)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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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질 것이다. 사실 우울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지

칭되었던 보편적인 인간 경험 중 하나로, 이 감정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전체를 압축적

으로 표현하는 특징(the era of deprssion, 우울증의 시대)으로 여겨진 바는 거의 없었

다. 그저 동일한 감정에 상이한 계층의 경험과 해석이 부가되면서 때로는 정신병의 일환

으로, 또 때로는 천재들만이 경험하는 창조적 고뇌로, 즉 단편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뿐

이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현상─수많은 우울한 사람들의 존

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감정 간의 연관성을 질문하게 한다. 이 우울이라고 하는 

특정 감정(정동)의 집단적인 발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왜 다른 어느 때도 아닌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이러한 우울의 감정이 집단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시되고 있는가. 즉 사람들이 왜 우울증을 앓느냐고 단순하게 질문

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우울이라는 감정 경험으로 이끌

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우울증을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정신 장애로 간주하는 기존의 의학

적 관점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우울증은 정말로 병인가’) 우울증 담론의 등장에서 

확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우울감정을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

애로 명명하고 그것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주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다. 누가, 어떤 동기나 배경을 바탕으로 우울증의 생의학적 모델을 확산시키는데 일

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특정 주체(들)의 노력이 일

반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혹은 내재화되었는지)를 탐색하도록 한다. 이

와 같은 일련의 시도는 단순히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후기자본주의사회와 정동(감정) 간의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갈 것이다. 즉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적 개념을 사회

적 사실로 간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이라고 하는 특정 감정의 발현을 통하여 나

타나는 사회의 단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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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연구경향

    구체적인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먼저 국내 학계에서 우울증이 어떤 관점을 바탕으

로 논의되어 왔는지 그 경향을 대략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우울증’을 키워드로 국

내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면 총 4,983건의 결과가 나온다3).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정신과학과 병리학 영역이 각각 768건, 246건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영역이 각각 478건, 

279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4). 사회학 영역에서의 우울증 관련 기존 연구는 총 

69건으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다음으로 사회과학 계열 내에서는 우울증 연구에 활발하

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정신과학 영역에서의 우울증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우울

증 발병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정 유전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13

건인 반면 신경전달물질(호르몬), 혈장농도, 혈청, 심박변이도, 뇌량의 면적, 뇌파, 두부 

외상, 면역 기능, 신경세포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무려 132

건에 달한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도박, 음주, 흡연, 거주형태, 도시생활, 도벽 등의 생

활습관과 우울증을 연관 짓는 연구는 32건, 사회심리학·문화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우울증을 연구한 경우는 21건을 기록한다. 2)우울증을 경험하는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노

인층이 66건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바로 다음으로는 주부(산후 우울증, 폐경기 우울

증 포함) 우울증이 21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외에 소아·청소년·청년층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11건 이루어졌다. 3)치료방식 및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임상 호르몬제나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약물치료가 106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바로 다

음으로 최면, 인지치료, 대인관계 등의 기타 치료방법이 21건 발견된다. 이외에는 외국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우울증 검사 척도의 신뢰·타당도를 검토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3) 네이버 전문정보 (http://academic.naver.com/) 2013년 3월 기준.

4) 정신의학에서의 우울증 연구 경향은 이후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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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대상 치료방식
유전자 생물학적요인 생활습관 사회·문화심리학 노인 주부(여성) 그 외 약물치료 기타

13 132 32 21 66 21 11 106 21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정신과학 분야에서의 우울증 연구 경향5)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우울증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증과 관

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한 1)심리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478

건의 연구 중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인식·지각 상태와 연관된 연구가 182건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6). 이는 정신과학과 다르게 심리학의 접근이 생물

학적 요인보다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낸

다. 바로 다음으로는 치료적 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58건7), 또 그 다음으로는 우울

증과 연관된 신경생물학적 연구가 46건을 차지한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35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6건,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건

을 기록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남성의 경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진 반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불과 1-2건에 그친다는 점에서 기존 우울증 

연구의 상당수가 여성에 치우쳐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반면  2)사회복지학 분야의 연

5) 표에서 제시하는 범주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 및 접근·치료방식에 따라 수치는 중복 표기되었다(예를 들어 연

구 주제가 ‘노인성 우울증 치료를 위한 SSRIs 투여 효과’인 경우 연구대상과 약물치료에 각

각 1을 더하였다).

6)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인식·지각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애착유형, 방어기제, 역기능적 태도, 학습된 무력

감, 인지편향, 내향성, 외로움, 피해망상 등을 포함하며, 2)‘타인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타

인개념을 넘어서서 대인·대상관계, 사회적지지, 사회적 거리감 등을 포함한다.

7) 치료적 개입은 인지·행동치료와 개별·집단상담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문학치료, 

예술치료, 자기조력독서치료, 인격치료, 관계개선프로그램, 걷기교육, 요가, 뇌호흡수련, 동물매

개치료, 원예, 차문화,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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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사회복지학
1 우울증 환자의 인지 태도 182 노인층의 우울증 경험 135
2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 58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 71
3 우울증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접근 46 사회적 자본의 유무와 영향 43

구경향은 심리학의 경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279건의 연구 중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71건,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가 4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8). 특히 노인의 자살행위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무려 36건으로(김형수, 2002; 박미진, 2006; 김

수현·최연희, 2007; 엄태완, 2007; 김창진, 2008; 한삼성 외 3인, 2009 등), 이는 황혼자

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연구 경향에 십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심리학·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우울증 연구 경향

3)사회학 분야 내에서의 우울증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경향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69건의 연

구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지지나 경제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8건을 차지하였다. 특

히 우울증과 자살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15건으로, 특정 연령층의 자살경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이현정, 2010; 오미성, 2012; 이승희, 2012)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우울증

상 유발과 자살 행위간의 관계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남

은영, 2009; 김석, 2012; 정승화, 2012).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연구경향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관련 기존연구는 치명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1)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 장애의 존재를 당위적으로 전

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울증상

의 경험은 명백히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현상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 장애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8)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 사회참여활동, 경제활동, 공동체와 같은 사

회적지지 등을 포함한다.



- 8 -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울증을 정신 장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정

서적 반응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루는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떤 요인들이 우울증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혹은 어떤 요인들이 우울증을 유발하는가 등의 관계를 밝히는 과

정에만 치중해있다. 특히 우울증이라는 장애 범주가 우리 사회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

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근래에 들어 외국(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개념

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사실상 ‘우울증이라는 병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서구

적 장애 범주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혹은 서구에서 유입된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토록 

익숙한 질병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사회 전

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우울증 서사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는 것 역

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선행연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기존연구 경

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참고한 선

행 연구는 2편으로, 1)첫째로는 지난 2012년 1월 『한국문화인류학』에 발표된 이현정의 

논문, ‘1991~2010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

화적 함의’이다. 이현정(2012)은 1991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보도된 우울증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우울증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 바 있다. 특히 이현정은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포

함한 기사들 중 총 958개를 연구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내용 분석에 있어서도 주요 유

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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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분류 유목
2.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사건 보도 2) 정보 제공
   2-1. 사건 정보의 성격은? 1) 자살 2) 범죄 3) 기타
   2-2. 정보 제공의 성격은? 1) 질병 정보 2) 치료 정보 3) 예방 정보 4) 기타
7. 유명인이 언급되었는가? 1) 유명인 언급 있음 2) 유명인 언급 없음
   7-1. 유명인의 형태는? 1) 연예인 2) 정치가 혹은 경영인
8. 생의학적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 포함 2) 불포함

10. 기사에서 언급된 우울증의 원인
은?

1) 유전적/생물학적 원인 2) 심인성 원인 3) 성격 4) 
질병 5) 날씨/기온 6) 가족문제 7) 사회적 역할/태도/
인식 8) 직장업무 9) 학업/입시 10) 경제적 문제 11) 
정치적 문제 12) 기타

13. 기사에서 제시된 치료방법이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1) 약물치료 2) 정신치료 3) 종교적 치유 4) 한방치료 
5) 가족/관심 6) 사회의 인식 변화 7) 개인의 태도 변
화 8) 기업정책 변화 9) 국가 정책 변화 10) 전문가 
치료 11) 기타

음은 기사 분석에 사용된 유목 중의 일부이다.

[표 3] 기사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질문 및 분류 유목(이현정, 2012)

근거이론을 활용한 기사 내용 분석과 빈도 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린다. 1)우울증은 기존의 의학적 담론에서 한국인의 일상적 위험과 불안을 드러내

는 ‘사회적 은유’로 변화하였다. 2)비록 시기적으로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나 유명 연

예인을 중심으로 한 보도가 절대 다수이다. 3)사건 중심의 보도에서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4)특히 정신 건강, 정신적 웰빙의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

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경향이 앞서 분석했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설령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분석하

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의 흐름보다는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에 초점을 맞추는 현 

상황에서(이충순 외 2, 1996; 조수영·김정민, 2010),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우울증 담론

의 변화를 분석한 이 논문은 최근 우울증 연구 경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 장애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 내 우울증 확산 현상에 대한 서구정신의학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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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갖는다. 특정 국가나 사

회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우울증의 저변에 ‘미국정신의학의 세계화’의 

여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울증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을 통하여 우울

증 앓는 사회와 개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20년 

동안의 보도 경향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의 우울증 담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실

제로 우울증이 오늘날과 같은 맥락으로 미디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일이다. 저자가 시도한 것과 같이 1991년에서 2010년까지의 논의를 주

요 대상으로 삼는 경우, 체계적인 빈도 분석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우울

증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천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논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디어 기사만으로는 우울증 담론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신문기사는 전문가집단의 조언과 의학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우울증에 대한 일상적 담론과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

기,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과 태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실상 우울증 

담론에서 미디어는 대중과 전문가집단을 연결하는 가교(架橋) 역할에 그치며, 전문가집단

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담론의 특성을 온전히 파

악할 수 없다. 특히 우울증 담론의 형성과 확산에 이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과, 전문

가집단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 간의 역학을 고려하기에는 신

문기사만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또 다른 주요 선행연구는 이후 2012년 12월 『과학기술학연구』에서 발표된 박혜

경의 논문,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형성 과정’이다.  박혜경(2012)은 신문기사

만을 중심으로 한 우울증 담론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울증을 

뇌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생의학적 치료를 강조하는 현재의 의료화 과정이 어떻게 이

루어졌는가를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분석은 의료화 메커니즘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재정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가(정의), 2)우울증의 범위는 어떻게 확장되었는가(인식), 3)임상현장에서 우울증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검진-확진), 4)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가(질병적 관

리). 저자에 따르면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생의학적 모델은 1990년대 학계의 연구경

향을 중심으로 전문가집단의 권위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해석은 임상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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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뉴얼 활용(DSM)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하여 일상화되었다. 

임상현장에서는 학계에서 유행하는 연구경향과 가설(우울증에 대한 신경정신의학적 소

인)을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객관화를 시도하지만 기술적 동원(다양한 측정 도구와 최

첨단 영상장비 등)에도 불구하고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같은 제도 기관에서 우울증이 확진되는 그 순간부터 의사와 환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치료가 수행되며, 우울증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의사에게 넘어감에 따

라 환자는 의사의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하는 특정 병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맥락

에서 의사는 ‘질병의 완치’를 목표로 약물 치료, 뇌 수술 등의 치료방식을 진행하면서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를 더욱 강화한다. 즉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우울증은 무엇보다

도 ‘뇌과학, 첨단 의료영상장비,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과 시장 확대의 필요성 등을 배

경으로 생의학적 의료화 과정으로 급속히 편입’된 것이다(2012:149). 저자는 우울증의 

의료화 과정의 바탕에 무엇보다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

목한다. 그것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우는 탈낙인화를 이룸과 동시에 의료서

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의료 대상자(혹은 잠재적 환자군)를 과잉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내 의료-제약시장의 몫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박혜경의 논의는 우울증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의료전문가 집단으로 관심을 

옮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이현정의 논의가 전문가집단

과 일반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문기사 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작 일상

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집단의 개입에 대한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과정에서의 의학계의 흐름을 

주목하는 것은 우울증 담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영향을 염두 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 

내의 역동이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이어진다는 점이

다. 실제로 박혜경은 ‘우울증과 관련된 이러한 이해는 생물학적 관점의 정신의학에 입

각한 인식’이라고 주장하며 ‘우울증의 확인된 병소와 징후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우울증이 뇌의 질병으로 간주되었다고 언급한다

(2012:124). 정신의학계 내에서 이루어진 우울증의 질병 개념 재정의가 어떤 과정을 통

해서 이루어졌는지, 재정의를 가능케 한 연구근거는 무엇인지, 연구경향은 어떻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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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는지, 의료-제약시장의 확산에 전문가집단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더불어 미국정신의학의 세계화라고도 볼 

수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이하 DSM)』 의 적극적인 수용 및 적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저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90년대 국내 정신의학계 

내 연구경향 의 변화는 미국정신의학계의 동향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

국정신의학계에서의 연구 성과와 경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

다. 이와 같은 전문가집단의 노력─특정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해석을 달며, 그 해석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과정을 설명

하지만 정작 그 과정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주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이다. 특히 전

문가집단의 논의를 지지하고 정책화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방문을 통한 

우울증 치료 사례의 증가 현상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내 정신의학계 간의 협의에는 우

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정책적으로 출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만 평가할 

뿐, 이 협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국가와 전문가집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한계는 

사회학과 인류학 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의료화(medicalization)’ 논의의 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전문적 권위와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대한 견해와 분석이 사실

상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고영복, 2000; Conrad, 2007; Szasz, 

199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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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론적 자원

(1) 질병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논의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주의란 ‘지식의 체계를 특수한 문화적 과정의 반영물(systems 

of knowledge as reflection of culturally specific processes)’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Horwitz, 2002:6). 생물학적 모델을 비롯한 실재론적 관점(realistic position)과 대비되는 

이 관점은 특정 범주나 언행을 비롯한 인간적 행위, 사회적 현상 등이 어떻게 사회적 영

향력에 의하여 정의되고 통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설명이 어떻게, 

누구의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는지 그 기저를 탐색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늘 

당연시 여겨졌던 범주가 자연적인 실재(the natural reality)로 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발전시키는 특정 사회적 체계에 의하여 구성된 것

이라는 관점. 사회 구성주의는 바로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을‘이러하다’고 정의(define)

하는 문화적 모델과 대상(object)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전통을 바탕으로 익숙한 모

든 것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것은 곧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산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해방

(liberating)하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해킹(1999)은 사회 구성주의가 사용되는 주된 방식으로 의식의 고양(raising 

consciousness)을 언급한다(Hacking, 1999:6). 해킹에 따르면 의식의 고양은 overarching

과 localized,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1)Overarching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태도(attitude)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와 우리 삶의 경험의 대부분(혹은 모든 부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는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특정 X(a specific X)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이 이어진다(Localized). 주장의 논지는 기본적으로 특정 X가 ‘실재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며(아래 (1)), 더 나아가 특정 X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가치 판단까지 언급된다(아래 (2), (3)). 다음은 해킹이 밝힌 사회 구성주

의의 주된 논지이다(Hacking, 19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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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X, 혹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표

현되는 X는 사물의 본질(the nature of things)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X는 필연적

이지 않다(not inevitable).

(2) X는 그 자체로 꽤 나쁘다(quite bad as it is).

(3) 만일 X가 사라지거나, 혹은 적어도 급진적으로 변형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

질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는 이와 같은 핵심적인 논지를 바탕으로 인류학이나 역사학 같은 다

양한 학문분과에서 여러 대상들을 분석하면서 학계 내 입지를 다져왔다. 젠더(Dewar, 

1986; Lorber and Farrell, 1991), 동성애적 문화(Kinsman, 1983), 아동의 텔레비전 시청

(Luke, 1990), 실재(Berger and Luckman, 1966) 등등 많은 현상들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혀졌다. 한편으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 경향은 사

회학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고전사회학 중 하나로 사회학만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

을 확보하려 노력했던 에밀 뒤르켐(E. Durkheim)은 그의 저서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

들(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에 수록된 에세이 「정상과 병리를 구분하는 규

칙들」을 통해서 정상적(normal) 상태와 병리적(pathological) 상태를 구분하는 사회 조

건을 언급한다. 뒤르켐은 모든 일탈 행위를 ‘사회적 규칙의 위배(violation of social 

rules)’로 정의하며, 일탈 행위나 범죄(crime)는 그것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 혹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문화적 규칙(혹은 기준)을 벗어나서는 결코 실재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9). 이후 특정 행위가 특정 집단의 기준에 의하여 정상-비정상

(normal-abnormal)으로 구분되는 현상은 일탈 사회학의 조류 내에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을 비롯한 이론적 구성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적 구성 논의 역시도 이와 같은 일탈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확장되어 점차 연구 대상으

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셸 푸코(M. Foucault)

9) ‘만일 동일한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가설적인 존재, 즉 가장 빈번한 형태를 ‘평균 유형’

이라고 지칭한다면, 모든 정상적인 유형은 평균 유형을 합친 것이고 이러한 건강 기준에서 벗

어난 모든 것은 병적 현상이라고 발할 수 있다……. 병적 상태는 유기체에 있어서 일부 환경

의 결과이다(Durkheim, 2001: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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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 『광기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을 꼽을 수 있다10).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의 사회적 구성 논의는 19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

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사회학 영역 내에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은 중요한 이

론적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유현미, 2011; 이상희, 2010), 기존의 의학적 지식과 

질병 경험에 대한 해석 방식이 주요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다. Brown(1995)은 1970년대 

이후 의료사회학 연구에 적용되는 사회 구성주의 경향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로, 초기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사실을 측정 가능한 전

체로 보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민속방법론과 상징적 상호작용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과 정의 구성의 저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역동

(dynamic)을 드러내고자 했다(Spector and Kitsuse, 1977; Brown, 1995에서 재인용). 이

러한 접근은 구성주의 내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또한 가장 지배적인- 방식으로, 특히 아

동 학대나 성적 관계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꼬리표(social labeling)를 분석하

는데 중점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과 질병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적 관점의 어떤 요소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종, 계급, 성별 등의 핵심적인 지층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10) 사실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의 사회 구성주의 논의는 이후 언급될 1970년대 의료사회학 내

에서의 논쟁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R. Benedict)는 

1934년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에 발표한 논문 “Anthropology and the Abnormal(인

류학과 비정상인들)”에서 서구정신병리학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의했던 paranoia, seizures, 

trances 같은 증상들이 다른 시대 혹은 문화권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베네딕트에 따르면 ‘정상성(normality)’은 적절한 기능에 대한 보편적인 심리

학적 기준(universal psychological standard)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입증된 관습(culturally 

approved convention)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Benedict, 1934).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토머

스 쉐프(T. Scheff)는 1966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Being Mentally Ill』에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정신 질환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일반적인 정신병리적 증상들(psychiatric symptoms)

을 규범 파괴적인 행동으로 재정의하며(residual rule-breaking), 사실상 정신 질환이란 관찰자

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범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규범 파괴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범주라고 밝혔다. 이후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의료사회학 내에서의 사회 구성

주의적 논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의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정

신의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정신질환의 역사를 다루는 

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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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성주의가 적용되는 또 다른 방식은 유럽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들로 가장 대표적으로 푸코의 저작들을 꼽을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은 

특정 현상의 기저에 깔린 작동 방식을 밝히고 실증주의적 관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기

존 미국의 사회 구성주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지만, 사회적 행위자나 집단, 제도를 강조

했던 기존의 미국 구성주의자들과 달리 언어와 상징의 ‘탈구조화’ 작업을 통하여 지식

이 창조되는 방식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1). 푸코의 저서를 바탕으

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 구성주의 연구 경향은 이후 암스트롱(D. Armstrong)이나 

터너(B. Turner) 등으로 확장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사회학자인 터너는 인간의 몸이 생

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의하여 통제되고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우

리 ‘몸’이 육체적-정서적 건강을 통제하고 생산해내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Turner, 1992). 이외에도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은 과학(기술)사회학의 영역에서 활발하

게 전개되었으며12),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료전문가들의 질병 발견 작업을 검토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의식의 고양, 그리고 기존의 강압적인 해석 

방식으로부터의 ‘해방’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주의는 이론적으로 몇 가지 치명적

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사회 구성주의 진영 내부의 

불일치로부터 기인한다. 비단 의료사회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과영역에 걸

쳐 진행된 활발한 사회 구성주의적 논의는 이미 학계 내에서는 일종의 유행(trend)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성’이 구체적으로 

11) 그러나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 구성주의 접근과 푸코의 연구 방식 사이에는 어느 정

도 괴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푸코 자신이 언어와 정의 구성(language and 

definition-making) 방식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연구는 

수용소(혹은 정신병원, asylum)의 설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

환, 이민문제, 정신병리 전문가들의 성장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

다(Brwon, 1995:36).

12) 대표적으로는 브뤼노 라투르(B. Latour)의 논의를 꼽을 수 있다. 라투르는 그의 대표적인 저

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Nous navons jamais ete moderns)』에서 과학적 

사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상호적

으로 인식된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과학철학 진영 내에서 논쟁을 불

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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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암시나 정의 없이 각각의 연구자가 서로 다른 의미와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사실상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적 영향력이 

특정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관심을 갖는 ‘평범한 조직

적 테마(a common organizing theme)’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예리한 이론적 

구성을 위해서는 이 핵심적인 발상(a central idea)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rown, 1995:34).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

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서로 다른 해석과 모순되는 견해의 연구들이 오로지 사

회 구성주의라는 하나의 범주 아래에 모여 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13). 또한 앞서 언급한 

정의와 적용 방식의 모호함뿐만 아니라 ‘무엇’이 구성되었는가 하는, 즉 ‘연구 대

상’에서 발견되는 상대주의(relativism)의 문제도 사회 구성주의 논의의 치명적인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는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

하며 연구 대상이나 현상의 실재성을 거부하지만, 실제로 그 구성이 ‘어떻게 다른가’

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인식론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막다른 길에 부딪치곤 한다

(유현미, 2010). 사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논의들이 연구 대상이나 현상의 

실재·구성물 여부를 두고 선험적으로 이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실재와 구성을 

명확하게 양분하기에 모호한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구의 경우, 실재를 현실세계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

려나 분석 없이 일괄적으로 ‘인위적 구성물’이라고 꼬리표를 다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네들턴, 1995). 

    사회 구성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의 

사회적 구성 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급진적인 의료사회학자나 정신의학자, 

역사가들은 정신 질환의 실재를 거부하며 정신 질환이 온전히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

13) 버리(1986)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견해―이를테면 엄격한 상대주의적 관점이나 정치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과 같이 접근과 해석 방식이 상이한 연구들이 사회 구성주의라는 

이름 하나로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의 거대한 우산(a broad umbrella) 아래에 서로 다

른 것들이 모여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였다(Bury, 1986). 또한 해킹 역시도 이러한 사회 구

성주의 논의의 한계에 대해서 사회 구성주의적 은유(a metaphor of social construction)는 한 

때 훌륭하고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너무 많은 은유들의 범람에 의하여 지

루해졌다고 평한다(Hacking, 19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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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입장을 견지한다(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순수한 사회 구성주의자이기도 하다). 대표

적 인물로는 정신의학자 토머스 사츠(T. Sazsz)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저서 『The Myth 

of Mental Illness』와 『Ideology and Insanity: Essays on the Psychiatric 

Dehumanization of Man』에서 정신의학이 갖는 윤리적인 딜레마와 인간 조건을 제어하

는 정치적 문제를 지적한다(Szasz, 1961, 1991). 사츠는 현대 정신의학의 발전을 인간 실

존과 삶의 과정, 인간 경험을 정복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정신 질환 개념이 ‘삶의 

모든 요소들을 타결해야만 하는(to solve) 정신병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의 입장에 근거한다고 비판한다(Szasz, 1991:3-4). 정신 질환 범주는 

사실상 낙인 찍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과학적 수사(rhetoric)로, 일상생활에서

의 진실─‘관찰하는 사람(정신의학자)’과 ‘관찰받는 사람(환자)’ 간에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정 증상을 정신 질환적 증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 증상이 실재로서 존재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증상을 질병으로 해석하는 관찰자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14)이라

는 사실─을 은폐하고 가리는 역할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츠는 평범한 삶의 문

제들이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반대하고, 모든 정신 질환 개념과 범주가 단순

한 은유15)에 불과하다고 총평을 내린다. 그러나 호위츠(Horwitz, 2002)는 이와 같은 정

신 질환의 사회적 구성 논의에 의문을 제시한다. 

    호위츠(2002)는 사회적 구성물로 여겨지는 정신병리적 증상 중에는 심각한 수준의 

생물학적 역기능(biological dysfunction)을 보이는 것들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

한다. 순수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서구 정신의학자들은 정신분열

증(schizophrenia)으로 인한 왜곡된 사고나 세로토닌 수치의 감소 등 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 특정 현상의 실재를 오랜 역사에 걸쳐 경험해왔다. 이러한 증상들은 그것을 질

14)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츠(Szasz, 1961:14)는 ‘특정 X는 정신적 증상이다(X is a mental 

sympton)’라는 명제에는 환자의 생각, 개념, 신념을 관찰자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

교하기 위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원문: ‘X is a mental symptom’ involves 

rendering a judgment that entails a covert comparison between the patient’s ideas, 

concepts, or belief and those of the observer and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15) 이 은유―즉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설명하는 표현은 특정 행동이 사회적 규범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Szasz, 1991:23), 사회 구성주의 진영에서 빈번히 제

기된 기존의 ‘낙인(stigmizing)’개념 이나 ‘사회적 꼬리표(social labeling)’등과 맥락을 같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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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신체적 질병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모든 질환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기존의 견해를 반박한다. 또한 사

회 구성주의자들이 정신 질환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세

우지 못했다(2002:9). 만일 정신 질환을 특정 문화권의 정의를 바탕으로 규정한다면, 다

른 사회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의 모호성은 다른 정신 질환을 비평할 가능성조차 제지함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상

이한 논의(혹은 판단)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성

애의 경우, 이를 정신 질환으로 보는 관점과 평범한 생활방식의 차이로 보는 관점,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감히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Hacking, 1999; Horwitz,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한계는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구성이라는 핵심적인 관점을 놓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증상에 대한 

‘문화 외적인 기준(extra-cultural criteria)’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Horwitz, 

2002:10). 실재와 구성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론적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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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논문의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우울감정을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애로 명명하고 

그것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주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로는 1)의료화

(medicalization) 과정으로, 감정의 일종이었던 우울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우울증으로 

재편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구 정신의학에서의 우울증 정의의 변천 

과정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 언제부터 수용되어 어떤 맥락으로 논의되다가 

생의학적 모델로 귀결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미국정신의학을 

수용하고 한국 임상 현장에 적용한 정신의학계 전문가집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다. 둘째로는 2)정책화 과정이다. 특정 전문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우울증이 어떤 맥락에

서 정부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가집단의 생의학적 모델의 영향을 바

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

이다. 이 항목에서는 정부를 주축으로 전문가집단과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는 전문영역에서 논의되던 우울증의 생의학적 모델이 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화

되었으며, 정부와 전문가집단의 노력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미디어가 적

극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의료화와 정책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울증 만들기’는 이후 생활세계에서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 우울증에 대한 보편적

인 인식의 확산은 단적으로 말해 우울증의 일상화, 탈낙인화 및 민주화 현상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우울증 논의가 개개인의 질병적 경험을 넘어

서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한다. 즉, 언제부터 우울증

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이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는지 그 시기를 짚어보고, 그 시점부터 오

늘날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삶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울증과 사회적 특성 간의 연관성

을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룰 연구 질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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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구정신의학에서 우울증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구성되었는가?

2)한국사회 전통의학에서는 우울증(혹은 우울증상)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서구정신의학

의 우울증 개념을 언제 수용하였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3)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우울증 담론은 언제 등장하였는가?

①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은 한국사회에서 누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

쳐 국내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우울증의 의료화 과정에 있어서 전문

가집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②우울증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개입에 

전문가집단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③전문가집단과 국가에 의하여 헝성된 우울증 담론의 확산에 있어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4)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우울증상 경험에 영향을 끼친 사회구조적 요인은 무엇

인가? 사회의 어떤 특성들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우울증상을 호소하게 하며, 더불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우울증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가?

(1) 연구대상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존 저서, 논문 등의 학술자료,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및 통계자료, 신문·잡지 등을 포함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영역, 1)의료화 과정, 2)정책화 과정, 그리고 3)우울증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

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우울증의 역사를 다루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현대 정신의학과 정신 질환 

개념, 정신 장애의 범주가 어떻게 발명/구성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개괄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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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멜랑콜리, 신경쇠약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구분

되던 우울감(感)의 경험이 어떻게 우울증(症)이라는 질병으로 범주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울증을 정신 장애의 일종으로 정의하는데 결정적

인 영향을 끼친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이하 

DSM)』를 주요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 우울증과 상응하여 통용

되던 기존의 전통의학적 개념이 어떻게 서구정신의학의 개념인 우울증으로 교체되었는지

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울증을 주도적으로 수용한 국내 전문가집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울증의 

의료화를 이끌었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정신의학계의 기존 연구성과

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총 2개의 학회에서 발간한 2개의 학술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학술지에서 발간된 논문들 중에서도 특히 ‘우울증’을 

주제로 한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다시 선별하였다(각각 124건, 67건). 

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1945-2012년, 총 124건)

②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우울·조울병』 (2003-2010년, 총 67건)

    또한 본고에서는 정신의학 전문영역에서만 통용되던 우울증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

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정책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자살예방 기본계획 안을 선정하였다. 

①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2004-2008)

②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2009-2013)

이 외에도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진행 경과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 보

도 기사와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학술 논문을 참고하였다. 특히 전문가집단과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여 우울증 담론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매체 보도 기

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를 통합·활용하여 고신문,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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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 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①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②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http://www.kinds.or.kr/)

③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④조선일보, 뉴스 파노라마(http://search.chosun.com/)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우울증상 경험이 사회구조적 특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관련 상담의 기록은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살의 위험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

는 등의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고에서는 앞

서 출판·보도되었던 우울증 상담 사례를 간접적으로나마 연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폭발하고 있는 우울증 서사의 저변에 어떤 요소

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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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울증의 개념과 역사

제1절 서구사회에서 우울증 개념의 변천과정

    오늘날 미디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전달되는 우울증 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의학적 용어와 개념이 범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약물치료 등이 차지하는 위상도 매우 높음을 체

감한다. 그러나 이 ‘정신의학’이 학문적인 위상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

로, 사실상 18세기 말 이전까지는 ‘정신과(psychiatry)’라는 세분화된 의학 전문분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16). 정신의학이 이토록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불과 몇 십 년 전의 일로, 오늘날의 서구정신의학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크레펠린

과 프로이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독일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기술 정신병리학(descriptive psychiatry)의 근간을 창

안하여 오늘날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밀 크레펠린은(E. Kraepelin) 생물

학적 소견에 기초한 뇌 병변과 불투명한 기질적 원인으로 산발되었던 기존 방식의 병변

과 진단 범주를 단 두 가지─1)정신분열증(schizophrenia)으로 알려져 있는 조발성 치매

(dementia praecox)와 2)양극 장애(bipolar disorder)를 포함하는 우울증(depression)으로 

축약하였다. 이러한 그의 범주 구분은 모호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광대하게 펼쳐진 정

신병의 세계를 오로지 ‘정서적 요소의 유무’를 기준으로 양분한 것으로, 모든 정서 질

환을 단 하나의 단일 질병에 극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에 다름없었다(Shorter, 182). 한편

으로, 크레펠린이 현대 정신의학의 질병 범주를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작업은 질병으로 포섭되는 정신 증상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프로이드(S. Freud)는 극도로 기괴하거나 

16) 정신의학(psychiatry)이란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정신(mind)을 뜻하는 psyche와 치료

(medical treatment, healing)를 뜻하는 iatreia가 합쳐져서 ‘정신을 치료 한다’는 의미를 지칭

한다(민성길, 2006:1).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독일의 정신의학자 라일(J. C. Reil)로 그는 

1808년에 의학 내 새로운 전문분야를 뜻하는 단어인 정신의학, ‘Psychiaterie’를 만들었고 이

후 1816년에 독일어 형태인‘Psychiatrie’로 축약했다(Shorter, 1997;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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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고 불가사의한, 파괴적인(strange, incomprehensible, and disruptive) 행동을 주된 

정신적 증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관점을 부정하고, 정신역동적 모델을 바탕으로 정신의학

의 본질에 대한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존 정신병의 증상 범주로 포함되

지 않았던 다양한 증상들─특히 ‘신경증적 증상(neurotic conditions)’을 정신 질환으

로 포함시켰다. 다양한 신경증적 증세와 삶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증상들이 정신의학의 

범위로 포섭되면서 정상과 병리 간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졌으며, 정신병에서 신경증으로

의 대상 전환은 이내 정신의학계 내 논란을 야기했다17). 정신분석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은 유럽보다는 미국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 대상을 정신병에서 신

경증으로, 진료 장소를 수용소에서 번화가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정신의학계 내 학자

와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정신분석을 수용하고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펼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을 이루었다. 

    크레펠린의 방식─1)정신병에 각기 다른 몇 가지 근본적 유형이 있다는 것, 2)이들

이 서로 다른 질병 경과를 밟는다는 것, 그리고 3)많은 사례를 모아 체계적으로 연구함

으로서 질병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Shorter, 173)─은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이하 DSM)』의 정신 장애 범주 구분 방식에 결정적

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정신분석으로 인한 정신 질환 증상 범위의 확대가 DSM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왔는지의 여부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수많은 정신 장애 목록

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수용소 시대를 바탕으로 한 크레펠린의 

관점이 오직 정신분열증, 양극장애와 같은 특정 정신병만을 정신 질환으로 명명하는 것

과 다르게 현재에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공황 장애를 비롯하여 폭식, 정신활성물질남용, 

수면부족, 불안, 공포 등 수많은 인간 감정·행동이 세부적 질병으로, 장애로 재범주화되

었다. 호위츠가 ‘진단 정신의학(diagnostic psychiatry)’이라고 명명한 이 현대적 관점

은 콘래드(P. Conrad)가 지적한 의료화(medicalization) 과정과 맞물리면서 수많은 사람

들을 장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으며, 해마다 장애로 진단되는 환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

17) 특히 신경증으로의 전환은 수용소와 정신병원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광기라는 표현보다 ‘신경증’이라는 진단명을 선호하던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더 확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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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서구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결국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정신 장애를 진단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우울증의 위상은 어떠했는가? 사실 우울증은 

오늘날과 같이 주요 정신 장애로 진단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1800년대에 디프

레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까지 멜랑콜리(혹은 멜랑콜리아, Mealncholy)로 불렸다. 

멜랑콜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간 역사 내내 편재하는 현상(omnipresent 

phenomenon)으로, 일반적으로는 우울감 혹은 우울기질로 이해되었다(Horwitz & 

Wakefield, 2007:53). 

    멜랑콜리의 기원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히포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히포크

라테스가 주창한 4체액설은 인체의 건강과 질병 상태가 4가지 종류의 체액─피(blood), 

점액(phlegm), 황담즙(yellow bile), 흑담즙(black bile)의 조화와 이상에서 근거한다고 

보는 학설로, 흑담즙의 과도한 분비로 인하여 만사에 의욕을 잃거나 깊은 슬픔에 지속적

으로 빠져있는 상태를 우울로 보았다18). 우울증을 뜻하는 멜랑콜리(melancholia)라는 용

어는 검다(black)는 뜻을 가진 melani와 담즙(bile)이라는 뜻을 가진 choler의 합성어로 

흑담즙 그 자체를 가리키며, 이후 melancholie로 변형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멜랑콜리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우울질의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는데, 이를테면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늘 잠에 취해 있고, 질투심이 많

으며, 무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표현된다(김홍중, 2006:10). 1621년에 『우울증의 해부

(The Anatomy of Melancholy)』라는 방대하고 창의적인 저서를 통하여 우울상태에 대

한 의학적·문학적·상식적인 기술을 남긴 바 있는 버턴(R. Burton)은 우울증

(melancholy)에 걸린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 다만 히포크라테스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지속’되는 것을 멜랑콜리로 보며, 정상적인 슬픔 

상태와 멜랑콜리를 엄밀하게 구분하였다(박원명·민경준, 2012). 사실 정상적인 슬픔과 멜랑콜

리의 구분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된 멜랑콜리 정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호위

츠(Horwitz)는 특정한 원인의 유무 여부(with cause, without cause)가 정상적인 상태와 병리

적 상태를 구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을 『The Loss of Sadness』에서 분석한 바 

있다(Horwitz & Wakefiel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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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멜랑콜리 때문이다. 이것이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 속의 모든 기와 체액이 빛

을 싫어하게 되며, 빛을 싫어하게 되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기며, 두려움은 친구들이 자기를 

이용하지나 않을까,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지나 않을까, … 친구들을 의심하게 된다. 걸핏하면 

성을 내게 일쑤이고 이유 없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멜랑콜리, 즉 검게 변한 담즙의 과다한 분비에서 오는 일인데, 이것은 악몽을 꾸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잠잘 대나 깨어 있을 때나 그 사람의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크게 흔들어 놓는다. … 

한 마디로 미친 사람이 된다(Burton, 1961; 2004:148, 인용자가 강조).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즐기는 것, 두려움과 의심의 확대, 분노와 공상 등은 모두 우울

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이와 같이 우울질을 구성하는 흑담즙의 과다 분비

는 소화 불량, 체온 저하, 이명, 복부 통증, 맥박 경화 등 다양한 신체적 이상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 히스테리, 치매, 간질, 나병, 치질, 자살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Agamben, 1981; 김홍중, 2006에서 재인용). 영혼의 병(accidia19)) 과 같은 별칭을 참고

해보아도 멜랑콜리에 대한 의학·종교의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멜랑콜리, 우울질의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독특한 

창의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철학과 문

학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철학에서의 멜랑콜리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들(Problems)』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학과 정치, 시 또는 예술 방면의 비범한 사람들이 왜 모두 명백히 멜랑콜리커였을까? 더구

나 헤라클레스의 영웅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왜 몇몇 사람은 검은 담즙으로 야기된 질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정도로 멜랑콜리커였을까?(Aristotle, 1957; 김동규, 2009에서 재인용) 

19) 주로 중세시대의 수도사나 교부들이 걸렸던 영혼의 병, 아키디아는 무기력과 정신적 태만, 한 

자리에 오래 머무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을 포함하는 멜랑콜리의 기독교적 판본이라 볼 

수 있다(김홍중, 2006). 이와 같은 우울이나 무기력 상태는 단테가 제시한 인간의 7대 죄악 중 

하나인 나태(sloth)와 연관되어 징벌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당대의 그림에서 나태가 표현되

는 방식은 멜랑콜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히에로니무

스 보스(Hieronymus Bosch)가 1480년경에 그린 「일곱 가지 대죄」에서 나태는 의자에 축 늘

어지듯 기대어 잠든 모습으로 그려진다(조르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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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정치, 시 또는 예술 방면의 비범한 사람들’이 모두 ‘멜랑

콜리커’라고 이야기하면서, 멜랑콜리 기질의 유무가 천재와 범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비범한 사람은 천재이고, 천재인 그는 멜랑콜리커일 수 밖에 없

다(김동규, 2009).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스, 엠페도클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시대적 영웅들과 탁월한 학자·예술가들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범

함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희귀한 자연적 소질(멜랑콜리)20)’에서 온다고 보았다. 그들

은 어둡고 우울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신들의 미움을 받은 불운한 사람이자 신과 인

간들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아무도 없는 들판을 혼자 방황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심장을 

뜯어먹으며 자기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이다(김동규, 2009). 문화적 감수성의 소지자로 

예술과 학문의 발전을 일으키는 세기의 천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잡은 멜랑콜리. 

이와 같이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멜랑콜리는 예술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지면

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플라톤(Platon)21), 키케로(Cicero)22), 하이데거(Heidegger) 등

을 통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멜랑콜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문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계몽주의

가 절정에 달았던 시기의 독일에서 멜랑콜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와 연관되어 현실 도

피책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채연숙 외 2인, 2006), 르네상스(Renaissance)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멜랑콜리는 남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개성·창의성의 원천으로 여

겨졌으며, 특히 삶과 인간 조건을 주시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으로 자리 잡았다. 멜랑콜리에 대한 예찬은 괴테의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루소

(J. J. Rousseau)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후 보들레르(C. Baudelaire), 등에 이르

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최문규, 2005). 이처럼 문학에서의 멜랑콜리는 병리적인 

20) 이러한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멜랑콜리를 질병(비정상적이고 임시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기질적인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기질은 사람이 타고나는 특성으로 노력 여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멜랑콜리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비범하며, 그 기질로 인하여 멜랑콜리한 질병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

21) 멜랑콜리 기질을 가진 사람이 드러내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광기’는 신적인 것으로, 플

라톤은 이러한 신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의미의 시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2) 키케로는 지적 활동의 원천으로 멜랑콜리를 꼽았다. ‘뛰어난 지성인은 멜랑콜리한 자이며,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약간 느린 것에 대해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최문규, 2009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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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기질과 같은 맥락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특성(개성)이자 ‘인간 존재의 비밀스런 영역으로 가는 통로’, 위대한 창의성

의 원천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채연숙 외 2인, 2006). 혹은 토성적 감성23)에 사

로잡힌 주체들(우울자)로부터 피어나는 ‘문화적 창조의 가능성’ 으로, 고통 속으로 끝

없이 침잠하는 과정 속에서 철학과 예술, 종교를 비롯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역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인 것이다(김홍중, 2006:12-13).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18, 19세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온 멜랑콜리에 대한 관

심과 논의가 오늘날에 와서 이전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우

울감의 경험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용어가 ‘멜랑콜리’에서 ‘디프레션’으로 바뀌었

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울증을 뜻하는 Depression(디프레션)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중

반의 심혈관계 의학에서 ‘기능의 감소’를 가리키기 위해 유행했던 용어로, 이후 ‘병

을 앓고 있는 사람의 기분 저하’라는 의미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디프레션은 특히 

‘생리학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멜랑콜리보다 더 선호되었으며

(Berrios, 2010:337), 이후 크레펠린에 의하여 조증(mania)과 우울증(melancholy)을 모두 

포함하는 일극 장애로 정의되었다. 크레펠린은 모든 형태의 멜랑콜리와 조증뿐만 아니

라, 심지어는 갱년기 멜랑콜리아까지 포함시켜 조울증의 개념의 범위를 넓혔고(Berrios, 

2010; Radden, 2000), 이후 조울증 아래로 다양한 세부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크레

펠린의 구분은 우울증(depression)을 독립된 질병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1910년 

이후 정동 장애에 대한 해석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미국의 정신과의사 마이어(A. Meyer)는 크레펠린의 조울정신병 개념과 질

병의 범주화 방식을 미국의 정신의학계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23) 김홍중(2006)에 따르면, 약 9세기 경에 고대 그리스 의학을 보존해 오던 아랍 의학이 중세의 

점성술과 결합함으로써 목성-다혈질, 화성-담즙질, 달/금성-점액질, 그리고 토성-우울질이라는 

상징의 접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성의 상상계’가 포괄하는 물질적 내용

들이 멜랑콜리의 맥락에 포함되었는데, 이후 우울자는 ‘자신에의 침잠, 고독, 비사교성, 허풍, 

권력욕, 오만 … 공포, 불안, 근심, 슬픔의 과잉, 글쓰기, 혼돈, 고통, 삶의 궁핍, 비판, 상실, 

죽음, 유산, 장송곡, 고아들을 관장(Klibansky, Panofsky, Saxl, 1964:206-207; 이하 김홍중, 

2006:12에서 재인용)’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 ‘토성적 인간’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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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물학적 요소를 포함시켜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학설을 형성해나갔다. 비록 마이

어는 매우 논쟁적인 인물로 말년에는 크레펠린 체계와 결별하고 미국 정신의학계를 정신

분석학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Shorter, 2009:189-190), 우울 장애

(depressive disorder)나 불안(anxiety) 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용어들을 논의하

면서 이후 DSM-I, DSM-II, 그리고 DSM-III에 이르는 진단 매뉴얼을 구성하는데 결정적

인 영향을 끼쳤다(Horwitz & Wakefield, 2007:84). 

    오늘날 서구정신의학에서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활용되는 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주도 하에 1952년에 발표된 『정신장애에 대

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이

하 DSM)』이다. 1952년에 발간된 제1판을 시작으로, 제2판(1968), 제3판(1980) 및 개정

판(1987), 제4판(1994) 및 개정판(2000)까지 5번의 대대적인 개정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제5판이 2013년 6월에 막 출간된 상태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신 장

애의 범주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3판으로, 정신 장애와 질환을 이해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 된다24). 또한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최신

판인 제4판 및 개정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제4판에 정의하는 기분 

장애 범주표와 우울증 진단 기준이다.

24) 일차적으로 2판이 정신병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증상을 제공하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 정신의 

개인의 판단에 무게가 실렸다면, 3판에서는 이러한 임상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정신의가 동일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범주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범주의 경계를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신경증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으며, ‘서

술적, 명시적, 규칙 지향적인 방식들’에 기초한 엄격한 장애 정의가 이루어졌다(Lane, 2008). 

이와 같은 3판에서의 변화는 당시 정신의학계와 언론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DSM의 장애 정의 및 구분 방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첨예한 의견 대

립도 함께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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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 Episode      기분일화

   (의 하위범주)  Major Depressive Episode 주요우울일화

                Manic Episode 조증일화

                Hypomanic Episode 경조증일화

                Mixed Episode 혼재성일화

Bipolar Disorder     양극장애

   (의 하위범주)  Bipolar I Disorder 양극장애 I (단일성/최근)

                Bipolar II Disorder 양극장애 II (재발)

                Cyclothymic Disorder 순환장애

                Bipolar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s 우울장애

   (의 하위범주)  Major Depressive Disorder, Single Episode 주요우울증, 단일일화

                Major Depressive Disorder, Recurrent 주요우울증, 재발성

                Dysthymic Disorder 기분부전장애

                Depressive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Major Depressive Episode    주요우울일화

A.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며, 병전 기능에의 변

화 양상들 중 적어도 1가지가 (1)우울 기분 또는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과 같은 증상

으로 나타난다.

(1)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을 호소하거나 타인들에 의해 관찰됨

(2)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음

(3)체중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하 체중 감소 또는 증가(예, 한 달간 체중 5% 이상

 의 변화), 또는 매일 계속되는 식욕 감퇴 또는 증가

(4)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 또는 과다수면

(5)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6)거의 매일 나타나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7)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감퇴, 또는 우유부단함

(8)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 계획 없는 자살 생각의 반복, 또는 자살기도나 구체적 

 자살 계획

Depressive Disorder     주요우울장애

[표 4] DSM-IV 기분 장애 범주(APA, 1994; 2000)

[표 5] DSM-IV 주요우울증 진단기준(APA, 1994; 2000)



- 32 -

296.2x Major Depressive Disorder, Single Episode 주요우울장애, 단일일화

296.3x Major Depressive Disorder, Recurrent 주요우울장애, 재발성

진단기준 (주요우울장애, 단일일화)

A. 주요우울일화가 단 1회 나타난다.

B. 주요우울일화가 분열정동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세분되지 않는 정신증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C. 조증 일화, 혼재성 일화, 또는 경조증 일화가 한 번도 없었다.

   DSM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개정이 거듭되면 될수록 DSM에 포함되는 장애의 종

류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3판에서는 292개 정도였던 정신 장애의 숫자가 4

판에서는 350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25). 사실 DSM은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

으로 이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는 3판 출판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나 임상적 사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많은 증상들을 진단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DSM의 구분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많은 사람

들은 DSM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가 사실은 장애로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점

을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예를 들어 3판에서부터 포함된 회피성 인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나 사회공포증(social phobia)과 같은 장애들은, 그 이전까지는 질병

25) 참고로 2013년 5월 목표로 준비 중인 DSM-V는 개정 과정 초기에 동성애 문제를 포함하는 

Sexual and Gender Identity Disorder를 삽입하려 했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은 

수정을 포기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례를 포함하여 V판에는 IV판 보다 더욱 많

은 장애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지금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체

적인 논의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nbcnews.com/id/24664654/#.UVV5XhcoxPc, 

http://www.msmagazine.com/news/uswirestory.asp?id=14011, (검색일: 2013.03.29)). 더불어 

DSM-V에서 논의하는 우울증 정의는 발표와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감별 

진단 사항이었던 ‘애도 우울증’이 개정과 동시에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지

만, DSM-5에 대해서는 특히 논란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DSM-5가 ‘애도 우울증’ 항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근거다. 과거에는 

‘2주 이상 심한 우울 증세의 지속’이라는 우울증 진단 기준에 합당하더라도 가족의 사망과 

같은 일을 겪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으로 간주됐으나, DSM-5에 의하면 아무리 슬픈 

일을 겪었더라도 ‘애도는 2주 동안만’ 해야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2800030 (검색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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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예를 들어 수줍음을 많이 탄다거나 혹은 사교성이 많이 떨어

진다거나 하는─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들로, 특정 증상에 대한 기술적 성격뿐만 아니

라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Lane, 2008). 

    뿐만 아니라 진단을 위한 기준이 증상의 나열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은, 사실상 장애

의 정의가 (정확한 기술과 명명을 목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모호하다

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DSM에서 정신 장애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는 ‘혹은, -이나, 또는(or)’인데, 이 단어를 통하여 수많은 가능성과 증상을 나열하는 

것은 정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 DSM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울증의 

현재 증상 기준은 장애를 유발하는 특정 증상(환각, 환청 등과 같이 정상적 기능과 중첩

되지 않는)과 일시적일 수도 있는 증상 간에 명확한 구분 없이 한 데 어울려 나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울증과 정상적인 슬픔을 구분하는 감별 

기준, ‘사별 경험’ 역시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제4판의 정의에 따르면 

만일 ‘사랑했던 사람과 사별한 후 2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었고, 증상의 기간이 2개

월을 넘기지 않았으며, 현저한 기능저하나 무가치감에 대한 병적 집착, 자살 생각, 정신

병 증상, 또는 정신운동지체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별의 반응’으로 간주

하고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APA, 2000; 박원명·민경준, 2012:99).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로는 DSM에서 사별로 인한 정상적

인 우울증 증상의 경험 기간을 구체적으로(2달)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26), 그리고 전반적

인 상실의 경험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 연인, 가족 등 사랑하는 ‘사

람’과의 사별로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장애에 대하여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증상의 나열과 묘사만 

그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

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결국 편리하고 즉각적인 치료제를 유

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DSM의 우울증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

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 등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약

26) 애도의 기간으로 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판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명

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미국정신의학회는 ‘통계 수치를 참고해보았을 때 2개월이 가장 적

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대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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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료가 급증하였는데, 이 약물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27). 실상 항우울제에 대한 신화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학계, 그리고 미디어 간의 은밀한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

실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Breggin, 1995; 

Kramer, 1993; 2006;  Lane, 2008; Leader, 2011; Maisel, 2012; Watters, 2012). 

제2절 한국사회에서 우울증 개념 및 현상

    서구정신의학 체계가 국내에 수용되기 이전까지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정신 장애 범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고려

되는 증상들과 유사한 증상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 제45권 제5열전(三國史記 券 第四十五 列傳 第五) 녹진(綠眞)편을 보면 신라 

헌덕왕 시대의 각간 충공(忠恭)이 상대등(上大等)이 되어 내외 관원을 전형, 선발한 이후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병환의 증세는 ‘혼혼정신불쾌(昏昏精神不快)’로 국

역하면 ‘어질어질하여 정신이 상쾌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김부식, 1145; 박장렬 외 5

인, 2012에서 재인용). 국의(國醫)는 질환의 원인을 심장에 생긴 병으로 보고 약재를 처

방하였으나(龍齒湯), 충공을 찾아간 녹진은 이 증상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공의 병은 약이나 침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말과 고상한 담론으로 한번

에 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니 공께서 이를 들어주시겠습니까?(원문: 然則公之病 不須藥石 不須

針砭 可以至言高論 一攻而破之也; 박장렬 외 5인, 2012; 인용자가 강조)

27) 실제로 지난 2010년 1월,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된 논문 

‘Antidepressant Drug Effects and Depression Severity’를 살펴보면, 항우울제는 아주 심각

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를 차

지하는 가벼운 보통 수준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플라시보 이상의 어떤 효과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Fournier 외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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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녹진은 충공에게 한 일화를 통하여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약을 먹고 부질없

는 시간을 휴식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충공은 이내 휴식을 폐

하고 조정 업무로 돌아가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녹진의 말을 들으니 약과 침과 같았습니다. 어찌 용치탕(龍齒湯)을 마시는 것에 비교하겠

습니까!(원문: 臣聞祿眞之言 同於藥石 豈止飮龍齒湯而已哉; 박장렬 외 5인, 2012; 인용자가 강

조)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서 발견되는 증상은 현대의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화나 격

언을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이 기록은 오늘날 최초의 정신장애 기록이자 정신요법

의 기록으로 여겨진다(이정균·김용식, 2000).

    이 외에도 고려시대에 간행된 의약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을 살펴보면 ‘전

광(癲狂)’이라고 하는 질병명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전광은 향약구

급방 상·중·하권 중 학질(瘧疾) 등과 함께 하권 12목에 포함되는 질병으로서 정신적 

이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한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다. 전광은 ‘담음(痰飮), 화(火), 혈

(血)의 이상 등으로 신(神)의 혼란, 분산, 소모를 야기하는’ 질환으로 오늘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간질이나 착란 증상 등을 동반하는 정신분열증과 제일 유사하다(김태헌, 

2012). 전광은 이후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학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동의보감 내경편(內景篇) 중 신(神)에 포함되는 전광(癲狂)은 기뻐하는 일이 

많은 전(癲)과 성내는 일이 많은 광(狂)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서구정신의학의 조울증

(manic-depressive disorder)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의보감은 전광을 비롯

하여 양명병(陽明病), 전증(癲證), 광증(狂症)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음양의 

조화에서 찾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또한 음이 양을 이기지 못하면 맥이 도는 것이 촉박하고 빠르며 겸하여 미치게 된다. 또한 옷

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말을 허투루 하면서 친하고 낯선 사람을 가리지 못한다. 이것은 정신이 

착란된 것이다. … 양이 성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허튼 말을 하고 욕설하며 친하고 낯선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미쳐서 돌아다닌다. … 또한 

양이 성하면 광증이 되는데 이때에는 달아나려 하고 큰소리를 외친다. 음이 달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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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은 넘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동의문헌연구실, 2012).

동의보감은 전광의 증상 중에서도 전(癲)의 경우에는 양이 과해서(重陽), 그리고 광(狂)

의 경우 음이 과해서(重陰)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체내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약재를 처방하였는데, 화가 성한 경우에는 황련사심탕이나 우황사심탕을, 

담화가 몰리고 막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황청심원을,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영지

고, 진사산 등을 사용하였다(동의문헌연구실, 2012). 이와 같은 전광에 대한 기록은 동의

보감을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인 최한기의 저서에서 다시금 등장한

다.

    전통의학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전광을 이해할 때 서구사회의 멜

랑콜리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창의성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광은 

철저히 병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민속신앙에 기초한 다양한 민간요법은 이러

한 증상들을 귀신들린 것으로 간주하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예를 들어 조선사회에서는 ‘차꼬’라는 것이 있는데, 옛 형구(形具)중 하나인 이 차꼬

(착고, 着庫)는 두 개의 기다란 나무토막을 맞대어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

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

여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소경을 불러 환자의 몸을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

리면서 경을 읽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대표적인 민간요법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서

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학 체계 내에서는 우울증을 서구의학과 같이 독단적인 

질병범주로 구분하지 않았다.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서구 

정신의학의 영향을 바탕으로 기울증(氣鬱症), 울증(鬱症)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한의학 

체계 내에 포함되었다. 다만 우울증을 구성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한의학 체계에서 발견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학 서적을 통틀어 우울증과 연관된 다양한 질병군과 이에 

대한 해석을 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울한 기분이나 즐거움의 상실 등은 울증(鬱

症)이나 전증(癲證)으로, 피로감의 증대와 기력저하는 허로(虛勞)로,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는 각각 불면·기면(不眠·嗜眠)과 불사식(不思食)으로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한 가지 흥

미로운 부분은 신분이나 계층의 하락으로 인한 충격과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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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증상 (ICD-10) 한의학적 증상
[전형적인 증상]

 ③피로감의 증대와 기력감퇴

 ①우울한 기분

 ②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虛勞(허로)

[기타 증상]

 ①집중력과 주의력의 감소              우울 및 정서장애

 ②죄의식과 쓸모 없다는 생각

 ③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

 ④자해나 자살 행위 또는 생각

 ⑤수면장애

 ⑥식욕감퇴

鬱症·癲症·脫營失精
(울증·전증·탈영실정)

不眠·嗜眠(불면·기면)

不思食(불사식)

상을 한의학에서 정신질병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테면 탈영(脫營)이나 

실정(失精)은 갑작스런 지위나 재산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망감과 자책감을 설명

하는 질병명으로 사용되었다(강형원 외 5인, 2001). 이렇듯 한의학은 서구 정신의학과 

일맥상통하지는 않더라도 증상의 나열이나 문제의식 등에 있어서는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울증 진단과 치료 

방법은 한의학의 방식보다는 철저하게 서구 정신의학에 근거한 근대적 체계와 방식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한의학 진영 의사들이 우울증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시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울증 진단을 위한 DSM의 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DS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인 의료행위로 한의학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표 6] 우울증과 한의학적 증상과의 연관성(강형원 외 5인, 2001)

    한국에서의 서구정신의학의 수용은 조선 후기 서구 선교사들과 국내 실학파 지식인

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은 1876년 강화도조약 및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서구정신의학은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특히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

의 일환으로써 서양의학이 전파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 북 장로교 소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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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알렌(H. N. Allen)으로, 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입국에 성공, 최초의 한국 주재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국립병원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하는데 결정적

인 기여를 한다. 알렌은 1885년 4월 10일에 개원한 제중원의 1년 동안의 의료 활동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를 미국 북 장로교 선교본부에 제출하였

는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외래·입원환자 중에서 조증과 우울증을 주요 병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각각 6명, 4명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조

선사회 내에서 서구정신의학 범주에 속하는 정신 장애를 병명으로 기관 치료를 받은 최

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한국사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우울증의 긍정적

인 측면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시기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기 중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1930년대, 서구 사회에서 

발견되는 ‘멜랑콜리’의 논의가 한국사회 내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멜랑

콜리 ─ “클클한 마음, 우수(憂愁), 우울(憂鬱)28)”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

급한 바와 같이 멜랑콜리커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찬사와 숭배가 주를 이루었으며, 

천재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한국(조선) 사

회의 역사적 전통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아마도 다양한 당시 지식인들이 번역서 등 

다양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천재(天才)와 광인(狂人)은 의학상으로 보아도 공통한 점이 만타고 합니다. 천재와 광인은 일상

생활의 필요한 지식이 적음니다. 또 그것을 필요케 생각지를 안습니다. 요컨대 천재는 엇더한 

행복한 상태에 잇다 하드라도 반드시 스스로 부행(不幸)함을 늙기어 박해(迫害)나 밧는 거갓치 

생각하며 그것을 공언하며 우울증에서 버서 나지를 못함니다. 이러한 변태적 심리와 사상을 가

진 천재는 결혼생활에 대개 실패하고 마름니다. … 결혼생활에 실패한 천재 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섹스피어, 단테, 말조로, 바이론, 콜릿치에지슨, 란돌, 카-라일, 아리, 세화, 로바니, 콘

토, 하이든, 밀톤, 쏘탄, 떼이켄스 등이 조흔 예이올슴니다.29)

28) 『동광』 제31호, 1932년 03월 05일.

29) 『삼천리』제4권 7호, 1932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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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크롬웰)는 철두철미 사유의 인간, 감정의 인간이엇다. 크롬웰은 말하자면 그의 일생을 두고 

극도의 우울증으로하야 고생한 사람이고 보매 그가 원래부터 일정한 목표의 인식과 장시간의 

숙고를 경과한 끝에 유유히 행동에 나아가는 성질의 사람이 아니엇음은 물론이다. 차라리 보담

도 그의 심적 상태는 그가 그의 의지에 반하야 쉴새없이 활동하도록 그를 강제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리라30)

특히 이러한 우울감, 멜랑콜리는 당대 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심상으로, 정

경운(2011) 문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우울감을 근대 문인의 ‘사회적 얼굴’이

라고 지칭하였다. 당대 문학청년들에게 있어서 우울감의 경험은 마치 제대로 된 근대 문

학인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자 통과 의례, 그리고 보다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

로 여겨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문인에게 우울 경험은 필수사항으로 강요되는 분위

기─즉 문화적 현상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정경운, 2011:311). 이러한 현상은 비록 서구 

사회 내에서 등장한 댄디즘(Dandyism)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울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 서구 사회에서 경험된 것과 같이 비슷한 맥

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구정신의학의 적극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이나 간질과 같이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정신 장애에 비하여 우울증은 큰 조명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은 오히려 오늘날의 우울증 서사 폭발 현상의 원인을 되묻게 한다. 전통의학 체계 

내에서 우울증이라는 단일 질병을 진단한 적이 없으며, 서구정신의학의 적극적인 수용에

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질병보다 현저히 적었던 한국사회에서 우울증은 

왜 이렇게 일상적인 정신 장애로 자리 잡게 된 것인가. 누구의 노력과 사회적 배경에 

의하여 우울증은 오늘날과 같이 일상화되고 탈낙인화 되었는가.

30) 『동아일보』 1939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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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울증의 의료화

    우울증은 서구적 맥락에서 구성된 사회적 구성물의 일종으로, 특히 미국 정신의학계

의 주도적인 영향력 아래 독특한 감정적 반응(melancholy)에서 정신 장애의 일종으로

(depressive disorder) 재구성되었다.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서구정신의학을 조선후기 개

항과 동시에 부국강병을 위한 서구문물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하였고, 특히 해방 이후에

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학, 최면요법, 정신의학 등을 국내 임상현장에 본격적으

로 적용해나갔다. 서구정신의학의 도입과 발전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전문가집단 간의 협

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문가집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한 서구정신의

학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의학현장 내 전문화(혹은 서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우울증 담론의 형성 계기는 집단적인 우울감정의 경험과 이를 주요 원인

으로 한 사회문제의 발생이라는 명백한 현상에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우울증 앓는 사

회에 대한 분석이 특정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우울증─병으로 정의하기에는 수많은 논란

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권력과 사회에 의하여 규정된 병─에 근거한다는 점

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우울증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우울 장애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울증의 생의학적 모델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

로 관여한 전문가집단의 영향을 추적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사회 우울증 담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집단의 담론 형성 과정에 주목해야한다. 즉 전문가

집단이 우울증과 관련된 서구정신의학 정보를 언제부터 받아들였고, 어떤 식으로 이해 

혹은 해석하며 오늘날의 우울증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정신의학계 내에서 ‘우울증’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경향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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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문가집단의 미국정신의학 수용

    ①분석대상 선정   

    본고에서는 정신의학계의 우울증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연구대상으로 <대

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신경정신의학』과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서 발간한 

『우울·조울병』, 이렇게 2개의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1)먼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45년 9월에 설립된 <조선신경정신의학회>를 전신으로 하는 국내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회로, 해방 이후 1955년에 오늘날과 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개칭되었

다. 사실상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설립된 정신의학회이며 오랜 시간에 걸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 『신경정신의학』은 창간년도인 1962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고 꾸준히 발간되

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된 국내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관심과 연구흐름을 파악하

기에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2)둘째로 <대한우울·조울병학회>는 우울장애 및 양극

성 장애의 치료·연구·교육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공식 학회지인 『우

울·조울병』은 2003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창간되고 있다. 비록 <대한신경정

신의학회>를 비롯한 다른 정신의학계 내 학회들에 비하여 역사가 짧고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사회구성원 

전반에 걸친 우울경험의 집단적 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오

늘날의 우울증 담론 분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경정신의학』과 『우울·조울병』, 이 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각각 

124건, 67건─총 191건이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각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 주제가 ‘우울증’일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특히 우울증이 특정 병인(病因; 뇌졸중, 치매, 뇌손상, 치매, 정신분열증, 암 

등을 포함하는)에 의하여 유발된 부수적인 증상으로 언급된 경우는 제외하되 흡연·음주

와 같은 생활습관,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측면 및 자살과 연관된 논의는 모

두 포함시켰다31). 각 학회지에 수록된 분석 대상 논문들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

31)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우울증을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여야 한다. 1-1)양극성



- 42 -

다.

[표 7]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 구분

    ②주제별 분류

    첫째로 분석대상 논문들이 어떤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신경정신의학』에서는 전체 124건 중에서 우울증의 특성·증상에 대한 

논의가 76건, 진단·판별·척도구성(DSM, 해밀턴 척도 등을 포함) 관련 논의가 13건, 중

재·치료 효과에 대한 논의가 18건, 그리고 유병률·역학과 관련된 논의가 6건을 차지하

였다(중복 표기). 반면  『우울·조울병』에서는 특성·증상에 대한 논의가 38건, 진단·

파별·척도구성 관련 논의가 6건, 중재·치료 효과에 대한 논의가 20건, 마지막으로 유

병률·역학과 관련된 논의가 2건을 차지하였다(동일하게 중복 표기; 아래 표 참고). 두 

학회지 모두 우울증의 특성 및 증상에 대한 논의가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

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재·치료 관련 논의가 뒤따름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와 조증의 경우에는 제외시킨다. 1-2)보다 큰 범주인 기분/정동장애에 대한 연구는 우울증 

관련 논의를 부분적으로 발췌한다. 1-3)우울증이 아닌 다른 특정 질병 경험에 뒤따른 우울증상

에 대한 논의는 제외시킨다(다만 산후우울증은 포함시킨다). 1-4)항우울제를 포함한 우울증 치

료방법 및 척도 관련 연구는 포함시킨다. 2)전반적인 생활습관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논의한 

연구는 포함시킨다. 3)대인관계, 가족구성 등 사회적 자본의 측면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논

의한 연구는 포함시킨다. 4)자살의 주요원인으로서 우울증을 논의하는 연구는 포함시킨다. 5)

비교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우울증 연구는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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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성·증상 진단·판별·척도 중재·치료 유병률·역학
논문 수 76 13 18 6

주제 특성·증상 진단·판별·척도 중재·치료 유병률·역학
논문 수 38 6 20 2

항목 인지 정서·행동 대인관계 생물학적 사회·문화
논문 수 13 18 6 38 14

[표 8]『신경정신의학』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 주제별 분류

[표 9]『우울·조울병』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 주제별 분류

    ③세부적 분류

    1)특성·증상 관련

    주제별 분석에 이어 특성·증상에 대한 연구경향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신경정신의학』에 수록된 특성·증상 관련 논문들 중 인지적 특성(지각, 꿈

의 해석 등)과 관련된 논의는 13건, 정서·행동적 특성(불안, 스트레스, 생활태도, 절망

감, 기질 등)과 관련된 논의는 18건,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 관련 논의는 6건으로 비교

적 적은 논문수를 기록하는 반면,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된 논의는 3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논의된 생물학적 특성은 유전자적 특성, 뇌파, 특정 요소의 

혈중농도, 신체화증상 등과 같이 우울증의 생의학화로 인하여 비교적 보편화된 요소들뿐

만 아니라 부신크기, 콜레스테롤, 갑상선 기능, 면역반응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사회·문화적 특성(환경, 지역사회, 도시생활, 타문화권과의 비교 등)과 

관련된 논의는 14건을 기록하고 있다. 즉 경향적으로 보았을 때, 생물학적 특성 〉정

서·행동 〉사회·문화적 특성 〉인지 〉대인관계 순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표 10]『신경정신의학』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 특성·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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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지 정서·행동 대인관계 생물학적 사회·문화
논문 수 3 7 2 22 6

이와 같은 경향성은 『우울·조울병』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인지적 특성(특정 자극

에 대한 지각 반응 등)과 관련된 논의가 3건, 정서·행동적 특성(기질, 성격, 불안 등)과 

관련된 논의는 7건,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 관련 논의는 2건으로 비교적 적은 논문수를 

기록하는 반면,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된 논의는 22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다. 이 때 논의된 생물학적 특성은 신경내분비계, 도파민의 혈중농도, 뇌파, 유전학적 요

인, 신체적 고통, 뇌파, 뇌량의 면적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 사회·문화적 특성(인구통

계학적 특성, 낙인, 한국사회의 특성 등)과 관련된 논의는 6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경

정신의학』과 동일하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으며, 그 이후로 정서·행

동 〉사회·문화적 특성 〉인지 〉대인관계 순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1]『우울·조울병』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 특성·증상

    2)중재·치료 관련

    주제별 분석에 이어 또 다른 요인, 중재·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경향 분포를 세부

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경정신의학』에서는 중재를 위한 치료적 개입

에 대한 논의가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

에 대한 논의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심리 상담이 1건, 

기타 치료적 접근(전기치료, 광선치료 등)이 1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울·조울병』

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요법이 2건, 약물치료에 대한 논의가 13건, 기타 치료적 접근이 

2건, 그리고 뇌수술이 2건으로, 『신경정신의학』과 비교해보았을 때 치료적 개입에 대

한 스펙트럼은 조금 더 넓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하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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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약물치료 심리 상담 기타 치료적 접근
논문 수 16 1 1

항목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기타 치료적 접근 뇌수술
논문 수 2 13 2 2

[표 12]『신경정신의학』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 중재·치료

[표 13]『우울·조울병』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 중재·치료

    ④내용적 분석

    앞서 살펴본 각 항목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의학계 내에서 우울증 

관련 논의는 1)우울증의 증상 및 특성을 중심으로, 2)생물학적 요인에 근거한 설명을 제

시하고, 3)이를 바탕으로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하나

의 거대한 경향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생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생물정신의학적 

접근은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3년에 창간된 이래 꾸

준하게 학술활동을 펼쳐온 『우울·조울병』의 연구경향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연구주제 및 세부항목별 구분만으로는 정신의학계 내 전문가집단이 우울증을 받아들

이고 이해하는 방식을 온전히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경향에 대한 구조적분석뿐만 

아니라 주요 연구논문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정신의학계 내 최초의 전문학술지라 볼 수 있는 『신경정신의학』에서 우울증

을 주제로 게재된 논문은 창간년도(1962년)로부터 12년 후인 197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

였다. 그 이전까지는 정신 장애의 다양한 하위범주 중에서도 특히 간질과 정신분열증에 

대한 논의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우울증의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이 당시 학계에

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특정 질병과 동반되는 증상으로서 우울감정이 단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일례로 67년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우울감정을 수반하는 정신발작의 사례를 분

석하며 우울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한 어떤 환자에 있어선 manic depressive 

psychosis에서 나타나는 depression과 유사한 mood의 변화도 볼 수 있으나,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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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c depressive psychosis의 depression과 비슷한 발작적인 우울감정을 수반하는 1례

를 관찰할 수 있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가끔 feeling of sadness, depression을 

이르켰으며…(윤남임, 1967).’ 이 때 저자가 적용한 depression 개념은 DSM-II 에서 정

의하는 기분 장애 범주에 속하지만 본문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주요우울장애가 아니라 우

울감정의 발현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저자는 DSM에 근거하여 우울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하지 않은 채, 정신발작과 동반되는 특정 현상으로서의 우울감정의 발

현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우울증 논의는 70년도에 들어서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각 연구들은 우울증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당시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항우울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길홍·조용남, 

1970), 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신동균, 1972), 조울증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

찰 연구(이상복, 1974), 이민경험이 있는 동양인의 우울감정 고찰(조두영, 1974) 등과 같

이 연구자 개인의 관심에 따른 개별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실상 DSM에서 정의

하는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을 명확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1974년에 발표

된 이정균의 논문 ‘한국인의 M.M.P.I에 관한 연구: 우울症의 M.M.P.I.’으로, 다양한 

정신 장애의 임상진단용으로 활용되는 다면적 인성검사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를 한국의 임상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표본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

행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을 대한 논의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이정균, 1974). 이는 당시 학계에서 우울증의 정신 장애 구분에 대한 자체적인 논

의 없이, 미국 정신의학계의 정신 장애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다. 

    74년도 이래로 8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정신의학계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이 한국인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47 -

수록년도 논문제목
1974 韓國人의 M.M.P.I.에 관한 연구 : 우울症의 M.M.P.I
1976 憂鬱症의 誘發要因에 關한 臨床的 硏究
1977 우울증 의 症후學的 硏究 , Hamilton우울증 測定表 의 適應 을 위한 연구

우울증 환자의 신체증상
우울증 의 症후學的 硏究 , 우울증 症狀 의 文化精神醫學的硏究
우울증 의 症후學的 硏究 , 韓國人우울증症狀 의 樣相

1978 우울증에서 보는 신체증상 에 관한 연구
우울증 빈도 의 남녀 대비 에 관한 고찰
우울증 의 社會 精神醫學的 硏究 , 特히 우울증 發病前 狀況 을 中心 으로

1979
우울증 의 症候學的 硏究 . 內因性 및 反應性 우울증 의 鑑別診斷 을 위한 統

計的 試圖
1981 짧은 症狀期 가 反復된 內因性 憂鬱症 二例

[표 14] 1974년-1981년까지의 논문제목

예를 들어 1976년에 발표된 김헌수의 논문 ‘憂鬱症(우울증)의 發病要因(발병요인)에 關

(관)한 臨床的 硏究(임상적 연구)’에서 저자는 1964년-1975년에 걸쳐 우울증으로 입원한 

88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발병원인과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에 

앞서 우울증을 ‘슬픈 감정이 지나쳐 병적일 때’발병하는 것으로,  우울증이 ‘정신의

학과 떼놓을 수 없는 정신 장애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김헌수, 

1976).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1)첫째로 우울증의 발병률에 있

어서 남성보다는 여성(78.7%)이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리며 2)남성의 경우 사업실패를 비

롯한 경제적 문제, 여성의 경우 가족(고부) 간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우울증에 걸린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 다른 논문에서도 발견된다(고진부. 1978; 홍완호, 

1978; 고응인, 1979 등). 일례로 고진부는 1978년에 발표한 논문 ‘憂鬱症(우울증)의 社

會(사회) 精神醫學的 硏究(정신의학적 연구), 특히 우울증 發病前 狀況(발병전 상황)을 

중심(中心)으로’에서 남녀 간 우울증 발병원인이 다르다고 밝히며 남자의 경우 사회적 

사정, 여자의 경우 가정적 문제를 원인으로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제문제, 대가족 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기대감, 부정적 현실에 직면, 사업의 

실패와 업무의 과중, 성적 동일성의 위협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우울증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초창기만 해도 우울증이 각 사회구성원이 처해있는 현실 및 

삶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인식이 정신의학계 내에서도 존재하였음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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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의 정신의학계는 미국을 

통하여 접한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꿈 분석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상도·이죽내, 1984). 

    우울증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신경정신의학』에  수록된 논문들 중에서는 1985년도에 발표된 정도

언·이정균의 논문 ‘주요 우울증 입원환자에서의 Cortisol 억압지수에 관한 연구’가 생

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우울증 관련 논문이다. 이 논문 이래로 『신경정신의

학』에는 코르티솔(Cortisol) 억제와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관련 임상실험 관련 논

문이 주로 수록되었다. 코르티솔(Cortisol)은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DST)는 바로 체내

에 있는 이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생화학적 처방이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 정신의학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생의학적 모델에 기반 하는 것으로, 

미국 정신의학계의 경향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뒤이어 발표된 수많은 논문 수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및 자기공명영상(MRI)이 임상실

험에 적용된 1992년 이전까지, 즉 1985년에서 1992년까지 『신경정신의학』에 발표된 

우울증 관련 논문 총 16건 중에서 코르티솔 억제 및 DST를 비롯한 다양한 생화학적 처

방 관련 논문이 11건에 이른다. 나머지 5건 중 2건도 증상·증후와 관련된 임상적 접근

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며, 단 1건 만이 우울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이유

상 외, 1992). 이후 9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DST의 효과를 뇌전산화 단층촬영 자료로 

확인하는 연구가(왕근수 외 2, 1992), 94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주요 우울증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뇌자기공명촬영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최병휘 외, 1994). 

사실상 84년도 이래로 생의학적 모델이 국내 정신의학계에 급속도로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의학 분야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의학적 모델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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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년도 논문제목
1985 주요 우울증 입원환자에서의 Cortisol 억압지수에 관한 연구

1986
우울증 환자에서의 약물치료에 따른 Dexamethasone 억제검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여성 주요우울증 환자에서의 통각예민도와 혈장 β-endorphin양 면역 반응치
소동통우울증과 다동통우울증간의 통각내성치에 대한 Naloxone 효과의 차이

1987
우울증 환자에서의 dexamethasone 억제검사에 의한 비억제군과 억제군의 비

교
우울증 환자에서 1mg Dexamethasone과 2mg Dexamethasone에 대한 

Cortisol 반응

1988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에서 Dexamethasone 투여후 혈청 Cortisol 값과 

우울증상
1992 우울증 환자에서 Amitriptyline 혈중 농도와 치료반응 및 부작용과의 관계

공황장애, 주요우울증, 알콜의존 환자들의 Clonidine 주입에 의한 성장호르몬 

반응에 대한 연구
우울증에서 갑상선 Hormones와 Prolactin의 상호작용
정신병적 우울증과 비정신병적 우울증에 있어서 덱사메타손 억제검사, 뇌전산

화 단층촬영 및 임상증상의 비교

1993
주요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TRH 자극검사와 향정신성 약물 사용 여부

와의 관계
주요우울증 환자의 삼환계 항우울제 토여에 따른 임상반응과 뇨MHPG 및 혈장 

Cortisol치와의 관계
1994 Toloxatone의 항우울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계절성 우울증의 신경내분비계 소견
주요우울증 환자의 TRH 검사 반응과 신체 증상관의 관계
주요우울증 및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뇌자기공명촬영 소견에 관한 연구

[표 15] 1985년-1994년까지의 논문제목

더불어 이와 같은 우울증의 생의학화 경향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

다. 앞서 언급된 코르티솔 관련 논문(정도언·이정균, 1985)에서 저자들은 ‘논란의 여지

가 있으나 dexamethasone 억제검사를 통해 cortisol 억압지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DST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간의 행동 및 정서 상

태가 중추신경계뿐 아니라 체내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직접적

인 언급이 발견되기도 한다(김승현 외, 1986).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울증에 대한 다

양한 해석과 관점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공하면서, ‘우울증의 분류에 대한 합의는 없

으나 관례상 Kraepelin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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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을 수 없다(김광일·고응인, 1979).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약물치료의 강조는 2000년도에 

들어서도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신경정신의학』뿐만 아니라 기분장애에 초

점을 맞추고 2003년에 창간된 『우울·조울병』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이 

주요 경향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물치료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사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

라, 항우울제가 우울증 치료에 기대한 만큼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실험연구 결과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점은 항우울제에 반

응하지 않는 ‘비반응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주요 우울증의 약물치료에 있어 희소식은 우울증 환자의 2/3에서 항우울제가 효과적이라는 사

실이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우울증 환자의 대략 40%에서 항우울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관해

(寬解)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재발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항우울제의 치료 초기에 

반응을 보였던 환자 중에서도 20-30%가 유지치료에 실패하거나 10-20%는 비반응군으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항우울제들은 그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임상적 반응이 

나타나기까지에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약물순응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부작용도 환자에 따라 증상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윤호경·김용구, 2008) 

이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신경정신의학』에 게재된 2008년 논문 

‘왜 다양한 항우울제가 필요한가’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항우울제 효과에 대하여 제기

되고 있는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울증은 ‘서로 다른 

뇌부위를 통해 조절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의 집합, 즉 이질적 증상 증후군’이기 때

문에 다양한 아형과 증상에 대처할 만한 항우울제의 수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윤호경·김용구, 2008). 따라서 우울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질환의 병태생리

와 신경생물학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새로운 항우울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각 환자의 특성과 증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여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혹자는 약물치료의 미미한 효과에 대한 원인으로 환

자의 ‘항우울제에 대한 약물순응도 부족’과 ‘사회적 낙인’을 지적하기도 한다(함병

주·한창환, 2008).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가 지시한대로 하지 않고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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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중단하는데, 이는 기분 호전이나 증상의 완화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투여

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약물치료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교육, 계획적인 약물 용량 조절 및 방문 날

짜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함병주·한창환, 2008). 더 나아가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위저항성이나 다른 정신과적, 내외과적 동반질환의 가능성

이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진단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약역학, 약물 

동태학, 약물 유전학적 고려를 통하여 최적의 치료적 접근방법을 발견해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울장애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약제의 선

택’에 다름없다(정종현 외, 2007). 혹은 경두개 반복 자기 자극술, 자기경련요법 등과 

같은 뇌수술이 차선책으로 고려된다.

    이와 같은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깊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약물치료

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신의학계 내에서 합의된 바 없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비단 어떤 항우울제를 투여할 것인가 하는 종류의 선택에서부터 투여 기간과 

중단 시기까지, 모든 요소들은 사실상 임상의 개인의 선호와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

다. 

임상의사에게 찾아오는 환자가 처해있는 개별적 상황과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의 특성에 따라 

우월한 항우울제는 달라진다. 모든 환자에게 전반적으로 우월한 항우울제를 찾기는 어렵지만, 

개별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항우울제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를 찾아내 적용하는 것이 임

상의사의 몫이다(김성완·김재민, 2008; 인용자가 강조) 

현재까지 약물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우울

제의 선택은 결국 임상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상의는 세

심한 진단, 병력 청취와 함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약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함병주·한창환, 2008; 인용자가 강조)

이러한 경향은 DSM과 생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어떤 임상현장에서든지 간에 임상의 

개개인의 선호나 판단에 관련 없이 동일한 진단이 내려지는 체계적인 과정을 도입하고자 

했던 정신의학계의 일련의 노력이 사실상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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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목이다. 일단 임상의들이 각각의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딱 맞는 항우울

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우울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에 대

한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임상의는 환자의 병력, 삶의 경

험, 증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치 심리상담과 같은 긴 시간을 환자에게 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최소한의 두 가지 요건만 해도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의 임상현장이다. 한편으로는 약물치료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

계치료 같은 다른 방식의 치료적 접근이 임상현장에서 적극 도입되며, 이에 대한 효과가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신의학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우울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로는 약물치료 외에도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가 있

다. 그러나, 우울증에서 정신치료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가장 실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 현재의 항우울제는 효과적이긴 하나 관해보다는 부분적인 혹은 

제한적인 증상의 호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울증의 치료에서 항우울제의 적절

한 선택은 임상실제에서 중요한 문제이다(김용구, 2008; 인용자가 강조). 

이와 같이 정신의학계의 논의는 8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에 대한 생

의학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경정신의학』에서는 

2000년도 이래로는 항우울제 관련 연구 수는 많이 줄어들고 스키마를 비롯한 인지적 요

소와 생활스트레스나 습관 같은 정서·행동적 요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울증 평가 척

도에 대한 신뢰·타당도 분석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례로 『신경정신의학』과 

『우울·조울병』에서는 2007년 이래로 우울증 진단에 핵심이 되는 DSM에 대한 평가 

관련 논문이 게재된 바 있다. 그러나 각 연구는 DSM이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과 대비

되는 높은 수준의 진단 기준의 역치를 보이거나(장성만 외, 2007), 혹은 진단의 안정도

가 30%선에서 멈춘다 하더라도(홍유진 외, 2010) DSM 자체는 여전히 한국 상황에 적용

되기에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실상 평가도구 및 척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여태까지 

외국의 도구를 번안·도입하고 그 효과를 실험해보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적절한 척도 개발과 DSM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이제야 비로소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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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경정신의학』에 2008년에 수록된 논문 ‘현대 정신의학은 어떻게 우울증을 

이해하고 있나’에서 저자들은 우울증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전문

가집단에게 있어서는 전문적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고, 환자 개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과의사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이상혁 외 2, 2008). 사

실상 어떤 척도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치료적 접근의 선

택, 약물치료의 경우 항우울제의 종류와 정량, 투여시기까지 모두 임상의 개인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권장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제2절 항우울제 시장의 형성과 확산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의 확산은 곧 우울증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계를 중심으로 우울증의 의료화 과정에 필요한 근거

가 제시되었다면, 임상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관리 방

식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우울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 중 하나였던 약물치료는 제약

회사의 적극적인 항우울제 발명과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바탕으로, 의약시장 내 특화된 

시장영역을 형성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우울증 치료의 주된 방식

으로 자리 잡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20세기 정신의학계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최대 변화 중 하나로 1952년에 최초로 개발된 정신분열증 치료제 

Chlorpromazine을 시작으로, 1958년에 항우울제 imipramine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우울증 치료제가 개발·시판되었다. 현재 항우울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는 크게 4가

지로 구분 된다(박정애·최상은, 2010): 1)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 2)모노아민산화효소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 3)선택적 세로

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 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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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약물명

삼환계 항우울제

(Tricyclic antidepressant, TCA)

amitriptyline, trimipramine, doxepine, 

desipramine, dothiepine, nortriptyline, 

imipramine, clomipramine
모노아민산화효소 억제제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 

iproniazid, isocarboxazid, phenelzine, 

moclobemide, tranycypromine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 

paraxeine,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setraline

기타 (selective norepinephrine/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etc)

venlafaxine, duloxetine, mirtazapine, 

reboxetine, bupropion, traxodone

[표 16] 우울증 치료제의 분류(박정애·최상은, 2010)

이 중에서도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개발된 SSRI계 약물은 기존에 항우

울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었던 TCA계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의약시장 내

에서 빠르게 확산·확대되었다. 대표적인 SSRI계 약물로는 프로작(Prozac), 팍실(Paxil), 

졸로프트(Zoloft)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90년대부터 항우울제가 수입되기 시작하였

으며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프로작, 졸로푸트, 세르자트, 키노프릴 등이 대표적으로 처방

되고 있다.

    오늘날 항우울제는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 라이프

스타일 의약품이란 ‘개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행활 양식의 개선을 도모하는 의약품’

으로 정의된다(김경연, 2001). 라이프스타일 의약품은 종종 ‘삶의 질(QOL; Qulity of 

Life) 향상 의약품’과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하는데, 비록 의미상 혼동되는 부분은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

는 의약품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현재 라이프스타일 의약품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항우울제, 관절염 치료제, 성기능 개선

제, 골다공증 치료제,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항우울제의 

경우 현대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현상을 반영하며 라이프스타일 의약품 시장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2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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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군 2007 2008 2009 2010 2011
Antidepressant(항우울제) 19.6 20.2 19.4 20.3 20.4

약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9,422억 달러로 연평

균 6.1%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의약품 시장규모 중 

48%에 해당하는 4,522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상위 20개 약효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 항우울제는 상위 20개 약효군 중 9번째로 항암제·당뇨병 치료제와 같은 일반의약품

을 제외한 라이프스타일 의약품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항우울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한 조사기관은 세계 의약품시장에서 항우울제가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2018년에

는 13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32).

[표 17] 상위 20개별 약효군별 세계 시장 현황(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단위: 십억 달러)

    국내 항우울제 시장은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으로부터 항우울제가 수입되기 시작하

면서부터 급속도로 형성되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판된 항우울제는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SSRI계 항우울제 프로작(Prozac)으로, 1982년 일라이 릴리와 대

웅제약 간의 합작법인인 대웅릴리(주)를 전신으로 1998년에 새롭게 출범한 한국릴리에 

의하여 1989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판매되었다. 항우울제는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판매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지사 

활동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프로작 이후로 2000년대 초에는 이미 20여 종 이

상의 항우울제가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2000년 당시 205억이었던 시장 규모는 2002년 

300억, 2002 350억, 그리고 2004년에는 400-500억원대로 평균 10-15%의 성장률을 기록

하며 급성장하였다. 국내 항우울제 시장은 세계 항우울제 시장 경향과 동일하게 유력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각축장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2000년도 초반에는 릴리의 프로작, 화

32) 『한겨레』 2013년 05월 31일(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89985.html 검색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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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품명 공동판매 비고
룬드벡 렉사프로 환인제약
GSK 팍실/세로자트 명인제약
릴리 심발타 베링거

오가논 레메론 얀센 제휴종료

제품명 판매사 2012 2011 증감률 약가인하율
렉사프로 룬드벡 18,922,862,157 24,370,262,445 -22.4% -32%
심발타 릴리 8,555,724,651 7,274,024,668 17.6% -6%

스타브론 제일약품 7,886,711,290 11,675,183,057 -32.4% -33%
팍실CR GSK 5,406,705,370 8,017,598,031 -32.6% -33%

이자(Pfizer)의 졸로푸트(Zoloft),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로자트(Seroxat)가 SSRI 

계열 대표적인 항우울제로 시장 선두를 다투며 고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국내 제약회사인 환인제약이 2002년에 설립된 한국룬드벡과 공동판매한 렉사프로

(Lexapro)가 빠른 시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석권하고, 2010년에는 명인제약이 GSK와 

제휴를 맺어 팍실CR(Paxil CR)을 판매하는 등 국내 제약회사들의 항우울제 시장 진입이 

더욱 활발해졌다. 

[표 18] 국내외 제약사 항우울제 제휴현황33)

비록 2012년 당시에는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인하여 국내 주요 항우울제의 매출액이 떨

어지는 결과가 발견되었지만(아래 표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체들의 항우

울제 시장 확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보고된다. 2013년 현재 국내 항우울제 시

장 규모는 약 1500억원대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항우울제 개

발 특허출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우울제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아래 그림 참고).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차원으로 우울증이 건강

검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우울제 시장을 둘러싼 제약회사들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국내 주요 항우울제 2012년도 매출액34)

33) 『데일리팜』 2012년 01월 12일.

34) 『데일리팜』 201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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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사XR 화이자 4,675,706,372 7,303,008,204 -36.0% -20%
졸로푸트 화이자 4,284,528,036 5,340,788,694 -19.8% -46%

레메론솔탭 MSD 3,871,337,232 4,629,400,014 -16.4% -17%
프로작 릴리 3,261,851,012 4,156,731,712 -21.5% -20%

웰부트린XL GSK 2,016,508,490 2,332,089,242 -13.5% -13%

[그림 2] 1998-2008 항우울제 지역별 출원 동향35)

    국내 항우울제 시장의 확산은 임상현장에서의 항우울제 처방 경향과도 긴밀하게 연

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09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2004~2008년 우울

증환자 의료이용 추이 분석>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우울제 투여 횟수

는 지난 2004년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도 당시 4480만여

건에 달하던 투여횟수는 2005년에 5200여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800여건과 

6600여건, 그리고 2008년에는 무려 6800건으로, 2004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53.2%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데일리팜』 201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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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4-2008 항우울제 투여횟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뿐만 아니라 50~70대 이상의 중·노년층뿐만 아니라 10대에서도 항우울제 투여횟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발생함

에 따라 진단률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우울증에 대한 대부분의 치료적 접근이 약

물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우울증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질 수준>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울증 환자의 총 청구건수 2,443,704건 중 항

우울제가 처방된 건이 1,787,350건으로 무려 73%에 달한다. 이 때 처방된 항우울제의 

종류로는 삼환계 항우울제(TCA)가 932,166건(52.2%)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었고, 그 다음

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690,316건(38.6%) 처방되었다.

    이처럼 국내 항우울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임상현장에서의 항우울제 

처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항우울제 복용은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적 접

근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항우울제 시장의 확대에는 무엇보다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국내진출과 국내 제약회사들의 시장 진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우

울증을 뇌·호르몬 관련 질환으로 재정의한 정신의학계의 노력과 임상의들의 지지가 큰 

기반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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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울증의 정책화

제1절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우울증 지목하기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학계 내에서 우울증은 정신분열증과 같은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환경·요소들과 연관되어 논의되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자살과의 연관성에 대해 꾸준한 분석이 이루어

져왔다. 자살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논의한 연구는 『신경정신의학』에서 6건, 『우

울·조울병』에서 6건, 총 12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우울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우울장애의 경험이 자살시도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는 자살에 대한 신경생화학적 

접근으로, 이 경우 자살을 기존의 심리·사회적 관점이 아닌 제3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9년 『우울·조울병』에 게재된 논문, 

‘자살의 신경생화학적 기초’에서 저자들에 따르면 자살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자살 예방

이나 치료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룰 수 없었다. 때문에 신경생화학적─특히 호르몬

을 바탕으로 한 신경내분비적인 접근과 유전학적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살행위

에 대한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배경열·김재민, 2009). 이외에도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DSM-IV를 적용하여 정신 장애 여부를 진단한 결과, 주요우울장애가 약 70%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허지원 외, 2007) 자살 문제는 기존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명백한 ‘의학적 문제’로 재정의되었다(자살의 병리화). 이와 같이 정

신의학계 내 우울증-자살 간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성과의 축적은, 이후 자살 문제에 대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가가 정부적 차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의 일로, 

당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던 자살문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2013년 현

재 한국은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이른바 ‘자살공

화국’으로, 지난 2013년 1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부터 2010년에 걸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한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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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추세를 보이며 8년째 자살률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 추세는 90년대 중반부터 발견된다. 특히 

1997-98년 경제위기시 자살률이 급증하였다가 이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2003년 이후로는 IMF 당시의 사망률을 상회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그림 4] 1983-2012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추이 (단위: 명)

이전까지만 해도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자살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자살행위에 대한 정부

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4년에 높은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자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5개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에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최초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살예방정책의 등장이었다.

    2005년에 발표된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은 당시 한국의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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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황을 검토하면서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자살은 크게 2가지 요인─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

는데, 이 두 요인 중 80%가 우울증을 거쳐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

서 보았을 때는 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우울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살-우울증 간의 관계에 대

한 정부의 관점은 <세부추진계획>에 수록된 경로 모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림 5] 자살 영향 요인 모델(보건복지부, 2005)

현대 의학이나 경제적 여건상 변화시키기 힘든 생물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자살에 이르는 길목에 있으면서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우울증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효과적임(보건복지부, 2005; 인용자가 강조)

본문에서는 세부계획에서 제시하는 수치(자살에 이르는 경로 중 우울증이 80%, 충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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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계획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보

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언론·법

조·학계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이 태스크 포

스 팀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 7월 24일에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지침인 「자살예방전문

가가 권고하는 자살보도 기준」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에서 ‘우울증’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데 학계의 연구경향이 지대한 영향을 끼

쳤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또 다른 보도지침에 따르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울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 활동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08). 또한 대책협의회의 구성진을 살펴보면 한국자살예방협회나 정신건강

연구소장, 정신보건학회 등 다양한 정신의학계 인사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정부적 대

책 마련에 있어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집단의 견해가 십분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존재

했음을 확인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2005년에 발표된 세부계획안은 중심사업이 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계획’부터 개별적인 세부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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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
원

성인
기

-공동체 의식 강화
-경제성장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인터넷 자살사이
트 단속 폐쇄
-고층건물 및 강다
리 관리강화
-수면제/독극물 판
매의 적절한 규제
-생명존중문화조성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보도 억제
-자살위험 모니터
링 체계 구축

-일반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의 중요
성 홍보
-정신보건센터에
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직장 정신보건사
업(직무스트레스
관리) 시행

-이혼, 실직, 저소
득층, 알코올중독, 
정신분열증 환자 
등 대상 우울증예
방프로그램 제공

-‘우울증 선별
의 날’ 등 국
가적인 행사로 
우울증에 대한 
조기발견 분위
기 조성
-정신보건센터의 
조 기 발 견 체 계 
구축
-자살상담 등 
정신건강 전화 
구축
-인터넷 상담 
활성화
-생명의 전화 
활성화
-생명의 전화 
상담 이후 정신
보 건 센 터 로 의 
연계 활성화
-자살징후에 대
한 주민교육 홍
보
-정신과 치료상
담에 대한 편견
감소 홍보

-정신보건센터 상담 
전화 및 생명의 전
화와 119 연계 강
화
-우울증 및 자살시
도 대상자의 치료
연계 및 사례관리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 지
원
-자살시도로 응급실
에서 치료받은 자
에 대한 정신과 치
료 강화

노인
기

-배우자사망, 독거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및 사회
지지체계 연결사
업

[표 20] 생애주기별 서비스 범주별 자살예방 대책(보건복지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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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세부사업 중 하나인 ‘우울증 및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체계 구축’에

서는 우울증 무료 상담 행사,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이 구상되어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참여기관만 해도 전국 국·공립 민간정신병원 80개,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정

신과, 정신과의원 909개에 달한다. 이는 국가 주도의 자살예방대책에 있어서 우울증 치

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은 2010년까지 인구 10

만명당 자살사망률 18.2명까지 감소(22.8명(2003)→18.2명(2010)), 우울증 상담 및 치료

율 30%대로 증가(26.8%(2001)→35%(2010); 24.1%(2001)→30%(2010))를 주요 목표로 삼

았으나,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제한된 자원, 관련 전문가 

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결국 자살사망률을 낮추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보

건복지부 정신보건부처 주도에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2008년에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차 종합대책은 기존 종합대책이 개인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범위를 한정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나, 범정부적 지

원책 마련에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거버넌스, 법·체계 확립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과 2013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

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 각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과제 29개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대책의 틀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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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 세부 과제 과제분류 과제유형
1. 자살에 대한 국

민의 의식을 개

선한다

1) 국민정신건강 네트(net) 개발 및 활용

2)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전략 체계 강화

3)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직접 과제

직접 과제

직접 과제

신규 추진

기존 확대

기존 확대

2. 자살위험에 대

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

한다.

1)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2)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

4)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체계 구축

5)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6) 노인 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지원 강화

간접 과제

간접 과제

간접 과제

직접 과제

간접 과제

간접 과제

기존 확대

기존 확대

기존 확대

신규 추진

신규 추진

기존 확대

3. 자살에 치명적

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

소시킨다.

1) 유독성 물질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2) 농약 관리체계 강화

3)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 체계 강화

4) 지하철, 교량 ed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

간접 과제

간접 과제

직접 과제

간접 과제

기존 확대

기존 확대

기존 확대

기존 확대

4. 자살에 대한 대

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1) 미디어 관리 체계 구축 직접 과제 기존 확대

5. 자살 고위험군

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강화한

다.

1)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급

2) 특수영역(군, 교정기관) 자살예방 활동 강화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4) 알코올 중독자 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5)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6) 자살 시도자, 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직접 과제

직접 과제

간접 과제

간접 과제

간접 과제

직접 과제

신규 추진

기존 확대

기존 확대

기존 확대

신규 추진

신규 추진

6. 지역사회 기반

의 다양한 자살예

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한

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2)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 강화

직접 과제

직접 과제

신규 추진

신규 추진

7. 자살예방을 위

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1) 자살예방법 제정 직접 과제 신규 추진

8. 자살예방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

정화한다.

1) 지역사회 상담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

대

2) 제3자 통화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3)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직접 과제

직접 과제

직접 과제

기존 확대

신규 추진

기존 확대

9. 자살예방을 위

한 연구·감시체계

를 구축한다.

1)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자살관련 통계, 연구체계 개선

직접 과제

직접 과제

신규 추진

기존 확대

10. 근거에 기반

을 둔 자살예방정

책을 개발한다.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직접 과제 신규 추진

[표 21]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10대 과제 및 세부 29과제(보건복지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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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표방한 2차 종합대책에서도 실제로는 개인의 정신보건 

차원에서 우울증 관리 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상 

우울증은 10대 과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항목에는 ‘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 향상’

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항목에는 ‘우울증 수진율의 40% 

이상 향상’과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 관리체계 구축’ 등이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과의 연계의 필요성은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모형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과로의 연결 필요성을 강

조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와 영동세브란스병원 응

급의학과가 연계한 공동조사 결과로 정신과 의사의 65%가 ‘정신과 사전 개입이 없는 

외래 연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대답한 내용을 인용하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과 외

래 연계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응급출동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 

풀을 구성함으로써, 정신과적 평가와 위기 개입 자문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아래 [그림 6] 참고).

[그림 6] 전문가 응급출동 체계 및 3차 통화체계 도식(보건복지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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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2차 종합대책에 새로 포함된 ‘국민스트레스 지

수 비율의 감소’ 항목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건이 다분히 사회적임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울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진단 및 직장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나 대응책이 마련되기보다는,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역량을 조

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종합대책의 추진 이후로 학계와 정부 간의 연계는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우울증과 관련된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정기적인 심포지움, 워

크샵 구성 등을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국민의식을 상향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울증이 낫지 않는 병이 아니라 약물치료와 상

담을 통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울증 선별검사지를 제공하거

나 우울증 관련 권장도서(‘국민정신건강을 위한 권장도서 30선’)를 선정하는 등 적극

적인 정보 제공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1970년부터 주도적으

로 지정한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36)’기념행사를 정부에서 주관함으로써 정신의학계

와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민관 협동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검사 도구를 활용한 ‘전국민 정신건

강검진’을 시행함으로써,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진단·관리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결정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의 시행은 사실상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여러 계획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의학계의 

36)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편견 및 국민적 무관심에서 소외되

어 있는 정신질환자, 그 가족에게 치료와 사회복귀의 기회를 바렴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해

소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정된 기념일로,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의 주체 아래 1968년에 최초 지정, 이후 1970년도부터 4월 4일로 공식 변경되

었다. 지정주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본래 숫자 4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액운이 

따르는 불운한 숫자라는 오랜 편견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정신질환 또한 편견의 질병으로 간주

되어왔기 때문에, 학회측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교정하기 위하여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였다(이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www.knpa.or.kr/network/ 

(검색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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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학회와 임상전문가들, 정신의학기관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2012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증진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의 주요목표

는 ‘개인 정신건강수준의 확인 및 조기치료 유도’로,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경험되는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

진의 실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검진 도구-설문지를 각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

여, 수신인이 자발적으로 기입하고 반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기는 각 발병 연령

대 및 삶의 경험에 따라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이루어지며,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진학·취업·입

대 등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 보다 강한 정신적 충격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3회가 적용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그렇다면 2013년 현재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는가. 일단 애초에 2013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국민정신건강검진

은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치면서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2012년에 발표된 종합대책안 이후 정신건강검진을 어

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사업은 대상 

연령과 수검자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준비가 돼 있

지 않다’고 이미 지난 2012년 말에 비판한 바 있다37). 실제로 정신건강검진의 경우, 

2012년도에 발표된 대책안에 따라 연령대에 따른 검사 횟수는 정해졌지만, 검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연령대와 검사 대상자 추이 등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정권교체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사업 우선순위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밀렸다는 설도 항간에서는 제기되고 있다38).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혹을 

3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510382&cp=nv (검

색일: 2013년 7월 8일)

38)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2200018 (검색일: 2013년 7

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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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며 정신건강검진 관련 사업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강조하지만, 

복지부에서 검진 관련하여 서울의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점이

나 구체적인 계획안의 발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실행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전문가집단 사이에서도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대한의료윤리학

회, 대한가정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의 전문가단체는 인력 부족과 사업 시행의 타

당성에 대한 근거 부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검진 사업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39). 

또한 국민정신건강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세부계획의 미비나 전문가집단의 분열뿐

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개인 정보 유출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정신건강에 대한 우생학적 접근의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 여부까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 표명한 것과 같은 총체적인 정신건간 관리 제도의 

시행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및 우울증 관리는 시

간이 지날수록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한 국공립 보건센터의 수가 2000년대 후반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정신보건기관의 수가 2009년 당시 101개에서 2010년에

는 109개, 2011년에는 117개, 그리고 2012년에는 125개로 증가하였다40). 더불어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서울시 예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도부터 

39) 지난 2012년 10월 8일에 시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

는 2,814명, 의료기관은 742개소에 불과하다. 만일 정신건강검진 대상자를 400만 명으로 추산

하여 검진을 시행한다면, 국내에 있는 전문의들이 모두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성

명서 발표를 통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

적인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koreaheal 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100800047;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22, 검색일: 2013년 7월 8일.). 

40) 서울시 정신보건 통계 참고 

   (http://www.seoulmentalhealth.kr/reference/subject.jsp?openMode=qut1#, 검색일: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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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신보건

예산
11,917 14,006 15,636 19,032 22,819 25,358 27,568

2010 2011 2012
전체 정신보건예산

(정신건강증진센터)
10,572,590,000 12,037,044,000 13,360,362,000

   국비 75,000,000 73,750,000 100,000,000
   시비 5,211,295,000 5,766,010,000 6,639,971,000
   구비 5,286,295,000 6,197,284,000 6,620,391,000

2011년까지의 전체 예산에서 정신보건사업에 해당되는 정신보건예산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2005-2011 서울시 정신보건예산41) 

[표 23] 2010-2012 서울시 기관별 정신보건예산 - 정신건강증진센터42)

    정신보건기관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위기관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체

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정

신건강증진센터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시행한다: 우울조기검진, 알코올조기검진, 위기

관리 등을 포함하는 1)초기평가사업,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2)정신건강예방교육. 

초기평가사업 중 우울조기검진의 경우 1,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세부 계획에 포함되

는 생애주기별 우울진단 검사의 일환으로서, 자살·우울증 고위험군/취약군을 주요 대상

으로 하며 공공시스템 내에서의 조기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로구정신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초기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우울증검진을 실시하는데, 이 검진은 관내

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의학 관련 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취약대상인 군인이나 산모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산

41) 서울시 정신보건 통계 참고.

42) 서울시 정신보건 통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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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특성화 사업

을 벌이고 있으며, 선별검사, 예방교육, 집단프로그램, For You 프로그램 등이 사업의 

세부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역시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계획에 맞추어 다양한 생

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의료기관으로 연계 및 전문

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신장하고 있다. 

어르신 우울자살 선별사업: 시작하라! 우아한 노년(60세 이상 어르신)

여성우울 선별사업: 맘(MOM) 짱 엄마되기 1, 2(산·전후 여성, 미혼모 등)

취약계층 우울 선별사업: 마음 돌봄(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지역주민 우울 선별사업: 가슴펴기(공익근무요원 및 민방위교육대상자)

학교기반 우울자살 선별사업: 굳세어라 칠드런(아동·청소년)43)

반면 정신건강예방교육은 우울증을 주요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정기적인 세

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미나의 내용은 생의학적 모델에 기초한 우울증 정보 제

공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법(인지행동치료에 기초한 마음훈

련, 호흡법, 이완훈련 등) 실습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매

월 셋째주 목요일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울예방프로그램  ‘우울한 날의 마음 산책

(우울)’ 정기시행일로 지정하여 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44). 또한 우울증에 

대한 간단한 자가진단 검사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우울증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종용하며, 우울증 관련 정보지나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

다. 

43) 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http://www.bpmhc.or.kr/ (검색일: 2013년 7월 8일).

44)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http://www.jongnomind.org/community/community01.php (검색일: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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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울증 자가진단45)

구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장애에 대한 소책자를 온·오프라인

으로 제공 및 공개한 바 있는데, 소책자에 따르면 우울증은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가

지고’ 있어서 각 사람마다 우울증의 증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주변사

람들의 ‘작지만 지속되는 감정과 행동의 미묘한 변화’가 발견되면 ‘적절하고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문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한다46). 우울증

을 병으로 보아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조기개입을 통하

45) 50점 이하–우울증 아님; 50점 이상 60점 이하–약한 우울증; 60점 이상 70점 이하-중증도 우울

증; 70점 이상-심각한 우울증. 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http://www.bpmhc.or.kr/ (검색일: 

2013년 7월 10일.)

46)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http://grcmhc.or.kr/ebook2/page/woowool/bbb.html  (검색일: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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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가율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136,073 149,844 135,913 138,146 134,971 142,364 4.6%

기분(정동성)장애 (F30-F39) 431,507 523,436 519,115 551,785 596,187 638,115 47.6%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 (F40-F48)
710,212 726,186 698,430 705,134 724,785 757,548 6.7%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가율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147,535 153,836 176,599 178,781 191,186 228,138 54.6%

기분(정동성)장애 (F30-F39) 118,892 134,615 158,223 175,171 197,892 227,129 91.0%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 (F40-F48)
77,555 71,582 77,283 84,200 92,099 103,977 34.1%

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예방대책에서 계획한 사업의 주요 목표로, 사업의 성과 여

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우울증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의 문제를 원인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받은 인원수는 서울

시의 경우 2009년의 9,517명에서 2010년에는 12,015명, 2011년에는 12,256명으로 확대되

었다. 또한 지난 2008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06년도 건강보험 정신질환 

분야 결과를 참고해보면, 병원 및 의학기관에서 기분장애를 진단받고 치료하는 진료인원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기분장애를 진단받는 사람들은 2005년 당시 

596,187명에서 2006년 638,115명으로 약 48% 증가하였으며, 정신질환 진료비 추이도 

2005년 당시 1,978억원에서 2006년 2,271억원으로 91%나 증가하였다([표 25], [표 26] 

참고). 

[표 24] 연도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추이

(단위: 명)

[표 25] 연도별 정신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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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내 자살 담론을 분석한 박순만(2012)은 자살이 의료화 과정을 통하여 통

치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즉, 대부분의 자살행위가 특정 정신병리적 현상

―우울증―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한다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설득력을 획득하면서 병리

적인 것으로 재정의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재조정되

었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은 정신의학계와 임상의로 대표되는 의료 권력의 대상이자, 동

시에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한 통치 권력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박순만, 2012:20). 자살행

위와 연관된 모든 위험―특히 예방대책의 내용을 근거로 분석해보자면 무엇보다도 ‘정

신건강’ 측면에서의 위험은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의 도구를 통하여 범주화되며, 예방적 

개입의 차원에서 새로운 양식의 감시를 불러일으킨다(정승화, 2012: 233).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다 미묘하고 간접적인 개입 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정승화, 2012:233-234). 또한 정부와 정신의학계 간의 합의를 바탕

으로 확산된 자살 예방대책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는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중요성을 정부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장려함으로써 우울

증 환자의 과잉 출현 현상에 가속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박혜경은 이와 같

은 국가-전문가집단 간에 이루어진 협의의 바탕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정

책적으로 출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박혜경, 2012:131). 

    정부가 표방하는 자살위험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정신 장애로 간주하는 전문

가집단의 생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가 자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강

조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의 확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집단이 정책 형성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한 때 ‘권력의 시녀(servants of power)’ 역할을 수행해온 전문가

집단이 이제 이슈의 탈정치화(depoliticalization) 및 기술적인 영역에 한한 좁은 범주화

(framing)를 바탕으로 사회 규제(social regulation)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게 된 것이다(Brin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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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디어를 통한 우울증 담론의 확산 

    한편으로 미디어는 우울증의 의료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 활용된 우울증 관련 의학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늘날의 우울증 

담론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과소 진단’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디어를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달되면서, 가벼운 우울증상을 경험하

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군으로 재편성되고 전문기관 방문을 통한 해

결책 모색 경향이 강화되었다.

    우울증에 대한 보도는 빠르게는 식민지시기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날과 같은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1970년대 말의 일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울증 관련 보도의 빈도수가 급증하게 된다. 조선·동

아·경향·매일·한겨레 총 다섯 가지 종류의 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우울증 관련 보도 

기사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단발적으로 보도되던 우울증 기사는 70년대 말-80

년대 초에 이르면서부터 해당 몇 십 건을 기록하다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부터는 

몇 백 건, 특히 특정 매체에서는 무려 1000건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수가 보도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아래 [그림 8] 참고). 

[그림 8] 1945-2012 우울증 관련 기사보도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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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국내 우울증 관련 보도는 자살예방의 일환으로 우울증

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5년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뿐만 아니라 관점의 측면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정신의학 내 전

문가집단의 견해나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종합대책 내용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울증 관련 기사 보도는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한 자살문제의 제1원

인으로 우울증을 지목하면서,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이현정(2010)

은 1991-2010년까지의 우울증 관련 보도기사를 분석하면서,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이나 

생의학적 연구를 포함한 기사들이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 의견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이현정, 2010:61). 이는 기사보도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학정보가 언급되는 경우 정신과의사나 학계의 의견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울증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70년대 말에

서 80년대 초 당시의 상황은 정신의학계 내에서의 우울증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한 시기로, 보도 매체에서는 우울증을 비롯한 신경증적 증상 전반에 대한 의학 

정보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의 형식을 통하여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이 

경우 의학정보는 뇌신경, 호르몬, 유전자 등과 관련한 외국의 연구결과 소개 등이 주를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정보 제공 경향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울증과 연관된 구체적인 유전자의 언급(5-HTT), 면역체계의 파괴 및 불균형, 세로토닌

과 같은 호르몬의 문제를 포함하는 뇌의학적 요인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 불안, 충동성, 폭력성, 우울증 등과 연관된 뇌의 신경전달물질이다. 자살

자의 뇌 척수액을 조사하면 세로토닌의 기능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많이 떨어진다.…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5-HTT 유전자 가운데 특이한 조합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

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47)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면 이것은 기분을 조절하는 뇌 신경전

달물질(세르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병으로 인식해야 한다.48)

47) 『동아일보』 2003년 08월 06일.

48) 『조선일보』 2008년 04월 04일.



- 77 -

이에 따라 항우울제 복용을 통한 약물치료와 더불어,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일보 1979년 2월 13일자 기사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의식 개

선을 위하여 정신과가 더 이상 광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오는 

사람, 불안한 사람, 잘 놀라는 사람, 우울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결혼을 못한 노처녀, 입맛이 없는 사람, 울화증이 난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49). 이후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른바 ‘탈낙인화’ 경향)은 정신의학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전문가집단과 국가는 자살의 주요원인인 우울

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방문을 적극 권장하였다. 

우울증 치료의 해법은 ‘병원 치료’ 뿐이다. 병원에선 1차적으로 약물(항우울제) 치료를 한다. 

백종우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우울증 약들은 부작용이나 습관성이 없고, 약효도 뛰어나 

80~90%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호전된다”며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간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50)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대부분 우울증 초기에는 

증상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울증은 절대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한

다. 일단 병원에 와서 상담과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

로 치료를 받는 것에서 우울증 치료의 절반은 시작된다.51)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

면장애나 급격한 체중 변화, 식욕 감소나 피로감이 계속되면 일단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병원 문턱을 넘으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정신과 상담실에서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 복용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안정감을 

49) 『조선일보』1979년 02월 13일.

50) 『조선일보』 2008년 04월 04일.

51) 『조선일보』 2008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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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는다52).

더불어 우울증상이 극심해지고 쉽게 치료되지 않는 이유를 우울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 

방식 자체에서 찾지 않고, 이른바 ‘과소 진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향을 언급함으로

써 치료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우울증 환자의 포섭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현

재의 우울증 진료율은 전체 우울증 환자 중 30-40%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치료율은 

15%에도 미치지 않고, 치료 범주에 벗어나 있는 우울증 환자군이 80%가 넘는다고 추산

하는 식이다(정성원 외, 2009; 김기웅, 2010; 박혜경, 2012). 박혜경(2012)은 이와 같은 

경향을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의료화의 확산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질병의 범위를 넓

게 확장하고 치료 방법을 단순화한 이후,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환자군의 확산을 위하여 

계수를 과잉산출한다는 것이다(박혜경, 2012:131). 의학계와 제약업계의 부적절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 같은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논의나 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계의 견해가 

일상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예시로 구성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일상 담론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화와 국가를 통한 정책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정신의학계 내 

전문가집단은 70년대 이래로 우울증에 대한 미국정신의학의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여 국내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표본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80년대부터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생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우울증을 ‘복잡한 증상을 보이

는 증후군’으로 재정의하고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신의학계에서 논의된 

우울증과 자살행위에 대한 연관성은 향후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국가는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여겨지는 우울증을 예방대책

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정신의학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정부적 차원에서의 우울증 관리 

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맥락에서 우울증은 일상화 및 탈낙인화를 이루며 많은 사람

들은 잠재적 환자군으로 재편성하였고, 정신의학계와 국가의 노력으로 정신과의 문턱이 

52) 『중앙일보』 2013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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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면서 우울증 수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시장

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국내회사들과의 공동판매 혹은 자

사 지부 설립을 통해서 국내 항우울제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항우울제 시장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미디어의 적극적인 개

입을 통하여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의학계와 정부의 입장은 일반 대중에게 빈번하게 전달

되었으며, 우울증과 관련된 일상적인 담론을 생의학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우울증 담론은 의료화와 정책화라는 두 가지의 흐

름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안이 

발표된 2005년부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디어의 활약

은 우울증 담론의 일상화와 탈낙인화를 짧은 시간 안에 이루고, 우울증의 생의학적 모델

에 대한 위상을 부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전문가집단, 의약시장, 국가, 그리고 미디어. 이 4명의 주요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서 본 한국사회 우울증 담론의 특징은 결국 하나의 해석에 다다른다. 그것은 DSM과 항

우울제를 필두로 한 미국식 정신의학의 세계화 과정이자, 동시에 전문가집단에 막대한 

결정권이 맡겨지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고 해석할 여지를 박탈하는 

의료화 과정이다. 이전까지 장애로 구분되지 않았던 우울감은 이제 미국 정신의학계의 

주도로 정신 장애로 재구성되었으며, 국내 전문가집단의 무분별한 수용과 국가의 막대한 

지원으로 인해 우울증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인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

서 오늘날의 우울증은 정신의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백한 질병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우울증은 집단적으로 발현되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우울감의 폭

발’에 대하여, 국가와 전문가집단, 의약시장과 미디어가 서로 교차함으로써 창출해낸 

모종의 담론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이 

아니라,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우울

해하는가’ 질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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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울증 앓는 사회’ 의 재구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서의 우울증 담론은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는 이 우울증이 사회적 

환경과 사건, 사고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해결방법에 있어서 철저히 DSM에 기반한 ‘정신 장애’의 측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즉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 담론의 여지를 만들어낸 ‘우울감정

의 집단적 발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논의의 방향은 여태까지 이루

어진 기존 연구들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곧,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우울하

게 만드는가’에 대한 사회구조적 모색으로 이어진다.

    

제1절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압박

    첫째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그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

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

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특히 1997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원리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신자유주의는 

각 사회의 정책기조나 배경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기본적으로 1)시장 중심, 

2)공급 중심, 3)사적 영역 중심이라는 핵심적인 원칙을 공유한다. 우리 사회도 신자유주

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동반되었는데, 대표적으

로는 사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철폐,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제도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진 것으

로, 실상 신자유주의는 제도적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전체

적인 사회적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 김홍중(2009)은 사회정책이나 시스템 운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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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제도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운용되는 제도화된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행위자들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쳐 ‘행위의 준칙, 규범적 판단의 근거 혹은 미학적 취향을 결정

하는’아비투스로 기능하는 것을 가리켜 ‘육화된 신자유주의(incarnated 

neo-liberalism)’라고 명명한다(김홍중, 2009:177). 이 육화된 신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신자유주의와 다르게 ‘신자유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행위자들의 일상적 삶 속에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일종의 사회적 

에토스를 형성한다(2009:177-178).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제도적 운용이 

신자유주의적 이상에 들어맞는 인간상을 구성하며, 사회적 행위자들이 이 인간상을 내면

화(육화)하여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김홍중은 이와 같은 신

자유주의의 구조를 다음의 도식으로 나타낸 바 있다.

[그림 9] 신자유주의의 구조 (김홍중, 2009:178)

제도적 신자유주의의 운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김홍중은 ‘생존자’

라고 명명한다. 이 생존자는 ‘생존자 모델(이상적 모델)’과 ‘생존 추구자(현실적 행위

자)’가 결합된 것으로,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늘 실패와 도태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존자 모델이 제시하는 표상을 뒤쫓음으로써 

생존자의 주체성은 형성된다. 이 생존자들은 ‘살아남는 것’, 즉 신자유주의적 생존을 

추구하며 다양한 자아-테크닉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성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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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tungsgesellschaft)’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과 같다. 

경쟁에서의 승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이 ‘성과’는 구체적으로 ‘생산성의 극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신자유주의 이념의 최고 덕목인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영국의 사회학자 세넷(R. Sennet)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가리켜 

‘유연한 자본주의(flexible capitalism)’라고 명명하는데, 이 때 유연성은 근무 방식이나 

시간, 직업 역할과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넘어서서 일의 의미와 노동자의 사고방식

과 같은 전반적인 영역에서까지 유연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은 이제 눈치 빠르게 처신해야 하고, 느닷없이 다가오는 변화도 능숙히 받아들여야 한

다. 또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규정과 공식 절차에 대한 의존도

도 줄여야 한다(세넷, 2004:9).

이 공장 안─신자유주의적 체제 하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유연적인 태도를 내면화하여 생

존을 목표로 끊임없이 행위 하는 생존자들, 즉 ‘성과주체(Leistungssubjekt)’이며 생존

으로 직결되는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은 자기발전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성과주체들은 필연적으로 자기훈련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수많은 시간과 노

력을 투자하는데, 이 자기훈련 기술 중 하나로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이다.

    서동진(2009)은 그의 저서를 통해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을 지적한다. 자기

계발, 자기관리, 성공학, 자기경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서적의 출판과 강좌 개설 같은 

사례들은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이

다. 서동진에 따르면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1)자신을 객체화하여 자기 자신을 해결·개선

해야하는 문제로 상정하고, 2)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계발 담론이 제공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실천하여 3)결국 자기계발을 자신의 일생동안 추구해야만 하는 최종적인 

삶의 목표로 끌어올린다(서동진, 2009; 2010; 고은강, 2011). 다시 말해 사회와 기업이, 

혹은 정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용인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하

여 끊임없이 노력 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자아실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는 ‘경제인(homo economicus)’혹은 기업인·경영인으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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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도 연관된다. 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책임져야만 한다53). 문제는 이 노

력이 늘 현재형이고, 미완성이라는 데에 있다. 김홍중은 생존자를 엄밀히 말해 ‘성취할 

수 없는 것에 강박적으로 접근하는 주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생존자들이 내면화하여 

추구해야하는 이상적 모델─생존자 모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김홍중, 

2009:180-181, 각주 3번 참고).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현실적으로 경험된 

바 없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미지의 X’는 무한히 확장되는 실현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서동진, 2003; 2009; 아래 인용문 참고). 이와 같은 성취대상의 모호성은 신자유주

의 기조의 핵심 원리로 다시 연결된다. 즉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성장에 유리’하기 때

문이다(한병철, 2012).

그러나 탈근대 자본주의의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졸업할 수 없다. 그는 평생교육을 통

해 혹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자신을 능력화해야 한다. 탈근대 자본주의에서 능력의 세

계는 분명한 내용으로 규정된 외재적인 기준이 없는 미지의 X다. …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자

신을 능력화해야 한다. 그러나 탈근대 자본주의에서 능력 있는 주체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한 일

이다(서동진, 2003:109-110).

객관적으로 유효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식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조건이 주체를 자기 자신

의 나르시스적 반복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런 까닭에 주체는 하나의 형태, 안정적인 자아상, 확

고한 성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은 자아 감성의 고양을 위

해 의식적으로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스적 주체는 완결에 이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결에 이르

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잃고 열려 있는 공간 속에 흩어져버린다. 완결된 형식의 부재

는 무엇보다 경제적 조건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

다(한병철, 2012:89-90)

53) 벡이나 바우만은 이와 같이 개인에게 능동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현상을 ‘개인화’라고 정의

한 바 있다(벡, 1997; 바우만, 2009). 이 개인화란 개인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진 오늘날 개인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개인들은 선택권의 자유를 얻게 된 이상 모든 것을 알

아서 해야 하는 압박감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에 시달리게 된다(고은

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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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소진 경험 

    그렇다면 미완의 숙제인 생존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하는 주체와 우울증상의 경험이 

조우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모호한 성취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 

나가던 개인이 순간 나가떨어지는 어느 지점을 의미한다. 즉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완결

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고양시키고 혹독하게 다스려야만 하

는 개인이, 끝없는 자기계발의 과정에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특정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것은 곧 소진(消盡, burnout)으로, 진력이 다하고 고갈되어, 결국에는 육체적·심

리적인 경색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고유한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은 이질성과 타자성을 중심으로 했

던 기존의 면역학적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의 사회는 부정성이 

아닌 긍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과잉된 긍정성은 신자유주의의 구조 속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한다,’ ‘스스로

를 증명하라’는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한다. 긍정성에 과잉에 타자가 개입할 여지

는 없다. 이 투쟁은 오로지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에, 즉 신자유주의의 구조 속에서 생존

을 이루어야만 하는 ‘생존자 모델(이상적 모델)’과 ‘생존 추구자(현실적 행위자)’ 사

이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긍정성의 과잉에 대한 반응은 ‘면역 저항이 아니라 소화 신경

적 해소 내지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다(한병철, 2012:19). 오로지 과잉된 자기관계, 한

병철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잉된 ‘자기착취’가 개인을 소진 상태로 몰아넣는다. 사실상 

소진은 완결을 향하여 끝없이 자신을 착취하는 개인이 완전히 타버리면서 도달하는 지점

인 것이다.

탈진과 우울 상태에 빠진 성과주체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의해 소모되어버리는 셈이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의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탈진해버린다. 그는 자신에게서 걸어 나와 

바깥에 머물며 타자와 세계에 자신을 맡길 줄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자기 속으로 이를 악물 따

름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남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속이 텅 비어버린 공허한 자아뿐이다. 주체

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마모되어간다(한병철, 2012:94-95; 인용자가 직접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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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우울증상의 경험은 바로 이와 같은 소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사실상 

소진은 빈번하게 ‘우울로 귀결’된다(2012:94). 

    심리학자 김태형은 ‘외상(트라우마, Trauma)’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개념을 중심

으로 한국인들의 심리적 상처를 규명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마음의 상처’는 한국인이 경험한 역사적 불행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트라우마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방임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 악화되어, 자살이나 

강력범죄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시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직전의 민주화운

동 시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새로운 ‘개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시

기에 일명 세계화세대라고 불리는 70년대생들이 청년기에 접어들어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입신양명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했던 첫 세대이자 개인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거

리낌이 없는 세대’로 규정되었다(김태형, 2013:86). 한편 이후 등장한 80-90년대생들은 

이른바 공포세대로, 개인에 대한 긍정과 자유보장을 넘어서 경쟁이 극심화된 사회적 분

위기 속에서 오로지 생존을 위하여 끝없이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 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김태형의 주장이다. 

두 세대 모두 신자유주의적 토양에서 성장하였지만 세계화세대의 경우 개인주의의 만연

과 도덕적 해이로부터 오는 ‘혼돈’이, 공포세대의 경우 뛰어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두려움과 경쟁사회에 대한 ‘공포’가, 각 세대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상처의 핵심을 규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김태형의 세대 규정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개념이 아니고 논란의 여지 또한 

많아 무분별한 적용을 지양해야겠지만,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마음의 지평에 

대한 직관은 눈여겨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트라우마의 형성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구조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논의는 소진경험과 우울증, 그리고 신자유주의 간

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실제로 주요우울장애나 만성우울

증 등을 비롯하여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대부분의 

멜랑콜리커를 사로잡았던 존재의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상의 경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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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의 경험이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여성, 20대)는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1남 1녀 중 둘째였다 … 3남매 

중 유독 그녀만 공부를 못했다. …오직 그녀만이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다. 탁월한 재주를 지닌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서인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주눅 

들어 살았다고 한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는 잠시 행복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직장생활 2년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업사원을 두 배로 늘렸는데 영업사

원을 보조하는 여사원은 뽑지 않아 일이 두 배로 늘었다. …제 때 일을 해놓지 않으면 그 자리

에서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은근히 그깟 일도 처리하지 못하느냐며 비아냥거렸

다. 그동안 별 탈 없이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니 회사 

가는 게 점점 싫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지각하거나 결근하

는 일이 잦았다. 또 일을 하다가도 왠지 모를 설움이 복받쳐 화장실에 가서 남몰래 울기도 많

이 했다. ‘역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들더니, 심할 때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몹쓸 생각도 간간이 들었다(우종민, 2009:74-76).

B(남성, 50대)는 28세에 지금의 직장에 들어와 약 22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아이디어가 뛰어

나고 성실하기까지 해 회사의 정예부대인 기획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다. …

그런데 지난해 20여 년을 모셨던 사장님이 30대 중반의 아들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회사

를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젊은 사장은 의욕적으로 회사의 제도나 기구를 바꾸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다. 오랫동안 그가 추진해왔던 기획 총괄 업무도 30대 젊은 후배에게

로 넘어갔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였는데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다니, 한편으

론 분노가 치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다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싶어 우우라기 

그지없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늙는 것 같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많이 약해져 더 우울하다. … (가족들이)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을 선뜻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이다(우종민, 2009:146-148). 

위의 두 사례의 주인공은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다르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의 

역량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고,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우울증이 유발되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A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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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애쓰다가, B는 특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살아왔지만 의도치 않게 그 자리

에서 밀리게 되면서 각각 우울증이 발생했다. 문제는 두 사례 모두 스스로에 대해서 매

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비하와 자괴감, 낮은 자존감은 오늘날 현대인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특징을 분

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무기력, 피로감, 불안, 

불면증, 식욕 저하 등과 같은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의욕 저하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인

지적 요인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과업─사소한 것부터 

중차대한 것까지─에 대한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뒤로 한 발 물러서

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소진 혹은 탈진 상태와 그로 인한 우울증상의 지속은 개인을 

소극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그 내용이 매우 부정적일지언정 

결코 소극적이진 않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강도 높은 자아비

판과 자기 탓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우울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자아인식이 왜 이토록 가혹하고 냉소적인지를 물

어야한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의 낮은 자존감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자신에게 요구하

는 기준 혹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다. 즉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

지 이룰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었다는, 이루지 못했다는 데에서 오는 절

망감이자 피로감, 즉 소진이며 우울인 것이다. 

올해 고교 2학년인 주수연양은 중학교 때부터 주변에 “불안하다.”“우울하다.”“학교가 싫

다.”는 등의 문제를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늘 남동생에게 양보

만 강요받았다. 게다가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욕구를 잘 참는 아이’의 역할까지 해야 

했다. 부모는 성적에 엄격했고, 기대치도 높아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로 자랐다. 최근 

병원을 찾은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실수와 실패를 걱정했고, 벌이 겁나 불안 속에서 살았

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중학교에 가서는 소위 ‘왕따’의 대상이 되어 수시로 폭력에 노출

됐지만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불안과 우울감이 깊어져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이런 그를 부모는 수시로 닦달했다54). 

54) 『서울신문』 2012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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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주 자신에 대해서 모호하고, 알 수 없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 주위 사람들이 제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 자신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불편해 질 때도 많아요. … 우울해지

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정순례 외 2, 2012:88).

저는 집이나 학교에서 의미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사라져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

습니다. … 공부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특기도 없고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지도 않

아요. 엄마는 저에 대해 맘에 안 든다고 하시고 형제들과 비교하시며 어떻게 잘하는 것이 전혀 

없는지 한심하다고 말씀하세요. …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꼭 필요하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싶지

만 제 모습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든 안 될 것

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비참한 

기분만 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요(정순례 외 2, 

2012:89-90).

현대사회에서 우울은 기본적으로 자기착취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특히 그 어떤 사회보다도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생존의 추구는 일찍부터 사회구성원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소진의 경험은 학업성취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취학아동에서부터 대학

입시의 압박이 절정을 이루는 고등학생,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2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30대, 승진과 정년퇴직의 압박을 마주하고 있는 4-50대 까

지,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폭넓게 발견되는 것이다. 더구나 자기혐오의 뿌리는 ‘상품’

으로서의 자기정체성에 기인한다. 한 개인의 가치는 실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통해 요구되는 사회적 기준, 즉 타인과의 비교와 측량 가능한 성과에 의

하여 결정된다. 한국사회와 같이 인생의 성패의 여부가 대학 순위, 연봉 순위, 안정적인 

직장 순위, 집의 크기 등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서열사회에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다가 결국 방전되는 것은 어

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히 폭력적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무능한 개인에게 돌아가며, 이는 곧 극심한 자기비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영화평

론가는 데릭 엘리는 200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영화에서 발견되는 폭력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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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지적한다.

내가 한국영화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지난 십년간 엄청나게 증가한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장면

만이 아니라, 코미디에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학대다. 때로

는 육체적, 언어적 학대이지만 많은 경우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 … 나는 심리학자도 사회

학자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식의 폭력은 심리적으로 위험한 게 아닐까 한

다. 이런 유의 극단적인 가학과 폭력 그리고 그에 따른 극심한 자기혐오는 다른 아시아 문화권

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55). 

 

    어쩌면 한국사회는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 경험에 무뎌져있는지도 모른다. 소진과 우울이 일상화된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

로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경쟁 심리와 자기혐오는 이미 적정한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서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신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을 일명‘세로토닌 결핍 증후

군’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울증의 생의학적 병인과 치료적 개입을 더욱 

강조한다. 그러나 김태형은  우울증은 ‘병든 세상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고 울부짖

는 건강한 마음이 흘리는 처절한 눈물’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견해를 반박한다(김태

형, 2011:79). 사회가 요구하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 이상향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사

람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로 우울증은 그 지난한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도 

할 것이다(비록 낙오자라는 낙인과 자기비하가 따라붙겠지만). 따라서 오늘날의 우울증

은 결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사회구조와 구분하여 설명할 수 없다. 

 

제3절 생존 기술로서의 우울증 관리

    한편으로 생의학적 모델에 근거한 우울증 담론의 확산과 적극적인 소비행태는 ‘신

55) 『씨네 21』 2010년 08월 25일, ‘심리적으로 너무 위험해’ 

(http://movie.naver.com/movie/mzine/read.nhn?section=main&office_id=140&article_id=000001

6662, 검색일: 2013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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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생존’과 직결된다. 김홍중에 따르면 생존자들이 추구하는 생존은 크게 세 

가지─1)경제적 생존(구조 조정, 불황, 실업으로부터의 생존), 2)사회적 생존(과시적 인정 

투쟁의 공간에서의 생존), 그리고 3)생물학적 생존(질병으로부터의 생존)으로 나뉜다(김

홍중, 2009:182). 이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에 해당되는 생물학적 생존은 질병을 극복하

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육체적 건강과 정

신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웰빙(well-being)’ 추구 경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사

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무병장수의 삶이 지나치게 

신격화되어 ‘웰빙 이데올로기’ 혹은 ‘무조건적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유발된

다는 점에 있다(김홍중, 2007; 2009:182). 특히 이 과도한 집착과 생존에 대한 강박―오

늘날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정신 장애 범주 대변되는 강박―은 다

른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이루기 위한 기반의 일환으로 여겨져, 곧 개인적인 노력의 차

원에서 의료서비스나 의학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행위로 이어진다. 앞서 살펴본 우울

증 관련 보도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

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관리 차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의학 정보와 기관 치료가 권장

되는 것이다. 

    사별이나 이별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실 경험과 이로 인한 고통을 제외한 경

우, 개개인은 무한경쟁─생존을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요약되는 극단적인 

사회적 현실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되는 다양한 우울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우울증상의 등장이 문명병의 연장선

상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개인은 사회구조나 사회적 억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우울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

회병리적 현상―예를 들어 자살과 같은―은 결국 그것을 적극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비단 스스로의 

경제적 업적이나 성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해

야만 한다. 우울증에 대한 서사의 폭발은 바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생존에 대한 개

인의 책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이 개인들을 온전한 피

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와 의료 엘리트가 제공하는 



- 91 -

정보를 빠르게 수용하며 다양한 대안들을 소비함으로써, 사회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애써 

외면한다. 문제를 직면하고 그에 대한 성찰과 애도의 기간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병원에

서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을 단번에 극복하기를 시도한다. 인과관계

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의료 기관과 의료 엘리트들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외에 다른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엘리트들이 갖는 지식 권력과 정당성을 신뢰하는 탓도 있겠거니와, 한편으로는 그저 주

어진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간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에 대한 직면과 애도라

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은 결국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들이 직면하는 ‘성찰성(reflexivity)’의 문제와도 연관된다(기든스, 1997; 1998; 

벡, 1997). 

    일반적으로 성찰성은 근대 인식론의 반성(reflection) 개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용

어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행위이자 

사유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을 더해나가는 ‘내성적 인지적 결단, 판단, 집중의 행

위’를 지칭한다(김홍중, 2011:157). 그러나 오늘날 사회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찰성

의 개념은 이와 같은 인식론적 관점과는 다르게, 반성과의 명확한 구분을 바탕으로 논의

를 전개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성찰성은 ‘행위에 대한 성찰적 감시’와 구분되는 것으

로, 개인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항상적인 수정’을 필요로 한다(기든스, 

1997). 또한 벡은 성찰성을 반성(reflection)이 아닌, (일차적인) 자기대면

(self-confrontation)이라고 정의한다(벡, 1997).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성찰성의 개념이 

근대성의 사회구조 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현대의 성찰성은 모든 인간 활동에 고유한, 행위에 대한 성찰적 감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현대

의 성찰성은 사회적 활동의 대다수 측면의 감수성, 또 자연과의 물질적 관계의 가변성을 뜻하

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항상적인 수정을 뜻한다. 이러한 정보나 지식은 

현대적 제도에 부수하는 거시 아니라 현대적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 현대적 사회조건에서

는 성찰성에 대한 성찰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복잡한 현상이 된다(기든스, 

1997:65).

새로운 성찰성의 개념은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미완결성(imperfection)’,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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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openness)’을 전제로 한다. 즉, 마치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가능성들 중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한다는 압박에 기초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는 ‘선택’과 ‘결정’으로, 곧 직업과 배우자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음식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오로지 개인이 어떤 권위의 도움 없이 

성찰적으로 선택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의미한다. 이 성찰성의 무게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기초로 한 ‘반성적 인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의

존적인 인간이 된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수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우울증과 같이 모호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 접근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압도적인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은 

특정 증상에 대한 여러 경쟁적인 치료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선택의 순간─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요구에 주의하며, 새로

운 능력을 획득해야만 하는 그 순간, 개인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증될 수 있는 어떤 결

정에 ‘편승하게’ 된다(기든스, 1997:236). 자아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체

계, 상담, 치료요법 등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체계, 상담, 치료요법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정신의학 정보가 개인으로 하여금 무능력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개인에게 이 선택은 능력 획득과 극복의 가능성을 의

미한다. 자아가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성찰적 기획으로 간주되어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혹은 영원히 완결되지 않을―창조행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신의학적 관점의 채택은 

가장 경제적인 대책으로 보일 수 있다.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

름길로, 애도나 성찰과 같은 추상적이고 한 치 앞이 예상되지 않는 모호한 방안보다는 

훨씬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은 다양한 대안 중 무엇이 가장 옳을지 성

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뛰어넘은 채, 전문가집단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청종하며 일상

에서 적용해나간다. 기든스가 오늘날 등장하는 성찰적 개인을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바

탕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와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자기를 디자인해 나가는 존

재’로 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기든스, 1997; 김홍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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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치유문화의 확산

    또한 주목할 점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우울증 논의가 21세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 치유문화(therapy culture) 확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다56). 이른바 ‘힐링(healing)’ 열풍으로 대표되는 치유문화는 불과 2-3년도 채 

되지 않아서 현재 방송가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출판 산업에서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치유문화의 부상은 서구사회에서 리프, 라쉬, 세넷, 기든스 등의 문화·사회

학자들에 의하여 1970년대부터 논의된 바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집합적 가치와 연대성

의 붕괴로 인한 문화적 현상’ 혹은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기제의 출현’ 등

으로 이해되었다(세넷, 1976; 기든스, 1997; 정승화, 2012). 현재 한국사회 내 치유문화의 

형성과 발전 계기에 대한 독자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혹

자는 치유문화를 출판계를 주도하고 있는 자기계발 경향의 일종으로, 혹은 방송가의 특

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등장한 일종의 방송유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계발의 일종이든 방송가에서의 유행이든 간에 주목할 점은 힐링 열풍이 새로운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힐링 마케팅, 힐링 여행 등  ‘치유’는 이제 하나의 

코드(code)로 상품화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형·활용되며 개개인의 소비 욕구를 자

극한다. 

    치유문화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질병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다. 

질병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치료(treatment)’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는 의사─타인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존재’가 되며, 이에 따라 의료의 비

인간화(혹은 도구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질병에 대한 일상적 

언어가 치료에서 치유로 대체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체의 변화도 이어졌다. ‘치유’는 

더 이상 ‘다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가누는 존재’를 의미

한다. 즉 ‘치료의 주체는 타인이지만 치유의 주체는 자기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

56) 사실 우울증 담론의 구성에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작용하지만(일루즈, 

2012), 본고에서는 문화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2000년대 

들어서서 우울증을 사회적으로 유행시켰던 주류적인 문화 현상을,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선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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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정진홍, 2012). 이제 스스로를 가누고 돌보아야 하는 개인들은 자신이 떠안고 

있는 상처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힐링’한다(트레이스, 2013). 문제는 힐

링을 필요로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무한경쟁, 양극화의 심화, 경기불황 등과 같

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으로 하여금 힐링─지금 내가 발

을 딛고 사는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 혹은 도시가 아닌 자연으로 떠나야만 얻

을 수 있는─을 추구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치유문화는 철저히 개인적인 처방을 강조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

인 증가 역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분노, 

우울, 좌절과 같은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각 개인이 스스로 치유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

비함으로써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유문화의 확산은 더 심각한 결과를 낳

는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재생산이자, 억압의 재생산이며, 부조리한 사회질서의 재생산

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질서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개인의 재생산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힐링’을 통한 치유과정은 억압의 본질을 치유하기보다 표층에서 그것을 더 

크게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근대의 병원이 병을 생산해내듯이, 힐링이 고통에 대한 

‘둔감함’이라는 증상을 생산해낸다(트레이스, 2013).

    삶의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문제화하는 경향은 ‘의료화

(medicalization)’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불행을 삶의 다채로

운 면모로 인정하고 의미를 탐색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로 상정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해결책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또 한편으로 불행에 대한 반응도를 규

범화·규격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격화는 행(幸)과 불행(不幸)으로 엮어지는 삶

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저하시키고 천편일률적인 기준과 해석을 남기며 기능주의에 입각한 

기준을 강화시킨다.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 즉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자 관리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면서부터 대다수의 ‘걱정하는 건강한 사람’들은 ‘우울증 용의

자’이자 잠재적 환자군(群)으로 재형성되었다(남상희, 2004; 박혜경, 2012). 병리적이지 

않은 감정적 고통까지도 질병의 범주에 포함하여 약을 처방하는 현상은, 그 근거가 역사

적인 전토에서 유래하든 서구로부터 유입되었든 간에 우리 사회가 슬픔이나 불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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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감정적인 고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그 판단의 내용을 함축한다(푸코, 

2002). 역설적이게도 ‘우울증 앓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조증

을 기대하고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한 것이다.

제5절 새로운 논의의 방향: 감정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압박 속에서 생존자로, 또한 자기계발하는 주체로서 

경제적·사회적·생물학적 생존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현재 사회구성

원의 우울감정 경험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소라면, 사회학의 관심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질병명에서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초점을 전환하여야 한다. 즉 사회변동과 구조의 문제를 

감정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학 내에서 감정은 오랜 시간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

향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회학 태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근대 세계의 특징─즉 ‘합

리성’에 근거한다. 과도한 열정과 정동이 주를 이루었던 중세시대로부터 근대세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Huizinga, 1995; 바바렛, 2009에서 재인용), 이성을 중요시하는 주

지주의적(主知主義的) 풍토와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비판적인 합리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감정은 부차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내지는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사회적 삶을 합리성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이해하는 사회학의 전통 주류에 밀려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박형신·정수남, 2009:196). 감정의 주변화는 특히 과거 사회학이 태동되

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한 ‘심리학과의 거리두기’의 일환

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중세시대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감정은 이성에 비하여 열등

하고 부정적인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즉 감정이란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연관이 깊은 생리현

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김경동, 1988), 개인을 초월하여 실재하는 집합체인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학문적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초기 사회학자들에게 있어서 감정은 결코 

사회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제였다. 따라서 감정은 오랜 인간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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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져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질문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학문적 작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명된 바 없이 사적(私的) 영역으로 밀려나, 바로 최근까지만 해도 사회학 

내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57).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학 내에서도 감정에 대

한 관심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 분석이 점

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같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지만

(일루즈, 2010), 행동을 가능케 하는 내적인 에너지이자 행위를 준비하는 경험으로 작용

한다(바바렛, 2009; 정수남, 2009; 일루즈, 2010). 또한 감정은 표출되는 행위를 통하여 

57)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감정의 주변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전사회학 내에서 감정에 대

한 논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실링(Shilling)은 감정

사회학에 대한 주류 사회학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고전사회학의 유산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hilling, 2001; 바바렛, 2009). 그는 고전사회학에서의 감

정이 어떠한 정확한 정의도 없이 서로 다른 개념을 통해 다루어졌고, 특히 파슨스가 현대사회

학계에 끼친 영향으로 인하여 고전사회학과 감정 간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

졌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비록 감정이 다양한 사회 현상들 내에서 주변화되거나 직접적으로 언

급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사회학에서 감정과 사회적 삶에 대한 현대적 관심

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009:29). 이와 같은 고전사회학 내 감정에 대한 관심은 첫째로

는 프랑스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질서 이론가들의 논의, 그리고 둘째로는 독일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행위 이론가들의 논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전자에는 콩트(A. Comte)와 뒤르케임(E. Durkheim)이 해당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이자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집합체로 

보는 관점을 공유하며,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감정이 갖는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전체가 

도덕적 질서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행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반면 2)후자에 해당하는 짐멜(G. Simmel)과 베버(M. Weber)는 사회적 전체가 아닌 개인에 더 

초점을 맞춘다. 짐멜은 근대 세계 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냉소적이고 무감각한 태도

(blasé feeling)를, 베버는 카리스마적 지배를 설명하면서 카리스마적 인물의 정당성이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추종자들의 ‘열광이나 절망, 희망’과 같은 감정적 반응에 기초한다는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고전사회학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은 비록 상이한 감정

의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콩트와 뒤르케임은 새로운 종교의 창시로, 베버와 짐멜은 

회의주의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사회학자들이 감정 문제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

겼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만 이후 등장한 파슨스가 사회학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행

위의 규범적 성격으로 대처하고 이른바 ‘감정 중립성’ 개념을 표방함으로써, 사회학 내에서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주변화되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하

였다(박형신·정수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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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자 하는 목표, 즉 지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감정은 행위의 특정한 지향을 이끈다

는 점에서 시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사회구조적 상황의 변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

다(정수남, 2009).’개개인이 처한 사회적 관계나 맥락은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에 영향을 

끼치며 그 감정은 이내 특정 목표를 가진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개개인의 감정들, 수많은 자아의 감정들이 자아의 것이지만 동시에 자아가 타자들과 맺

고 있는 관계와 관련된 감정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심리적 단위 

이상으로,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문화 의미들과 사회관계들을 의미하는 문화 단위이자 

사회 단위’가 되며(일루즈, 2010:14-16), 더 나아가 거시적인 사회구조 및 사회변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루즈(2010)는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감정을 중심으로 한 모

종의 감정 문화도 함께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만일 자본주의 내 감정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면 사회조직이나 구조, 제도와 같은 기존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본

주의적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루즈는 90년대 후반에 대

두된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기초로 한 이른바 ‘치료학 모델’을 주시한다. 그리고 프

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의 대두와 계급·계층의 차이 없이 보편화된 정신적 고통의 민주

화, 정신치유 사업의 번창, 자아실현 내러티브의 등장, 평범한 일상의 병리화 등으로 규

정되는 ‘치료학적 에토스’가 시장에서 유포됨에 따라 하나의 ‘감정 구조’로 자리 잡

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윌리엄스(R. Williams)가 주창한 주요 개념 중 하나인 감정 구조(혹은 정서의 

구조)는 ‘당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정형화된 문화의 패턴 기저에 깔려 있는 

심층적이고 공통적인 경험이나 감정(정서)’를 의미한다(주창윤, 2012). 즉 상호주관적 

경험이나 감정들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용해된 것으로, 완전히 사회적이지도―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이란 직접적인 사회관계의 반영 혹은 제도, 정형적인 것을 지칭한다―개인

적이지도 않으며, 계급이나 경제제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사소하지도 주변적이지도 않은 삶에 대한 특별한 정서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제안하

는 용어가 ‘정서의 구조’이다. 정서의 구조는 ‘구조’라는 용어가 제시하는 것처럼 견고하

고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활동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파악하기 힘든 부분에서 작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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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의미에서 정서의 구조는 특정 시대의 문화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회 조직 내 모든 요

소들이 특수하게 살아있는 결과이다. … 그 정서의 구조를 공동체의 개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

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실제 공동체에서 그것은 매우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소유되

고 있는데,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의존하는 기반이 바로 정서의 구조이기 때문이다(Williams, 

1961; 주창윤, 2012에서 재인용). 

 

일루즈는 이와 같은 감정 구조의 개념에 1)감정이 의미하는 모호성(실체가 없음)과 2)구

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체계성이 공존하는 현상이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이 구조 개념에

서 이와 같은 감정이 우연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고 체계적임을 주장한다. 이는 곧 구조

를 형성하는 주체와 이에 따른 결과(일상생활의 재구성 및 사회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주체는 앞서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치료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

향을 끼친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제약회사, DSM을 중심으로 한 미국정신의학회, 그리고 

국가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주체들이 모여 모종의 작용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것, 일루즈

는 이 영역을 부르디외(P.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차용하여 ‘감정 장’

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감정 장이란, 사회생활의 한 영역, 곧 국가, 학계, 각종 문화산업, 국가와 대학이 인

가한 전문가 집단, 대규모 의약 및 대중문화 시장 등이 이리저리 교차함으로써 창출되는 모종

의 작용·담론 영역을 가리키며, 그 나름의 규칙과 대상과 경계를 갖고 있다. 심리학의 여러 

학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정신의학과 심리학 또한 경쟁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

자들 사이에는 궁극적인 합의점이 존재한다. 감정생활을 관리와 조절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으

로 정의한다는 점과, 감정생활을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건강의 이상에 따라서 규제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각종 사회적·제도적 작용주체들이 자아실현, 건강, 병리를 정의하기 위해 경쟁

함에 따라, 감정건강은 여러 사회적·경제적 거점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장(field)에서 생산, 유

통, 재활용되는 새로운 상품이 되었다(일루즈. 2010:125-126; 인용자가 강조).

이 감정 장은 1)병리의 영역을 구축, 확대하여 감정건강의 영역을 상품화하고, 2)감정능

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능력에 대한 접근권을 규제한다(일루즈, 2010:126). 이 때 

이 감정능력은 사회자본 혹은 자본의 또 다른 형태로, 개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평범한 



- 99 -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감정양식을 사회적 통화(social 

currency)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자아상과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감정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으로 가시화되며, 개인들은 감정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전문가집단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루즈는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정신건

강’이 사실상 프로이트에 의하여 병리화된 일상에서의 ‘감정건강’을 의미하며, 다양

한 주체가 형성한 감정 장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관찰된다고 보았다. 이는 즉 

후기근대·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으로, 단적으로 말하자면 ‘감

정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축약된다. ‘감정 담론들 및 실천들이 경제 담론들 및 실천들

을 구성하고 경제 담론들 및 실천들이 감정 담론들 및 실천들을 구성하는 문화, 한편으

로는 정서가 경제적 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변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생활이 경

제적 관계 및 경제적 교환의 논리를 따라가는 문화.’ 일루즈가 지적하듯 이것은 비단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일종의 동향(動向)에 

다름없다.

    이처럼 감정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기존의 사회변동 구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미

처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측면에서의 통찰을 가능케 한다. 힐링 열풍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에서의 치유문화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압박 내에서 생존을 향해 달려가는 주

체들의 능력추구와 조우하며 더욱더 확산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능력이라고 하

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능력의 등장과 이를 규제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운용되

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은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아 경제논리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구성

원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해나간다. 감정이 능력으로 재정의되는 순간, 특정 감정에 대

한 이해부터 관리까지 이르는 모든 방식이 재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발

견되는 우울감의 집단적 발현은 결코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애의 한 범주로 제한될 수 

없으며, 사회학은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문화 의미들과 사회관계들을 의미하는 문화·

사회 단위로서의 우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사회구조적 압박 속에서 끝나지 않는 자기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개인이 마주하는 극심한 피로감(burn-out)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해방구를 찾지 못한 채 사회적 자원과 능력의 차원에서 관리되어야만 하는 좌절

과 무력감으로서의 ‘우울’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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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고는 ‘우울증 앓는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위하여 정신 장애로서

의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맥락을 살펴보고, 한국사회 내 우울증 담론의 형성 및 

확산 과정을 의료화와 정책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구사회에서 정신의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태동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로,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병을 다루는 방식은 의학적 관점보다는 종교적·

사회적 관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용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인도주의적 치료법과 

해부학 등을 비롯한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세대 신경정신의학이 태동하였고, 이

에 따라 기존의 차별적인 관점은 보호하고 관리하며 치료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이

후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독일 출신 정신의학자 크레펠린(E. Kraepelin)에 의하여 기술 

정신병리학이라는 새로운 정신의학 조류가 등장하였고, 생물학적 소견에 기초한 다양한 

병변과 불투명한 기질적 원인으로 산발되었던 기존의 질병 구분 방식이 ‘정서적 요소의 

유무’를 기준으로 단순화되었다. 특히 크레펠린은 정신병의 범주를 1)조발성 치매(정신

분열증)와 2)조울광(양극 장애를 포함하는 우울증), 두 개로 구분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

라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는 예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한 

정신의학과 장애 범주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프로이드(S. Freud)를 중심

으로 한 정신분석학은 다양한 신경증적 증세를 치료 대상으로 확장하면서 일상적으로 겪

는 문제들을 정신의학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울증(depress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우울 증상을 표현하는 대표적

인 표현으로 ‘멜랑콜리(melancholy)’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멜랑콜리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주창한 4체액설을 바탕으로 흑담즙의 과다 분비에 

의하여 유발되는 병리적 증상을 지칭하였다. 멜랑콜리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유 없이 

불현 듯 들이닥쳐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우울 증상을 지칭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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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양면적이었다. 즉 멜랑콜리는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늘 잠에 취해 있고, 게으른 상

태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탁월한 학자나 예술가들이 보이는 기질적인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

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면적인 평가는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애 범주가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기능의 감소 상태’를 의미하는 우울증(depression)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크레펠린에 따라 조증과 우울증 상태를 동시에 보이는 조울광이라는 

범주로 포함되면서부터 우울 증상에 대한 멜랑콜리적인 이해는 점차 그 힘을 잃게 되었

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진단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서 우울증은 멜랑콜리와 같은 정서적 상태나 기질적인 요인이 아닌 ‘정신 장애(mental 

disorder)’로 자리 잡게 된다. 오늘날 정신의학계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정신장애에 대

한 진단 및 통계 편람(이하 DSM)』은 현재 개정 4판까지 출판되었으며 2013년 5월을 

목표로 5판이 준비 중인데, DSM에서 제시하는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은 거듭된 개정과

정을 통하여 psychotic depressive reaction, depressed psychosis, depressed neurosis, 

major depression, major depressive disorder 등 용어와 범주가 수없이 변화해왔으며 진

단 기준과 감별 기준도 더불어 변화해왔다. 가장 중요한 감별 사항은 ‘사별 경험’으

로, DSM에 따르면 사별 경험으로 인한 2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우울 증상의 지속(5가지 

이상, 거의 매일)은 정신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될 

수 있는 또 다른 상실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등은 감별을 위한 고려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단 기준에서 제시하는 증상의 단순한 발견만으로도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다. 특히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의 발전으로, 충분히 이유 있는 정서적 고통에도 약물을 

처방하는 오늘날의 방식은 항우울제의 부작용이나 자살 경향과 연관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우울증 담론은 국가, 미디어, 전문가집단(임상의+학계), 의약시장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특히 전문가집단은 우울증 담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1970년대부터 서구 정신의학의 적극적인 수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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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우울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의학기술의 발전 및 서구 정신의학계의 연구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내 정신의학계 

내 대표적인 학술지 『신경정신의학』 및 『우울·조울병』에 수록된 우울증 관련 논문

을 분석해보면,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은 80년대부터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물치료가 우울증 치료 방식으로 각광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결과의 축적에 따라 약물치료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지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학계의 신뢰는 두터우며 우울증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도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사고 경향

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가의 자살예방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가는 2000년대 들어서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자살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정부적 차원에서 자

살 예방대책이 등장한 것은 2004년도인데, 이 당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의 

80%를 차지한다는 기존 학계 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방대책의 대부분을 우울증

에 초점을 맞추어 고안·발표하였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적으로 관리하여 자살률을 

낮춘다는 정책적 접근은 이후 2008년도에 발표된 2차 예방대책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

되며, 정신의학계 및 병원 내 정신과와 연계를 통한 우울증 관리 사업이 골자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미디어는 임상의와의 인터뷰 및 국가·학계 차원에서의 우울

증 연구 결과 인용 등을 바탕으로 정신의학계의 의학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증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디어를 통한 우

울증 정보의 확산과 생의학적 모델의 강화는 곧 우울증 수진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

에 따라 항우울제 처방횟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의 연계를 통하여 국내에 수입된 항우울제는 의약품 시장 내 항우울제 시장

을 따로 형성하였고, 평균 10-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를 확대해나

가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항우울제의 종류만 3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현재 국내 항우울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대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내 우울증 담론은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은 국내 정신의학계 내 

전문가집단의 주도 아래,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이루어진 생의학적 의료화 과정의 결

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우울 감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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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현에 대한 정신의학계의 해석 방식이 (과학적 접근을 표방함으로써) 권위를 얻고 

확산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울증 자

체가 아니라, 20세기 들어 발견되는 우울한 사람들의 급증 현상이다. 실제로 우울증은 

문명병, 현대병, 도시병, 선진국병 등으로 불리면서 오늘날의 사회구조로 인한 감정적 반

응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무한경쟁’, 이 한 단어로 축약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개인들은 우울 증상 경험의 핵심이 사회

적 구조와 환경에 의한 좌절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질문

을 던지기보다 오히려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자기=테크놀로지로 삼

아 끝없이 소비하고 있다.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부정적인 정서가 해결

해야만 하는 ‘문제’로 상정되면서, 불행에 대한 반응도가 규범화·규격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우울증 보도 빈도 결과가 나타내듯 현대문명 사회에서 접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활영역과 우울증이 연관되면서, 우울증은 현대인이 관리해야하

는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즉 감기처럼 흔

한 질병이자 관리될 수 있는 질병으로 재정의하면서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잠재적 환자군

으로 재형성되어 의학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 소비하게 되었다. 병리적이지 않은 감정적 

고통까지도 질병의 범주에 포함하여 약을 처방하는 현상은, 그 근거가 역사적인 전토에

서 유래하든 서구로부터 유입되었든 간에 우리 사회가 슬픔이나 불안, 좌절과 같은 감정

적인 고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그 판단의 내용을 함축한다(푸코, 2002). 역설적이

게도 ‘우울증 앓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조증을 기대하고 강요

하는 사회’이기도 한 것이다. 

제2절 의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호위츠와 웨이크필드는 그의 저서 『The Loss of Sadness』를 통하여 정상적인 슬

픔과 정신 장애로서의 우울증을 구별해내지 못한 사회과학(특히 인류학·사회학)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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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한다(2007).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슬픔과 정신병리적인 정신 장애를 구별하지 않

고, 임상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신의학이 제공하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정

신의학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고는 기존의 우울증 관련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우울증의 사회적 

구성과 한국사회 내 우울증 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나름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함으로

써, 우울증 담론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우울

감정을 일으키는 사회구조로 다시금 연구의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정(정동)과 사회적 여건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 현상을 문제화하고 담론화하는 사람

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울증 담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 여러 주체들을 통하여 분석하

였지만, 정작 우울감정의 집단적 발현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는 못

하였다. 특히 우울증 앓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 고찰은 자기계발 및 치유문화와 같이 근

래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현상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우울증에 대한 문제의식은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곧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우울감정 경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정동적 풍토(情動的 風土, emotional 

climate)─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집단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의 복

합, 혹은 특징적인 정동적 경향 및 태도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바르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학계나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사회학계에서도 아직 제대로 연구된 바 없는 미지

의 영역이다(바르부, 1997: 67). 일루즈를 비롯한 문화사회학자들의 주장처럼 감정은 일

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특히 집단적으로 공유된 특정 

감정은 1)역사적 사건을 규정하는 역동적 요인으로, 혹은 2)여러 다양한 사회적 및 문화

적인 요인을 층위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재이다(바르부, 1997:68-69). 지금까지 감정에 초점을 맞춘 분석(특히 역사적 

연구에서의)은 정확도의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기존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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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한국사회 내 우울감정의 집단적 발현은 식민지시기와 해방, 한국

전쟁, 독재정권의 경험 등 한국사회 만의 독특한 역사적·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라도, 향후 연구에

서는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우울’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정에 대한 사회사적 논의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을 중심으로 한 감정 장의 형성과 우울증 담론의 구성 과정에 대한 비교

사회·문화적 분석을 위하여, 같은 아시아권에 속한 국가들의 우울증 수용의 역사와 우

울증이 흔한 질병이 된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와 

다르게 보다 빨리 서구정신의학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정신의학의 질병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특정 사건(고베 대지진)과 시대적 상황(잃어버린 10년；ロ

スゼネ)을 계기로 기존 우울증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질병 범주(우츠뵤, 鬱病)를 서구식의 

주요우울장애로 교체한 경험이 있다(Kitanaka, 2011). 또한 일본에서의 우울증 담론은 한

국과 다르게 정신의학계를 필두로 한 전문가집단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항

우울제 마케팅과 미디어를 통한 보도를 중점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한 사회에 서구정

신의학에 기초한 정신 장애 범주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수용되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탐색하고, 또한 우울증 담론의 구성 방식과 참여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우울감

정의 집단 발현에 대한 사회학적 바탕을 보다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

근은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에 기초하여 등장한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밝혀내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일상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깊

은 통찰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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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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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Depression has become not only ‘illness as metaphor,’ but also a 

symbol that represents the phases of the times. In Korean society, a lot of people 

are suffering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their life course. Depression now has 

become a major mental issue in Korea relating to severe social problems such as 

suicide. So, this paper tries to argue that why Korean people are so depressive, and 

analyze depression discourse in Korean society from a sociological viewpoint.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regarding on social 

construction of depressive disorder―since when, and by whom depressive 

mood(melancholy) have become a type of mental disorder. In fact, depressive 

disorder is a recently known invention. With a development of Western psychiatry 

in 19C, melancholy, a norm that indicated depressive, sad, and hopeless mood has 

been changed into depression by distinguished two psychiatrists―Kraepelin and 

Freud. Also, by the manual book,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published by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depression has 

re-defined as depressive disorder and diagnosed frequently in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Korea, there was no depressive disorder as a type of mental diseases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before Korean people decided to adopt the Western 

psychiatry. There were just some norms indicating symptoms that are considered as 

depressive ones, such as overeating, lack of sleep, loss of appetite, etc. Korean 

society accepted Western psychiatry in the late 1800s, but Korean people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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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atrists and clinicians was less interested in depressive disorder at that time. 

Only a few intellectuals paid attention to a relationship between melancholy and 

literary creations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1970s, depressive disorder has gotten a lot of attention among Korean 

psychiatrists and clinicians because patients suffering from depressive mood have 

evidently increased. With the utmost effort of medical experts, collective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defined as mental disorder in the early 1980s. This paper 

analyzed specific articles related to depression in two major journals―『Th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an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Depressive and Bipolar Disorders』 , to figure out how Korean experts accept 

Western psychiatric norm and medicalize depressive mood as depressive disorders. 

As a result, the fact that Korean psychiatrists actively have formed a certain 

depression discourse based on American psychiatry and biomedical model has 

discovered. In addition, most discussions in the articles have concentrated on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of medicine treatment. This trend is still 

shown in the 21st century, with a rapid growth of antidepressant market in Korea’s 

pharmaceutical market. In 2013, the size of domestic antidepressant market is 

expected to reach approximately 150 billion Won, and competition among 

pharmaceutical companies is getting hotter as time goes by.

    The discourse on depressive disorder that was made by Korean psychiatrists and 

clinicians has directly influenced on government’s policy-making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Five-Year Detailed Plan on Suicide Prevention> in 

2005, to decrease the suicide rate and promote public intervention on a suicidal 

behavior. The government considered depressive disorder as a main cause of 

suicidal behavior and constructed the prevention plan concentrating on management 

of mental health problem. Three years after, the former plan was totally modified 

and the revised version of prevention plan, <A Five-Year Comprehensive Plan on 

Suicide Prevention> re-announced in 2008. Managing mental health care including 

depressive disorder for all ages is still centered of the plan,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experts has strengthen more than ever before. Also, by 

the widespread mass media coverage of depressive disorder, discourse of depressive 

disorder which was constructed by experts and received governmental support has 

become an everyday subject among people in these days. Therefore, the discourse 

of depressive disorder in Korean society tentatively appeared in 2005, influenced by 

the efforts of experts, government, an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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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discourse of depressive disorder in Korean society has been most 

influenced by experts group. However, in the viewpoint of sociologist, a focus on 

depressive disorder is shifted from mental disorder issues to social structure issues. 

Why do people feel depressive in these days? Is this experience of being depressive 

just a personal event, or a social thing? This paper argues that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is not a personal event, but a collective experience reinforced 

by Korean social structure. Korea is a society that is strongly dominated by 

neo-liberalistic ideology. This ideology forces people to try harder and harder to 

achieve their survival. In this society, only survival and achievement becomes 

desirable social norms and competition among peoples is heating up. People should 

improve their ability and prove their value to others continuously. Restless 

self-improvement drives people to tiredness and exhaustion. In neo-liberalistic 

society, a race for survival is always incomplete. So, depression is closely related to 

so-called ‘burnout syndrome’ that represents the modern humans’ extreme 

mental fatigue. Also, as self-technology and therapeutic culture become popular, the 

status of a biomedical viewpoint on mental health and depressive disorder is getting 

higher in Korea. 

    Today’s discourse of depressive disorder in Korean society has been most 

influenced by experts group. However, in the viewpoint of sociologist, a focus on 

depressive disorder is shifted from mental disorder issues to social structure issues. 

Why do people feel depressive in these days? Is this experience of being depressive 

just a personal event, or a social thing? This paper argues that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is not a personal event, but a collective experience reinforced 

by Korean social structure. Korea is a society that is strongly dominated by 

neo-liberalistic ideology. This ideology forces people to try harder and harder to 

achieve their survival. In this society, only survival and achievement becomes 

desirable social norms and competition among peoples is heating up. People should 

improve their ability and prove their value to others continuously. Restless 

self-improvement drives people to tiredness and exhaustion. In neo-liberalistic 

society, a race for survival is always incomplete. So, depression is closely related to 

so-called ‘burnout syndrome’ that represents the modern humans’ extreme 

mental fatigue. Also, as self-technology and therapeutic culture become popular, the 

status of a biomedical viewpoint on mental health and depressive disorder is getting 

high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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