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 

 

타티아나 테라소프(Tatiana Tarasoff)와 우울증 

 

1969년 UC 버클리.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 타티아나 테라소프(Tatiana 

Tarasoff)에게 사랑에 빠진 인도에서 온 유학생 프로센짓 포다(Prosenjit 

Poddar)는 테라소프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심한 실의에 빠지면서 

우울증을 앓게 된다. 학교의 학생건강센터의 심리치료사를 찾아가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받던 중 포다는 테라소프를 죽여 버리겠다고 치료사에게 

말한다. 치료사는 포다가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는 

학교경찰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경찰이 포다를 

찾아가서는 간단한 질문으로 조사를 마친 다음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는 그냥 내버려둔다. 오늘날 이런 조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에는 이런 식의 조치를 내리고는 했던 모양이다. 테라소프가 

브라질에서 돌아오자 포다는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 칼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테라소프의 가족은 학교 측과 경찰이 가족들에게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판결은 그 당시 학계, 사회복지, 의학계, 정신과 치료 분야 

등에서 큰 관심을 끌면서 가주대법원에서 테라소프 가족의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 생겨난 판례법이 바로 "테라소프 조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911을 부르듯이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누군가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장애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갈지 모르는 언행을 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일단 경찰,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기동대, 또는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의사나 심리치료사 등에게 즉각 



연락을 취해온다.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타살에 대한 강한 충동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울증상으로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는 도중에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타살의 의사를 내비치면 치료사는 그 대상과 경찰에 통보하여서 대상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테라소프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것이 어떤 

우발적인 충동이나 "욱하는 분노"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포다의 경우에서처럼 우발적인 말다툼이나 순간적 분노로 발생하는 

사건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그 당사자는 그때까지 이미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신이 

잘 아는 사람, 부인, 자녀, 애인, 친구, 직장상사나 동료 등의 살해는 순간적 

충동이나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포다가 테라소프를 살해한 

것처럼 이것은 상당기간 진행되어 온 심리적 문제의 마지막 산물이며 

준비되어 왔던 일 이라고 보아야한다. 타살의 사고행위가 상당기간 집요하게 

진척이 되어 오다 일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한다.  

   자살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는 한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보다는 상당한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다가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보아야한다. 즉, 자살 

또는 타살을 여러 번 생각 속에서 떠올려 보았다는 것이 되겠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생각이나 의사를 내비추거나, 

실제로 어떤 준비에 착수하거나 사전연습 등이 있었음을 발견하고는 한다.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최근 미국의 명문대학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자살사건, 버지니아 

공대 참사사건, 그리고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녀를 동반한 

자살 및 타살 사건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까맣게 몰랐던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장애를 지닌 

사람이 가족(어린 자녀포함)을 해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거나, 자해행위를 

시도하면 가족이나 친지는 이것을 경찰, 아동보호국, 그리고 정신과 

치료기관에 연락하여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타살의 대상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처해주어야 한다. 

 

우울증 증상 및 진단기준 

 

우울증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연령층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성인 또는 노년층에 

나타는 증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미국신경정신과협회 진단백서 

DSM-IV는 밝히고 있다. (성인우울증의 진단기준은 하버드 카운슬링센터 웹 

사이트 "우울증 진단 및 치료"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 우울증의 진단에는 Weinberg 진단기준(The Weinberg Criteria)이라는 

것을 흔히 적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 아동이 느끼는 심각할 정도의 

우울한 기분이 거의 온종일 지속되며,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도 이러한 

심리상태를 쉽게 감지 할 수 있으며, (2) 자신을 심하게 폄하하는 말이나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아래 여덟 가지 중에서 최소한 네 

가지의 증상을 3주 이상 나타내 보일 때 우울증의 진단이 가능하다. 

 

1. 불안, 초조해 하거나 좌불안석하기. 

2. 수면장애.  



3. 학교 성적부진 및 학업문제 발생. 

4. 사회생활에서 활동변화. 

5. 학교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공부에 대한 태도변화. 

6. 두통, 복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적 증상호소. 

7. 일상생활활동 에너지 감퇴. 

8. 식욕의 비정상적인 변화나 체중의 급격한 변화. 

 

우울증 발생 위험요소 (Depression Risk Factors) 

 

아동 및 청소년 우울증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가 지닌 

정신과장애(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와 부모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가정불화나 이혼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가정의 안정적 기틀과 가족 

간의 관계에 위협이 되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녀사이, 가족, 그리고 

생활환경의 어떠한 변화도 아동우울증의 주요한 발병위험요소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아동, 청소년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부모의 자녀 거부, 보호소홀, 방치 또는 유기.  

2.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파탄. 

3. 열악한 환경조건의 학교로 전학. 

4. 부모의 우울증, 약물남용 등 정신과장애. 

5. 부모 또는 가족의 건강악화 또는 사망. 

6. 성폭행, 신체적, 정서적 학대. 

7. 부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또는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 

8. 가정의 평온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외부로 부터의 위협이 존재할 

때. 

9. 시합, 경연, 시험, 학교성적 등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10. 부모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때. 

11. 애착관계의 사람과 관계가 단절 되었을 때. 

 

잠복성 우울증 (Masked Depression) 

 

잠복성 우울증의 주요원인으로는 학교공부가 가져다주는 가중한 책임감, 

성적부진으로 오는 좌절 및 절망감 (hopelessness), 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또는 bullying 당하기,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 친구나 

부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 열악한 가정환경, 부모의 정서적 유기 또는 

방치, 그리고 신체적, 성적학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런 경험을 하는 

아동들에게서는 위의 Weinberg 진단기준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보다는 오히려 불안장애, 반항행동, 반사회적 행동장애 등이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학교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등교거부, 무단결석, 학업소홀 등으로 정학을 당하거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당국과 면담이 잦아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녀의 행동이 

우울증으로부터 발단하고 있지 않은지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우울증과 청소년 자살충동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들의 자살시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많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증 증상보다는 반사회 행동장애나 약물남용 등이 

더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의 치료를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장애나 약물남용 등은 우울증과 함께하는 장애이며, 이럴 경우 

자살시도의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다.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나, 10세 이상 



아동들의 경우 약물과다복용, 독극물(소독용 알코올, 거북이 먹이 등)을 

마시거나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보고되어있다. 

 

아동 청소년에게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다. 

 

1. 식욕이나 수면습관의 비정상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있다.  

2. 친구, 가족, 그리고 평소에 즐겨하던 사회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하거나 멀리한다.  

3. 무단가출, 반항행동, 과격한 폭력적 행동이 나타난다.  

4. 마약 또는 알코올을 남용한다.  

5. 외모에 무관심해 지면서 남루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6. 쉽게 화를 내거나 좌불안석하는 등 성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7.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성적이 저하되면서 공부가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한다.  

8. 일상사 거의 대부분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즐거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  

9. 칭찬이나 보상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10. 자살, 죽음 등을 자주 입에 올리며 집착하기 시작한다. 

 

아동청소년 우울증 검사기구 (Assessment Instruments)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Adolescent (MMPI-A): 

정신건강분야의 성격검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뢰도가 

뛰어난 검사기구이다. MMPI-A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용으로 

사용되는 검사기구로 10 가지 Clinical Scale을 제공해주며, 특히 Scale-2 

"Depression"과 Scale-8 "Hypomania" 스코어가 우울증 및 조울증 진단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MMPI-A는 또 반사회행동, 불안장애, 피해망상, 

정신분열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검사는 전체 478 문항의 질문에 true/false로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시간 동안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Millon Adolescent Multiaxial Inventory (MACI-III):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성격검사기구의 한 가지로 세 가지 영역에서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사춘기 청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160 문항의 true/false로 

답하는 검사기구이다. 첫째, Personality Pattern에서는 내향성 또는 외향적 

성격, 정신고통 감수능력, 낙관적 사고기능, 대인관계에서의 종속성, 드라마 

퀸 성격행동, 반항행동, 자기 확신감 등의 성격적 특성 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Expressed Concerns에서는 정체성 발달, 자기존중심, 안정적 친구관계 

유지기능, 대인관계 사회성기능, 가족화음 등의 기능을 평가한다. 세 번째, 

Clinical Syndrome에서는 약물중독, 학사징계 또는 퇴학, 충동행동, 불안, 

우울증상 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해준다. 

Behavioral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Second Edition (BASC-2): 전체 

186 문항으로 이루어진 true/false 객관식 검사로서 12살에서 18살 사이 아동 

및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불안심리, 우울증 등의 존재유무를 

검사하며 또한 대인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긍심 등에 대한 단서를 

얻어낼 수 있다. 

Personality Inventory for Youth(PIC): PIC-Y는 진단의 정확성과 교육 

서비스 제공여부 판단용으로 흔히 사용되며 3살에서 16살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행동기능, 정서능력, 그리고 인지기능 등 심리행동기능의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전체 430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MMPI-A처럼 역시 비교적 

장시간 동안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우울증 증상 한 가지만을 검사하는 간단한 검사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RADS) 



• Hamilton Depression Inventory (H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for Youth (BDI-Y)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아동 청소년 우울증 치료법 

 

약물치료 (Medication Therapy)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대뇌신경조직에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한다. (24 페이지 그림 6 참조). 신경전달물질 중에서 

세로토닌(Serotonin)은 신경조직 내에서 분노, 공격성을 조절하고, 체온, 기분, 

수면, 성욕, 식욕, 그리고 물질대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의 부족은 분노 및 공격행동의 절제력을 잃게 만들며 

심한 우울증에 빠뜨리게 된다. SSRI는 신경세포의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세포 안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차단하여서 좀 더 장시간 

시냅스에서 활동하도록 해서 분노절제, 공격성 완화, 식욕, 성욕, 의욕 및 

기분이 증진하도록 도와준다. SSRI를 항 우울제로 사용할 경우 알려진 

부작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두통-복용 후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토-매 복용 시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불안감 및 불면증-잠들기가 힘이 들거나 또는 도중에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용 시작 후 처음 몇 주 동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복용량의 조절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완화된다.  

• 초조함 및 좌불안석-약 복용 후 처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만약 지속될 경우에는 처방을 맡은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한다. 



• 성욕감퇴-증상이 지속될 경우 처방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