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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멜랑콜리는 서양고대의학의 체액설에 토대를 둔 의학적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의학

뿐 아니라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용어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

다.1) 이 천여 년에 걸친 시간 동안 서양 문화 속에서 전개된 멜랑콜리에 대한 축적된 논의

들은 이미 17세기 로버트 버튼의 방대한 저서 �멜랑콜리의 해부�에서 정리된 바 있다.2) 버

튼은 이 책에서 고대 이후 서양에서 산출된 멜랑콜리에 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문헌을 섭렵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29829).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교수, 의사학 및 의철학 전공

1) 고대 그리스에서 멜랑콜리 개념의 등장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인석, ｢멜랑콜리 개념의 기원과 분화를 통해 본 몸과 마음의 관계｣, �의철학연구� 29, 2020.

2) Robert Burton, The Anatomy of Melancholy (New York: New York Review Book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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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멜랑콜리의 원인, 증상,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개념이 기원한 의학뿐 아니라 

문학, 철학, 예술로 확장된 멜랑콜리는 개념의 명확성을 상실하고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 되

었다.

멜랑콜리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그러나 현재의 연구는 문

학이나 철학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학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에 반해 본 논문은 18, 19세기 의학계에서 이루어진 의학

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과거 이 천여 년 동안 진행된 개념의 모호화

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멜랑콜리 개념의 갈래를 잡기 위해 의학적 개념으로서 멜랑콜

리와 예술의 개념으로서 멜랑콜리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18세기에 이루어진다. 이어서 근

대적 정신의학이 성립되는 19세기에는 멜랑콜리를 정신의학의 범주 속에 재배치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의학에서 출발했으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 

멜랑콜리 개념을 다시금 의학화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멜랑콜리 개념에서 의학

적 의미를 가지는 일부 부분만을 취하고, 이미 그 의미가 방만해질 대로 방만해진 멜랑콜리

란 용어를 의학에서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18, 19세기 의학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가 해체되어 의학 내에서 재배치

되고 결국 의학에서 추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과전서�의 ‘멜랑콜리’ 

항목의 기술을 분석하고, 이어서 피넬과 에스퀴롤 등 프랑스 정신의학자들의 저술을 분석

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피넬과 에스퀴롤이 서양 근대정신의학의 정초자로 평가받기 

때문이며, 또한 의학적 용어로서 멜랑콜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들을 비롯한 프랑스 의학

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Ⅱ. 계몽주의 시대의 멜랑콜리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멜랑콜리 개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론 이를 단적으

3) 멜랑콜리에 대한 국내 저자의 연구서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이들도 모두 문학과 철학 방면에

서 멜랑콜리를 다룬 것으로 특히 김동규는 멜랑콜리가 서양문화의 기저음이라는 주장을 편다.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서울: 문학동네, 2010); 김동규, �멜랑콜리아�(서울: 문학동네, 2014). 박혜정, �멜랑
콜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이러한 사정은 해외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19

세기 정신의학에서 멜랑콜리의 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의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멜랑콜리

의 의학적 측면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Jean Starobinski, Histoire du traitement de 

la mélancolie (Bâle: J.R. Geigy,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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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을 총정리한 �

백과전서�에서 멜랑콜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멜랑콜리 이

해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과전서�에 나타난 ‘멜랑콜리’ 항목 서술의 

가장 큰 특징은 세 명의 필자가 멜랑콜리의 다른 측면을 각각 서술한다는 점이다.4) 이는 

방만해지고 모호해진 멜랑콜리 개념의 갈래를 잡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보다 100여 년 전 로버트 버튼은 유명한 �멜랑콜리의 해부�에서 하나의 

총체적 현상으로서 멜랑콜리를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멜랑콜리의 통일성은 계몽주

의 시대에 와서 분화를 거친다. 그것은 ‘정서적 멜랑콜리’와 ‘종교적 멜랑콜리’, 그리고 마지

막으로 ‘병리적(의학적) 멜랑콜리’이다.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정서적 멜랑콜리’는 비교적 

정상적, 혹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나머지 두 종류의 멜랑콜리는 부정적으로 기술된다. 여

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멜랑콜리의 철자는 ‘mélancolie’이고, 두 번째와 세 번

째의 경우는 ‘mélancholie’로 철자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소 의도적

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의미가 비대해진 멜랑콜리란 용어를 철자를 미세하게 달리함으

로써 의미를 분화시키고 내부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구별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된

다. 정서적 멜랑콜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습관적 감정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에

서 생겨나는 명랑함에 대립된다. 이것은 가장 흔히는 영혼과 기관이 쇠약해진 결과

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즐거움의 대상

들에서도, 또한 자연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어떤 완전함의 관념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도 하다. 그것은 영혼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명상을 좋아한다. 영혼은 명상을 통

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온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영혼을 탈진에 빠뜨리는 정념의 

동요와 격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5)

4) 세 명의 저자 중 두 명은 의사였다. ‘정서적 멜랑콜리’ 항목을 쓴 랑베르(Jean François de 

Saint-Lambert, 1716-1803)는 군인으로도 활동한 시인이자 철학자이며, ‘종교적 멜랑콜리’를 쓴 요

쿠르(Louis de Jaucourt, 1704-1779)는 레이던(Leiden)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백과전서� 총 

항목의 약 1/4을 썼다. 그가 쓴 항목은 의학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의학적으로는 기계

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병리적 멜랑콜리’를 쓴 므뉘레(Jean-Joseph Menuret, 1739–1815)는 몽펠
리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와서 활동하던 중 달랑베르와 디드로의 눈에 띄어 �백과전서�의 

의학 관련 항목들을 주로 집필했다. 의학적으로는 몽펠리에 의대의 생기론적 입장으로 랑베르와는 반
대 입장이었다. 

5) Saint Lambert, “Mélancolie”, L’Encyclopédie X (Neufchastel: Samuel Faulche, 1765) p. 3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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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묘사되는 멜랑콜리는 명랑함에 반대되는 관조적인 침잠과 평온함의 감정이다. 

필자는 그림을 통해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 1589-1623)의 ‘명상하는 막달렌(Magdalene in 

Meditation)’의 그림이 이를 표상한다고 설명한다. 그림 속의 젊은 여인은 죽은 자의 

두개골을 손에 들고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다. 다음으로는 조셉 마리 비앙

(Joseph-Marie Vien, 1716-1809)의 ‘달콤한 멜랑콜리’란 작품으로 여기서도 역시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젊은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도 머리를 한 손에 기대고 명상에 잠겨있

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두 여인 모두 주변에 여러 물건이 흩어져 있지만 주변 환경에는 전

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내면에만 침잠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정서적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이 

두 그림은 아마도 알브레히트 뒤러의 유명한 동판화 ‘멜랑콜리아’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종교적 멜랑콜리가 있다. 이는 

순수한 즐거움을 금지하는 종교의 거짓된 관념에서 유래한 슬픔이다. 이 종교는 구

원을 위해 인간에게 금식, 눈물, 마음의 회개만을 명령한다. 이 슬픔은 육체와 정신에 

모두 관계되는 질병으로, 인간 육체의 고장과 공상적이고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근

거 없는 양심의 가책에서,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유래한다.6) 

즉 인간의 순수한 즐거움을 죄악시하는 억압적 종교에서 유래한 슬픔을 종교적 멜랑콜

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멜랑콜리란 범주는 중세 이후에도 여전히 서양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억압적 종교에 대한 계몽주의적 반발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학적 멜랑콜리이다. 분량으로는 앞의 두 항목이 각각 한 쪽에 불

과한 짧은 분량임에 비하면 여러 쪽에 걸쳐 길게 서술되어 있다. 다만 �백과전서� 속의 항

목이므로 멜랑콜리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

진 논의를 중심으로 의학적 멜랑콜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당대 

의학의 발전이 멜랑콜리의 이해에 미친 영향, 특히 원인과 관련된 영향이 특징적으로 나타

6) D. Jaucourt, “Mélancolie”, L’Encyclopédie X (Neufchastel: Samuel Faulche, 1765) p. 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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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원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여기서 언급되는 의학적 멜랑콜리의 주된 증상은 착란

이나 망상이다. 착란과 망상은 갈레노스 이래 멜랑콜리의 주요한 증상으로 의학에서 자리 

잡았다.7) 즉 특정한 한두 가지 대상에 집착하는 착란이나 망상을 보이지만 열과 분노가 없

다는 점에서 광증이나 광란과 구별된다. 그리고 흔히는 극복할 수 없는 슬픈 감정과 동반되

며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인다. 여기서 슬픈 감정이나 혼자 있고 싶

어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상태로 볼 수 있

다. 반면 명백히 병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망상이며 이는 고대의 의학자들도 지속적으로 언

급하는 멜랑콜리의 병리적 측면이다.

당시의 의학자들이 생각한 멜랑콜리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심리적 요인, 기질적

(organique) 요인, 악마적 요인 등이다. 먼저 심리적 요인으로는 슬픔, 마음의 고통, 정념, 

충족되지 못한 성적인 욕구 등이다. 여기에 더해 종교적으로 조장된 공포, 즉 지옥과 영원

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지옥도와 같은 무시무시한 그림

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멜랑콜리와 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 항목의 필

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몽펠리에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다.8) 다음으로 기질적 요인으로는 인체의 여러 장기 가운데서도 간, 이자(rate), 자궁, 항문 

등에 생긴 문제들을 꼽는다. 딱딱한 음식,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 음식의 장기간 섭취, 음

란, 과도한 성생활, 특정한 풀의 섭취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의사들 

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초자연적 측면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멜랑콜리를 악마의 작용

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9) 물론 이 항목의 필자는 악마를 의학에 끌어들이는 일부 의

사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다. 이미 2천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의학에서 

추방된 초자연적 존재들이 의학에 다시 들어온 것은 중세 이후 서양사회를 강력히 지배해

온 종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인 기질적 원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멜랑콜

리에 대한 당대 의학의 영향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흔히 근대 서양의학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의 구조에 대한 학문인 해부학의 발전과 이의 연장선상에서 질병을 신

7) Rufus of Ephesus, On Melancholy, Peter Pormann ed., (Mohr Siebeck, 2008), p. 283. 

8) Menuret, “Mélancolie”, L’Encyclopédie X (Neufchastel: Samuel Faulche, 1765) p. 308b.
9) Menuret, L’Encyclopédie X, p. 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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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의 특정 부위로 국소화하려는 병리해부학의 발전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해부병리

학적 관점과 질병을 특정 체액의 과도함으로 보는 고대의 체액설은 서로 맞지 않는다. 체액

은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당대에 

발전하는 해부병리학적 관점에 부합하게 멜랑콜리를 특정 신체부위의 문제로 국소화시키

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액론적 기반을 포기한 멜랑콜리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물

론 고대의 의학자들 가운데도 멜랑콜리를 신체 부위와 연결시킨 이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

인 의학자가 멜랑콜리에 대한 중요한 저술을 한 에페소스의 루푸스이다.10) 다만 루푸스와 

근대의 의학자들과의 차이는 루푸스가 다소 관념적으로 멜랑콜리와 신체 부위를 연결시켰

다면, 근대의 의학자들은 해부병리학의 영향으로 실제로 멜랑콜리 환자의 시체를 해부하

여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특히 아랫배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러 의학자들은 멜랑콜리로 

사망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복부에 위치한 각종 장기들에 다양한 병리적 이상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장간막이 부어있거나, 거무스름한 피로 가득 찬 혈관의 팽대, 이자

의 경우 커졌다고 보고한 이도 있고 작아졌다고 보고한 이도 있다. 이들이 보고하는 다양한 

소견들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들은 특정 장기가 이상적으로 커졌다고 보고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작아지거나 위축되고 심지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특

정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보고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부위가 물러져서 녹아내렸

다고 기술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상반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치하는 점은 문제

의 근원은 복부에 있으며, 멜랑콜리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거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점은 당시의 일부 의학자들이 멜랑콜리와 뇌의 관계는 애써 부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멜랑콜리 환자의 부검 소견에서 뇌는 병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설사 뇌에 병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차적 원인이 거기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감응(sympathie)에 의해 복부의 이상이 뇌에 전달되어 병리적 변

화를 초래한 이차적 변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의 변화는 복부에서 발생한 병리적 

변화가 온몸에 퍼져있는 신경계통을 통해 즉각적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 즉 뇌에까지 전달

된 결과라는 것이다.11) 이들이 멜랑콜리와 뇌의 일차적 관련성을 부정하려는 이유는 멜랑

콜리에 대한 고대적 유산과 단절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0) 여인석, ｢멜랑콜리 개념의 기원과 분화를 통해 본 몸과 마음의 관계｣, 68-69쪽.

11) Menuret, Ibid., 3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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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신질환을 뇌의 기질적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한 현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본다

면 계몽주의 시대의 의학자들보다 고대 의학자들이 더욱 현대적이란 역설이 성립된다. 

그리고 여기서 신경계통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간의 의학적 발달을 반영하는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로리(Anne-Charles Lorry, 1726-1783)와 같은 의학자는 여기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멜랑콜리에는 흑담즙에서 유래하는 체액성 멜랑콜리와 체액과는 무

관하게 신경계통에서 유래하는 신경성 멜랑콜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2) 이는 계몽

주의 시대의 의학자들이 멜랑콜리를 체액과 연결시키는 것은 거부하지만 기질적

(organique) 연관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계몽주의 시대 의학에서 멜랑콜리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볼 때, 당대 의학의 발전을 일정 

정도 반영한 멜랑콜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없지 않으나 여전히 멜랑콜리와 흑담즙을 연

결시키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항목의 필자도 

흑담즙을 멜랑콜리의 원인으로 본 고대인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

으며 흑담즙의 응고물과 같은 거무스름한 물질을 배설하거나 토하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주장한다.13)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계몽주의 시대 멜랑콜리 개념의 새로운 의의를 의학적 

측면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멜랑콜리 개념의 복잡

하고 방만한 측면들을 별개의 항목을 통해 구별해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서적 멜랑콜리’는 이후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 인간 정서의 그늘진 부

분을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학적 멜랑콜리는 이후 

정신의학의 발전과 함께 고대의 체액론적 유산들은 버리고 멜랑콜리의 정신병리적 증상만

을 선택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피넬 - 멜랑콜리의 정신화

근대정신의학의 발전은 멜랑콜리에서 그 체액론적 기원을 박탈하려고 시도한다. 그 결

과 체액론과 거리를 두는 데 성공하지만, 멜랑콜리의 신체적 기원 학설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는 못한다. 그것은 신경계통이 체액을 대신하여 멜랑콜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

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8세기에 유행한 감각주의 철학은 의학적으로는 뇌와 신경계통

12) Yves Hersant, Melancolies, Bouquins (Paris: Robert Laffon, 2005), p. 683.

13) Menuret, Ibid., 3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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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웠다. 인체를 지배하는 주된 장기가 무엇인가 하는, 고대로부터 계

속된 2천 년이 넘는 논쟁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뇌와 신경계통의 우위성을 주장하게 된 것

이다. 과잉자극성(irritabilité)이란 개념을 통해 할러는 정신질환은 신경계통이 문제를 일

으킨 결과이며, 정신의 혼란을 설명하기 위해 흑담즙이나 체액의 부패와 같은 개념을 끌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14)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근대적 정신의학이 성립되며 멜랑

콜리는 체액이든, 복부이든, 신경이든 신체와의 관련성을 끊고 순수하게 ‘정신(morale)’의 

문제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근대정신의학의 정

초자로 평가받는 필립 피넬(Philip Pinel, 1745-1826)이다.

피넬은 무엇보다도 멜랑콜리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집중한다. 그것은 카파도키아의 아

레테우스와 같은 고대의 의학자들도 이미 지적한 것으로 오직 한 가지 특정 관념에 고착되

는 현상이다. 즉 “발열이 없는 질병으로 환자는 동일한 하나의 관념에 집착적으로 고착된

다.”15) 그리고 그 관념은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관념, 혹은 판단이다. 즉 자신의 몸이 유리

로 되어있다고 믿거나, 혹은 자신이 소변을 보면 온 세상이 홍수에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것과 같은 잘못된 관념에 대한 고착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잘못된 관념은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 확률이 극히 희박한 위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다. 피넬에 따르면 

멜랑콜리는 “환자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내리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는 하찮은 원인 때

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믿으며 파국적 결과를 맞지 않을까 두려워한다.”16) 자신

의 몸 상태에 미칠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란 점에서 멜랑콜리는 ‘히포콘드리아

(hypochondria)’와 공유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히포콘드리아는 글자 그대로 ‘상복부

(hypochondrium)’에 실제적 문제가 있어 소화불량(dyspepsia)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지만, 멜랑콜리에는 그러한 신체적 증상이 없다. 히포콘드리아에는 정신적 증상이 

장기적(organique) 기원을 가진다는 고대의학적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러한 연결

도 19세기 중반 이후는 끊어져서 ‘건강염려증’이라는, 현재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14) Jean Starobinski, Histoire du traitement de la mélancolie (Bâle: J.R. Geigy, 1960), p. 49.

15) Carolus Hude, ed. Aretaeus, Liber III, 5.3. Corpus Medicorum Graecorum (Berlin: Akademie 

Verlag, 1958), p. 39. 현미경의 발명자인 라에넥은 아레테우스의 저서를 불어로 번역하였다. Arétée de 

Cappadoce, Des causes et des signes des maladies aiguës et chroniques, traduit par R. T. H. 

Laennec (Genève: Droz, 2000), p. 73. 

16) Philip Pinel, “Mélancolie”, Yves Hersant ed., Mélancolie (Paris: Robert Laffon, 2005), p.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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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멜랑콜리 역시 신체적 기원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만 그러한 단절이 일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17) 피넬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혁명기의 유명한 의사 카바니스 같은 이도 체질, 혹은 기질로서의 멜랑콜리 체질의 존재를 

인정하며 간(hepatique) 계통이 지배하는 사람에게 멜랑콜리 체질이 나타난다고 주장했

다.18) 피넬은 적어도 멜랑콜리와 신체적인 연관성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환자의 그릇된 관

념과 그에 따른 행동에만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 또 증상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이전의 다른 의학자들은 멜랑콜리를 여러 개

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는데, 그 분류의 근거는 환자가 가지는 잘못된 관념의 대상이었다. 따

라서 대상의 종류에 따라 멜랑콜리는 수없이 세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피넬은 이런 

분류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상과 관계없이 잘못된 관념과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증상에만 

한정했다.19) 피넬의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18세기 이래 멜랑콜리가 질병분류 체계 속에서 

분류된 양상을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이를 위해 18세기 의학의 특징인 분류의학을 대표

하는 소바주(François Boissier de Sauvages, 1706-1767)의 질병 분류 체계 안에 멜랑

콜리를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로서 식물분류학의 체계를 세운 

린네와 친구였던 소바주는 린네의 식물 분류 체계를 차용하여 질병을 크게 10개의 대범주

(classe)로 나누고 이를 다시 295개의 중간 범주(ordre)로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2,400

개의 개별 질병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 체계 속에서 멜랑콜리는 8번째 대범주인 “광증(folie), 혹은 이성을 혼란시키는 

질병, 착란(vesanie)”에 포함된다. 이 범주는 다시 4개의 중간 범주로 나뉘는데, 멜랑콜리

는 세 번째 중간 범주에 속하며, 같은 범주에는 착란(délire), 뇌충혈(transport au 

cervaux), 심신 상실(démence), 멜랑콜리, 귀광(鬼狂, démonomanie), 조증(manie) 

등이 속해있다.20) 멜랑콜리가 속해있는 세 번째 중간 범주는 “뇌의 결함으로 초래된 정신 

이상”이란 설명이 붙어 있다. 소바주 역시 멜랑콜리가 뇌란 신체 기관의 문제로 초래된 것

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뇌와 멜랑콜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17) Jean Starobinski, Histoire du traitement de la mélancolie, p. 50.

18) Cabanis, Rapports du physique et du moral de l’homme (Paris: 1844), pp. 286-287. 카바

니스의 경우, 멜랑콜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는 ‘히포콘드리’란 용어를 더욱 선호
한다. 

19) Hersant, Mélancolie, p. 696

20) François Boissier de Sauvages, Nosologie Méthodique, tome 7 (Lyon: Chez Jean Marie 

Bruyset, 177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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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멜랑콜리의 원인에 대한 이전 의학자들의 논의들을 다

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갈렌주의자는 멜랑콜리를 흑담즙의 탓으로 돌린다. 윌

리스는 신경액의 산성화와 황산화의 탓으로, 의기계론자는 뇌신경섬유가 지나치게 팽팽해

진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상적인 가설이다.”21) 이처럼 소바주는 멜랑콜리

가 뇌란 신체기관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의 설명들은 거부하고 있다. 

피넬은 근대적 정신의학의 정초자로도 유명하지만, 18세기 분류의학의 유산을 계승하여 

질병분류에 관한 방대한 저작도 남겼다.22) 이와는 별도로 피넬은 정신질환만을 다룬 별도

의 저서를 출간하는데, 여기서 그는 정신질환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는 정신질환을 크게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멜랑콜리는 그 첫 번째 범주였다. 그가 밝힌 정신질환 분류의 

근거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자신을 이전의 분

류의학자들과 차별화시킨다.23) 그가 이처럼 장기간 환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

질환자를 주로 수용했던 비세트르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전의 다

른 정신의학자들이 갖지 못한 특권적인 것으로 많은 수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을 가

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멜랑콜리의 체액기원설이나 신체적 기원

설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를 순수히 정신적인 증상의 문제로 볼 수 있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피넬의 이러한 관점은 정신질환의 치료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정신의

학이 일반 의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일반적 신체

적 질환의 치료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신체에 대한 작용을 전제로 하는 약물이나 

일반 의학적 치료법을 정신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했다. 멜랑콜리를 예로 들자면 흑담즙을 

배출시키기 위해 토사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되

면서 신체적 치료가 아닌 정신적, 혹은 도덕 치료(moral therapy)가 도입된다. 그것은 피

넬의 말에 따르면 “신체적･도덕적 품성을 통해 정신이상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지배력을 행

사해, 그의 관념들의 나쁜 연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정신이상자가 긴

21) Sauvage, Nosologie Méthodique, pp. 344-345.

22) Philip Pinel, Nosographie philosophique ou Méthode de l’analyse appliquée à la 

médecine (Paris: Crapelet, 1798). 이후 이 책은 개정하며 총 3권의 방대한 책으로 늘어났다. 

23) Philip Pinel, Traité médico-phiolosophique sur l’aliénation mentale ou la manie (Paris: 
Caille et Ravier, 1800), p. 135. 나머지 네 범주는 다음과 같다. 착란이 없는 조광증(Manie sans 
délire), 착란이 동반된 조광증(Manie avec délire), 치매 혹은 사고의 정지(Démense ou 

abolition de la pensée), 백치 혹은 지적 능력과 감정적 능력의 폐색(Idiotisme ou oblitération 

des facultés intellectuelles et aff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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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그 정신이상자를 제압하고 길들이는 기술”이다.24) 쉽게 말하자

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 환자의 잘못된 관념이나 행동을 교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도덕 치료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면 홍수가 일어나 주변이 온통 잠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소변

을 참는 멜랑콜리 환자를 언급했다. 피넬은 그 환자에게 마을에 불이 나서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것이니 소변을 보아 불을 끄라고 말했다. 그러자 환자는 

그때까지 참던 소변을 보았다.25) 이처럼 피넬은 멜랑콜리 환자의 특징인 잘못된 관념에 대

한 집착을 교정하기 위해 비약물적 치료법인 도덕 치료를 시도했다. 

한 가지 멜랑콜리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피넬이 멜랑콜리와 자살을 연결시켰다는 사

실이다. 이전의 멜랑콜리에 관한 논의에서 멜랑콜리를 자살과 연결시킨 경우가 없지는 않

았다. 로버트 버튼은 그의 책 �멜랑콜리의 해부�에서 자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이 누가 보아도 명백히 불행한 사

태에 처한 개인이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

는 경우이다.26) 여기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개입되지만, 이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에 속하며, 의학적 의미의 멜랑콜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피넬은 자살 성향을 가지는 멜랑콜리의 한 변형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불

행한 외적 사건 없이 일어나는 자살이다. 그는 몽테스키외가 영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

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법의 정신�에서 언급했지만,27) 이는 결코 영국인에게만 해

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즉 명예나 재산을 잃는 등의 이

해할만한 이유가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프랑스인에게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28) 그런데 

몽테스키외가 말한 이유는 불행한 인간사를 의미하며, 그는 영국인의 자살 성향을 영국 특

24) Pinel, Traité médico-phiolosophique sur l’aliénation mentale ou la manie, p. 58.

25) Pinel, “Mélancolie”, Yves Hersant ed., Mélancolie (Paris: Robert Laffon, 2005), p. 701.

26) Robert Burton, The Anatomy of Melancholy, p. 432. 

27) 몽테스키외, 신상초 역, �법의 정신�(서울: 을유문화사, 1992), 225쪽.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로

마인이 이유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인은 어떤 이유도 상상할 

수 없는데 자살한다. 아니 그들은 행복의 품 안에서 자살한다...영국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병의 결과

이다. 그것은 기관의 물리적 상태에서 유래하고 다른 모든 원인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신경액의 여

과에 생긴 결함으로 보인다. 기관의 운동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스스로 지친다. 혼은 전혀 고통을 느
끼지 않지만 존재의 어려움을 느낀다. 고통은 국소적 병으로 우리는 이 고통이 그치기를 바란다. 삶
의 무게는 특정한 위치와는 전혀 무관한 병으로 우리가 이 삶을 끝내기를 바라게 만든다.”

28) Philip Pinel, Traité médico-phiolosophique sur l’aliénation mentale ou la manie, pp.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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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기후로 인한 질병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반면 피넬은 불행한 인간사만이 아니라 기

후와도 무관하게 자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말해 외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자살의 성향

이 있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넬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피넬의 

멜랑콜리 개념은 여전히 종래의 멜랑콜리 개념의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과거의 유산과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순수하게 정신적인 현상으

로 만듦으로써 막 성립되어 가고 있던 정신의학의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에스퀴롤과 그 이후 

에스퀴롤(Jean Etienne Dominique Esquirol, 1772-1840)은 피넬의 제자였다. 그는 

스승인 피넬이 멜랑콜리를 육체적 기원에서 분리시켜 정신의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더욱 나아갔다. 그것은 멜랑콜리에서 정신의학의 영역과 통속적 영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그는 각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어떤 개인이 슬픔에 빠진 습관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통속적 언어로 사용하는 멜

랑콜리란 용어는, 이 표현을 의사들처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는 모랄리스트나 시인

들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멜랑콜리는 고착된 관념과 슬픔의 성향을 지칭하기 위해 

간계통(système hépatique)이 지배하는 기질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병적 상태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노마니(monomanie)를 사용해야 한다.29)

즉 에스퀴롤은 온갖 의미들이 뒤섞여 있는 용어인 멜랑콜리를 의학에서 추방하고, 대신 

의학적 의미를 지니는 병적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모노마니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

던 것이다. 그는 모노마니를 히포크라테스의 견해를 따라 “열이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존재

하는 부분적 착란”으로 정의했다.30) 그 원인에 대해 에스퀴롤은 모노마니를 강렬한 정념

에서 유래한 질병으로, 따라서 인간의 심장에 위치하는 질병으로 보았다. 엇갈린 사랑, 두

려움, 공허감 혹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야망 등이 그 원인이다. 즉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29) Étienne Esquirol, “mélancolie”, Dictionnaire des sciences médicales, vol. 32 (Paris: 
Panckouke, 1819), p. 148.

30) Esquirol, “mélancolie”,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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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에스퀴롤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의 영향

력이 커지며 당시 정신병원에는 경찰을 두려워하는 모노마니가 넘쳐났으며, 영국에서는 

해외 식민지 투자의 실패로 인해 많은 모노마니가 생겨났다.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거치며 역시 많은 모노마니 환자가 생겨났는데, 에스퀴롤은 자신

이 관찰한 환자들만으로도 프랑스 혁명사를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31)

모노마니는 다시 두 개의 상반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조울증과 같이 슬프고 가

라앉은 상태와 반대로 흥분한 상태이다. 에스퀴롤은 슬픔이 지배적인 상태가 고대인이 말

하는 진정한 멜랑콜리라면서 이것을 자신이 만든 용어 리페마니(lypémanie)로 부르자고 

제안했다.32) 이는 슬퍼하다, 고통스러워 하다는 그리스어 뤼페오(lypeō)에서 유래한 것이

다. 즉 그는 진성(眞性) 멜랑콜리라 할 수 있는 슬픔, 좌절 등으로 인한 착란 상태만을 리페

마니로 명명했던 것이다.

에스퀴롤의 이러한 제안은 적어도 프랑스 의학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증거를 우리는 19세기에 출간된 프랑스의 의학백과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프랑

스 의학의 특징의 하나는 방대한 분량의 의학백과사전 편찬이다.33) 의학사전은 어느 나라

에서나 편찬되었지만 많게는 100권에 이르는 방대한 의학백과사전을 편찬한 것은 프랑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19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의학백과사전은 에

스퀴롤이 ‘멜랑콜리’ 항목을 집필한 Dictionnaire des sciences médicales로 

1812-1822년에 걸쳐 출판되었으며 총 6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이 대략 600쪽 전

후로 방대한 분량이다. 한 항목의 설명이 수십 쪽을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만큼 당

대의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의학백

과사전은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s sciences médicales로 1864-1881년에 

출판되었으며 총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은 700-800쪽 전후로 19세기 초반에 나

온 것보다 거의 두 배의 분량을 자랑한다. 이들 대표적인 의학백과사전 이외에도 19세기에 

수십 권 분량으로 출판된 의학백과사전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

지, 또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할애되어 설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용어나 개념이 당대 

31) Esquirol, “mélancolie”, p. 149.

32) Esquirol, “mélancolie”, p. 150. 에스퀴롤은 이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 미국의 의사였던 벤자민 러

쉬(Benjamin Rush, 1745-1813)가 슬픔이 지배적인 상태를 ‘tristmania’로, 흥분이 지배적인 상태

를 ‘amenomania’라고 명명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33) Erwin H. Ackerknecht, Medicine at the Paris Hospital 1794-1848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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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1819년 의학백과사전에는 ‘멜랑콜리’가 정식 표제어로 실려 있고, 그에 대해 상당

한 분량의 서술을 에스퀴롤이 하고 있다. 이보다 6년 후인 1825년 30권 분량의 의학백과

사전 Dictionnaire de médecine이 발간되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멜

랑콜리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에스퀴롤이 제안했던 용어인 모노마니와 리피마니가 모두 

실려 있다. 다만 이들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단 몇 줄로 간단하게만 기술되어 있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증(folie)’ 항목을 참고하라고 지시되어 있다. 실제로 광증 항목에서 80

쪽이 넘는 분량으로 멜랑콜리를 포함한 다양한 광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1875년의 의학백과사전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멜랑콜리’ 항목은 “리페마니를 

보라”고만 되어있어 실제적으로는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신 에스퀴롤이 

제안했던 리페마니와 모노마니는 각각 30쪽과 5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아 이미 19세기 후반이 되면 멜랑콜리는 더 이상 의학 용어로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프랑스 의학계의 특수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리

페마니와 모노마니는 멜랑콜리를 대신하는 용어로 프랑스에서는 사용되었지만, 영국과 독

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34) 

그렇지만 영어권에서도 19세기 후반부터 멜랑콜리는 의학 용어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depression’이란 용어가 점차 이를 대신하게 된다. 원래 어원적으로 ‘감압(減壓)’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depression’은 19세기 중반 의학에 들어왔다. 처음에

는 그 기계적 의미에 부합하게 심혈관계통의 기능 저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혈액의 순환은 심장의 기계적 펌프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압력의 저하라는 의미의 

‘depression’이 사용되는 데 무리는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유비적으로 정신현상에도 사

용되었다. 처음에는 ‘mental depression’처럼 앞에 ‘정신(mental)’이란 수식어가 붙었으

나, 곧 이 수식어가 떨어져 나가고 ‘depression’이란 용어만으로도 정동의 저하 현상을 설

명하게 되었다. 1860년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느끼는 기운의 저하”로 의학사전

에 나타나게 된다.35) 영어권에서는 19세기 중반을 전후로 멜랑콜리가 ‘depression’으로 

대체되었으나, 프랑스에서는 에스퀴롤의 영향으로 모노마니와 리피마니와 같은 멜랑콜리

34) G. E. Berrios, The History of Mental Sympto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304.

35) Berrios, The History of Mental Symptoms,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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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체 개념이 일종의 이행기의 용어로서 19세기 말까지 사용되다가 영어에서 유래한 

‘depression’이 들어 와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어권에서는 20세기 초반까

지도 멜랑콜리가 의학용어로서 사용된다. 에밀 크레펠린은 정동의 저하 상태를 몇 가지의 

멜랑콜리아로 세분하여 기술하였다.36) 

20세기 초반까지도 일부에서는 멜랑콜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점차 영어권에서 기

원한 ‘우울증(depression)’이 멜랑콜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37) 그러나 의미

가 동일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용어만 교체된 것은 아니었다. 용어의 대체 과정에

서 의미의 재배치와 재할당이 일어났다. 과거 멜랑콜리라는 개념이 포괄했던 내용을 오늘

날의 의학용어로 표현해보면 우울감, 우울증, 양극성장애, 편집증, 망상 등이다. 이 가운데 

우울한 정서는 의학이 다룰 내용이 아니라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영역이라며 의학에서 몰

아내고자 했던 부분이다. 에스퀴롤과 같은 19세기의 정신의학자가 의학의 영역으로 남기

고자 했던 것은 모노마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모노마니란 그 용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

나의 대상이나 잘못된 관념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상은 멜랑콜리에 대한 고대의학

자들의 논의에서도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정신의학적으로는 편

집증(paranoia)이나 망상(delusion)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멜랑콜리에서 분리되어 나

오고, 우울한 정서가 기본이 되는 우울증이 ‘depression’이란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어

떤 의미에서는 멜랑콜리란 용어의 정리 과정에서 의학에서 추방하고자 했던 내용이 우울

증(depression)과 함께 다시 의학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19세기는 근대적 정신의학이 탄생한 시기이다. 정신의학이 분화되어 의학 내에서 독자

성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학과 구별되는 점을 부각해야 했다. 

그것이 ‘정신’이란 측면이다. 즉 기존의 의학은 질병으로 인한 모든 병적 현상의 기원을 생

36) Emil Kraepelin, Manic-Depressive Insanity and Paranoia (Salem: Ayer, 1990), pp. 75-97. 

37) 영어권에서 기원한 ‘depression’이 보편적 용어로 자리잡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범위

를 벗어난다. 다만 20세기 후반부터 영어가 의학계의 공용어가 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
측된다. 20세기를 전후한 시기 미국, 영구, 독일, 프랑스 등에서 우울증을 포함한 정동장애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의 변천에 관해서는 다음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Berrios, The History of 

Mental Symptoms, pp. 29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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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적 몸의 이상에서 찾았다. 반면 정신의학은 생물학적 몸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병적인 

이상 행동을 순수하게 정신적 현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이상 행동을 비롯하여 병리적 정신 현상을 일반 의학에서처럼 

기질적 변화나 이상과 연결시켜 설명하기에는 그 간극이 아직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이유야 어떠하든 생물학적 몸이라는 구체적 

토대를 상실한 정신의학은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증상의 기술과 분류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에밀 크레펠린(Emil Kraepelin, 1856-1926)으로 대표되는 기술정신의학

(descriptive psychiatry)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정신의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에

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38)

근대적 정신의학 성립과정의 우여곡절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멜랑콜리란 

용어의 운명이다. 멜랑콜리는 어원에서 나타나듯이 그 용어를 통해 표현하던 감정과 이상 

행동이 체액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멜랑콜리는 서양 고대의 심신일원론적 인간

관을 표현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19세기는 고대의 체액설이 의학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렇다고 해서 당대 의학을 지배하던 해부병리학적 관점이 감정

과 이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멜랑콜리는 그 용

어가 지니는 모호성 때문만이 아니라 감정과 신체를 연결하던 체액이라는 고리가 의학에

서 사라진 상태에서, 그리고 체액을 대신할 다른 생물학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의 용어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19세기의 정신의학이 신체와 연결을 끊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의학의 정초자들이 이러한 연결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에스퀴

롤은 해부병리학이 발전하면 어느 날엔가 멜랑콜리에서 보이는 감정과 이상 행동을 생물

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모노마니에 대한 연구는 몸을 엶으로써 어느 날엔가 뇌의 기능과 지적이고 

정신적 능력의 발현에 미치는 이 기관의 영향에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모노마니는 해부병리학과 생리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39) 

38)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서울: 바다출판사, 2009), 172-186쪽.

39) Esquirol, “mélancolie”,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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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생물학적 관점이 정신의학을 지배하고 있다. 신경전달물질과 뇌의 생물학적 

변화를 통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1세기의 정신의

학은 사용하는 용어는 달라졌지만, 체액으로 인간의 정신적 증상과 이상 행동을 설명하던 

고대의학의 일원론적 입장으로 돌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핵심어: 멜랑콜리, 피넬, 에스퀴롤, 근대정신의학

논문 투고일: 2021.11.26.  심사 완료일: 2021.12.2. 게재 확정일: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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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te of “Melancholy” in the Formation Period of 

Modern Psychiatry

40)

Yeo In-sok
*

Melancholy started as a medical concept based on the humoral theory of 

Western medicine but has since been used as a term to describe human beings 

in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art, and medicine. The accumulated 

discussions on melancholy developed in Western culture over thousands of 

years are summarized in Robert Burton’s extensive book, “The Anatomy of 

Melancholy,” in the 17th century. However, the concept of melancholy, which 

was extended to literature, philosophy, and art, as well as to medicine from 

which it originated, lost its clarity and became a fairly ambiguous concept. As 

a kind of reaction to the conceptual ambiguity of the past 2000 years, an 

attempt was made to differentiate the concept of melancholy through the Age 

of Enlightenment in the 18th century. Then, with the establishment of modern 

psychiatry in the 19th century, attempts were made to rearrange melancholy 

into the category of psychiatry. However, these were not simply attempts to 

medicalize the concept of melancholy that started from medicine. On the 

other hand, such attempts were extended to other fields, appearing in the 

direction of taking only a part of the concept of melancholy that has a medical 

meaning and expelling from medicine the term “melancholy,” which had 

become lax as its meaning loosened. This tendency had already appeared in 

the early 19th centur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founding period of modern 

psychiatry. In this study, the change of attitude toward melancholy that 

occurr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modern psychiatry in the early 19th 

century after the Enlightenment in the 18th century was examined. We 

analyzed the description of the “melancholy” item in the �Encyclopedi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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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erot and then, through the writings of French psychiatrists such as Pinel 

and Esquirol, who are the founding fathers of modern psychiatry, relocated 

the concept of melancholy within medicine.

Keywords: melancholy, Pinel, Esquirol, modern psychia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