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뇌질병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들어가며
서울대학교 정신과/뇌인지과학과 교수인 권준수는 뇌기능이상이 조현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
다.1) 퓰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인 론 파워스는 두 아이 모두 조현병을 앓았다. 그는 정신의학
의 역사와 자기 가족의 서사를 엮은 책에서 조현병을 뇌의 질병으로 간주한다.2) 앞의 권준수
는 Surviving Scizophrenia가 1983년 첫 출간된 이후 조현병에 관한 표준적 참고도서로 자
리 잡았다고 평가했다.3) 이 책의 저자인 풀러 토리는 조현병이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알츠
하이머병과 같은 뇌질환임이 입증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4)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이
다. 신경세포소실과 같은 물리적 변이가 병의 원인임이 분명하다. 조현병이 알츠하이머와 같
다는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조현병은 뇌의 물리적 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센턴도 이 점을 
명시한다.5) ‘조현병은 뇌의 질병이다.’ 뇌질병설은 현대정신의학의 정체성인 생물정신의학을 
상징한다. 

약 200년의 역사를 지닌 현대정신의학은 질병분류학으로 시작했지만, 그 본래의 지향은 뇌
질병설로 상징되는 생물정신의학이었다. 예를 들어, 생물정신의학의 맥락에서 정신의학사를 
바라보는 에드워드 쇼터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정신의학의 주제는 신경과학을 어떻게 하면 치
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평한다.6) 예를 들어, 현재는 조현병으로 불
리게 된 증상군을 조발성 치매로 범주화한 에밀 크래펠린도 조현병이 뇌질병이라고 했다.7) 사
실 이런 생각의 뿌리는 훨씬 깊다. 고대부터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신경-구조적 변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8) 이 생각은 정신질환적 증상군이 뇌질병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강화되었다. 신경매독을 예거할 수 있다. 신경매독증상이 스피로 헤타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바그너-야우레크가 신경매독증상에 대한 열치료를 시도한 이후, 수세기 동안 
기능성 정신병 즉, 기질성 병변이 뚜렷하지 않은 정신병의 물리적 치료법을 찾아내려는 노력
이 정신병 역사의 주된 줄거리가 되었다.9)

1) https://www.youtube.com/watch?v=fctQyQde5Lw. 의 강연 중 조현병 부분. 구체적으로 외부정보
와 뇌의 피질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시상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는 해석을 제안했다. 

2) 이 점은 그가 정신질환의 뇌 질병설을 취하는 해리슨의 글을 인용하는 대목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
러난다. Ron Powers,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정지인 역 (서울: 푸른숲, 2019), p. 297.

3) E. Fuller Torrey, 조현병의 모든 것, 정지인 역 (서울: 푸른숲, 2021), p. 8.
4) E. Fuller Torrey, 2021, p. 204. 
5) Martha Shenton etc., Structural neuroimaging in schizophrenia: from methods to insights 

to treatments,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2(3), 2010, p. 317.
6) Edward Shorter, 정신의학의 역사, 최보문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20), p. 125. 정신의학의 역

사, 지난 두 세기 동안 정신의학의 주제는 신경과학을 어떻게 하면 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
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에드워드 쇼터와 달리 심신의학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신의학사가로 앤
드류 스컬을 들 수 있다. 

7) Paul Harrison, The Neuropathology of Schizophrenia, Brain 122, 1999, p. 593. 크래펠린은 
정신질환을 환경에서 연유하는 조울성 질환과 뇌의 내부에 물리적 원인이 있는 내인성 질환으로 분류
했다. 그가 dementia praecox라고 명명한 조현병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도 다루겠
지만 현재 조현병은 치매와 같은 퇴행성질환이 아닌 발달성장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크래펠린이 뇌
질병설주의자라는 판단에는 이설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생물정신의학과 그 반대쪽에 속하는 심신의학
적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1896년 출간된 자신의 
책 5판에서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정신의학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론 파워스, 182쪽. 그러나 
그가 생물정신의학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질병분류학은 원인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지 
않은 시기에 취할 수 있는 유사과학적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Edward Shorter, 정신의학의 역사, 최보문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20), p. 126. 



그러나 조현병 뇌질병설과 상반되는 견해도 있다. 먼저, 반정신의학을 들 수 있다. 미셸 푸
코, 로날드 랭과 함께 반정신의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사즈는 생물정신의학을 정면으로 비판했
다. 그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개념은 신화 혹은 은유이다.10) 그는 정신질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회의한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11) 푸코는 권력관계의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평가한다. 그것은 사회적 훈육의 관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로날드 랭
은 실존현상학적 맥락에서 정신질환에 접근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신의학은 인간의 행동을 도
덕적, 사회적으로 분류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일 뿐이다.12) 둘째,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중심모델
을 비판하는 샌드라 스타인가드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방법이 질병중심
모델에서 약물중심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이외에도 매드 프라이드 운동, 신경다
양성론 등 생물정신의학에 반대하는 이들, 단체, 운동이 적지 않다. 

이들 반생물정신의학자들은 심신의학의 범주에 속한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몸 뿐 아니라 마
음도 원인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심신의학은 정신분석학 뿐 아니라, 70년대에 탄생한 통합
의학의 질병관도 포괄한다. 심신의학은 뇌질병설로 상징되는 생물정신의학과 대립한다. “사람
들은 뇌 과학을 정신분열증에서 수줍음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단으로 보는 세상에 산
다... (그러나) 심신의학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각광받던 
종합 프로그램인 정신신체의학... 1970년대에 탄생한 용어인 통합 의학은 무엇보다 마음과 몸
을 모두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적 선언문의 역할을 했으며, 이는 점
점 강한 비난을 받던 환원주의 의학과 정반대의 입장이었다.”14) 요컨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
재도 정신질환을 보는 관점은 크게 뇌질병설과 심인성질병설의 둘로 나눌 수 있고, 그 배후에
는 생물정신의학과 심신의학이 있다. 

생물정신의학과 심신의학의 질병관은 보다 깊고 넓은 층위에 있는 형이상학에 토대하고 있
다. 몸의 몸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마음의 몸에 대한 인과를 수용하는 심신의학의 심인성질
병관에서는 마음에서 몸으로 향하는 하향인과를 인정하지만, 생물정신의학의 뇌질병설에서는 
오직 몸에서 마음으로 향하는 상향인과만 수용한다. 예를 들어, 뇌질병설에 따르면 조현병의 
대표증상인 환각은 뇌의 물리적 변이에 의한 것이지만, 심인성질병설에 따르면 마음의 문제가 
궁극적 원인이다. 아래에서는 뇌질병설과 심인성질병설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고찰함으로써, 
뇌질병설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고 심인성질병관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확인한 후, 뇌질병설
의 논거를 검토함으로써 뇌질병설의 경계 혹은 한계를 검토한다.   

뇌질병설의 의미와 심인성질병관의 하향인과
뇌질병설은 뇌가 조현병의 원인이라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말은 다양
하게 해석될 수 있다. 뇌질병설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복수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9) Edward Shorter, 정신의학의 역사, p. 323. 
10) Thomas S. Szasz는 1960년 발간된 논문 The Myth of Mental Illness에서 정신질환이 마녀와 같

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사실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이듬해인 1961년에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
했다. 이 책은 현대정신의학사의 음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11)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장창현 옮김 (서울: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0), p. 57-58. 
12) 싸즈는 2010년도에 재 발간된 자신의 대표저서 The Myth of Mental Illness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진단할 수 있는 뇌의 질환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연구에 토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오류다.” Preface ⅻ. 

13)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p. 336.
14) Anne Harrington,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조윤경 역 (서울: 살림, 2008), pp. 318-319. 



1) 뇌가 유일한 원인이라는 해석
2) 단순히 뇌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 
3) 뇌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 
4) 약물을 통한 신경화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뇌에 대한 물리적 조작을 통해 조현병을 치료
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해석 

약물치료효과는 종종 유전학과 더불어 뇌질병설의 대표적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된다.15) 그러나 
정신약물학의 한계를 주장하는 샌드라 스타인가드는 정신질환을 질병중심모델에서 약물중심모
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까지 워싱턴 대학 그룹과 다수의 추종자에 의해 약속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원인은 아직 모호하다.”16) 뇌질병설을 노골적으로 배척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뇌질병설과 조화롭지 못하다.17) 약물학의 효과에 대해 회의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약물학의 성취는 실천적 근거일 뿐이다. 뇌질병설은 약물학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개념이다. 뇌질병설의 실천적 논거인 4)를 뇌질병설의 해석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뇌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은 조현병을 심신질환으로 보는 입장과 어울린
다. 심신의학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몸과 마음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뇌질병설은 마음의 인과력을 수용하는 심신의학과 양립하지 못한다. 역
사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가 있다. 먼저, 생물정신의학과 심신의학에 포함되는 정신분석학은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1970년대 이후 특히 DSM-Ⅲ(1980)의 출간이후에는 뇌질병설 쪽에서 
심인성질환모델을 배격했다. 예를 들어, DSM-Ⅲ의 책임편집자인 스피쳐는 의도적으로 정신분
석학의 용어를 몰아냈다.18) 둘째, 심인성질환모델을 허용한다면 뇌질병설이라는 명명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심인성을 수용하는 뇌질병설은 결국 심신의학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2)와 3)의 해석도 배제할 수 있다. 뇌질병설의 의미는 ‘뇌 즉, 조현병 증상에 선행하여 발
생하는 신경체계의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뇌질병설에 관한 해석에 도달했으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환경요인의 해
석이 대표적이다. 사노프 메드닉과 토마스 맥네일의 two hit 이론(1968)에서는 본래의 타고난 
기질적 요소가 청소년기에 다시 변이를 일으켜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9) 조현병
이 뇌질병이라고 단언하는 센턴은 이들의 주장을 발달성 질병이라는 견해의 근거로 사용했다. 
Two hit 이론 등은 뇌질병설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1983년 어윈 파인버그는 
조현병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피질 시냅스의 가지치기 이상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
고,20) 2011년 가버 팔루디와 캐롤리 미르니치는 조현병을 유전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으로 

15) Edward Shorter, 2020, p. 405. 에드워드 쇼터는 약물치료가 유전학과 함께 생물정신의학의 두 날
개였다고 평가하는데, 그가 말하는 생물정신의학은 정신병을 뇌의 화학적 변화와 발달이상에 근거한 
실질적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다. Edward Shorter, 2020, p. 395. 

16)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5장. 
17) Sandra Steingard, 비판정신의학, 203쪽 참조. 
18) 예를 들어, 1980년에 정신분석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한 진단들 뒤에 괄호를 붙여 신경증적 반

응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스피처가 정신분석가들에게 제공했던 눈
가림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Andrew Scull, 광기와 문명, 김미선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7), 
pp. 553-554. 

19) Martha E. Shenton. 2010, structural neuroimaging in schizophrenia, 323. 
20) Irwin Feinberg, Schizophrenia: Caused by a Fault in Programmed Synaptic Elimina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4), p. 331. 



발생하는 복잡한 병인을 가진 정신장애로 규정했다.21) 뇌질병설의 구체적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해석은 유전요소와 환경요소가 조현병 발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유전적 
소인을 언급한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중시하는 개인의 히스토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뇌질
병설에 적합하다. 그러나 환경요소와 뇌질병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먼저, 환경요소의 수용은 스트레스 등의 심인성질병관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환경이 조현병을 발현시켰다고 할 때, 환경적 요인은 전형적인 심인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인과적 퇴행을 막을 수 없다. 심인성 해석을 피하
기 위해 환경요소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해석은 청소년기에 특정한 
환경 물리적 요소 X가 조현병 특정 물리적 변이의 원인이라는 암묵적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주의 인과성을 수용하는 순간 무한연쇄를 피할 수 없다. 특정한 환경 물리적 요
인 X는 무엇인가에서 연유하고 그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에서 연유한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
다. (사실 인과관계를 환경으로 넓히는 순간 단순히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닌 복합적인 인과망
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부터 뇌질병설의 성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소의 
인과성을 부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영향관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환경요
소와 물리적 변이사이의 인과력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환경요소가 과잉요인에 불과함을 입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일견 환경요소가 과잉요인임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똑같이 조현병 맹아적 물리
적 변이를 지니고 있는 이들 중, 환경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조현병이 발현하는 사례를 조
사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환경요소의 온전한 제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관찰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물실험을 통해 이런 점이 확인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환경요소와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까?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유전적 요인을 포함하는 물리적 변이는 확률적으로만 확인되
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즉, 물리적 변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조현병이 발병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리적 변이가 과잉요인으로서 필요조건으로서의 인과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요소의 도입은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만든다. 따라
서 뇌질병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소를 배제해야 한다.22) 

21)  “1982년 파인버그는 조현병이 비정상적인 시냅스 가지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냅스 
교란이 조현병의 병리생리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질병의 독립적 특징으로 
연구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 신경면역과정과 환경
적 영향 등은 모두 시냅스 형태와 연결에 독특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질환의 등장에 기여할 수 
있다.” Gábor Faludi and Károly Mirnics, Synaptic changes in the brain of subjects with 
schizophrenia,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Neurosis 29(3), 2012. p. 305. 

22) 이 외에 사소하지만 강조해두어야 할 조건으로 뇌질병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조현병에 대응하
는 특정물리적 변이만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직 신체내의 물리적 변이만을 조
현병증상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뇌질병설은 상향인과만을 수용하므로 환원적 물리주의에 속한다. 이영
의, 신경과학철학, (서울: 아카넷, 2021), p. 53. 뇌질병설 주장자들은 조현병이 물리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원적 물리주
의자들은 심리적 기능과 현상은 모두 물리적 사태로 인해 발생하며, 물리적 사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뇌환원론자로서 뇌질병설 주장자들은 단순히 특정한 심리적 상태가 특정한 물리 신
경적 상태로 환원된다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의학적 의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조현병증상이 특정한 두뇌상태로만 환원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데이비드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개별자 동일론의 맥락에
서 동일한 심성 상태에 대응하는 물리적 상태의 대응은 무법칙적이므로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 불가능하고 그 결과 의식에 대한 일반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영의, 2021, 82쪽. 물리적 변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뇌의 물리적 변이가 유일한 원인이라는 뇌질병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a.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증상에 선행한다. 
 b. 조현병발병의 인과복합체에서 환경요소를 배제한다. 
 c. 하향인과를 수용하지 않는다.   

 
뇌질병설에서는 몸에서 마음으로 향하는 상향인과만을 주장하지만, 손을 움직이고 잔을 들고 
공을 던지는 행위에는 하향인과가 전제되어 있다.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마음만이 아니다. 정
서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말투와 
걸음걸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저히 다를 것이다. 이런 경험적 사실을 반영해서 마음-몸의 
인과를 인정하는 입장을 하향인과론이라 하고 톰슨과 바렐라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하향인과
론으로 수용하자. “하나의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망 N이 창발적 속성 P와 더불어 창발적 과
정 E를 보인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 2) E와 P는 N의 요소들의 역학에 하향적으로 
결정짓는 영향을 갖는다.”23) 하향인과는 심인성질병관의 형이상학을 대변한다.   

환원적 물리주의에 토대한 뇌질병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조현병증상의 원인은 신경상관자인 
뇌의 물리 구조 기능적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조현병 치료는 원칙적으로 신
경계의 구조 기능적 변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반해 심인성질병관에 따
르면 조현병 증상에 대응하는 신경 상관자가 있다고 해도, 조현병증상의 궁극적 원인은 마음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경 상관자는 마음이라는 원인과 환각이라는 대표 조현병 증상을 매개
하거나 혹은 수반할 뿐이므로 환원은 불가능하고, 치료는 매개하는 뇌의 구조 기능적 변이를 
타겟으로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뇌질병설과 심인성질
병관은 양립하지 못한다. 뇌질병설의 논거가 단단하다면 즉, 뇌질병설의 논증이 충분히 견고
하다면, 하향인과론과 심인성 질병관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뇌질병설의 근거검토
풀러 토리는 유전적 소인이 있음은 확실히 규명되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조현병을 유전질환이
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24) 그러나 뇌질병설의 근거를 요약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는 뇌실 확
장과 회백질 부피 감소를 대표적인 구조적 변화로 언급한다. 뇌실 확장은 조현병 증상에 수반
되는 공연한 특성이다. 회백질 부피 감소는 뇌실확장과 상응하는 현상이다. 뇌실은 뇌 주위를 
흐르면서 뇌를 영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척수액이 모여 있는 곳으로 모두 네 개다. 먼
저 두 개의 측뇌실이 있고 간뇌의 중앙에 비교적 작은 3뇌실이 그리고 교뇌와 연수의 중심에 
4뇌실이 있다. 두개골 안쪽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뇌실의 확장은 당연히 다른 구조의 
축소를 수반한다. 폴리 토리가 말하고 있는 시상과 꼬리핵의 부피감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25) 이 외에도 그는 전두피질과 해마의 이상 및 섬엽과 시상, 전방대상피질의 이상 뿐 아

이와 조현병증상의 대응은 유형(type) 층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뇌질병설에 유형층위 환원론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자. 

23) E. Thompson. & F. Varela, “Radical Embodiment: Neural Dynamics and Consciousness,” 
2001, 420쪽. 이영의 행화주의와 창발, 그리고 하향인과, 철학사상문화 제28호, (2018), 127쪽에서 
재인용, 

24) E. Fuller Torrey, 2021, p. 118. 
25) E. Fuller Torrey, 2021, p. 197. 



니라, 뇌의 비대칭성, 뇌 표면의 이랑, 뉴런 시냅스 이상을 언급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풀러 토리는 과감한 언급과는 달리 비교적 소략하게 조현병 뇌질병설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
고, 그가 제시한 근거들은 이곳에서 다룰 두 편의 논문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모두 검토할 필
요도 없다. 그런데 풀러 토리는 좀 이상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알려진 위험 요인이라는 
항목에서 이민을 언급한다. “이민도 조현병 발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었
지만,... 새로 이민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자녀가 그 부모보다 조현병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는 것도 매우 큰 관심을 받는다. 이 위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 사회학적 이론, 감
염원에 대한 노출 등 여러 가설이 제안되었다.”26) 그는 환경변화를 포함하는 위험 요인을 뇌
의 구조적 이상과 대등하게 묘사한다. “이처럼 명확하게 입증된, 조현병 뇌의 구조적, 신경심
리학적, 신경학적, 전기적 이상 들 외에도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 
요소(factor)들도 있다. 이런 요인들은 조현병의 원인(cause)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27) 

환경요소를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그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단
순한 조현병발현의 조건이 아닌 원인으로 보았다면, 하향인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변화→심리적 충격→조현병의 심리적 인과가 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조현병을 뇌질병이라고 주장한다면, 풀러 토리가 생각하는 
것은 2)의 ‘단순히 뇌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 혹은 3)의 ‘뇌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
을 뿐이라는 해석’인데, 앞서 말했듯이 뇌 외에 다른 원인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뇌질병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잘못된 표현이고, 상응하는 변이가 있을 뿐이라는 의미일 경우에도 뇌질
병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못한다. 풀러 토리의 논의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진술이 공존한
다.28) 따라서 뇌질병설을 주장하면서도 환경적 영향을 말했다면, 환경요소의 인과성을 부정했
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환경요소의 도입은 물리적 변이의 인과력을 
위협한다. 

해리슨의 논문은 1980년대 이후 1998년까지의 신경조직병리학적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고
찰에 토대하고 있다.29) 여러모로 센턴의 논문은 보다 포괄적이다. 그의 논문 범위는 해리슨의 
고찰대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30) 그는 조현병 범주를 이루는 각 증상 중 사고장애에 대
응하는 신경상관자를 조사하기도 했다.31) 그도 조현병은 뇌의 질병이라고 단언한다.32) 그리고 
MRI와 DTI의 발견을 보고한다. 모든 정신질환적 증상범주를 퇴행성과 발달성으로 구분해보

26) E. Fuller Torrey, 2021, p. 201. 
27) E. Fuller Torrey, 2021, p. 200. 
28)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환경적 요인의 대명사격인 스트레스가 심

신의학의 주요한 고찰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라. “스트레스는 이 새로운 심신의학 내러티브의 중심
에 자리한 핵심 과학개념이다.” Anne Harrington,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조윤경 역 (서울: 살림, 
2008), p. 181. 최소한 환경적 요인설이 뇌질병설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29) 저자는 영어자료에 한정했으나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그는 검토자료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1) Medline, PsycLit, 그리고 Biological Abstracts에 대한 일련의 키워드를 사용한 1998년 
10월까지의 온라인조사. 2)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같은 범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매주 업데이트한 
참고문헌. 3) 각 기사의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광범위한 재인쇄 수집 및 정독. Paul J. Harrison, 
The neuropathology of schizophrenia, Brain 122, 1999, p. 594. 

30) 예를 들어, 그는 198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조현병에 대한 MRI기반 연구는 6305건에 달한다는 사
실을 말했다. Shenton, 2010, p. 319. 

31) Martha E. Shenton, Kikinis R, Jolesz FA, et al. Left temporal abnormalities in 
schizophrenia and thought disorder: a quantitative MRI study. N Engl J Med. 1992; 327: 
604-612.

32) Shenton, 2010, p. 317. 



자. 해리슨과 센턴은 조현병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질병이 아니라고 말한다. 해리슨은 
신경아교증의 부재를 이 해석의 주요한 근거로 제안한다. 결국 정신분열증은 신경발달성 질환
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33) 

직전에 말했듯이 센턴도 조현병을 발달성 질환으로 본다. 해리슨은 신경화학적 연관성에 대
한 정보는 부정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능성 영상데이터는 전전두엽 피질, 해마 및 특
정 피질하 구조를 포함하는 분산 회로 구성요소의 비정상성을 나타내지만, 이처럼 영상으로 
파악되는 비정상을 뒷받침하는 물리구조적 근거는 더 탐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뇌실확장과 이에 따르는 뇌의 축소는 비교적 명확한 사실로 보인다.34) 뇌의 축소는 뇌세
포 자체의 손실이 아니라, 뇌신경망과 뇌세포의 축소로 인한 것이다. 결국 시냅스, 수상돌기 
그리고 축삭돌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5) 시상세포가 더 작아지고 적어졌다는 점 
외에, 피질하 구조의 이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조적 이상으로 말해지는 뇌실확장은 약 80%의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물
리적 이상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병 직후부터 그렇다는 점은 분
명하다.36) ‘뇌실확장은 조현병에 확률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을 묶어 
놓은 구성범주다. 조현병범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증상 각각에 대응하는 신경상관자를 찾을 수 
있을까? 감정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보자. 린드큇은 fMRI조사를 통해 특정 감정이 변연계와 
부변연계의 뇌 영역들에서 유연하게 구현된다는 점을 발견했다.37) 감정범주의 특정 신경상관
자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다양한 뇌부위가 넓은 범위의 감정들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해보자. 조현병에 특징적인 혹은 조현병범주를 구성하는 증상 중 어떤 하나의 증상
도 특정 신경상관자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뇌실확장을 조현병의 신경상관자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뇌실확장은 수두증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기타의 신경퇴행적 질환에서도 발견되므로, 조현병
에 특징적인 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뇌실확장은 조현병의 특정변이라고 할 수 없다. 뇌가 
뇌척수액에 의해 대치되는 수두증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이다.”38) 뇌실확장을 조현병과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에 대한 공통부분원인으로 볼 수 있
지 않을까? 쉽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해리슨 등은 조현병을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질환이 
아닌 발달성 질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발병원인을 핵으로 하는 질환의 본질적 특성이 다
르다고 보는 셈이다. 게다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퇴행성질환에서 보이는 
인지능력의 감소는 부수적이다. 뇌실확장을 조현병의 특정 변이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다른 변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조현병 특징적 병변은 제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뇌
실확장을 상징적 변이로 가정할 수 있다.   

뇌실확장은 다양한 뇌 영역의 확률적 변이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센턴은 편도체, 시상, 신피

33) 그가 제안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신경병리적 증거: 조현병의 초기에 확인되는 뇌실확장과 감소된 
피질 볼륨, 신경구조적 이상의 존재와 특성, 신경아교증이나 다른 신경퇴행성 질병 특성의 부재, 비정
상 중격의 유병률 증가. 기타 증거: 환경적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산과적 합병증임, 성인기에 조현병
이 발병할 예정인 어린이의 신경운동, 행동 및 지적 손상

34) 뇌실확장에 대한 보고는 Johnstone et al(1976)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사에서는 만성조현병 환
자 중 일부에게서 측뇌실의 확장을 발견했다. 

35) Shenton, 2010, p. 593. 
36) Shenton, 2010, p. 321.
37) Kristen A. Lindquit et al., The Brain Basi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Evidence from 

a Meta-Analysis of the Human Neuroimaging Literature, Cerebral Cortex, 2016, p. 1910. 
38) Shenton, 2010, p. 321. 



질 측두엽 구조, 전두엽, 전전두엽 피질, 안와전두엽피질 등의 변이를 보고한다. 조현병에는 
다양한 부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9) 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이
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뇌실확장 그 자체가 아니라, 뇌실확장이 뇌의 변이를 함축한다는 점
에 초점을 맞춰보자. 뇌실확장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질환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뇌질병설을 지지하는 상징적 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뇌실확장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부위의 변이를 상징하고, 그런 부위의 변이가 조현병증상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뇌실확장이 확률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에 기해서 조현병의 뇌질병설을 주
장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기능성질환범주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 
혹은 몇 개의 물리적 단위로 환원하지는 못하지만, 신체 질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기
능성질환범주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능성질환범주는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인 물리적 병변
의 총합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물리적 변이의 확률적 존재와 다양한 부위가 관련되
어 있다는 사실은 조현병이 기능성질환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알려준다.40) 조현병을 기능성질
환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둘째, 조건 a에 따라서 순서가 확인되어야 한다. 뇌실확장 등
의 변이가 먼저 존재하고, 이어서 조현병증상이 발현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
다면 인과관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고, 뇌실확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물리적 변이도 뇌질병
설의 적절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물리적 변이에서 한 발 물러나 기능성 질환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조작적 정의는 직접관찰이 불가능한 것들을 특정 지표를 통해 표현하는 정의 방
법이다. 온도계의 눈금을 통해 기준온도를 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혈압계를 이용한 고혈압
판단도 좋은 사례다. 실제로 현행 DSM은 조작적 정의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실재론자인 웨이크필드는 스피쳐가 조작적 정의의 방법을 운용했다고 말했다.41) 그렇
다면 스피쳐는 정신질환이라는 실재에 바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통해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실재론자의 입장에 토대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DSM에
서 사용하는 지표는 상담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해 들어간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지표는 확
인되지 않았다.42) 결국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기능성질환해석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현병의 기능성질환범주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점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발명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fMRI를 통해 조현병특정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카삼 등은 패턴분석을 통해 
자신들이 다른 유형의 감정체험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그 정확도가 72-90%에 달한다고 보고
했다.43) 이 발견은 감정범주의 생물학적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

39) Martha Shenton et al., 2010, p. 322. 
40) 해리슨은 조현병이 물리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기능성 신경증이라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

는데, 이런 언명은 기능성 질환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기능성질
환은 물리적 변이에 토대하되 하나의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다수 구조의 결합으로 인한 질환으로 관
련된 해당 질환발현의 토대가 되는 다수 구조의 비율이 각기 다른 질환이라고 가정한다. 

41) Wakefield, Jerome C., “Limits of Operationalization: A Critique of Spitzer and Endicott's 
(1978) Proposed Operational Criteria for Mental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3, p. 160. 

42) Allen Frances,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김명남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4), pp. 39-40. 
43) Karim S. Kassam et al., Identifying Emotions on the Basis of Neural Activation, Plos One 

8(6), 2013, p. 9.  



러나 펠드먼 바렛은 이러한 본질주의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이다.44) 신경학적 분류도 현상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노와 두려움범주는 변연계, 불이행방식망(default 
mode network), 배측주의 신경망(dorsal attention network) 등의 비교적 활발한 활동으로 
특징지워지지만, 슬픔과 혐오 그리고 행복범주에서는 역으로 이런 부위의 활동이 약화되고, 
현저성신경망(salience network)과 체운동신경망이 활성화된다.45) 체험의 질적 특성이라는 측
면에서 보자면 혐오와 행복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지만 패턴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조
현병 같은 특정 정신질환증상군범주의 지표를 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순서의 문제다. 뇌질병설은 뇌의 물리적 기능이상이 조현병증상의 원인임을 함축
한다. 뇌파의 패턴측정으로 조현병증상의 객관적 지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선후관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이것을 확정할 수 없다. 현재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 중에 심리적 현상과 물리적 대응간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현재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심리적 상태와 뇌상관자를 찾아냈지만, 이 두 가지 상관성이 항상
적인지 특정인에게 발견되는 상관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상관으로부터 인과를 추론할 수 있
는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46)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
과적 선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 변이가 있으나 조현병 증상이 없던 이들에게서 조현병
이 발현하는 사례는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을 증명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센턴은 대표적인 고위험군 조사로 두 개가 있다고 했다. 그 중 하나는 존스톤과 그의 동료
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조현병의 발병확률이 높은 예비자 중 35%가 그 점
이 확인된 후 1년 내에 조현병이 발발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뇌병변적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것으로 에딘버그의 고위험연구가 있다. 이곳에서는 조현
병 타입에 대한 구조적 면접을 통해, 측정된 인지적 손상에 기반해서 고위험을 정의했다. 이 
실험조사에 따르면 고위험군으로서 조현병 타입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전두엽피질 주름
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중앙 측두엽과 전전두엽의 이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런 조사는 뇌질병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뇌실확장으로 상징되는 
조현병의 물리적 상관변이가 어느 한 순간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고위
험군에 속하는 이가 조현병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조현병 맹아적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정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리적 변이와 조현병 증상 가정상황147)

고위험군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
물리적 변이 1 2 3
조현병 증상 1 2 3

물리적 변이와 조현병 증상 가정상황2

고위험군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
물리적 변이 1 2 3
조현병 증상 0 0 3

44) Lisa Feldman Barrett,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호영 옮김 (서울: 생각연구소, 2017), p. 
306, 

45) Lisa Lisa Feldman Barrett et al.,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2018), 
pp. 155-156. 

46) 이영의, 2021, p. 56. 
47) 1, 2, 3은 강도를 나타낸다. 높은 숫자일수록 정신적 증상과 물리적 변이가 심해진다.



가정상황1에서 관찰자들은 각각의 물리적 변이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증상이 있으나, 조현병 
범주에 포함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가정상황이라면 고위험군의 물리적 변
이는 인과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물리적 변이에 상응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조현병범
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선행이라는 인과조건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
째,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에게서는 물리적 변이가 확인되었으나, 조현병 맹아적 증상은 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정상황2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정상황2는 
물리적 변이에 상응하는 조현병 맹아적 증상을 부정하므로, 상향인과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
을 수 있다. 이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이 특정 환경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 물리적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연되었
다는 것은 환경요소의 도입을 요구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환경요소의 도입은 여러 난점을 초
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사실1: 조현병에 상응하는 물리적 변이는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될 수 없다.  
사실2: 뇌실확장으로 상징되는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에 확률적으로 수반한다. 
전제1: 조현병 특이적 물리적 변이가 특정될 수 있거나, 기능성질병범주가 성립한다. (특
정감정에 대응하는 신경상관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짓)
가정1: 논의를 위해 가정1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전제2: 장래에 발견될 물리적 변이는 조현병증상에 선행한다. (지연발생은 환경요소의 
도입을 요청한다. 그러나 환경요소의 도입은 물리적 변이의 인과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뇌가 유일한 조현병의 원인이라는 의미의 뇌질병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끝으로 하향인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살펴보자. 하향인과론은 조현병증상의 원인이 심리적 요
인일 가능성을 지지한다. 윌리엄 제임스의 유산으로 감정연구에서의 신체성 고찰과 구성주의
적 접근이 언급된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전자를 펠드만 배럿은 후자를 대표한다. 감정에 대
한 구성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감각이 언어개념적인 감정범주에 의해 범주화될 때, 감정이 발
생한다.48) 구성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이의 감정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라는 강력한 반론이 있지만, 감정체험에 구성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향인과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멘데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점을 간접적으로 증언
한다. “감정체험을 정의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탑-다운의 영향이 감정-생리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안한다.”49) 프라타롤리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이 자
신의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생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메타분
석 결과를 제안했다.50) 

나가며
한쪽 극단에 엄격한 의미의 환원론에 토대한 뇌질병설이 있고, 다른 극단에는 하향인과론에 

48) Lindquist, Does Language Do More Than Communicate Emotion?, p. 99. 
49) Lisa Lisa Feldman Barrett et al., 2018, p. 175. 
50) Jonne Frattaroli, Experimental Disclosure and Its Moderato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6), p. 860. 



토대한 심인성질병관이 있다. 심인성질병관을 수용하면 모두 하향인과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결국 심신의학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환원론에 토대한 뇌질병설과 심인성질병관 사이에는 뇌
질병설이라고 불릴만한 대안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뇌질병설은 뇌의 물리적 변이가 조현
병발현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의 논의는 뇌의 물리적 변이가 조현병
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으로 하향인과를 증명하는 
경험과학적 결과가 있다. 따라서 심신의학의 형이상학적 토대가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뇌질병설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2)의 뇌의 물리적 변이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
석 혹은 3)의 뇌에 상응하는 변이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