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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장애의 개요 



1957년 Leonhard가 정동장애를 양극성 정동장애와 단극성 정동장애로 구분한 이

래, 양극성장애는 주요우울장애와 함께 기분장애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

재는 국제적인 진단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1형 양극성장애와 2

형 양극성장애, 순환기분장애(cyclothymia) 등의 다양한 아형이 포함된다. 우울 증상만

을 보이는 단극성 우울증과는 달리, 양극성장애의 진단에는 우울증 삽화와 더불어 한 

번 이상의 경조증(hypomania) 이상의 삽화가 있는 임상경과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현재에도 양극성장애의 개념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

로운 이론들을 통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극성장애 아형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질병의 개념뿐 아니라 병태생리와 치료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미개척 분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양극성장애의 기원과 개념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조망을 통해, 현재 받

아들여지고 있는 양극성장애의 실체를 이해하고 향후 이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파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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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장애 개념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대의 의사와 철학

자들은 Hippocrates 시대 이전부터 현대의 조증(mania)과 멜랑콜리아(melancholia)에 해

당되는 질환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기술하였다. 이 시기에 Homer의 서사시에 나오

는 많은 영웅들이 조증과 멜랑콜리아의 예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

계적인 기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Hippocrates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증과 멜랑

콜리아에 대한 그의 기술은 Pythagoras와 Alcmaeon, Empedocles 등과 같은 학자들이 제

시한 유물론적 관점에 기초하였다. 동물의 뇌를 연구하였던 최초의 과학자이자 철학

자인 Alcmaeon은 정신질환의 근원이 뇌와 체액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Hippocrates는 뛰어난 관찰력과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이들의 이론을 보완 발전

시켰는데, 특히 정신의학은 Hippocrates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그는 처음으로 정

신질환을 멜랑콜리아, 조증, 편집증(paranoia)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1) 또한 정신기능

과 정신질환과 연관된 신체기관은 뇌일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사람들은 뇌가 불쾌감과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 즐거움, 웃음, 농담, 슬픔, 걱정 등의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 뇌

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부끄럽고 좋고 나쁘며 행복한 느낌들 사

이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다. 뇌를 통해 우리는 미치기도 하고 격노하기도 하며, 밤이

나 낮 동안 올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졸음을 겪고 실수를 하

며 이유 없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기도 하며 무감각해지거

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뇌가 병들었을 때 위에 언급한 모든 

것을 겪을 수 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주장하였다. 

어원상 조증이란 단어의 기원은 신화의 범주에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명

확한 어원을 갖는 멜랑콜리아에 비해 모호한 면이 있다. 멜랑콜리아는 검은색을 뜻하는 

melan과 담즙을 뜻하는 chole이 합쳐진 어휘로, 그 기원은 체액 특히 담즙과 뇌의 상호

작용으로 여러 정신질환들의 정신병리학적 상태를 설명한 Alcmaeon의 체액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증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 어휘가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점에

서 유추에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신화와 시에서 조증은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

로써 쓰였다.

1. 격노, 화, 흥분 등을 의미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Homer의 서사시)

2. 생물학적인 질환(Hippocrates, Aretaeus)

3. 신성한 상태(Socrates, Plato)

고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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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질의 한 종류(Hippocrates) 

일부의 근대 학자들은 Hippocrates와 Aretaeus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의사들에 의해 기

술된 조증과 멜랑콜리아의 개념은 근대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도 한다.2) 반면에 실제 고대의 개념이 근대의 개념보다 폭이 더 넓어서 조증과 멜랑콜리

아뿐만 아니라 혼재성 상태(mixed state),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조현병

의 일부, 급성 기질성 정신증(acute organic psychosis), 비전형 정신증(atypical psychosis) 

등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의사

들이 조증과 멜랑콜리아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가장 명확하게 

기술한 사람은 Aretaeus였다.

카파도키아의 Aretaeus는 기원후 1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주했던 학자로 절충주의학

파(eclectics)의 대표주자였다. 이 학파는 Hippocrates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는데 어느 한 

가지의 치료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방법들 중 최선을 선택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

었으며, 특히 현대의 정신치료에서 그 의미가 명백히 유지되고 있다. Aretaeus는 질환에 

대한 기술에 신중하였고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을 선호하였다.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보

다 독단과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는 저서인 On the Aetiology and Symptomatology of 

Chronic Disease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멜랑콜리아를 조증과 구분하여 독립

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Hippocrates의 의견에 동의하며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기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멜랑콜리아와 심리

학적 원인에 의한 반응성 우울증(reactive depression)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론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처음으로 조증과 멜랑콜리아를 연관지어 생각하였다는 

것이다.4) 그는 조증과 멜랑콜리아가 하나의 질환에서 나타나는 2개의 다른 표현형으로 

생각하였는데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멜랑콜리아가 조증의 시작이고 

조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증의 발생은 멜랑콜리아로부터의 변화라기보다는 질

환의 악화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멜랑콜리아에서 슬픔은 긴 기간 후에 더 좋아지고 행

복으로 변화한다. 환자들은 그 시기에 조증이 생길 수 있다.” Aretaeus는 조증과 멜랑콜

리아가 뇌나 다른 기관의 기능장애와 같은 공통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상학적으로 

극단에 상응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였고 멜랑콜리아의 악화로 인해 조증이 발생한다고 

Aretaeus의 개념



기원과 개념의 변천     7

생각하였다.4) 조증과 멜랑콜리아의 연관성을 포함한 Aretaeus의 이론은 극성(polarity)에 

대한 최초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세의 긴 암흑기를 지나 근대의 과학적 탐구 방법의 발전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4) 이 시기에 조증과 멜랑콜리아의 연관성은 일부 학자

들로부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과학적 정신의학의 창시자인 Wilhelm 

Griesinger는 멜랑콜리아로부터 조증으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가 

규칙을 가지는 순환의 양상을 띤다고 생각하였다. Griesinger는 후에 멜랑콜리아는 주

로 가을과 겨울에 시작하고 조증은 봄에 시작한다는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기분장애에서 관찰되는 급속순환형(rapid 

cycling)에 대한 개념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17, 18세기의 학자였던 Willis, Morgagni, 

Lorry 등도 조증과 멜랑콜리아의 순환적 연관성에 대해 기술하였고, 영국의 Richard 

Mead도 고대 Aretaeus의 가설처럼 조증과 멜랑콜리아가 같은 경과를 가지는 서로 다른 

측면일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5)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Chiarugi는 조증과 멜랑콜리

아,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를 기초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하면서 “조증은 광란 상

태의 정신이상을 의미한다. 매니악(maniac)은 호랑이나 사자와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증은 멜랑콜리아의 대비되는 상태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였다.1)

19세기 이전까지 조증과 멜랑콜리아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가설에도 불구하고 양극성

장애가 실체가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증명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프랑

스 의사인 Jean-Pierre Farlet가 처음으로 folie circulaire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양극성장애

를 독립된 정신질환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1851년에 발표한 저서에서 우울증과 

조증의 지속적인 순환과 다양한 기간의 간격을 특징으로 하는 folie circulaire에 대해 기

술하였고 3년 후인 1854년 그 개념을 완성시켜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1) Jean-Pierre 

Farlet의 발표 이후 Jules Baillarger는 folie à double forme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Farlet의 

학설을 반박하였다. Baillarger는 조증과 멜랑콜리아가 서로 변화하는 하나의 질환에 포

중세와 근대

근대적 개념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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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나 변화의 간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두 삽화가 긴 간격으로 분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격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Farlet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Folie circulaire와 folie à double forme의 개념은 프랑스와 다른 유럽의 국가들, 특히 

독일어권에 속하는 나라에 널리 전파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로 근대 

정신의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Karl Kahlbaum은 1863년 그의 저서 The 

Grouping and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에서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소개하였다. 그

러나 Kahlbaum은 Farlet의 개념이 이전의 학자인 Griesinger의 개념과 근본적인 부분에

서 일치한다고 언급하면서 Farlet의 이론을 지지하였고 Baillarger의 의견에 반대의 입장

을 표현하였다.1) 이후에도 folie circulaire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의 상반되는 지지와 비

판을 받으며 치열한 논란이 되었지만, 이로부터 10년 후 Kahlbaum이 발표한 circulares 

irresein(circular insanity)의 개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6)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Kraepelin은 일부의 취약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인성 

정신병(endogenous psychosis)을 조기치매(dementia praecox)와 조울병(manic depressive 

insanity)으로 구분함으로써 근대 정신의학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5) 특히 그가 

조울병의 이해에 미친 임상적인 공헌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울형(depressive 

form)과 순환형(circular form)의 차이를 간과하고 조울병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모든 정

동장애를 포함시킨 것은 정동장애의 발전을 퇴보시킨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6) 

circuläres irresein(circular insanity)의 우울형까지 조울병으로 통합한 것은 Kraepelin이 제

시한 새로운 가설이었고 이것은 이전 연구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일부의 학자들은 Kraepelin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arl Wernicke

는 정동장애의 매우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냈는데, 예를 들면 멜랑콜리아를 affective 

melancholia, depressive melancholia, melancholia agitata, melancholia attonita, melancholia 

hypochondriaca 등 다섯 가지 아형으로 구분하면서 멜랑콜리아를 조울병의 일부로 본 

Kraepelin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6) 또한 그는 조울병은 Falret과 Baillarger가 제시

한 folie circulaire와 folie à double forme로 이해되어야 하며 조증 또는 멜랑콜리아의 단

독 삽화나 서로 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재발성 우울증(recurrent depression)이나 재발

성 조증(recurrent mania)은 조울병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Wernicke의 동

통합과 침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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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였던 Kleist 역시 Kraepelin의 견해에 반대하며 단극성 정동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ernicke와 Kleist의 개념은 이후 Karl Leonhard에 의

해 완성되었는데 그는 phasic psychosis를 pure melancholia 혹은 pure mania 등이 포함되

는 pure phasic psychosis와 manic-depressive insanity와 cycloid psychoses 등이 포함되는 

polymorphous phasic disorders로 구분하였다.7)

Wernicke, Kleist, Leonhard의 가설은 다양한 아형과 구별점을 가진 매우 구조적인 이

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특히 단극성 정동장애와 양

극성 정동장애를 구분하였다는 중요한 측면을 정신의학계에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였다. Kraepelin은 자신의 학설에 대해 늘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유연성

을 통해 개념을 수정하였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이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여 Wernicke, 

Kleist, Leonhard 등 이후 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양극성장애의 

발전은 거의 70년 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8)

양극성장애의 개념이 다시 정신의학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에 발표된 두 

편의 중요한 논문에 의해서이다. 하나는 Angst의 논문인 “Zur Atiologie und Nosologie 

endogener depressiver Psychosen”(on the etiology and nosology of endogenous depressive 

psychosis)이고, 두 번째는 Perris에 의해 발표된 “A Study of Bipolar and Unipolar 

Recurrent Depressive Psychosis”로 두 저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단극성장애와 양극

성장애의 구분을 주장하였다.9) 3년 후 미국에서도 Winokur 등에 의해 비슷한 결과가 보

고되었다.10) Angst, Perris, Winokur 등의 연구들이 계기가 되어 Farlet와 Baillarger의 개

념뿐만 아니라 Wernicke, Kleist, Leonhard, Neele 등이 발표한 양극성장애의 가설이 집

중적으로 연구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Kraepelin이 조울병을 보고한 뒤 67년 그리고 

Farlet와 Baillarger의 저서가 발표된 이후 150년이 지난 일로 1966년은 양극성장애가 재

탄생이 된 해로 여겨진다.11)

Angst의 논문은 취리히대학병원에서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치료를 받은 326명의 환

자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의 연구 결과는 다음 4개의 중요한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4, 12)

1. 유전적, 환경적 요소가 내인성 우울증의 병인에 상승작용을 한다.

양극성장애의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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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의 차이는 내인성 우울증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과 내인성 우울증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나, 양극성장애는 남성과 여성에서 같은 비율로 나

타난다.

3.  단극성장애는 유전, 성, 경과, 병전 성격 같은 여러 특징에 있어 양극성장애와 유의

한 차이를 보인다. 

4.  만발성 우울증(late onset depression)은 단극성 우울증에 속하는 것 같고, 양극성장

애와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Perris의 연구는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스웨덴의 Sidsjon 정신병원에서 280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Angst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극성 조증이 유전적으로 양극성장애와 강하게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였

고, 임상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단극성 조증을 양극성장애와 분

리하는 것은 매우 인위적인 분류라고 주장하였다.13) 

Angst, Perris, Winokur로부터 시작된 현대의 양극성장애 개념은 더욱 발전하여 1976년 

Dunner 등14)에 의해 1형 양극성장애와 2형 양극성장애가 구분되고 각각의 개념이 발전

되었으며 또한 순환기분장애(cyclothymia)나 조현정동장애, 혼재성 상태의 개념도 점차 

명확해졌다. 나아가 양극성장애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분류가 시도되기 시작

하였고 기존의 양극성장애에서 더욱 범위가 넓어진 양극성스펙트럼(bipolar spectrum)의 

개념이 도입되었다.15) 

순환기분장애

양극성장애에 속하는 순환기분장애는 19세기 후반 Kahlbaum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

었다.16) Kahlbaum은 순환기분장애를 우울증과 고양된 기분의 주기적인 변화로 기술하

면서 기분저하증(dysthymia)과 기분고양증(hyperthymia)과 함께 부분적 정신장애(partial 

mental disorder)에 포함시켰고 시간에 따른 악화가 없는 질환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Kahlbaum은 순환기분장애를 양극성장애의 가장 가벼운 유형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개념은 Hecker와 Kraepelin, 그리고 20세기 초의 다른 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17) 이

후 Ernst Kretschmer와 Kurt Schneider는 순환기분장애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데 

양극성장애의 분류와 개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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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였다. Kretschmer는 cyclothymic average man과 cycloid temperament라는 개념을 

통해 순환기분장애란 정상과 질병을 동시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주장하

였고, 이에 비해 Schneider는 순환기분장애를 오직 질병의 의미로만 받아들여 조울병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15, 18)

현재까지 순환기분장애를 양극성장애의 범주로 제한할지 혹은 기질(temperament) 또

는 인격장애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불안정한 순환

성 기질(cyclothymic temperament)과 2형 양극성장애와의 구분점도 명확하지 않다.  

경조증

경조증의 개념은 조증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경조증이라는 용어는 1881년 Erich 

Mendel이 기분고양 성격(hyperthymic personality)을 묘사하고 개념화하면서 사용하기 시

작하였는데 현상학적으로 약한 강도로 나타나는 조증에 대해 경조증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를 제안하였다. Jung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 시간이 경과해도 완화되지 않고 오랫

동안 지속되는 안정적인 고양된 기분을 특징으로 하는 환자들의 기분 변화에 대해 기술

하였는데 장애의 과정 중 병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회적 불안

감, 사회문제, 알코올중독, 범죄, 그리고 소위 도덕적 해이와 같은 증상들을 이 환자들

에서 나타나는 아조증 증상(submanic symptom)으로 특징지었다.15)

Jung이 기술한 증상들은 오늘날의 기분고양증이나 매우 가벼운 조증에 부합한

다. 경조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2형 양극성장애, 재발성 단기 경조증(recurrent brief 

hypomania), 기분고양성 기질(hyperthymic temperament)과의 연관성이 보고되면서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14) 그러나 경조증의 개념은 조증에 비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까

지도 삽화의 기간이나 횟수 등의 기준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현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를 별개의 질환으로 기술한 최초의 정신과 의사는 Kahlbaum이다. 

Kahlbaum은 그의 저서인 Vesania Typical Circularis에서 단면적인 관점과 연속적인

(longitudinal) 관점을 모두 적용하여 조현정동장애를 기술하였다.19) 이후 Kraepelin도 자

신의 가설인 조기치매와 조울병의 중간지점에 존재하는 질환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큰 과제였다. Kraepelin은 소위 내인성 정신

증을 예후가 나쁜 조기치매와 예후가 좋은 조울병으로 양분하였지만, 모든 내인성 정신

증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Kraepelin에 의해 묘사된 혼재성 

상태와 섬망성 조증(delirious mania) 그리고 일부 다른 정신질환들은 두 가지 분류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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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될 수 있거나 혹은 두 가지 어느 것에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류법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1920년 “The Phenomenological Forms of Insanity”라는 논문을 발표

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어떤 정신질환은 조기치매와 조울병 두 질환의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조기치매와는 다른 경과와 예후를 가질 수 있고 두 질환의 경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연결점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1966년 초 Angst는 조현정

동장애를 정동장애의 한 부분으로 가정하고 mischpsychosen(mixed psychoses)이라는 개

념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현정동장애와 정동장애의 연관성이 조현정

동장애와 조현병(정신분열병)과의 연관성보다는 더 밀접하다는 주장을 발표하였고,20) 

이는 여러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조현정

동장애도 다른 정동장애들처럼 단극성장애, 양극성장애로 분리되어야 하며 양극성 조

현정동장애는 단극성 조현정동장애보다는 양극성장애와 더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21, 22)

혼재성 상태

양극성장애 혼재성 상태에 대한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Kraepelin이지만, 이러한 상

태에 대해서는 이미 Hippocrates와 Aretaeus 같은 고대의 그리스 학자들이 묘사하였다. 

1852년 Pohl은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재성 상태와 멜랑

콜리아와 단기 조증(brief mania)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순환 상태에 대해 기

술하였는데, 후에 Focke는 더욱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는 상태로 기술하기도 하였다.23) 

이후 1899년에 Kraepelin은 동료 Weygandt와 함께 혼재성 상태에 대해 다음의 여섯 종

류로 명확히 개념화하여 기술하였다.5)

1. 우울성 혹은 불안성 조증(depressive or anxious mania)

2. 흥분성 혹은 초조성 우울증(excited or agitated depression)

3. 빈곤 사고를 동반한 조증(mania with thought poverty)

4. 조증성 혼미(manic stupor)

5. 사고 비약을 동반한 우울증(depression with flight of ideas)

6. 억제성 조증(inhibited mania)

나아가 혼재성 상태의 개념을 더 추가하여 우울증 삽화와 조증 삽화 간의 변화 시

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transition forms과 그 자체로 하나의 질환의 성향을 띠는 

autonomic forms로 분류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1990년대 초반 Akiskal은 이를 바탕으로 그 개념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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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증상과 기질의 혼합을 통해 다음 세 가지 형태의 혼재성 상태를 제안하였다.24, 25)

1. 우울성 기질＋조증성 정신병(manic psychosis)

2. 순환성 기질＋우울증

3. 기분고양성 기질＋우울증

Akiskal의 제안에서, 하나의 삽화가 반대편 극성(polarity)의 기질로부터 발생할 때 두 

삽화의 혼재된 상태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역치 이하의 우울증과 조증의 혼합 상태나 경조증이 주요우울장애로 침입해

가는 상태에서 혼재성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도 증가하고 있으며,26, 27) 

양극성장애의 혼재성 삽화의 양상과 조현병의 증상이 함께 존재하는 혼재형 조현정동

장애(mixed type of schizoaffective disorder)에 대한 기술도 보고되었다.28)

양극성스펙트럼장애(bipolar spectrum disorder)

Kretschmer와 Eugen Bleuler에 의해 발전된 조증 상태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은 양극성장

애를 여러 아형으로 분류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촉발시켰다. 1981년 Klermann은 양극

성장애를 여섯 가지 아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증, 경조증, 약물에 의해 유발

된 조증 혹은 경조증, 기분순환적 성격,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나타나

는 우울증, 우울증이 없는 조증 등이 포함된다.29) Angst는 조증의 연속성에 따라 경조증

(m), 순환기분장애(md), 조증(M), 경도의 우울증을 가진 조증(Md), 조증과 주요우울장

애(MD), 주요우울장애와 경조증(Dm)으로 분류하였다. 또 최근에는 DSM-IV의 진단

분류상 경조증보다 역치 이하의 증상에 해당하며 1~3일의 지속기간을 갖는 상태에 대

해 단기 경조증(brief hypomania)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Akiskal과 Angst 

같은 연구자들은 양극성장애가 주요우울장애와 다른 질환이라는 전제하에서 양극성장

애의 범위를 확장시킨 반면 Ghaemi와 같은 연구자들은 양극성스펙트럼장애를 단극성

과 양극성장애의 중간 단계에 있는 질환으로 비교적 좁게 정의하면서 단극성과 양극성

장애가 연속선상에 있는 질환임을 주장하였다.30~32)

Akiskal은 20년 동안 임상적 관찰과 기존의 문헌에 기초하여 이러한 연속성의 확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발표했다.25, 33) 그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에는 종종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을 가지는 환자들에서 자발적인 경조증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재

발성 우울증을 보이는 가성-단극성장애(pseudo-unipolar disorder)와 항우울제 치료 중

에 경조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3형 양극성장애(bipolar III disorder), 기분고양성 기질

을 가진 환자에서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4형 양극성장애(bipolar IV disorder)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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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skal과 Pinto는 이러한 분류에서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개념도 제시하

였는데 여기에는 1과 1/2형 양극성장애(지속적인 경조증), 2와 1/2형 양극성장애(기분

순환성 기질＋주요우울장애), 3과 1/2형 양극성장애(주요우울장애＋정신자극제 남용) 

등이 포함된다.15)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약물에 의해 유발

된 경조증의 증상들이 항우울제를 이용한 체계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지 못했

다는 것과 위약대조 연구로부터 얻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양극성스펙트럼의 개념

이 아직 가족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제한점이다. 하지만 Akiskal

의 제안처럼 양극성스펙트럼의 개념은 유전적이기보다는 임상적인 것이며 전향적인 추

적 연구의 결과들은 항우울제의 사용으로 인해 경조증이 발생한 우울증 환자들의 일부

가 실제 양극성장애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도한 항우울제 사용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급속 순환을 넓은 의미의 양

극성장애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 발표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 진단체계에

서는 양극성장애 진단에 일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임상 환경에서 좀 더 양극성장

애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조증 및 경조증 삽화의 기준 A 항목에 기분

의 변화뿐만 아니라 활동과 에너지 수준의 변화가 진단기준에 추가되었다. 조증 삽화의 

경우,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된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의 증가가 1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경조증 삽화에서도 지속적이고 비정상적

인 활동이나 에너지의 증가가 4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진단기준의 변화는, 기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에너지의 변화가 양극성장애의 

핵심증상이라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양극성장애 환자들이 과거의 

기분 변화보다 활동이나 에너지 수준의 변화를 보다 쉽게, 민감하게 기억해낸다는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34) 둘째는, 기존의 DSM-IV 진단체계에 있었던 혼재성 삽

화가 빠지고, 대신 혼재성 양상(mixed features)이라는 임상형이 생겼다는 점이다.35) 기

존에 혼재성 삽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증 삽화와 주요우울 삽화를 동시에 만족해야 

했으나, DSM-5에서는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를 만족하면서 3개 이상의 우울 증상을 가

현 DSM-5 진단체계에서의 양극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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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에 혼재성 양상을 추가하고, 반대로 주요우울 삽화를 만

족하면서 동시에 3개 이상의 조증 혹은 경조증 증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주요우울 삽

화에 혼재성 양상을 추가하도록 개정되었다. 셋째는, DSM-5가 도입되면서 불안증 세

분양상(anxious distress specifier)이 새로 추가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세분양상은 조증, 경

조증 혹은 우울증 삽화 기간 동안 적어도 2개 이상의 불안 관련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임상형이다. 불안증 세분양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높은 불안 수준이 동반

될 때 자살위험이 높아지고, 긴 유병기간 및 불량한 치료반응 등 부정적인 예후와 관련

된다고 알려지면서, 동반된 불안 증상의 유무와 그 심각도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 계획

을 세우고, 치료반응을 확인하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

로 하였다. 넷째는, DSM-IV에서 ‘달리 세분되지 않는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에 해당하던 진단범주가 DSM-5에서는 다른 명시된 양극성 및 관련 

장애(other specified bipolar and related disorder)로 변화된 점이다. 이 진단기준에는 경조

증 증상의 기간이 4일 이상 지속되지 않고 2~3일 정도로 짧게 유지되는 경우와 불충분

한 증상으로 인해 경조증 삽화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24개월 

이하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순환기분장애를 보이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36) 

하지만 이런 DSM-5 개정에 대한 반론도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학자들은 DSM-5의 

혼재성 양상이 임상 실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형태라며 DSM-5의 혼재성 양상은 초

조성 우울증(agitated depression)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조성 우울증

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극과민성(irritability), 기분의 기복(lability), 분노(anger), 자살사고

(suicide ideation), 안절부절(restlessness), 초조(agitation)와 같은 겹치는 증상(overlapping 

symptom)이 혼재성 우울증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우울 삽화와 더불어 동반되

는 이러한 비특이적 양상들이 혼재성 우울증의 특징이며 고양된 기분이나 자존감의 증

가, 과대망상 등을 동반하는 우울 삽화와 동반된 혼재성 양상은 드물다고 주장하면서 

DSM-5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37)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연구(genome wide association study)의 결과에

서 양극성장애와 주요우울장애가 유사한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33,332명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폐증,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환자와 27,888명의 정상 대조군의 유전자를 분석하였을 때 각각의 질환과 정상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전자의 발현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우울

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환자군을 모두 합쳐서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가 서로 유사한 유전적 

배경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