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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8명중 1명은 중독자일 정도로 한국 

사회 내 중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4대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09조 5천억원으로, 흡연(최소 

4조 8860억원~최대 5조 938억원), 암(11조 3000억원, 2002년) 등 여

타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하였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독문제는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에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

회안전 위협요인 및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경제

적 특성과 가족, 지역사회와 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로 등

으로 인한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인문제, 그

리고 이로 인한 개인의 정신건강 상의 영향이나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크게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미시적 차원의 갈등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신뢰

성을 갖춘 자료가 거의 전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관

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조사

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

출하여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종합대책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발간사 <<



본 보고서는 정진욱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윤시몬 전문연구원, 채수

미 전문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

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윤강재 부연구위원과  순천향대학교 강은

정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를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사회의 정신적 건강생활실태조사를 위

해서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포커스컴퍼니 담당자에게도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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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Alcohol and Drug Addiction and 
Policy Respo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awareness of drug addiction & alcoholism and finding the 

management system strategics. 

6.18million peoples of population in Korea(about 50millions 

people) are assumed the addict of the Four addiction problems 

(alcoholism, drug addiction, gambling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This harmful effect of alcohol, drug, gambling, internet 

game and etc influences on not only the addict but also his/her 

family and the society at large. The socioeconomic costs of the 

four addiction is 109 thousand billions and 5 hundred billions 

won. This costs are very higher than the socioeconomic costs 

of the other disease including the smoking, the cancer, and etc. 

Presently, the four addiction is widespread and serious problem 

in Korea. The addiction problem is on the rise as the risk fac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the problem because 

of the drugs comes to the fore as the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past, the problem of relating to the drugs was regarded as 

the problem is limited to the privileged class including the 

entertainer, leading people of the society, worker of the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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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businesses. Recently, the age or occupation 

abusing the drugs is widely varied. The four addiction is affect 

the overall economy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the social 

security costs expends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social 

disorder, family dissolution, unemployment, loss of manpower 

and etc. It give rise to the national strength weakened and 

mental/physical devastation of the whole nation. The addiction 

problem as the social safety problem is serious. More than 

about 30% of the violent crimes like the violence, robbery, 

rape, murder is generated in the drinking condition. Heavily 

drunken people causing the social and legal problem is the annual 1 

million people scale. Every year, 500,000 drunk people was 

released on warning without intervention and treatment. 

Besides, the health problems are raised an issue because of 

addiction problems. The medical fees because of the addiction 

are increasing continuously.

In the survey result about drug abuse, 536 people in the interview 

survey, 698 people in the online survey were determined as the 

drug abuser. This people comprised 12.6% of all the people 

surveyed(10,230 case). The result of alcoholism measurement 

index showed that 87.3% of subject with experience to drink is 

normal group, 12.7% of that is risk group.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 중 618만 명이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경쟁

력 기반 위협요인으로서의 중독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건강사회의 장애, 가정의 파괴, 실업, 인력의 손실 등의 예방이나 치료

를 위한 사회보장비용 지출 등 경제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국력약화와 전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 문제로서의 중독문제 또한 심각한데,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과 같

은 강력범죄의 경우 약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중독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

으나 이러한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대책이 미흡하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관

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약물사용은 어떤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채 약물을 섭취하는 것, 

약물오용은 개인이 약물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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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남용은 오용 후에도 약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약물

의존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강박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약물오남용 등의 조사결과, 약물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대상 응답자의 

27.1%,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48.4%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고 하였다. 약물별로는 진통제(온라인조사 20.1%, 면접

조사 8.2%)와 기침, 감기약(온라인조사 18.4%, 면접조사 9.1%),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온라인조사 15.0%, 면접조사 4.9%)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다. 항히스타민제는 면접조사에서는 1.8%로 사용하

는 경우가 낮았지만,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

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약물 오남용의 조작적 정의를 ‘최근 1년간 지

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으며,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권장량 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면접조사

에서는 536명, 온라인조사에서는 698명이 약물 오남용자에 해당된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조사방식과 관계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면접조사에서는 육체노동자가 온라인조

사에서는 비육체노동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별로는 약물 오남용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이 높

을수록, 큰 규모의 도시에 거주할수록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지역보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1.3배, 대도시 거주자가 1.8배 약물을 오

남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은 약물 오남용

과 분명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평생 동안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

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1.8배, 정신건강 위험군이 정상군에 비하

여 2.8배 약물을 오남용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약물 

사용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中毒)은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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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의

미한다. 알코올 의존이란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이 정상적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충동을 통해 음주

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중독 측정지표(AUDIT-K)의 결과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87.3%가 정상군으로 12.7%는 위험군( 위험 음주군 +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종교가 알코올중독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원만함이 음주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갈등 응답개수가 많을

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점수가 높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

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계층의 

경우 하위에 비해 상위가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

이 더 높았다고 목표달성 가능성, 계층상승 가능성, 소속감, 책임감, 신뢰

감은 음주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경험, 

주관적 음주습관평가와 음주위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신

체적 건강상태와 수면시간은 음주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건강 위험, 자살생각과 음주위

험의 영향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증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약물중독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국민홍보예방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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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사회복귀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약물

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홍보사업으로 대중매체 광고, 웹사이트 운영,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으

나 홍보전략이 부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

로 인식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므로 지속

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약물중독 예방사업은 다수의 정부 부처(법무부, 식약처, 복지부, 교육

부, 검찰, 경찰 등)가 관련이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

력이 필수적이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회복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이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약물중독예방사업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참여 및 관심이 필수적이며 자율적인 사업 수행

을 위해 단일 부처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

문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의학, 약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여야 한다. 

  나. 알코올중독

알코올 관련 국가 전략으로 파랑새플랜 2010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있으나  효과적인 알코올 문제 해결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전략을 통하여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되지 않은 사례

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략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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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이 있지만 서비스 이

용자 및 환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알코올질환의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전국에 현재 50개소에 불

과하며 그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

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력 양성 교육은 수

련 및 양성과정에서 편차가 매우 커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

이며 안정적인 인력확충과 중독 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표준화 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알코올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질병부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투

입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별도의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 ‘건강

증진기금 나눠 쓰기’ 식의 예산 분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주, 맥주 등 대중적인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 취약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

올중독 조기 발견과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gate-keeper 역할을 맡

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알코올상담

센터 및 지역거점 중독치료병원으로 대상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주요용어: 4대중독,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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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

넷)의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과 

국가경쟁력 기반 위협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8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로 4대 중독의 사회

경제적비용은109조 5천억 원이며 이는 흡연(최소 4조8860억~최대 5조

9381억, 2006년), 암(11조3000억, 2002년)등 여타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이해국, 2012).

〈표 1-1〉 4대 중독의 중독자 수와 사회적 비용

구분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자수(추정) 155만명 10만명 220만명 233만명

사회적비용(추정) 23조 4천억원 2조5천억원 78조 2천억원 5조 4천억원

자료: 1) 2011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 도박중독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과거 마약류는 일부 연예인들과 사회지도층, 유흥업소 종사자 등 소수

의 특수계층에 국한하여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마약류를 남용하는 

연령이나 직업이 폭넓게 다양화 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즉흥적 쾌락을 

탐닉하는 사회적 풍조, 사회부조화와 소외현상, 좌절, 스트레스 등의 원

인으로 마약류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고 ‘머리 좋아지는 약’, ‘살 빼는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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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등으로만 알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다(2010 마약류 범죄백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은 중독성, 의존성이 높은 마약성분으

로 장기간 복용하면 폐동맥고혈압, 심장판막질환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

나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2013 향정신성물질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은 세계2위이며, 펜터민 사용량은 

세계 5위에 해당된다. 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 중 0.5%가 

사망하였으며, 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29%이었다(Gunnell et al., 

2004).

음주는 교통사고, 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원인이 되어 음주 

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불특정 다수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2013)에서 2012년의 주취범죄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약 

4.6%가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폭행, 방화,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약 8.5%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진료비는 계속증가 추세인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의 진료실인원은 2003년 72,938명에서 2010년 108,340

명으로 67%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03년 1,200억원에서 2010년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중독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위험요인으로 마약중독자 중 우울, 

불안환각증세, 이해력·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게는 말초신경병증, 뇌손상,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감염 등의 신체적 질환과 불안과 우울 등 정신과적 질환과의 공

존 유병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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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알코올 사용에 의한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2003~2010.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있

으나 우리나라의 약물 및 알코올중독 유병률과 위험군 현황 관련 자료는 

미비한 수준이며 특히 마약 중독의 경우 현재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공식

적인 숫자를 통한 추정치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해국, 2013). 

정부의 지역사회보건계획, 정신보건사업계획 등에는 중독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

새플랜 2010”을 2006년 발표하였으나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

며 약물중독 대책은 여건조차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독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관

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약

물 및 알코올 중독의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약물 및 알

코올 중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의 중독개

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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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개인단위의 약물중독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그 동안 축적된 자료가 

없어 약물중독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일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국의 17개 시도를 층화하고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표집 틀로 하여 조사시점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0가

구를 2014년 9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방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일반 가구조사  

가. 개요 

이번 연구에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개요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일반가구 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4년 9월 22일 ∼ 11월 21일

조사표본 추출 전국의 17개 시도를 층화하고 성별 및 연령을 고려 표본 추출

조사대상 가구 전국 만 19세이상 10,000가구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만19세이상 40대 국한) 병행

조사 기관 ㈜포커스컴퍼니

최종대상 가구 10,023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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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본 설계

  1) 표본배분

각 지역별 편차가 고려된 최적의 표본배분을 선택하였고, 각 지역별 오

차를 최소한으로 줄인 후 성 및 연령에 대해 비례할당 하는 방법을 활용

하였다. 각종 배분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지역별 250표본씩 우

선할당(지역 간 오차범위 가장 적음)후 비례배분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차 지역별 배분 후 지역 내 성 및 연령비율에 따라서 2차 배분은 안전

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10,000개 표본에 대한 

지역, 성 및 연령별 배분이 완료된 후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를 5:5의 비

율로 할당하였다.

  2) 표본가구 선정

조사구의 추출 시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코드를 기준

으로 정렬 후에 계통 추출하였고 재개발 등 조사 불가능 지역에 대비하여 

각 층별로 예비표본 조사구를 20%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충화된 지역별로 조사시점 개수가 산출된 후 실제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인 조사구(통리)는 [그림 1-2]와 [그림 1-3]의 과정을 거쳐 추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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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사구의 추출

〔그림 1-3〕 조사구 통/반/리의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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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내 매 k번째 가구조사를 위하여 전체 가구수를 n으로 나누어 추

출간격 k를 산출하였다. 가구명부에서 무작위로 기준 가구를 선정하고 

매 k번째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일반가구 조사의 조사대상 추정산식

가)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 

      
  




 




  





       :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 각 응답결과

          : 층의 수

         : 층 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 층 내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나) 추정량의 분산

        
  



 

    
 



 




          : 층의 수

          : 층 에서의 조사구 수, 는 층 내 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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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

        :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

(standard error)  

     

 
×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오차의 한계  ×  :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4) 조사내용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련 설문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 조사내용 요약

구분 내용

○ 가구특성 및 일반적 사항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동거형태, 맞벌이여
부, 직업, 근로형태, 가족 중 간병인 필요여부, 
학력, 가구 월소득, 종교여부 등 

○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요인, 
직장내 스트레스, 이웃관계, 이웃간 갈등요인, 
이웃간 갈등해결방안 및 해결책 등

○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자아의식 측정지표, 대인신뢰도, 행복지수 등

○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음주습관)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여부, 음주중독 측정지표
(AUDIT-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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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의약품사용

의약품사용 현황(지속사용여부, 사용목적, 오남
용 여부), 상담경험여부, 의약품사용방법의 영향
매체, 의약품구매의 애로사항 여부 등

○ 정신건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일상스트레스 정도, 우울 
측정지표, 자살유혹 경험(계획, 시도경험, 시도요
인, 상담경험, 가족중 자살시도 및 자살자 현황 
등) 등

○ 중독 관련 연혁(History)
처음 접한시기, 처음접한 계기, 사용 및 이용시
간대, 처음 사용후 증가여부, 증가이유

○ 사회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가정내 위험요인(이혼, 해고, 대화정도 등), 주변 
위험요인(이웃소통정도 등), 4대중독 관련한 대
중매체 현황(매체 노출정도, 매체노출시 영향력, 
매체 인식도, 매체 접근성), 4대중독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가족해체, 친인척단절,․건강상 문제․
직장이직 및 해고,․경제적 파탄,․인적네트워크 단
절,․사회적 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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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독의 정의

  1. 약물 중독의 정의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약물사용은 어떤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채 약물을 섭취

하는 것, 약물오용은 개인이 약물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

는 것, 약물남용은 오용 후에도 약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말하

며, 약물의존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강박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약물중독은 WHO의 제안에 따라 약물의존으로 대체하여 사용되는 용

어이다(Gary.et.al. 2006, p.81 재인용: 손기옥 2009, p.8).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약물오용(drug misuse)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

도 없이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 약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잘 못 사용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다이어트를 위해서 변비약이나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 감기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본

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약을 쓰는 것이 해당된다. 약물남용(drug abuse)

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이나 행동을 흥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 본드 등을 무

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강신정 외 2014, p.25).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중독을 약물이 신체 내에 과도하게 존재하여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는 상태로 가벼운 오심이나 구토, 두통, 복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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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들뜬 기분, 혼동, 착각, 환각 등의 정신병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혼

수상태와 사망에까지 이르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1) 

DSM-Ⅵ(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Mental Disorders)에

서는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을 물질의 사용 또는 반복적인 사용으로 야기

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 적응적 사용 패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남용이라는 말은 특히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용어가 모호하여 ICD-10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WHO에서는 보통 사

회적 결과는 포함하지 않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한한다. 어떤 경

우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비의학적 또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을 말하기도 

한다. WHO의 1969년 정의에 따르면 약물 남용은 허용되는 의료와 일치

하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지속적이거나 산발적인 과도한 약물 사용이라

고 하였다.2) NIDA(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서는 처방의

약품의 오남용을 처방하는 방법과 다르게 또는 어떤 기분이나 경험을 유

도하기 위해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Volkow 2011, 

p.1). 의사의 처방지침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용량을 과도하게 복용하

거나, 흡입, 주사 등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3)

여러 가지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약물의 오남용, 의존, 중독은 정확

1) 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남용의 정의.
   http://www.drugfree.or.kr/drug_bbs/board.php?board=drug2&command 

=body&no=113 에서 2014. 9. 20 인출.
2) WHO. Abuse (drug, alcohol, chemical, substance or psychoactive substance).
   http://www.who.int/substance_abuse/terminology/abuse/en/에서 2014. 11. 20 

인출.
3) Center on Young Adult Health and Development. Nonmedical use of prescription 

stimulants.
   http://medicineabuseproject.org/assets/documents/NPSFactSheet.pdf에서 2014. 

9.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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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분되기 보다는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Rice의 약물중독 진행단계에 따르면 처음에는 호

기심 또는 모험심에서 약물을 단기간,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하

여(실험적 사용단계), 또래 집단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집단 구성원이 

되기 위한 동기로 사용하며(사회도구적 사용단계), 특정 상황에서 정서

적, 정신적 자극의 필요에 따라 사용(상황적 사용단계)하게 된다. 더 나아

가서 일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장기간 남용하게 되며

(심화적 사용단계), 최종적으로는 약물의 효과 혹은 즐거운 심리적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약물을 자주, 장기간 사용(강박적 사용단계)

하는 데 이르게 된다(김경우 2009, p.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

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약물 사용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독의 범위를 오남용까지 넓게 포괄하였다. 

대상약물은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중독 사업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약류를 비롯하여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포함하였다. 약물에 

대한 정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

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소지 및 사용하거나, 제조, 투약을 금하

고 있다.4) WHO에 따르면 마약류를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5) 마약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5) 대검찰청. 마약이란.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intro.jsp에서 2014. 9.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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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

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②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③ ① 및 ②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

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①부터 ③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부터 ③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

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6)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②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6) 대검찰청. 마약.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1.jsp에서 2014. 9. 19 인출.



제2장 국내․외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현황 27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

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③ ① 및 ②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

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④ ③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

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③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⑤ ①부터 ④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부터 ④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

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7)

마지막으로 대마는 우리  나라에서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다.8) 

WHO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남용약물에 대한 9가지 분류에 따르

면, 알코올, 아편계, 대마계, 진정수면제, 코카인, 흥분제, 환각제, 담배, 

휘발성용매가 포함된다. DSM-Ⅳ의 11가지 분류에는 알코올, 아편류, 진

정제, 암페타민, 코카인, 환각제, 카페인, 대마, 흡입제, 니코틴, 팬사이클

리딘 및 유사작용을 하는 아릴사이클로-헥실아민 등이 해당된다(최유미 

2008, p.285). 

7) 대검찰청. 향정신성의약품.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2.jsp에서 2014. 9. 19 인출.
8) 대검찰청. 대마.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3.jsp에서 2014. 9.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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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약류 뿐 아니라 처방 및 OTC 의약품의 비학적 사용과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 전반에서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의약품의 사용이 지난 10년간 감소한 반면, 처방의약품

과 OTC 의약품의 남용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의 남용이 심각한 것은 얻기가 쉽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

이다(Leary.et.al. 2009, p.1). 가장 일반적으로 남용되는 처방의약품은 

아편제, 중추신경억제제, 각성제이며, OTC 의약품은 덱스트로메트로판

을 함유한 기침, 감기약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과 OTC 의약품을 

함께 섞거나, 또는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약물과 섞어 복용하는 것도 문제

가 되고 있다(Leary.et.al. 2009, p.3-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프로스타딜, 

실데나필, 염산치목사민, 염산아포모르틴 함유제제 등을 오․남용우려의약

품으로 지정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9). 또한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제로 알레르기비염에 널리 사용되는 항히스타

민제의 경우 대다수가 임신 중인 부인 및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로라타딘, 세테리진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등

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슈도에페드

린 등은 최근 그 위험성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었다.10) 특히 국내에

서 마른 체형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향정신성식욕억제제 사용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은 중독성, 의존

성이 높을 마약성분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일으키

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2013년 

향정신성물질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펜디케트라진, 펜터민 사용량은 

  9)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62호.
1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꽃가루 날리는 계절, 항히스타민제 올바로 사용하세요. 

20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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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세계 2위, 5위였다.11) 

  2. 알코올 중독의 정의

알코올 중독(中毒)은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알코

올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의

미한다. 알코올 의존이란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이 정상적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충동을 통해 음주

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해국 외, 2012).

알코올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알코올 소비량(음주량), 음주 습관, 알

코올의 종류(질)에 따라 달라진다(Rehm et al., 2003; Rehm, Kanteres 

& Lachenmeier, 2010; WHO, 2010a).

위해 음주(harmful use of alcohol)는 알코올중독, 간경변증, 각종 암 

등 200여 가지의 급․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최근 결핵, 

HIV/AIDS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 또한 각종 사고 및 부상,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WHO, 2014).

알코올 중독을 1995년 WHO에서는 “전통적 음주습관의 영역을 넘거

나 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이 음주하고 사회와 가

정에 지장이 있고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정신

의학회(APA)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Ⅳ-TR)에서는 알코올중

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알코올남용 및 알코올 의존을 흔하게 

알코올 중독(Alcoholism)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의미가 아

니다. 

11) 최신혜. (2014. 2. 20). 마른 체형 권하는 사회...배부른 식욕억제제. 경향신문, P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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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남용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

애가 오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알코올 남용이 심한 경우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된다. 

〈표 2-1〉 알코올 사용장애 분류 및 정의

알코올 사용장애 정의

알코올 남용
(Alcohol abuse)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될 때
  - 음주로 인해 사회적 혹은 직업적 의무를 못지킴
  -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사용
  - 반복적인 법적인 문제를 유발
  - 시회적 및 대인관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용

알코올 의존
(Alcohol dependence)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때 
  - 내성
  - 금단
  - 술을 구하거나 음주,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쏟음
  - 술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함.
  - 처음 생각한 것에 비해 더 많이 오래동안 음주함.
  - 지속적인 욕구 혹은 중단 시도의 반복적 실패
  -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 음주

자료: 미국정신과의사협회(진단과 통계를 위한 지침 제4편, DSM-Ⅳ-TR)

미국 진단통계 편람 4편(DSM-IV-TR)에 의한 알코올 의존의 정의는 

내성, 금단증상, 갈망,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근간

으로 하고 있다. 내성은 평소와 비슷하게 술을 마셔도 이전에 느꼈던 알

코올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단이란 

일정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섭취를 중단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의미한다. 갈망이란 글자 그대고 알코올 섭취

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여 술을 얻기 위해 무모한 행동이나 사회

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하는 등의 술에 대한 강박적인 모습을 모

이게 되며, 적저한 선에서 중단하지 못하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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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회사에 지각하는 등 대인관계나 직장생

활, 가족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미국중독의학회미국중독의학회(ASAM,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알코올 중독은 “일차적12)이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음주조절 능력의 

상실, 술에 대한 집착, 부정13)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며 사고 상의 왜곡(특히 부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

였다. NIAAA(미국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의존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에서는 2시간이내에 남

자의 경우 표준잔 5잔, 여성의 경우 표준잔 4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 

폭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표준잔을 기준으로 한 음주행위의 기준을 분

류하여 정리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음주행위의 기준

12) ‘일차적’이란 함은 알코올중독이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정상과는 다른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심신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보는 
관점임.

13) ‘부정’이란 문제의 원인이 음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도록 하는 심리적 기제를 말함.

위험수준의 단계 명명기관 정의

중등도 음주
(Moderate 
drinking)

NIAAA
남성: ≤2표준잔/일
여성: ≤1표준잔/일
65세이상: ≤1표준잔/일

위험임박 음주
(At-risk 
drinking)

NIAAA
남성: >14표준잔/주 또는 >4표준잔/회
여성: >7표준잔/주 또는 >3표준잔/회
65세이상: ≤7표준잔/주 또는 >3표준잔/회

위험 음주
(Hazardous 
drinking)

NIAAA
남성: >21표준잔/주 또는 >7표준잔/회
여성: >14표준잔/주 또는 >5표준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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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근호 등, 보건복지부, 알코올사업지원단, 2009 및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홍보리플릿(국가
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중 발췌)

     〔그림 2-1〕 표준잔 기준으로 한 알코올의 양

             주: 표준잔이란, 술마다 포함된 알코올의 양이 달라서 대략 맥주의 경우 4~5%, 소
주의 경우 18~24%, 양주의 경우 40% 정도가 되는데 편의상 각 술에 적절한 한
잔의 술을 “1표준잔”이라고 규정함.

      자료: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홍보리플릿(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중 발췌)

위험수준의 단계 명명기관 정의

위험 음주
(Hazardous 
drinking)

WHO
음주로 인해 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남성: >평균 40g/일
여성: >평균 20g/일

위험 음주
(Hazardous 
drinking)

알코올사업지원단
(조근호 등, 2009)

남성: ≥13표준잔/주
여성: ≥6표준잔/주

유해 음주
(Harmful 
drinking)

WHO

음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폐해가 
   명확히 유발된 상태
폐해의 상태가 확인가능한 것이어야 함.
음주로 인한 문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1년간 반복적으로 나타난 상태
알코올 의존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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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은 2010년 발표된 WHO의 질병분류체계,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알코올 사용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혹은 al-

cohol use disorders: AUDs)라는 질병명으로 통용되고 있다(WHO, 

2010b).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 사업 대상인 주요 정신질환 장애군 중 하나인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4)

〈표 2-3〉 주요 정신질환장애군 유형 중 알코올 사용장애

구분 주요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사용장애은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알코올사용

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말한다. 알코올 남용은 사회적 또는 직업상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알코올의 병적인 사용으로 사회적 음주와는 상관없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빈번히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알코올 남용

은 알코올로 인해 생활상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만 내성과 금단 증상이라

는 생리적 의존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사용에 있어서 자기통제가 불가능하여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섭취를 계속하는 경우로, 신체

적으로 형성된 알코올의 금단증상을 피하기 위해 알코올을 계속 사용하

는 신체적 의존과 알코올을 통해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심리

14) 주요 정신질환장애군들은 세계적인 정신의과학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ICD-10과 
DSM-Ⅳ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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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존을 나타낸다.  

제2절 국내․외 중독 및 고위험자 현황

  1. 약물 중독 및 고위험자 현황

가. 약물 중독 및 오남용 현황

국내에서 수행된 약물 및 마약 중독에 대한 학위논문은 마약정책 및 예

방교육에 치중되어 왔으며, 치료 및 재활이 중독연구 분야에서 주요한 활

동이었다(손기옥 2009, p.14-15). 보건복지부에서 매 5년마다 ‘정신질

환역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항목에 포함되는 약물은 니코틴

과 알코올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국내 약물 사용 장애 및 중독에 대한 국

가 중재의 요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우

리나라에서의 잠재적인 문제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추세,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치료

보호 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

로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섰으며, 2003~2006년에는 7,000명 

이상, 2010~2012년에는 9,0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실제 마약중독자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 마

약이 유입되고, 프로포폴이나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진정제 등의 남용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인구집단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회사원, 주부, 농민, 청소년 등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조성남 

2013, p.11-12).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 장애를 다룬 연구를 몇 가지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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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중․고등학생)의 2.1%가 

본드 등 흡입제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특수집단 청소년의 사용경험은 훨

씬 더 높아 19.3%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은 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5~9.0%, 현재에도 지속

적으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1.0~2.0%였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진통

제, 수면제, 살 빼는 약 등의 경험이 흡입제보다 높아 약물 남용의 심각성

이 드러났다. 약물별 사용경험률은 살 빼는 약 1.2%, 잠 안 오는 약 

1.5%, 수면제 2.0%, 기침약 4.0%, 진통제 5.5%, 근육이완, 강화제가 

1.7%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2 재인용: 안영철 2006, p.63, 64, 76, 

77). 2009년도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1.9%가 부탄가스,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러 사용한 적이 있었다(이현숙 2013, p.331).

국외에서는 약물 사용 장애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실시

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2010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의 조사에 따르

면, 12세 이상 미국인 중 지난 한 달간 불법적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는 전

체 인구의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약물의 비의학적 

남용의 문제도 심각하였는데, 이것은 마리화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

며 진통제, 진정제, 각성제, 수면제 등이 많이 남용된다고 하였다

(ONDCP 2013 재인용: 조성남 2013, p27). 

미국중독관리센터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 AAPCC)에서는 중독을 환자의 의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

였다. 자살 시도,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것을 의도적 중독(intentional 

poisoning)으로, 일반적인 비의도적 중독, 치료적인 오류, 약물 사고, 동

물에 의한 물림과 찔림, 환경에 의한 노출, 식중독, 직업적인 노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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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을 비의도적 중독(unintentional poisoning)으로 구분하였다

(Bronstein et al. 2011, p.910 재인용: 고승현과 이경원 2012, 

p.680). AAPCC 제28차 연례보고서에서는 미국의 60개 중독관리센터에

서 보고된 중독사례를 담고 있다. 의도적인 중독이 14.7%라고 보고하였

는데 특히 다른 연령대와는 예외적으로 13~19세의 연령대에서는 의도적

인 중독이 많았다(Bronstein et al. 2011, p.910 재인용: 고승현과 이경

원 2012, p.681, 683). 이스라엘 중독정보센터의 2007년도 연례보고서

에서도 비의도적인 중독이 7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Bentur et al. 

2007, p.749 재인용: 고승현과 이경원 2012, p.683).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2008년 국내 중독환자 중 비의도적 중독은 31.5%로 낮고 자살 

시도로 사용한 경우가 61%로 높았다는 차이를 보였다(So et al. 2010, 

p.51 재인용: 고승현과 이경원 2012, p.683).

또한 지난 20~30년간 물질사용 장애와 정신질환이 공동 발병하는 ‘이

중진단’(dual-diagnosis)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 즉 물질사용

장애가 정신질환과 동시 발병한다는 것이다. 물질사용장애는 불법약물사

용뿐만 아니라 알코올사용 장애까지 포괄한다. 또한 약물남용과 알코올

남용이 공존하는 이중의존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는데, 약물사용장애가 

있는 경우 알코올사용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약물사용장애가 없는 사람

들에 비해 5~7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ompton et al. 2007, 

p.566; Regier et al. 1990, p.2511 재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 

177).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등의 사용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해지기 때

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알코올사용으로 중독의 대상이 전이될 가능성

이 있어 약물사용자들의 알코올사용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77-178).

오래된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중진단과 관련하여, 대규모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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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조사가 실시되어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언급하

고자 한다. 1980년대 초 미국의 가장 광범위한 역학조사연구의 하나인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ECA)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물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1%이었다. 이들의 정신질환 발병률은 53.1%

에 이르렀고, 정신질환자 중 약물사용장애 발병률은 14.7%, 반대로 약물

사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할 확률은 일반인구층에 비해 

4.5배나 높았다(Regier et al. 1990, p.2511 재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0). 이 조사 이후인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

되었던 Natonal Comorbidity Survey (NCS)에 의하면 약물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4.4~7.5%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47.7%~65.5%가 평생 

동안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Kessler et al. 1997, p.313 재

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0). 2001~2005년 간 2차례에 걸쳐 

미국인 4만여 명을 조사한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NESARC) 연구도 있었다. NESARC 

1차 조사에 의하면 약물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0.3%로 나타났으며 이

들이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7~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mpton et al. 2007, p.566, 재인

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0). 같은 자료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에

서는 18세 이상 인구집단에서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 중 47.7%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격 장애와 의약품 사용 장

애가 강력한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Grant et al. 2004, 

p.361). 또한 알코올남용과 약물사용은 서로 상관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Stinson et al. 2005, p.105, 재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0). 

영국에서 실시된 National Psychiatric Morbidity Survey는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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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일반인구층, 노숙인 그리고 시설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역학연

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우울과 불안이 약물사용자들에게 가장 흔

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Farrell et al., 1998, 

p.909, 재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0).

그러나 국내에서 이중진단에 대해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었다. 상당히 오래전  약물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집단을 청소년으로 제한하였고(김길숙 외 1995, p.27 재인

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1), 약물의 범위를 알코올, 니코틴 등으

로 좁게 설정하였다(장성만 2008, p.15 재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1).

여러 연구에서 입증하는 것과 같이 정신건강과 물질남용의 문제가 주

요한 공중보건 및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졌는데, 이 문제를 고려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즉 약물남용이 정신질환을 일으키

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이 약물 남용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약물남용과 

정신질환이 다른 위험 요인으로 인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약물남

용과 정신질환이 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

저 유전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트라우마, 약물에 대한 조기 노출이 중독과 정신건

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약물 남용과 정신질환은 발달장애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들이 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또는 아동기에 

시작될 수 있고, 약물에 조기 노출되어 뇌의 작용이 정신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07, p.1-2).

마약류 등 불법의약품 뿐 아니라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의 비의

학적 사용 및 남용도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Le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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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p.1). 세계적으로 처방의약품의 남용이 불법 의약품의 사용

을 곧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NCB(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

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많은 남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남용 목적을 위한 

처방의약품의 수요 증가는 위조 의약품 생산을 가열시키고 있다. 남용자

들은 처방의약품이 불법 의약품 남용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

닫지 못하고 있다(Kuehn 2007, p.1306). 미국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마리화나와 같은 불법의약품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처방의약품

과 OTC 의약품의 남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의약품 남용의 문

제는 약을 얻는 것이 쉽고, 이러한 약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

롯된다(Leary et al. 2009, p.1). 

여러 가지 의약품이 남용될 수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남

용되는 의약품은 아편제, 중추신경억제제, 각성제이다. 아편제로는 하이

드로코돈(hydrocodone), 옥시코돈(oxycodone) 등이 있는데 의학적으

로 통증 완화를 사용되지만 남용 가능성이 높다. 진정제로 불리는 중추신

경억제제로는 바르비투르(barbiturate)와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두 종류가 있으며, 이것은 불안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일

부 중추신경억제제는 고용량으로 마취제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성제는 뇌 활동을 증대시키고 주의력과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혈압, 심

박동수, 호흡을 빠르게 한다. 이 약은 본래 천식, 호흡기 질환, 비만 등 여

러 가지 가벼운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남용 및 중독 가능성

이 분명하여 의학적 사용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Leary et al. 2009, 

p.3-4). 

청소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남용하는 OTC 의약품은 덱스트로메트로

판 성분을 함유한 기침, 감기약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처방약과 OT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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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복용할 때 서로 섞거나, 또는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약물과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복합약물사용(polydrug use)은 상당히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Leary et al. 2009, p.3-4).

나. 약물 중독 및 오남용과 관련성을 나타내는 요인

국내외 발표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약물 중독이나 오남용과 같은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사회학적·심리적 특성과 같은 개인 특성, 둘

째, 정신적 충격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망 또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의 사회적 경험·여건, 셋째, 약물 사용 장애의 시기, 동기, 빈도, 중개요인

과 같은 중독변화과정, 마지막으로 약물사용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

건강이나 사회적 영향이다.

개인적 특성 중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물질사용장애와 정신질환의 이중진단과 유의미하게 관련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인종, 배우자 유무, 소득

수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중진단 유병률이 높고,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도 이중진단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de Graaf 

et al. 2002, p.620; Drake and Wallach 1989, p.1041; Mueser et 

al. 1992, p.48 재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1). 또한 도, 농간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20~40대가 농촌에서는 노인의 사용이 많

고 도시는 의약품, 농촌은 농약 사용이 많았다(김선예 2009, p.33). 제5

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중고생의 인터넷 중독과 약

물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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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 외 2013, p.330).

〈표 2-4〉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요인

대분류 중분류 주요 내용

개인 특성

사회‧경제‧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인종,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 가족 동거

사회심리적 특성
(자아의식, 계층
의식, 책임감
소속감, 
사회적 자본 등)

∙ 우울, 불안
∙ 가족 위험요인
  : 가족 약물허용, 부모 약물중독, 역기능 가족관계, 

비정형 가족구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 학교․또래 위험요인
  : 낮은 학업의욕 성취도, 폭력 허용적 환경, 비행친

구 접촉 정도 등
∙ 개인 보호요인
  : 자아내적통제, 책임감, 자아존중감, 계획성, 대인

관계기술
∙ 가족 보호요인
  : 가족지지, 가족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 부모교육

열, 부모의 감독, 부모의 애착
∙ 학교․또래 보호요인
  : 학교선생님의 지지, 친구의 지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여건
정신적 충격 경험

∙ 스트레스
∙ 트라우마(예.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의약품에 대

한 조기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

중독변화
과정

시기, 동기, 빈도,
중개요인

∙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 친구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등

결과

정신 건강
∙ 자살
∙ 정신질환

사회적 영향
∙ 폭력, 폭행, 절도 등
∙ 학교결석,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 부적응



42 약물 및 알코올 중독현황과 대응방안

다음으로 개인의 특성 중 사회학적·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위험요인’으로는 충동성, 공격성, 우울․불안, 낮은 학교성적, 

학교 전학 유무가 있는데, 우울과 불안한 감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약

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전영천 

2009, p.12-19). ‘가족 위험요인’으로는 가족 약물허용, 부모 약물중독, 

역기능 가족관계, 비정형 가족구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구분된

다. 부모의 약물사용과 청소년의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부모 모두의 부적절한 약물사용이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큰 피해를 주

고 있었다. Reilly와 Olson(1997)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유지하게 하거

나 악화시키는 가족 특성으로 9개의 역기능적인 가족 상호작용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자녀의 약물 문제를 부모가 알아내지 못하는 경

우, 자녀의 약물사용이 부모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족을 주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한쪽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보다는 

부모의 이혼이나 동거 상태에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범죄 행위와 연관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결손이 약물남용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전영천 2009, p.19-26). ‘학교․또래 위험요인’은 

낮은 학업의욕 성취도, 폭력 허용적 환경, 비행친구 접촉 정도 등이 포함

된다(전영천 2009, p.26-30).

청소년의 약물 남용을 경감시켜주는 보호 요인도 세 가지 분류로 나뉜

다. ‘개인 보호요인’ 으로는 자아내적통제, 책임감, 자아 존중감, 계획성, 

대인관계기술이 있으며, ‘가족 보호요인’으로는 가족지지, 가족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 부모교육열, 부모의 감독, 부모의 애착이 포함된다. 청

소년의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또
래 보호요인’은 학교선생님의지지, 친구의 지지가 있다(전영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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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40). 

사회적 경험·여건 측면에서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언급되었다. 약물남용 청소년 중 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

우는 50%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약물을 하게 된다는 경우가 있었

다(최유미 2008, p.300-301). 스트레스 뿐 아니라 트라우마(예. 신체적 

또는 성적학대), 의약품에 대한 조기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중독과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NIDA 2007, p.1).

다음은 중독의 시기, 동기, 빈도, 중개요인과 같은 변화 과정에 대한 연

구들이 있었다. 불법 의약품의 사용 뿐 아니라 처방 및 OTC 의약품의 남

용 및 비의학적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 및 OTC 의약품의 

남용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합법적인 약물이 불법의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십대들의 잘못된 인식, 자녀의 처방약 남용을 모르는 부모, 구

매하기 쉽고 저렴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Leary et al. 2009, p.1). 

청소년의 약물 사용 동기에 대해서는 친구의 권유가 가장 컸고, 그 밖에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상당수

의 청소년이 길거리자판에서 약물을 구입한다고 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약물 접근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최유미 2008, 

p.295-296).

마지막으로 약물 사용 장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사회

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의도적 반복 음독 환자에 대한 연

구에 의하면, 24%의 환자에서 정신과적 병력이 있었으며, 21% 환자에 

서는 반복적 자살시도의 병력이 있었다(Oh et al. 2011, p.908, 재인

용: 고승현과 이경원 2012, p.685). NIDA에서도 약물 남용과 정신질환

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Volkow 2011, p.1),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44 약물 및 알코올 중독현황과 대응방안

(NESARC) 조사 결과에서도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7~3.5배 높다고 

하였다(Compton et al. 2007, p.566; Regier et al. 1990, p.2511, 재

인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77). National Psychiatric Morbidity 

Survey 결과에서도 우울과 불안이 약물사용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

나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Farrell et al. 1998, p.909, 재인

용: 김낭희와 서정민 2012, p.180). 

국내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난 후 경험한 

현상을 조사한 결과, 약물남용 직후의 폭력이나 폭행, 절도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환각을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약물을 사용한 청소년 중 37.5%가 폭력 및 폭행을 경험하였고, 

28.1%는 절도 및 금품갈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최유미 2008, p.299). 

약물남용 청소년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학교를 결석하고, 

수업에 빠지는 일이 잦고, 학업 의욕 성취도가 낮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전영천 2009, p.17).

  2. 알코올 중독 및 고위험자 현황

가. 알코올 중독 현황

20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를 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4.3%였고 남성(6.6%)이 여성(2.1%)보다 높았다. 그리고 알코올 남용은 

일년 유병률 2.1%였고 남성(3.4%)이 여성(0.9%)보다 역시 높았으며 알

코올 의존의 일년 유병률도 2.2%로 남성(3.2%)이 여성(1.2%)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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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두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를 155만명과 180만명으

로 각각 추정하였고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약 20조원으로 추

정하였다. 

〈표 2-5〉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유병률 및 추정환자수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유병률 추정 환자수 유병률 추정 환자수 유병률 추정 환자수

알코올 사용장애 4.3 1,552,192 6.6 1,188,916 2.1 379,756

알코올 남용 2.1 758,047 3.4 612,472 0.9 162,752

알코올 의존 2.2 794,145 3.2 576,444 1.2 217,003

자료: 2011 정신질환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11).

〈표 2-6〉 주요 중독자 현황 및 사회적 비용추정

구분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중독자수(추정) 180만명 10만명 220만명 200만명

사회적 비용(추정) 20조원 2.5조원 11조원 8조원

자료: 알코올사업지원단,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2020(재인용), 2011/원자료(각종 중독예
방 상담재활 종합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10.)

〈표 2-7〉 정신장애 평생유병률1) 비교(성과 연령 보정)

(단위: %(표준오차))

정신장애질환 진단명　 2001년 2006년
2011년

(65세 미만)
06년 대비 

증감률
2011년
(전체)

알코올 사용장애 15.9 (0.5) 16.2 (1.2) 14.0 (1.0) ▼13.6 13.4 (0.9)

알코올 의존 8.1 (0.4) 7.0 (0.9) 5.6 (0.6) ▼20.0 5.3 (0.6)

알코올 남용 7.8 (0.4) 9.2 (0.5) 8.5 (0.8) ▼ 7.6 8.0 (0.7)

   주: 1)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 이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의 유병률로 조사 시점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 중인 
환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조맹제 외(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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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 및 의료급여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기간의 ‘알코올성 정신장애(F10)15)’ 질환의 건강보험 진

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6만6,196명

에서 2011년 7만8,357명으로 1만2,161명이 늘어 연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 

〈표 2-8〉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 현황

(단위: 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F10)로 인한 진료 실인원과 진료비

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7년 223명에서 2011년 257명으로, 여성은 2007년 52명에서 2011

년 59명으로 모두 1.2배가량 증가하였다. 

15) ❍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 알코올 금단, 알코올 금단 섬망,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알코올 유도성 치매, 망상이나 환각을 동반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 알코올 유도
성 기분 장애,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 알코올 유도성 수면장애 등이 있음.

16)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재인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합계 66,196 68,755 73,912 75,133 78,357 4.3

남성 53,767 55,669 60,147 60,911 63,859 4.4

여성 12,429 13,086 13,765 14,222 14,498 3.9

남성/여성 4.3 4.3 4.4 4.3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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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구 10만명 당 성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현황(2007~20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인구 10만 명당)을 살펴보면 20대 미만에

서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30대 남성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인구 10만명당 연령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현황(2007~2011)

(단위: 명,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07

전체  6 54 128 238 288 278 184  82 

남성  5 55 182 381 501 527 402 209 

여성  6 52  71  89  73  52  36  26 

2011

전체 10 63 127 239 316 310 222 101 

남성 11 69 173 375 545 583 473 272 

여성  9 56  78  97  87  56  37  27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전체  66.7 16.7 -0.8  0.4 9.7 11.5 20.7 23.2 

남성 120.0 25.5 -4.9 -1.6 8.8 10.6 17.7 30.1 

여성  50.0  7.7 9.9  9.0 19.2  7.7  2.8  3.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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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총진료비는 2007년 1,190억원에서 2011

년 1,905억원으로 연평균 12.5%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연평균 

12.8%, 여성의 경우에는 연평균 10.0%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기준 

남성의 진료비는 여성에 비해 8.9배 많았다.

〈표 2-10〉 연도별 ‘알코올성 정신장애’ 총 진료비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전체 119,072,199 135,886,066 156,197,152 174,031,393 190,555,764 12.5

남성 105,943,293 122,185,011 140,236,440 156,265,118 171,316,070 12.%

여성 13,128,906  13,701,055  15,960,712  17,766,276  19,239,693 10.0

남성/여성 8.1 8.9 8.8 8.8 8.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7년 179

만8천원에서 2011년 243만1천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남성의 진

료비는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2007~20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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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50대와 60대의 진료환자수가 많았으나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60대(3,544천원), 70대(3,519천원)의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대, 50대 진료환자수가 많았으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는 70대(2,300천원), 60대(1,968천원)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2-4〕 2011년 성별/연령별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2.11.19.)

나. 알코올 중독 및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연령 

음주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음주행위는 연령에 

따라 다른 유형을 보인다(김광기 등, 2003). 나이가 적을수록 술을 많이 

마신다는 기존의 연령에 대한 연구(김광기, 1996)는 문제음주로 알코올 

중독의 초기 발병이 후반기에 발생한 알코올중독보다 알코올과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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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밝힌 연구들에서 이미 드러났다(Lee, 

1985). 또한, 반사회적 인격이 동반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반사회적 성

격이 없는 환자들보다 음주시작 연령이 더 어리고 빠르게 알코올중독이 

진행되며 더 많은 후유증(음주로 인한)이 나타난다고 하였다(Babor 

1987).

반면, 음주빈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40대, 

50대보다는 젊은 층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이 많았으

나 매일 마실 정도로 자주 마시는 비율은 중년층에 비해 적었고 중년층은 

마시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젊은 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술 마시는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3-4번 이상 마시는 대상자가 40대에서 46%, 50대

에서 56.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김광기 1996). 보통 알코올중독자는 

첫 음주하는 나이가 혹은 첫 번째의 경미한 문제들은 일반인구와 흡사할 

정도이지만 이십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는 그들

의 알코올로 인한 첫 번째의 주요한 생의 문제가 이십대 후반에서 사십대 

초에 나타나게 된다(오동열, 1997c). 이것은 40대와 50대가 사회적 활동

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위한 술 모임의 빈도와 

술로 인한 문제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최경란, 2006).

  2) 성별

음주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지는 개별 요인의 기여도를 규명하려는 

연구에서 성별의 특징적인 차이가 입증되었다(Cooper et a1., 1992). 

남성과 여성은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 반응 (Dawson, Grant & Chou, 

1995; Mumenthaler, Taylor, 0’Hara & Yesavage, 1999; NI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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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문제성 음주의 발현시기, 음주문제 및 발병장애(Dawson, 1996; 

McGue, Pickens & Svikis, 1992)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인석, 

2001, 재인용). 또한, 성별은 알코올 강화 효과에 대한 감수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사회음주는 비교적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

에 남성의 음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정균(1987)의 역학연구에 의하

면 알코올성 장애가 남성에 42.86%, 여성에서 2.63%로 남녀 비율이 

20:1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석(2001)의 연구에

서도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음주 및 음주문제룰 결정하는 요인이 각각 다

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 반사회적인 인격속성을 더 많이 보이

는 특성이, 여성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또는 주변의 압력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위험요인이 연계될 경우에 알코올사용량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최승희, 2001).

  3) 흡연

흡연은 음주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선정호(2001a) 의 연구에

서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충동적이고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흡연이나 음주 시에는 상호 다른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또한, 어떤 불감이 생길 때 다른 것을 이용하여 은폐하려

고 하고, 각각의 흡수분포대사 및 배출을 조절함으로써 만족감을 더해준

다고 한다. 담배와 알코올은 상호내성이 생기며 중복내성이 있어 더 혼용

을 하게 되고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만 기분이 충족된다고 한다(송

병준, 2002b). 국내의 역학조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의 동반이환율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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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애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니코틴 장애 등으로 보고하고 았다(이

충경 등, 2001).

  4) 가족력

가족력은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족력이 있을 경우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알코

올 문제를 가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요인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는데 알코올 중독은 가족연구, 쌍생아연구, 양자연구 등 유전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Goodwin, 1979, Pedersen, 1984, 

Luthar, 1992),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코올 중목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하며, 아버지나 형제, 가까운 친지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

자의 자녀가 정상인의 자녀에 비해 문제성 음주자가 될 위험성 이 훨씬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Goodwin, 1979).

또한 Hill(2000) 의 연구에서 가족력 여부와 음주시작 연령을 연구하

였는데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의 수가 많을수록 음주의 시작 나이가 빠

르며 이에 문제성 음주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기청

(1991)은 가족력이 있는 집단을 신체적 합병증의 증가와 의존적 성격, 자

아기능의 약화로 보았다. Hauser(l997) 등도 남성 알코올중독 환자 대상

연구에서 여러 변인으로 알코올 중독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반사회적 성

향이 있고 알코올 관련 문제가 심하고 생의 초기 알코올 의존이 나타나는 

Type2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친가 쪽에서 알코올 중독 가족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Kaij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쌍생아 연구에서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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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의 일치율이 일란성의 경우 54%, 이란성의 경우 28%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유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5) 성격(개인적 특성)

알코올 중독성 성격(alcoholic personality)에 관한 연구는 유전적 의

미에서의 생물학적 논리뿐 아니라 심리학적, 가족, 환경적, 문화·사회적 

이론 모두에서 과거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아직은 가

설로만 머물러 있을 뿐 결과도 모두 달라 뚜렷한 결론이 없는 형편이다

(한진희, 1987). 즉 알코올 중독은 단일차원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 차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변화가 가능한 심리치료적 방향

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알코올 중독과 성격간의 복합성

에 대해 연구한 Pattison(1984)은 알코올관련 장애를 스펙트럼상의 개념

으로 보았다. 즉 ‘경제선적 장신병리’를 지닌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심적 

구조의 대체기능’의 단계에서부터 내적갈등을 다루는데 알코올을 사용하

는 ‘신경증적 성격’ 그리고 위기에 따른 반응성 음주로 특정 지워지는 ‘정

상성격’의 세 범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과음이나 알코올중독에 관계되는 성격요인으로는 반사회적 성격, 

외향성, 수동공격성, 불안, 신경증적, 정도장애, 강박적 성격, 순환성 성

격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이길홍 & 이병윤, 1975; Kolb & Brodic, 

1982) 이 역시 예상되는 연구와 예상되지 않는 연구 때의 결론이 다르고 

유전적 성향거부, 1차적이냐 2차적이냐의 거부, 동반적이냐 독립적이냐

의 거부 등에서 일치된 뚜렷한 결론이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성격 유형

과 알코올 중독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DSM-I에서도 알코올 중독을 성격장애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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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알코올 중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성격과 

알코올 사용에 관한 포고라적 접근을 시도한 Stacy 등(1991)은 성격이 

직접적으로 또는 선행요인을 매개하거나 다른 인접변인을 통해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음주형태 등과 독립적으로 부적정

서나 공격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가족병력이나 음주동기와 같은 요인이 그 영향을 조절하거나 매개

한다는 것이다.

성격적 위험 요인들 중 지금까지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난 특성은 부정

적 정서성 (negative affectivity)과 행동통제 부족(behavioral under-

control)이며 이것은 알코올 중독의 취약성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Sher & Trull, 1994; Cox, 1987b; Stacy 등, 1991). 부정적 정서성

(negative affectivity)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

험하게 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MMPI 상에서 반사회성 척

도 점수의 상승과 더불어 우울척도(2번 척도)와 강박증 척도 (7번 척도)에

서 상승을 보이는 특정이 있다. 또한, 행동통제 부족 (behavioral un-

dercontrol)은 과잉활동성, 충동성, 공격성, 반사회성 및 감각 추구성향

과 같은 유사하게 보이는 성격 특성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Sher 등, 

1991), MMPI 상에서 반사회성 척도(4번 척도)의 상승이 일관되게 관찰

되었다.

또한, Cloninger 등 (1981, 1991)은 생의 초기에 나타나는 기질차원

을 측정함으로써 내재된 유전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된 삼

차원 성격구조 모형(TPQ)을 제안하고 음주행위와 관련시켜보는 연구를 

하였다. Cloninger가 가정한 세 가지 성격차원은 첫째 새로운 경험의 추

구(Novelty Seeking, 이하 NS)로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강렬한 기분의 들뜸이나 흥분을 향한 유전적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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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조로움의 회피뿐만 아니라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빈번한 탐색

적 활동을 유도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위해 회피(Ham Avoidance)로 혐

오적 자극의 산호들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으로 처벌과 새

로움을 피하기 위해 또 기대했던 보상의 전략으로 생길 좌절감을 회피하

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도록 학습하는 경향성이다. 셋째 보상의존성

(Reward Dependance)은 보상의 신호들(특히 사회적 승인이나 원조에 

대한 언어적 신호들)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이전의 보상과 연합되었던 행

동을 소거하는데 저항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이다. 이

렇듯 성격은 알코올 중독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경란, 

2006).

  6) 정신적 건강상태(불안·우울)

알코올은 감정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이중

적 효과를 나타낸다. 정신자극제로서 기운을 나게 하고 기분을 고양시키

거나 이완시키므로 마약이나 흡연과 마찬가지로 쾌락 추구 행동이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은 분노나 외로움과 같은 여러 가지 불유쾌한 정

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 부정적 정서인 불안과 우울은 

음주 행동을 강화시키고 음주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최경란, 2006).

심리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음주가 불안 및 우울정서

와 깊은 상관성을 밝히는 논문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감정 상태는 알코

올 과다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Nowinsk, 

1995).

음주와 불안과의 관계성을 연구한 논문들 중 Rado(1993) 는 불안올 



56 약물 및 알코올 중독현황과 대응방안

해소하기 위한 도피의 수단으로 음주를 한다고 하였고 Adler(1941)는 영

속적인 불안감에 수반된 강한 열등의식과 책임감으로부터 도파하려고 음

주를 한다고 하였으며, Williams(1966)는 불안과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

해 음주를 한다고 하였다. Kansas(1988) 는 알코올중독자들이 배우자의 

죽음이나 신체질병 등 충격적인 인생 사건들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증

후군으로 인해 생긴 불안과 우울증을 처리하기 위한 방어기전으로서 음

주가 증가한다고 한다.

Cooper 등 (1992) 은 음주자들은 알코올이 긴장, 불안 또는 다른 스

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주가 불안

과 우울을 해소나 완화시킴을 증명한 연구들이었다. 한편, 또 다른 연구

보고들은 알코올이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 및 긴

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도 많다.

먼저 불안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endelson(1964) 등은 알코올

의존 피험자가 실험 음주의 14일 동안 불안 및 우울 증세가 증가한 것을 

경험하였으며 부정적인 정서 (Negative affect)의 강도가 알코올 소비량

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마실수록 더욱 불안하게 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Nathan과 O‘Brien(1971)은 4명의 알코올 의존자와 4

명의 비알코올 중독자의의 음주와 정서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두군 모두 알코올 섭취가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Logue(1978) 등도 비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태불안(state 

anxiety) 변화에 대한 알코올 소비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

에 따라 실험적 상황에서 상태 불안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음주와 불안 성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음주가 불

안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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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들이다(최경란, 2006).

이에, 음주와 우울성향과의 관계를 보면 Kraeperin(1968)은 알코올

중독의 한 형태로 정동장애의 삽화적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Winokur 등

(1969)은 알코올 중독의 몇몇 경우는 단극성 1 차성 정동장애의 변형체

라는 가설을 내세웠고, Schukit 등(1969)은 알코올중독자에게서 심한 우

울증이 30-40%이며, 좀 더 가벼운 우울증은 70% 에 이른다고 보고하였

다. 알코올 중독의 3가지 유형 기술에서 그 하나는 다른 정신과적 장애와 

독립적인 것이고, 사회 질병자(sociopathy), 혹은 단극성 정동장애의 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우울등가(depressive equivalent)로 간주한 연

구들의 보고에서 정동장애자의 가족에게서는 알코올 중독의 높은 발병률

을 볼 수 있으며(Cassidy 등, 1957),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에서는 정동장

애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Winokur, 1969), 알코올 중독자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연구(Robins 등, 1959)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불안 및 우울이 음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알코올 

중독의 발생에 깊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최경란, 2006).

  7) 심리상태(애착)

선행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은 생물학적 취약성과 어린 시절의 경험, 부

모의 태도, 사회적 정책, 문화 등과 환경요소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

해 발생하는 최종산물이라고 하며(Halcs, Yudofsky, 1999), 어린시기

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위험인자라는 

연구결과(Vungkanching 등, 2004)는 음주와 애착이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Bowlby에 의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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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론은 음주와 애착관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이론이라 생각되는데, 

알코올 종독자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Brennan. 

Shaver & Tobey(1991) 등은 부모와 안정적이지 않은 애착은 일반가정 

자녀보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알코올 중독자는 부

모로서의 능력을 수행하거나 부모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제시하였고

(Ackerman, 1993), Brennan(1991) 등의 연구에서eh 아버지의 알코

올 중독이 부모와의 애착에 부정적안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rennan 

et al., 1991). 이것은 애착이 일차적인 양육자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

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녀는 더 부적응적이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불안,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증상을 완

화하며 술을 더 적게 먹게 한다는 연구 보고(김광은, 2004; 장휘숙, 

1997)에서도 음주와 애착은 많은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Bowlby는 애착과 관련된 정서에서 애착 관제가 형성, 유지, 붕괴, 재

개되는데 매우 강렬한 정서가 일어나고 이러한 정서 반응은 특히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Bowlby, 1988)을 하여 유기체의 생존과 관

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정서는 애착과 애착 유대에서 중심영역 (Hazan, 

Gur-Taish, & Campa, 2004)이며,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로 불안

과 우울이 있다(Bowlby, 1973, 1980). 선행연구에서 애착이 안정적일수

록 불안이 적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신노라, 2000; 

Mikulincer, GiIlath, & Shaver, 2002), 애착과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도 불안정한 애착이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함이 여러 연구애서 

입증되고 있다(권정혜, 2002; Robert, Gotlib & Kassel, 1996).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보다 성

장 이후에 다양한 심리 ·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며 행동문제, 충동통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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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위의 연구들에서 애착형성이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최경란, 2006).

이미 많은 학자들은 알코올 중독을 개인의 질병 보다는 중독자가 속한 

가족의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은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 지지 않고 있고 여러 유형들이 모여 하나

의 이질적인 질환으로 여러 다른 정신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부

모가 관련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형성 

문제는 자녀들의 자율성, 적성뿐 아니라 비행이나 약물남용 같은 문제들

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최경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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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약물 중독 실태 및 인식도

  1. 약물 중독 및 오남용 현황 

조사대상자의 약물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면접조사 응답자의 

27.1%,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48.4%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고 하였다. 지속적 사용에 대한 정의는 의약품별로 용법․
용량에 차이가 있어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자

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주제가 정신적 건강생활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조사대상자가 사용

여부를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조사방

법에 따른 응답률 차이에서도 나타났는데, 조사원을 대면하지 않는 온라

인 조사에서 약물의 지속적 사용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물별로는 진통제(온라인조사 20.1%, 면접조사 8.2%)와 기침, 감기

약(온라인조사 18.4%, 면접조사 9.1%),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

양강장제(온라인조사 15.0%, 면접조사 4.9%)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다. 

항히스타민제는 면접조사에서는 1.8%로 사용하는 경우가 낮았지만, 온

라인조사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

였다.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실태 및 
인식도 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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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

(단위: %)

약물
면접조사
(n=6114)

온라인조사
(n=4116)

진통제 8.2 20.1 

신경안정제 1.9 3.4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콧물, 두드러기 치료제 등) 1.8 10.3 

기침, 감기약 (진해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등) 9.1 18.4 

수면제 0.7 2.8 

살 빼는 약 0.7 3.6 

변비약 0.8 4.3 

발기부전치료제 0.2 0.9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 (박카스 등) 4.9 15.0 

기타 7.3 6.5 

계 27.1 48.4 

주: 지속적인 사용은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본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목록은 위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타를 포함하여 11가지이다. 이 약물들에 한정

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를 파악한 결과 36.3%가 지

난 1년간 2개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이 약물들을 한꺼번

에 동시에 복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

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약물 개수

별로는 2개가 23.0%, 3개가 9.0%였으며, 8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0.1%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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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

(단위: 명, %)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약물을 사

용하고 있어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음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먼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약물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면접조사의 경우 

4.6%, 온라인조사의 경우 11.0%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목

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진통제나 감기약을 수면이나 진정을 위해, 변

비약을 살빼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를 정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 등

을 말한다. 약물별로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온라인조사 

6.6%, 면접조사 3.7%)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속적 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진통제(온라인조사 1.5%, 면접조사 0.4%)가 많았다. 

약물개수 약물 사용자

1개 2325 ( 63.7)

2개 841 ( 23.0)

3개 329 (  9.0)

4개 107 (  2.9)

5개 32 (  0.9)

6개 10 (  0.3)

7개 4 (  0.1)

8개 3 (  0.1)

계 36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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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약물

(단위: %)

약물
면접조사
(n=6114)

온라인조사
(n=4116)

진통제 0.41  1.5 

신경안정제 0.13  0.7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콧물, 두드러기 치료제 등) 0.02  0.6 

기침, 감기약 (진해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등) 0.03  0.6 

수면제 0.02  0.8 

살 빼는 약 0.21  1.1 

변비약 0.03  0.6 

발기부전치료제 0.08  0.4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 (박카스 등) 3.68  6.6 

기타 0.11  0.3 

계 4.61 11.0 

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질병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

우는 면접조사 응답자의 0.5%,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10.8%였다. 지속적 

사용이 높게 나타났던 진통제(온라인조사 3.6%, 면접조사 0.2%), 기침, 

감기약(온라인조사 2.6%, 면접조사 0.2%),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

장제(온라인조사 3.6%, 면접조사 0.1%)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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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약물

(단위: %)

약물
면접조사
(n=6114)

온라인조사
(n=4116)

진통제 0.18  3.6 

신경안정제 0.05  0.6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콧물, 두드러기 치료제 등) 0.04  1.7 

기침, 감기약 (진해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등) 0.15  2.6 

수면제 0.02  1.0 

살 빼는 약 0.01  0.8 

변비약 0.05  1.2 

발기부전치료제 0.02  0.2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 (박카스 등) 0.12  3.6 

기타 0.09  0.6 

계 0.54 10.8 

주: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권장량 또는 의사 처방 보다 자주, 많이 복용하는 것을 
의미함.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목적에 따라 다시 분류

하여 보았다. 예를 들어 온라인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진통제

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응답

자의 3.2%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0.4%가 본래 목

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였다.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용법·용

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복약지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선

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전문가의 판단 없

이 쉽게 구매가 가능한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의 경우 본래 목

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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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최근 1년간 사용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약물: 면접조사 

〔그림 3-2〕 최근 1년간 사용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약물: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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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경험을 성실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마약류에 대해서도 소수의 경

험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역시 온라인조사에서 사용경험이 높았는데, 흡

입제는 평생 동안 2.1%, 최근 1년간 0.6%가 사용경험이 있었고, 마약류

는 평생 동안 2.1%, 최근 1년간 0.5%가 사용경험이 있었다. 2005년 국

내에서 대학생의 사용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가 조사원을 대

면하는 조사방식에서 대마가 0.8%, 마약류가 0.5%, 환각제류가 0.1%, 

각성제류가 0.4%로 나타났다(권경희 외 2006, p. 54).

〈표 3-5〉 마약류 사용 경험

(단위: %)

　
평생 1년 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면접 온라인조사

흡입제 0.25 2.09 0.05 0.56 

마약류 0.20 2.07 0.08 0.46 

주: 흡입제는 본드, 부탄가스, 니스, 신나, 락카벤젠, 접착제 등이 포함되며, 마약류는 아편, 필로폰, 
몰핀, 코데인, 엑스터시, 야바, GHB, LSD, 케타민, 대마 등을 의미함.

다음은 약물 사용 장애와 정신질환이 공동 발병하는 이중진단의 문제

를 측정하기 위해 약물 오남용자와 마약류 경험자의 정신질환 현황을 살

펴보았다. 정신질환은 정확히 의사의 진단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파악하

기 어려우므로, CES-D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와 스스로 우울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대리지표로 하였다. 

최근 1년간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 CES-D 척도에서 위험군으로 분

류되는 경우는 25.2%로,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는 경우에 위험군으로 분

류되는 경우(7.7%)보다 많았다. 마약류 사용 경험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큰데, 평생 동안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 정신건강 위

험군은 41.6%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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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의 정신건강 

(단위: %, 명)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에 우울증상이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자가 

32.3%였고, 오남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2.1%로 낮았다. 마약류 사용 경

험자의 경우 43.6%가 우울증상을 느꼈고,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

우에는 14.1%만이 우울증상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의 우울증상

(단위: %, 명)

위의 결과를 반대로 보면, CES-D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경우 약물 

오남용자는 10.0%였던 반면, 위험군의 31.0%가 약물 오남용자였다. 정

상군의 마약류 사용 경험은 0.9%였고, 위험군의 경험은 6.2%로 높았다.

　 정상군 위험군 합계

약물 오남용
있음 74.8 25.2 1,234

없음 92.3 7.7 8,996

평생 동안의 마약류 
사용 경험

있음 58.4 41.6   149

없음 90.7  9.3 10,081

　 우울증상 있음 우울증상 없음 합계

약물 오남용
있음 32.3 67.8 1,234

없음 12.1 87.9 8,996

평생 동안의 마약류 
사용 경험

있음 43.6 56.4   149

없음 14.1 85.9 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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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경우의 약물 사용 장애

(단위: %, 명)

스스로 우울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26.8%가 약물을 오남용

하였고, 4.4%가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반면 우울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6%만이 약물을 오남용하였고, 1.0%가 마약류를 사

용한 경험이 있었다.

〈표 3-9〉 우울증상을 가진 경우의 약물 사용 장애

(단위: %, 명)

  2. 약물 중독 및 오남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분석에서는 약물 오남용의 조작적 정의를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으며,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권장량 또

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536명, 온라인조사에서는 698명이 약물 오남용자에 해당된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약물 오남용자의 성별은 조사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분포가 비슷하였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면접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이 27.2%로 가장 많고, 온라인조사에서

　
약물 오남용 평생 동안의 마약류 사용 경험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정상군 10.0 90.0 9,227 0.9 99.1 9,227

위험군 31.0 69.0 1,003 6.2 93.8 1,003

　
약물 오남용 평생 동안의 마약류 사용 경험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우울증상 있음 26.8 73.2 1,484 4.4 95.6 1,484

우울증상 없음  9.6 90.4 8,746 1.0 99.0 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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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세 미만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조사방식에 따른 조사대상자

의 연령분포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조사방

식과 관계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

포는 면접조사에서는 육체노동자가 온라인조사에서는 비육체노동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조사방식에 따라 직업별 조사대상자의 접근성

에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0〉 약물 오남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흡입제와 마약류 모두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비중이 더 컸다. 직업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면접조사
(n=536)

온라인조사
(n=698)

성
남자  46.5  53.9

여자  53.5  46.1

연령

만 19~29세  10.1  27.9

만 30~39세  11.9  26.9

만 40~49세  13.6  26.9

만 50~59세  17.9  15.8

만 60~69세  19.2   2.1

 만 70세 이상  27.2   0.3

지역크기

대도시  47.0  62.8

중소도시  39.6  34.0

군지역  13.4   3.3

직업

육체 노동자  47.4  21.2

비육체 노동자  13.1  50.1

기타  39.6  28.7

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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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흡입제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평생(n=15) 1년(n=3) 평생(n=86) 1년(n=23)

성
남자  86.7  66.7  70.9  69.6

여자  13.3  33.3  29.1  30.4

연령

만 19~29세  13.3 　  31.4  34.8

만 30~39세  20.0  33.3  26.7  21.7

만 40~49세  20.0 　  25.6  26.1

만 50~59세  20.0 　  15.1  13.0

만 60~69세  26.7  66.7   1.2   4.3

 만 70세 이상 　 　 　 　

지역크기

대도시   6.7 　  74.4  78.3

중소도시  86.7 100.0  24.4  21.7

군지역   6.7 　   1.2 　

직업

육체노동자  46.7  33.3  26.7  26.1

비육체노동자  33.3  33.3  45.3  39.1

기타  20.0  33.3  27.9  34.8

 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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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마약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다음으로는 각각의 인구집단별로 약물 오남용률을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용률은 조사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

의 약물 오남용률이 비슷하였다. 온라인조사에서는 남자의 17.5%, 여자

의 16.4%, 면접조사에서는 남자의 8.5%, 여자의 9.0%가 약물을 오남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면접조사에서는 만 70세 이상 중 13.2%가 약물을 잘 못 사용하고 있었

고, 온라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인구집단의 오남용률이 높았

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자, 직업별로는 육체노동자 인구집

단의 오남용률이 가장 높았다.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평생(n=15) 1년(n=3) 평생(n=86) 1년(n=23)

성
남자  58.3  60.0  60.0  57.9

여자  41.7  40.0  40.0  42.1

연령

만 19~29세  16.7  20.0  35.3  42.1

만 30~39세   8.3  20.0  20.0  21.1

만 40~49세  16.7  20.0  22.4  15.8

만 50~59세   8.3  　  21.2  21.1

만 60~69세  41.7  40.0   1.2 　

 만 70세 이상   8.3 　 　 　

지역크기

대도시   8.3 　  71.8  78.9

중소도시  66.7  80.0  24.7  21.1

군지역  25.0  20.0   3.5 　

직업

육체노동자  58.3  60.0  25.9  15.8

비육체노동자  16.7  20.0  42.4  36.8

기타  25.0  20.0  31.8  47.4

계 100.0 100.0 100.0 100.0



제3장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실태 및 인식도 조사 75

〈표 3-13〉 인구학적 특성별 약물 오남용률

(단위: %)

흡입제 이용경험에서는 남자들의 이용경험이 높아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에서 각각 남자의 0.4%, 2.8%가 평생 동안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연령, 지역크기, 직업별 인구집단에 따라서 흡입제와 마약 이

용률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면접조사(n=6114) 온라인조사(n=4116)

n % n %

성
남자 2,941  8.5 2,150 17.5

여자 3,173  9.0 1,966 16.4

연령

만 19~29세   825  6.5   959 20.3

만 30~39세   884  7.2 1,022 18.4

만 40~49세 1,029  7.1 1,165 16.1

만 50~59세 1,202  8.0   821 13.4

만 60~69세 1,064  9.7   113 13.3

 만 70세 이상 1,110 13.2    36 5.6

지역크기

대도시 2,405 10.5 2,383 18.4

중소도시 2,550  8.3 1,600 14.8

군지역 1,159  6.2   133 17.3

직업

육체노동자 2,786  9.1   771 19.2

비육체노동자 1,089  6.4 1,956 17.9

기타 2,239  9.5 1 38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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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인구학적 특성별 흡입제 이용률

(단위: %)

면접조사(n=6114) 온라인조사(n=4116)

n 평생 1년 n 평생 1년

성
남자 2,941 0.4 0.1 2,150 2.8 0.7 

여자 3,173 0.1 0.03 1,966 1.3 0.4 

연령

만 19~29세 825 0.2 0.0 959 2.8 0.8 

만 30~39세 884 0.3 0.1 1,022 2.3 0.5 

만 40~49세 1,029 0.3 0.0 1,165 1.9 0.5 

만 50~59세 1,202 0.2 0.0 821 1.6 0.4 

만 60~69세 1,064 0.4 0.2 113 0.9 0.9 

 만 70세 이상 1,110 0.0 0.0 36 0.0 0.0 

지역크기

대도시 2,405 0.0 0.0 2,383 2.7 0.8 

중소도시 2,550 0.5 0.1 1,600 1.3 0.3 

군지역 1,159 0.1 0.0 133 0.8 0.0 

직업

육체노동자 2,786 0.3 0.0 771 3.0 0.8 

비육체노동자 1,089 0.5 0.1 1,956 2.0 0.5 

기타 2,239 0.1 0.0 1,389 1.7 0.6 

계 6,114 0.2 0.0 4,116 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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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인구학적 특성별 마약 이용률

(단위: %)

면접조사(n=6114) 온라인조사(n=4116)

n 평생 1년 n 평생 1년

성
남자 2,941 0.2 0.1 2,150 2.4 0.5 

여자 3,173 0.2 0.1 1,966 1.7 0.4 

연령

만 19~29세 825 0.2 0.1 959 3.1 0.8 

만 30~39세 884 0.1 0.1 1,022 1.7 0.4 

만 40~49세 1,029 0.2 0.1 1,165 1.6 0.3 

만 50~59세 1,202 0.1 0.0 821 2.2 0.5 

만 60~69세 1,064 0.5 0.2 113 0.9 0.0 

 만 70세 이상 1,110 0.1 0.0 36 0.0 0.0 

지역크기

대도시 2,405 0.04 0.0 2,383 2.6 0.6 

중소도시 2,550 0.3 0.2 1,600 1.3 0.3 

군지역 1,159 0.3 0.1 133 2.3 0.0 

직업

육체노동자 2,786 0.3 0.1 771 2.9 0.4 

비육체노동자 1,089 0.2 0.1 1,956 1.8 0.4 

기타 2,239 0.1 0.04 1,389 1.9 0.6 

계 6,114 0.2 0.1 4,116 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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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물 사용 관련 문제

최근 1년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면접조사 

응답자의 51.2%,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54.6%)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절반은 어떠한 증상을 느낀다고 할 만큼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증상은 두 가지 조사방식에서 비슷하게 나타났

는데,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온라인조사 23.0%, 면접조사 

22.1%),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온라인조사 13.2%, 면접조사 

17.5%)이 가장 많았다. 

〈표 3-16〉 약물 중단 시 느끼는 증상

(단위: %)

면접조사
(n=1659)

온라인조사
(n=1992)

별다른 증상이 없음 51.2 54.6

심리적으로 불안해짐 17.5 13.2

무기력감을 느낌  8.0 11.4

짜증ㆍ신경질ㆍ화가 남  5.5 10.8

일이 손에 잡히질 않음  2.6  6.3

신체적으로 고통(통증)을  느낌 22.1 23.0

약을 복용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상태임  1.1  1.1

기타  2.1  3.0

주: 중복 응답 

약물 사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인 오남용자와 흡입제 및 마약류 

이용자들의 진료경험을 살펴보았다. 진료경험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방식

에서 더욱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응답률

이 높았다. 온라인조사 결과를 보면, 평생 동안 흡입제, 마약을 이용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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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는 사람들 중 각각 46.5%, 41.2%가 이 문제로 상담 및 진료를 받

아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경험자의 상담 및 진료 경험은 훨씬 

높아서 흡입제가 73.9%, 마약이 68.4%로 나타났다. 약물 오남용자의 진

료 경험은 16.2%로 낮았다.  

〈표 3-17〉 약물 사용의 문제로 상담 및 진료를 받아본 경험

(단위: n, %)

약물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 면접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보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조사에서는 영향을 받은 경로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응답

하였는데, 약물 오남용자는 인터넷 검색 정보(23.5%), 부모, 형제

(21.3%)의 순으로 높았다. 흡입제와 마약류 이용자는 부모, 형제로부터 

약 20%, 친구, 동료로부터 약 20%라고 응답하여, 가족과 주변 지인의 영

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n % n %

오남용자 536 16.2 698 16.2

흡입제 이용자  
평생  15  0.0  86 46.5

최근 1년   3  0.0  23 73.9

마약 이용자  
평생  12  8.3  85 41.2

최근 1년   5 20.0  19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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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약물 오남용자의 약물 선택 및 사용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단위: %)

〔그림 3-4〕 흡입제 이용자(평생 경험)의 약물 선택 및 사용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단위: %)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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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마약 이용자(평생 경험)의 약물 선택 및 사용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단위: %)

약물 오남용자의 경우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방식에 따라 5%내외였던 반면, 응답자의 약 50%는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본드, 부탄가스, 니스 등과 같은 흡입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물질들이어서 대체로 구입에 어려움을 느끼

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약 

50% 정도가 구입이 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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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약물 오남용자의 의약품 구매 시 어려움

(단위: %)

〔그림 3-7〕 흡입제 이용자(평생 경험)의 의약품 구매 시 어려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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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마약 이용자(평생 경험)의 의약품 구매 시 어려움

(단위: %)

  4. 약물 중독 및 오남용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련성

가. 개인의 특성이 약물 중독 및 오남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특성과 약물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려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는 성, 연령, 거주

지역의 크기, 소득, 교육수준, 직업, 가족과의 동거여부와 같은 사회, 경

제, 인구학적 특성과 평생 동안의 정신적 충격 경험(트라우마), 일상생활 

중의 스트레스 정도,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정

신건강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이용하여, 위험군과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모형을 확정하기 위하여 forward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 때 성, 연령, 거주 지역, 교육, 

소득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최종 결정한 모형에 대해서는 

Hosmer & Lemeshow goodness-of-fit test를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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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다. 약물오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모형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5개 변수 외에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

신건강 요인이 선정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동거여부가 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관

련성을 보이지 않아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3-18〉 약물 오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성, 연령, 학력은 약물 오남용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았

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큰 규모의 도시에 거주할수록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지역보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1.3배, 대도시 거주자

가 1.8배 약물을 오남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구분 OR 95% 신뢰구간

성
남자

여자 0.895 (0.790 - 1.014)

연령

만 19~29세

만 30~39세 0.999 (0.821 - 1.217)

만 40~49세 0.917 (0.756 - 1.112)

만 50~59세 0.821 (0.669 - 1.007)

만 60~69세 0.950 (0.733 - 1.231)

 만 70세 이상 1.236 (0.933 - 1.636)

거주지역

군지역

대도시 1.801 (1.431 - 2.267)

중소도시 1.315 (1.039 - 1.663)

학력 0.956 (0.870 - 1.050)

소득 1.046 (1.006 - 1.086)

트라우마 1.819 (1.565 - 2.114)

스트레스 1.303 (1.178 - 1.441)

정신건강 2.845 (2.395 -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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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약물 오남용과 분명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평생 동안 정신적 충격

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1.8배, 정신건강 위험군

이 정상군에 비하여 2.8배 약물을 오남용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가 많을수록 약물 사용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의 흡입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경험도 약물 오남용의 분석

결과와 같이 소득이 많을수록, 군지역보다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에 거주

할수록 더 많았다.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경우는 2.8배, 정신건강 위험군

은 4.8배 마약류 사용 경험이 많았다.

〈표 3-19〉 마약류 사용 경험(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OR 95% 신뢰구간

성
남자

여자 0.415 (0.290 - 0.594)

연령

만 19~29세

만 30~39세 0.753 (0.475 - 1.194)

만 40~49세 0.658 (0.414 - 1.047)

만 50~59세 0.601 (0.363 - 0.994)

만 60~69세 0.526 (0.236 - 1.173)

 만 70세 이상 0.078 (0.010 - 0.591)

거주지역

군지역

대도시 2.105 (0.960 - 4.619)

중소도시 1.569 (0.702 - 3.508)

학력 1.119 (0.855 - 1.466)

소득 1.124 (1.023 - 1.235)

트라우마 2.785 (1.946 - 3.987)

정신건강 4.814 (3.336 - 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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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물 중독 및 오남용이 개인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약물 사용 장애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

으며, 가족 간에는 갈등이나 해체를 야기하고 직장에서는 이직, 해고, 생

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일탈, 비행,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언급한 문제들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인

과관계를 규정짓기 어렵다. 본 분석의 목적이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인

구집단이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관련성을 매우 단순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적 영향으로는 정신건강 및 자살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분석

에서는 CES-D 척도로 평가한 정신건강과 지난 1년간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약물 오남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모형을 확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수 

선정과 모형적합도 평가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성, 연령, 거주지역,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보정하면 약물 오남

용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할 확률

이 2.9배 높았다. 평생 동안의 흡입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4.2배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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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약물 오남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3-21〉 마약류 사용 경험(평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에 이어 보다 더 극단적인 건강결과인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약물 오남용을 포함한 분석모형에서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

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보정하고 약물 오남용을 하는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1.8배였다. 평생 

동안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

구분 OR 95% 신뢰구간

약물 오남용 2.934 (2.469 - 3.486)

성
남

여 1.184 (1.019 - 1.376)

연령 0.817 (0.771 - 0.866)

거주지역 0.763 (0.679 - 0.858)

학력 0.961 (0.865 - 1.068)

소득 0.823 (0.786 - 0.863)

트라우마 2.873 (2.442 - 3.381)

스트레스 4.538 (4.041 - 5.096)

구분 OR 95% 신뢰구간

마약류 사용 4.196 (2.819 - 6.245)

성
남

여 1.214 (1.046 - 1.410)

연령 0.819 (0.774 - 0.868)

거주지역 0.742 (0.660 - 0.833)

학력 0.960 (0.865 - 1.065)

소득 0.821 (0.784 - 0.860)

트라우마 3.025 (2.574 - 3.555)

스트레스 4.652 (4.146 -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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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확률이 1.5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22〉 약물 오남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표 3-23〉 마약류 사용 경험(평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는 약물 사용 장애가 가족, 직장, 이웃갈등과 관련성을 보이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갈등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추정하였

구분 OR 95% 신뢰구간

약물 오남용 1.779 (1.486 - 2.130)

성
남

여 1.373 (1.188 - 1.588)

연령 0.925 (0.874 - 0.978)

거주지역 0.786 (0.701 - 0.881)

학력 1.438 (1.295 - 1.596)

소득 0.928 (0.889 - 0.970)

트라우마 3.772 (3.231 - 4.405)

스트레스 2.374 (2.117 - 2.662)

정신건강 5.076 (4.263 - 6.044)

구분 OR 95% 신뢰구간

마약류 사용 1.464 (0.947 - 2.262)

성
남

여 1.367 (1.183 - 1.581)

연령 0.922 (0.872 - 0.976)

거주지역 0.773 (0.690 - 0.867)

학력 1.435 (1.293 - 1.593)

소득 0.930 (0.890 - 0.971)

트라우마 3.905 (3.347 - 4.556)

스트레스 2.392 (2.134 - 2.682)

정신건강 5.457 (4.591 - 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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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설문문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갈등의 정도이

다. 각각의 갈등은 본인이 전반적으로 보아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직장

에서 인간관계/이웃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

답결과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갈등은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사회심리학적 특성과 

분명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족 간의 관계나 직장 내 인간관계의 경우 인구사회

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보정하

였을 때, 약물 오남용을 하는 경우는 가족, 직장, 이웃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각각 1.6배, 2.2배, 1.3배였다. 

〈표 3-24〉 약물 오남용이 가족, 직장, 이웃갈등에 미치는 영향

구분
가족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OR 95% 신뢰구간 OR 95% 신뢰구간 OR 95% 신뢰구간

약물 오남용 1.575 (1.218-2.036) 2.226 (1.610-3.078) 1.305 (1.029-1.656)

성
남

여 0.827 (0.668-1.024) 0.970 (0.721-1.304) 0.814 (0.677-0.979)

연령 0.961 (0.885-1.043) 0.918 (0.808-1.042) 0.697 (0.649-0.749)

거주지역 0.885 (0.752-1.042) 0.936 (0.747-1.174) 0.921 (0.801-1.060)

학력 0.881 (0.762-1.019) 0.920 (0.736-1.149) 0.838 (0.734-0.957)

소득 0.847 (0.791-0.907) 0.967 (0.884-1.057) 0.928 (0.877-0.982)

트라우마 2.144 (1.692-2.717) 1.683 (1.211-2.340) 1.612 (1.295-2.005)

스트레스 1.913 (1.625-2.252) 1.752 (1.404-2.186) 1.438 (1.244-1.662)

정신건강 2.246 (1.715-2.942) 4.003 (2.812-5.699) 2.752 (2.169-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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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동안의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직장 내에서 갈등 경험할 

가능성이 3.9배였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

았다.

〈표 3-25〉 마약류 사용 경험(평생)이 가족, 직장, 이웃갈등에 미치는 영향

구분
가족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OR 95% 신뢰구간 OR 95% 신뢰구간 OR 95% 신뢰구간

마약류 사용 0.814 (0.421-1.576) 3.921 (2.262-6.796) 0.987 (0.574-1.699)

성
남

여 0.781 (0.630-0.970) 1.019 (0.755-1.375) 0.808 (0.672-0.972)

연령 0.981 (0.904-1.065) 0.925 (0.814-1.050) 0.697 (0.649-0.748)

거주지역 0.916 (0.777-1.080) 0.925 (0.738-1.159) 0.911 (0.792-1.048)

학력 0.885 (0.765-1.024) 0.940 (0.754-1.172) 0.839 (0.735-0.958)

소득 0.883 (0.825-0.946) 0.956 (0.875-1.046) 0.930 (0.879-0.983)

트라우마 1.821 (1.429-2.320) 1.685 (1.207-2.352) 1.656 (1.331-2.059)

스트레스 1.452 (1.220-1.729) 1.762 (1.411-2.199) 1.442 (1.248-1.667)

정신건강 1.110 (1.089-1.132) 4.255 (2.992-6.053) 2.892 (2.284-3.662)

제2절 알코올 중독 실태 및 인식도

  1. 응답자 일반적(인구․사회․경제적) 특성

<표 2-36>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음주경험이 있

는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54.3%, 여성은 4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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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성별

전체 8,532 100.0　

남성 4,636 54.3

여성 3,896 45.7

연령

전체 8,532 100.0

만 19~29세 1,550 18.2

만 30~39세 1,692 19.8

만 40~49세 1,950 22.9

만 50~59세 1,696 19.9

만 60~69세 882 10.3

만 70세 이상 762 8.9

지역크기

전체 8,532 100.0　　

대도시 4,061 47.6

중소도시 3,458 40.5

군지역 1,013 11.9

혼인상태

전체 8,532 100.0　　

미혼 2,300 27.0

기혼 5,655 66.3

별거 27 0.3

이혼 199 2.3

사별 350 4.1

기타 1 0.0

가구원수
(본인포함)

전체 8,532 100.0　　

1명 771 9.0

2명 1,873 22.0

3명 2,076 24.3

4명 3,05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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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비율

5명 586 6.9

6명 132 1.5

7명 34 0.4

8명 4 0.0

맞벌이 부부

전체 5,655 100.0　　

그렇다 2,578 45.6

아니다 2,934 51.9

비해당 143 2.5

직업

전체 8,532 100.0　　

육체 노동자 3,008 35.3

비육체 노동자 2,758 32.3

기타 2,766 32.4

근로형태

전체 5,899 100.0　　

상용직 4,541 77.0

임시직 808 13.7

일용직 189 3.2

기타 361 6.1

간병필요가족 
여부

전체 7,761 100.0　　

있음 437 5.6

없음 7,324 94.4

학력

전체 8,532 100.0　　

초등학교 졸업 이하 499 5.8

중학교 졸업 615 7.2

고등학교 졸업 3,142 36.8

대학교 졸업 3,891 45.6

대학원 졸업 이상 385 4.5

월평균 
가구소득

전체 8,532 100.0　　

100만원 미만 53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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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코올중독 측정(AUDIT-K) 분석 결과

AUDIT-K 점수에 따른 음주중독 현황을 보면 문제음주군이 5.9%, 사

용장애추정군이 6.8%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험 음주군과 사용장애 음주

군을 합해서 위험군을 분류할 때 위험군은 12.7%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수 비율

100만원~200만원 미만 1,035 12.1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6 18.8

300만원~400만원 미만 2,013 23.6

400만원~500만원 미만 1,534 18.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7 10.0

600만원~700만원 미만 360 4.2

700만원 이상 589 6.9

의료보장 
형태

전체 8,532 100.0　　

직장 건강보험 5,195 60.9

기역 건강보험 2,862 33.5

의료급여 (의료보호) 423 5.0

없다 11 0.1

모르겠다 41 0.5

종교

전체 8,532 100.0　　

있음 3,163 37.1

없음 5,369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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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응답자의 음주현황

문 항 명 (%)

음주경험

 총계 10,230(100.0)

없음 1,698 (16.6)

있음 8,532 (83.4)

AUDIT-K1)

소계 8,532(100.0)

정상군2) 7,452 (87.3)

위험 음주군2) 502 ( 5.9)

사용장애 추정군2) 578 ( 6.8)

AUDIT-K1)

소계 8,532(100.0)

정상군3) 7,452 (87.3)

위험군3) `1,080 (12.7)

주: 1)  AUDIT 합계 = (음주횟수 + 음주량 + 소주1병 또는 맥주 4병이상 마신 경우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 + 음주 때문에 일하지 못한 적 + 해장술 마심 + 음주 후 후회 + 기
억나지 않음)

     2) cutoff point(1): 정상 음주군: 0~15점, 위험 음주군: 16~19점,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20~40점

     3) cutoff point(2): 정상군: 0~15점, 위험군: 16~40점 (위험 음주군 +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표 3-28>과 <표 3-29>는 알코올중독 위험군들의 음주관련 연혁을 조

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28>은 정상군과 위험음주군, 사용장애 

음주군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음주관련 연혁을 조사한 결과이

며, <표 3-29>는 정상군과 위험군(위험음주군+사용장애 음주군)으로 2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음주관련 연혁을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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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음주관련 연혁(History) 현황(정상군,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상군
위험 

음주군
사용장애 
음주군

H1-1-1 
처음접한

시기

소계 8,532 87.3 5.9 6.8

10대 미만 39 79.5 12.8 7.7

10대 2,382 78.9 9.2 11.8

20대 4,921 89.8 5.0 5.2

30대 699 93.0 3.0 4.0

40대 306 95.4 2.9 1.6

50대 113 98.2 .9 .9

60대 이후 36 94.4 0.0 5.6

비해당 36 100.0 0.0 0.0

H1-1-2. 
처음접한 

계기

소계 8,496 87.3 5.9 6.8

타인의 권유로 1,182 88.0 4.8 7.2

우연한 계기로 970 84.5 7.2 8.2

호기심으로(흥미삼아) 1,778 84.5 6.9 8.5

질병 치료를 위해 47 78.7 8.5 12.8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55 45.5 18.2 36.4

동료ㆍ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4,044 90.2 4.9 4.9

정보를 얻기 위해 64 84.4 6.3 9.4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295 79.0 10.8 10.2

제사시 음복 4 75.0 25.0 0.0

성인 기념으로 2 100.0 0.0 0.0

사회생활/업무 위해 2 100.0 0.0 0.0

피로를 풀기 위해서 3 100.0 0.0 0.0

가족친지와 함께
(친목도모,명절,주도익히기)

32 96.9 3.1 0.0

가정불화 2 50.0 50.0 0.0

없다 14 92.9 0.0 7.1

무응답 2 100.0 0.0 0.0

H1-1-3. 
이용시기

소계 8,496 87.3 5.9 6.8

근무 중 111 76.6 8.1 15.3

근무시간 외 5,618 84.8 7.1 8.1

비해당 2,767 92.8 3.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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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음주관련 연혁(History) 현황(정상군, 위험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상군
위험 

음주군
사용장애 
음주군

H1-1-4. 
처음사용 이후 

횟수증가 
여부

소계 8,496 87.3 5.9 6.8

점차 감소 2,559 93.4 3.7 3.0

변동 없음 3,732 88.9 5.2 6.0

점차 증가 2,205 77.6 9.8 12.7

H1-1-5. 
이용횟수 
증가이유

소계 2,205 77.6 9.8 12.7

스트레스 해소 및 오락 563 68.7 12.4 18.8

질병 치료를 위해 11 81.8 9.1 9.1

특별한 이유 없이 저절로 164 68.3 13.4 18.3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1,253 82.8 7.9 9.3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13 61.5 23.1 15.4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주변환경 때문에

192 78.6 9.4 12.0

업무상(고객접대)/회식 4 100.0 0.0 0.0

취하는 기분이 좋아서 2 0.0 50.0 50.0

습관 1 100.0 0.0 0.0

우울해서 의존도가 높아짐 1 0.0 100.0 0.0

무응답 1 100.0 0.0 0.0

구분 사례수 위험군 정상군

H1-1-1 
처음접한 시기

소계 8,532 12.7 87.3

10대 미만 39 20.5 79.5

10대 2,382 21.1 78.9

20대 4,921 10.2 89.8

30대 699 7.0 93.0

40대 306 4.6 95.4

50대 113 1.8 98.2

60대 이후 36 5.6 94.4

비해당 36 0.0 100.0

H1-1-2. 
처음접한 계기

소계 8,496 12.7 87.3

타인의 권유로 1,182 12.0 88.0

우연한 계기로 970 15.5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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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위험군 정상군

호기심으로(흥미삼아) 1,778 15.5 84.5

질병 치료를 위해 47 21.3 78.7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55 54.5 45.5

동료ㆍ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4,044 9.8 90.2

정보를 얻기 위해 64 15.6 84.4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295 21.0 79.0

제사시 음복 4 25.0 75.0

성인 기념으로 2 0.0 100.0

사회생활/업무 위해 2 0.0 100.0

피로를 풀기 위해서 3 0.0 100.0

가족친지와 함께(친목도모, 명절, 주도익히기) 32 3.1 96.9

가정불화 2 50.0 50.0

없다 14 7.1 92.9

무응답 2 0.0 100.0

H1-1-3. 
이용시기

소계 8,496 12.7 87.3

근무 중 111 23.4 76.6

근무시간 외 5,618 15.2 84.8

비해당 2,767 7.2 92.8

H1-1-4. 
처음 사용 이후 
횟수 증가 여부

소계 8,496 12.7 87.3

점차 감소 2,559 6.6 93.4

변동 없음 3,732 11.1 88.9

점차 증가 2,205 22.4 77.6

H1-1-5. 
이용횟수 
증가 이유

소계 2,205 22.4 77.6

스트레스 해소 및 오락 563 31.3 68.7

질병 치료를 위해 11 18.2 81.8

특별한 이유 없이 저절로 164 31.7 68.3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1,253 17.2 82.8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13 38.5 61.5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주변환경 때문에 192 21.4 78.6

업무상(고객접대)/회식 4 0.0 100.0

취하는 기분이 좋아서 2 100.0 0.0

습관 1 0.0 100.0

우울해서 의존도가 높아짐 1 100.0 0.0

무응답 1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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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코올 중독 관련 요인 분석 

가.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알코올 중독(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각 관련요인들

(독립변수)에 대한 변수의 정의와 측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표 3-3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3-30〉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범주 코드 비고

종속
변수

음주위험군

문제음주군 1

사용장애 추정군 2

정상군 3

개인
·

가구
특성

및

일반
사항

성별
남자 0

여자 1

연령 연속형 (만 나이)

혼인상태
미혼 0

기혼 1

직업

육체노동자 1 manual

비육체 노동자 2 nonmanual

기타 3

학력1)

의무교육 이하 1 초등·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이상 3

소득2)

차상위계층 이하 1 4인 기준 월 1,856천원

가구 평균소득 이하 2 4인 기준 월 4,736천원

가구 평균소득 이상 3

종교
없음 0

있음 1

가족관계
원만함 

그렇지 않다 0

그렇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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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코드 비고

가족
·

직장
·

지역
사회
와의 

관계

가족갈등
응답 개수

연속형

직장관계
원만함

그렇지 않다 0

그렇다 1

직장갈등
응답 개수

연속형

이웃관계
원만함

그렇지 않다 0

그렇다 1

자아
의식

/
대인

신뢰도
/

행복
지수

자존감 점수 연속형

목표달성
가능성

낮다 0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높다 1

사회적 계층

하위 1
현재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계층

중위 2

상위 3

계층상승
가능성

낮다 0 현재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높다 1

소속감
적게 느낀다 0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 대한 소속감많이 느낀다 1

책임감
낮다 0 자신, 가정, 직장,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높다 1

사회평등
불평등 0

우리 사회의 평등 정도
평등 1

신뢰감
조심해야 함 0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신뢰할 수 있음 1

개인
건강

및

생활
습관

·
행태

신체적
건강상태

나쁨 0

좋음 1

흡연경험
그렇다 0 5갑(100개비) 이상 

흡연 경험 아니다 1

음주습관

의존한다고 생각함 1

지난 1년간 음주 습관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2

정상적이라고 생각함 3

수면시간 연속형 최근 3개월 평균 수면 시간

불면증 경험 
있음 0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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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제도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
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더한 의무교육으로 설
정하고, 그 이후 고등학교 3년의 중등교육,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으로 나누었다. 

     2) 소득: 일반적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할 때 OECD에서 제시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과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의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저소득층이 6.3%, 중산층 36.8%, 고소득
층 50.1%로 구분되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2013)에 따른 소득계층 비율(저소득층 15.2%, 
중산층 64.0%, 고소득층 20.8%)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득
계층은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4인 기준 월평균 소득 1,856천
원 이하)하고 중산층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월 4,736천원 이하)로, 그 위로는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계층을 정의하였을 때 저소득층 18.4%, 중산층 
60.4%, 고소득층 21.2%의 비율로 분포되어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분되어진다. 

나. 개인/가구 특성 및 일반사항 관련 요인과의 다변량 분석결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직업, 학력과 종교, 소득과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연령과 혼인상태, 연령과 학력이 각각 0.646, -.56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변수 범주 코드 비고

정신
건강

정신적 충격 
경험

그렇다 0

아니다 1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

느낌 0

느끼지 않음 1

정신건강
위험군

위험군 0

정상군 1

우울증상
예 0

아니오 1

자살생각
예 0

지난 1년간
아니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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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개인/가구 특성 및 일반사항 요인 상관분석 

변수명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학력 소득

연령  .061***

혼인상태  .091***  .646***

직업  .276*** -.018 -.104***

학력 -.156*** -.568*** -.232*** -.072***

소득 -.030** -.325*** -.060*** -.075***  .449***

종교  .123***  .099***  .096***  .074*** -.008   .001

주: 성별(남자=0, 여자=1), 연령(만 나이 연속형), 혼인상태(미혼=0, 기혼=1), 직업(manual=1, 
nonmanual=2, 기타=3), 학력(의무교육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대학교 졸업 이상=3), 소득
(차상위 소득 이하=1, 평균 가구소득 이하=2, 평균 가구소득 이상=3), 종교(없음=0, 있음=1)

     * : p<0.05, ** : p<0.01, *** : p<0.001

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알코올 사용 위험군 구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Ⅰ)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학력, 소득, 종교 등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였고, 

(모형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종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B, Exp(B)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

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4.587배,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은 

3.2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감소할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혼인상태가 음주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기타 직업군에 비해 육체노동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 정상군보다 문제

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용장애 추정군

에 속할 가능성은 1.5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직업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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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체노동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할 가능성

이 1.394배 높고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은 1.810배 높았다. 

〈표 3-32〉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구특성 및 일반사항 요인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Ⅰ)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성별: 여자 기준

남자  1.523*** .126 4.587  1.185*** .108 3.271

연령  -.017** .005  .983  -.017** .005  .983

혼인상태: 기혼 기준

미혼  -.157 .141  .854  -.098 .131  .907

직업: 기타 기준

manual   .102 .138 1.107   .446** .131 1.562

nonmanual   .332* .143 1.394   .593*** .138 1.810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기준

의무교육 이하  -.497* .248  .608  -.548* .231  .578

고등학교 졸업  -.284* .117  .753  -.196 .109  .822

소득: 평균소득 이상 기준

차상위 소득 이하   .115 .178 1.122   .178 .156 1.195

평균 가구소득 이하  -.004 .117  .996  -.272* .107  .762

종교: 있음 기준

없음   .096 .101 1.101   .262** .097 1.299

N 502 578

-2 log likelihood     528.043**

Pearson χ2 5741.532

Psuddo R2 Cox & Snell=.060, Nagelkerke=.099, McFadden=.066

주: 종속변수=정상군(N=7452) 기준
     독립변수=성별(남자=0, 여자=1), 연령(만 나이 연속형), 혼인상태(미혼=0, 기혼=1), 직업

(manual=1, nonmanual=2, 기타=3), 학력(의무교육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대
학교 졸업 이상=3), 소득(차상위 소득 이하=1, 평균 가구소득 이하=2, 평균 가구소득 
이상=3), 종교(없음=0, 있음=1)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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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의무교육 이하에 비해 문제음주군 및 사용

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문제음주군

에 속할 가능성도 높았다.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이상 소득이 평균이하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

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

람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은 1.299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혼인상태 변수를 제외한 (모형Ⅱ)를 보

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4.519

배,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은 3.2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감소할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직업은 비육체노동이 기타 노동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

제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1.425배 높았으며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이 

기타 노동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은 각각 

1.577배, 1.8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의무교육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에 비

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의무교육 이하와 비교하면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상은 평균소득 이하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

해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1.29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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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구특성 및 일반사항 요인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Ⅱ)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성별: 여자 기준

남자  1.508*** .125 4.519  1.177*** .108 3.245

연령  -.013** .004  .987  -.015*** .004  .985

직업: 기타 기준

manual   .120 .137 1.128   .455*** .131 1.577

nonmanual   .354** .142 1.425   .604*** .137 1.830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기준

의무교육 이하  -.528** .246  .590  -.568* .229  .567

고등학교 졸업  -.290** .117  .748 -.199 .109  .820

소득: 평균소득 이상 기준

차상위 소득 이하   .091 .176 1.095  .162 .154 1.175

평균 가구소득 이하   .003 .117 1.003  -.268* .106  .765

종교: 있음 기준

없음   .092 .101 1.096   .259** .097 1.296

N 502 578

-2 log likelihood    526.378**

Pearson χ2 4970.448

Psuddo R2 Cox & Snell=.060, Nagelkerke=.099, McFadden=.066

주: 종속변수=정상군(N=7452) 기준
     독립변수=성별(남자=0, 여자=1), 연령(만 나이 연속형), 직업(manual=1, nonmanual=2, 기타

=3), 학력(의무교육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대학교 졸업 이상=3), 소득(차상위 소
득 이하=1, 평균 가구소득 이하=2, 평균 가구소득 이상=3), 종교(없음=0, 있음=1)

     * : p<0.05, ** : p<0.01, *** : p<0.001

다.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관련 요인과의 다변량 분석결과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가족갈등 응답개수와 직장갈등 응

답개수의 상관관계가 0.445로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변수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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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 상관분석 

변수명
가족관계 
원만함

가족갈등
응답개수

직장관계
원만함

직장갈등
응답개수

가족갈등
응답개수

-.179***

직장관계
원만함

 .143*** -.109***

직장갈등
응답개수

-.055***  .445*** -.182***

이웃관계
원만함

 .146*** -.131***  .238*** -.088***

주: 가족관계 원만함(그렇지 않다=0, 그렇다=1), 가족갈등 응답개수(연속형), 직장관계 원만함(그렇
지 않다=0, 그렇다=1), 직장갈등 응답개수(연속형), 이웃관계 원만함(그렇지 않다=0, 그렇다=1) 

      * : p<0.05, ** : p<0.01, *** : p<0.001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Ⅰ)의 분석 결과, 가족관계 원만함이 음

주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갈등 응답개

수가 많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것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

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2.324배 높고, 직장갈등 응답개수가 높을수

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것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

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774배, 1.878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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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의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모형Ⅰ)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가족관계 원만함: 그렇다 기준

그렇지 않다 -.052 .274  .950 .329 .216 1.389

가족갈등 응답개수    .139*** .039 1.149   .229*** .035 1.258

직장관계 원만함: 그렇다 기준

그렇지 않다  .474 .248 1.606   .843*** .204 2.324

직장갈등 응답개수    .324*** .062 1.383   .393*** .056 1.481

이웃관계 원만함: 그렇다 기준

그렇지 않다   .573** .204 1.774  .630** .183 1.878

N 413 481

-2 log likelihood 343.291***

Pearson χ2 535.017***

Psuddo R2 Cox & Snell=.057, Nagelkerke=.087, McFadden=.055

주: 종속변수=정상군(N=4999) 기준
     독립변수=가족관계 원만함(그렇지 않다=0, 그렇다=1), 가족갈등 응답개수(연속형), 직장관계 

원만함(그렇지 않다=0, 그렇다=1), 직장갈등 응답개수(연속형), 이웃관계 원만함(그
렇지 않다=0, 그렇다=1) 

      * : p<0.05, ** : p<0.01, *** : p<0.001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족관계 원만함 변수를 제외한 (모형

Ⅱ)를 보면, 가족갈등 응답개수가 많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

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승산비는 각각 1.147, 1.267로 나

타났다. 

직장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것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

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2.324배 높고, 직장갈등 응답개수가 많은수

록 정상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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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배, 1.48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것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

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은 각각 1.774배, 1.878배로, (모

형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36〉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의 다항로지스
틱 회귀분석 (모형Ⅱ)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가족갈등 응답개수   .138*** .039 1.147  .237*** .035 1.267

직장관계 원만함: 그렇다 기준

그렇지 않다 .467 .246 1.595  .885*** .201 2.422

직장갈등 응답개수   .326*** .062 1.385  .390*** .055 1.477

이웃관계 원만함: 그렇다 기준

그렇지 않다  .567** .203 1.763  .660*** .182 1.935

N 413 481

-2 log likelihood 340.870***

Pearson χ2 5324.916***

Psuddo R2 Cox & Snell=.056, Nagelkerke=.086, McFadden=.055

주: 종속변수=정상군(N=4999) 기준
     독립변수=가족갈등 응답개수(연속형), 직장관계 원만함(그렇지 않다=0, 그렇다=1), 직장갈등 

응답개수(연속형), 이웃관계 원만함(그렇지 않다=0, 그렇다=1) 
      * : p<0.05, ** : p<0.01, *** : p<0.001

라.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관련 요인과의 다변량 분석결과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

들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존감점수의 경우 다른 모든 변수들과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목표달성 가능성과 계층상승 가능성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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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0.554, 소속감과 책임감의 상관관계가 0.402로 다소 높게 나타

났다. 

〈표 3-37〉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요인 상관분석

변수명
자존감
점수

목표달성
가능성

사회계층
계층상승
가능성

소속감 책임감 사회평등

목표달성
가능성

-.272***

사회계층 -.279*** .325***

계층상승
가능성

-.248*** .544*** .341***

소속감 -.256*** .251*** .163*** .270***

책임감 -.218*** .248*** .164*** .262*** .402***

사회평등 -.176*** .139*** .186*** .175*** .170*** .136***

신뢰감 -.178*** .159*** .174*** .177*** .177*** .177*** .339***

주: 자존감 점수(연속형), 목표달성 가능성(낮다=0, 높다=1), 사회계층(하위=1, 중위=2, 상위=3), 계
층상승 가능성(낮다=0, 높다=1), 소속감(적게 느낀다=0, 많이 느낀다=1), 책임감(낮다=0, 높다
=1), 사회평등(불평등=0, 평등=1), 신뢰감(조심해야 함=0, 신뢰할 수 있음=1)

      * : p<0.05, ** : p<0.01, *** : p<0.001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Ⅰ)의 분석 결과, 자존감점수가 높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계층의 경우 하위에 비해 상위가 문제음주군 및 사

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

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377배, 1.2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 가능성, 계층상승 가능성, 소속감, 책임감, 신뢰감은 음주위

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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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요인의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모형Ⅰ)

주: 종속변수=정상군(N=7452) 기준
     독립변수=자존감 점수(연속형), 목표달성 가능성(낮다=0, 높다=1), 사회계층(하위=1, 중위=2, 

상위=3), 계층상승 가능성(낮다=0, 높다=1), 소속감(적게 느낀다=0, 많이 느낀다=1), 
책임감(낮다=0, 높다=1), 사회평등(불평등=0, 평등=1), 신뢰감(조심해야 함=0, 신뢰
할 수 있음=1)

      * : p<0.05, ** : p<0.01, *** : p<0.001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한 (모형Ⅱ)의 경우 (모형

Ⅰ)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존감점수가 높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

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자존감점수 : 연속형   .087*** .014 1.091  .150*** .013 1.162

목표달성 가능성: 높다 기준

낮다  -.011 .139  .990  .139 .126 1.149

사회적 계층: 상위 기준

하위  -.560** .166  .571 -.518** .165  .596

중위  -.291 .150  .748 -.206 .152  .814

계층상승 가능성: 높다 기준 　 　 　

낮다  -.085 .128  .918 -.227 .120  .797

소속감: 많이 느낀다 기준 　 　 　

적게 느낀다  -.013 .146  .987 -.061 .133  .941

책임감: 높다 기준 　 　 　

낮다   .105 .157 1.111  .257 .137 1.294

사회평등: 평등 기준 　 　 　

불평등   .320** .101 1.377  .229* .096 1.258

신뢰감: 신뢰할 수 있음 기준 　 　 　

조심해야 함  .106 .102 1.112  .186 .098 1.204

N 502 578

-2 log likelihood 258.267***

Pearson χ2 2640.121

Psuddo R2 Cox & Snell=.030, Nagelkerke=.049, McFadden=.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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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았다.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

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O.R.는 각각 1.416배, 1.326배로 나타났다. 

〈표 3-39〉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식/대인신뢰도/행복지수 요인의 다항로지스
틱 회귀분석(모형Ⅱ)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자존감점수: 연속형  .088*** .013 1.092  .156*** .012 1.169

사회적 계층: 상위 기준

하위 -.567*** .162  .567 -.510** .161  .601

중위 -.286 .150  .751 -.201 .151  .818

사회평등: 평등 기준 　 　 　 　 　 　

불평등  .348*** .096 1.416  .282** .091 1.326

N 502 578

-2 log likelihood 245.937***

Pearson χ2 298.822

Psuddo R2 Cox & Snell=.028, Nagelkerke=.047, McFadden=.031

주: 종속변수=정상군(N=7452) 기준
     독립변수=자존감 점수(연속형), 사회계층(하위=1, 중위=2, 상위=3), 사회평등(불평등=0, 평등

=1), 
      * : p<0.05, ** : p<0.01, *** : p<0.001

마. 개인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관련 요인과의 다변량 분석결과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흡연경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의 다소 낮은 수준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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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요인 상관분석 

변수명
신체적

건강상태
흡연경험 음주습관 수면시간

흡연경험 .016

음주습관   .125*** .183***

수면시간   .073*** .048*** .060***

불면증경험   .135*** .037*** .121*** .112***

주: 신체적 건강상태(나쁨=0, 좋음=1), 흡연경험(그렇다=0, 아니다=1), 음주습관(의존한다고 생각
함=1,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함=2, 정상적이라고 생각함=3), 수면시간(연속형), 불면증 경험
(있음=0, 없음=1)

     * : p<0.05, ** : p<0.01, *** : p<0.001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3.428배, 3.848배 높고,  음주습

관을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모두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

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

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78배, 2.4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수면시간은 음주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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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요인의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모형Ⅰ)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신체적 건강상태: 좋음 기준

나쁨   .021 .143  1.022   .257 .137 1.293

흡연경험: 아니다 기준 　 　 　 　 　 　

그렇다  1.232*** .104  3.428  1.348*** .112 3.848

음주습관: 정상적이라고 
생각함 기준

　 　 　 　 　 　

의존한다고 생각함  1.795*** .165  6.020  2.940*** .143 18.918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2.633*** .155 13.921  3.729*** .144 41.649

수면시간  -.035 .045   .966  -.005 .046 .995

불면증 경험: 없음 기준

있음   .456*** .102  1.578   .912*** .116 2.489

N 502 578

-2 log likelihood 1784.789***

Pearson χ2 338.732*

Psuddo R2 Cox & Snell=.214, Nagelkerke=.332, McFadden=.233

주: 종속변수=정상군(N=6345) 기준
     독립변수=신체적 건강상태(나쁨=0, 좋음=1), 흡연경험(그렇다=0, 아니다=1), 음주습관(의존한

다고 생각함=1,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함=2, 정상적이라고 생각함=3), 수면시간(연
속형), 불면증 경험(있음=0, 없음=1)

     * : p<0.05, ** : p<0.01, *** : p<0.001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한 (모형Ⅱ)의 경우 (모형

Ⅰ)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흡연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

이 각각 3.439배, 3.846배 높았다. 

자신의 음주습관을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6.051배, 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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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나타났고, 자신의 음주습관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4.066배, 42.793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

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92배, 2.5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건강 및 생활습관·행태 요인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Ⅱ)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흡연경험: 아니다 기준

그렇다 1.235*** .103  3.439  1.347*** .112  3.846

음주습관: 정상적이라고 
생각함 기준

　 　 　 　 　 　

의존한다고 생각함 1.800*** .164  6.051  2.972*** .141 19.528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2.644*** .154 14.066  3.756*** .143 42.793

불면증 경험: 없음 기준 　 　 　 　 　 　

있음  .465*** .101  1.592   .939*** .115  2.558

N 502 578

-2 log likelihood 1780.524***

Pearson χ2 27.427*

Psuddo R2 Cox & Snell=.213, Nagelkerke=.332, McFadden=.233

주: 종속변수=정상군(N=6345) 기준
     독립변수=신체적 건강상태(나쁨=0, 좋음=1), 흡연경험(그렇다=0, 아니다=1), 음주습관(의존한

다고 생각함=1,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함=2, 정상적이라고 생각함=3), 수면시간(연
속형), 불면증 경험(있음=0, 없음=1)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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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신건강 관련요인과의 다변량 분석결과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며 우울증상과 자살생각이 0.523, 정신건강 위험군과 우울

증상이 0.431로 다소 높았다. 

〈표 3-43〉 정신건강 관련 요인간 상관분석 

변수명
정신적

충격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건강
위험군

우울증상

일상생활
스트레스

.159***

정신건강
위험군

.225*** .333***

우울증상 .337*** .326*** .431***

자살생각 .291*** .288*** .393*** .523***

주: 정신적 충격경험(그렇다=0, 아니다=1),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느낌=0, 느끼지 않음=1), 정신
건강 위험군(위험군=0, 정상군=1), 우울증상(예=0, 아니오=1), 자살생각(예=0, 아니오=1)

      * : p<0.05, ** : p<0.01, *** : p<0.001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Ⅰ)의 분석 결과 정신적 충격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경우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1.732배 높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느끼는 집단은 느끼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722배, 1.630배 높았다. 

정신건강 위험군을 구분해보았을 때 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은 정상군 

집단에 비해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2.360배 높았고, 지난 1

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상군

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455배, 

1.5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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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요인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Ⅰ)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정신적 충격경험: 아니다 기준

그렇다  -.051 .136  .709  .549*** .109 1.732

일상생활 스트레스: 느끼지 
않음 기준

느낌   .544*** .111 1.722  .489*** .105 1.630

정신건강 위험:정상군 기준

위험군   .281 .158 1.324  .858*** .127 2.360

우울증상: 아니오 기준

예  -.507 .155  .945  .163 .134 1.177

자살생각: 아니오 기준

예   .375* .154 1.455   .412** .131 1.510

N 502 578

-2 log likelihood 320.656***

Pearson χ2 91.208**

Psuddo R2 Cox & Snell=.037, Nagelkerke=.061, McFadden=.040

주: 종속변수=정상군(N=141) 기준
     독립변수=정신적 충격경험(그렇다=0, 아니다=1),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느낌=0, 느끼지 않음

=1), 정신건강 위험군(위험군=0, 정상군=1), 우울증상(예=0, 아니오=1), 자살생각(예
=0, 아니오=1)

     * : p<0.05, ** : p<0.01, *** : p<0.001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우울증상을 제외한 (모형Ⅱ)의 분석 결

과,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1.784배 높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느끼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

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711배, 1.666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정신건강 위험군을 구분해보았을 때 위험군에 속한 집단은 정상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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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음주위험 정상군보다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2.460배 높

았고,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432배, 1.6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음주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요인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Ⅱ)

변수
문제음주군 사용장애 추정군

B S.E Exp(B) B S.E Exp(B)

정신적 충격경험: 아니다 기준

그렇다   -.061 .134  .941 .579*** .106 1.784

일상생활 스트레스: 느끼지 
않음 기준

　 　 　 　 　 　

느낌    .537*** .110 1.711 .511*** .104 1.666

정신건강 위험:정상군 기준 　 　 　 　 　 　

위험군    .266 .153 1.305 .900*** .122 2.460

자살생각: 아니오 기준 　 　 　 　 　 　

예    .353* .141 1.423 .475*** .121 1.608

N 502 578

-2 log likelihood 318.944***

Pearson χ2 43.526**

Psuddo R2 Cox & Snell=.037, Nagelkerke=.060, McFadden=.040

주: 종속변수=정상군(N=141) 기준
     독립변수=정신적 충격경험(그렇다=0, 아니다=1),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느낌=0, 느끼지 않음

=1), 정신건강 위험군(위험군=0, 정상군=1), 자살생각(예=0, 아니오=1)
     * : p<0.05, ** : p<0.01, *** : p<0.001



제4장  

국내․외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제1절 약물 중독 관련 정책

제2절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제1절 약물 중독 관련 정책

  1. 국내 약물 중독 사업

국내에서 시행되어 왔던 마약 사용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속, 치료 및 재활, 부처의 제도 개선 노력, 그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

이 있다.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은 전국 통합수사, 유관기관 공조수

사, 상시감시 등을 통해 마약류 공급을 단속해 왔으며, 국가 간 네트워크

를 통해 수사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한 부처별 사업

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전문병동 형태의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

고, 검찰청에서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치료재활을 활성화하였으며, 법무부에서 마약류사범 교정 시설 내에 치

료와 재활 기능을 강화하였던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제도

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마약류의 원료물질 지정이 확대되었고 

2012년에는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마약 불법 전

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성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

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마약퇴치와 약물 오남용을 줄

이기 위한 홍보 활동이 계속되어 왔다.17)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약퇴차, 약물 오남용 없는 건강한 사회 범정부적 추진. 20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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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물 사용 장애의 예방, 치료, 재활과 관련된 사업에서 약물의 범

위는 알코올과 마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에 시작된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운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개소로 시작된 상담센터는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국에 50개소

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p.14-17). 4대 중독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 전반을 관

리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이 개편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p.17). 센터는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시․구)에 설치․운영되어, 알

코올과 기타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p.255). 관리대상자는 음주, 흡연, 약물 사

용 선별 검사(ASSIST, Alcohol Smoking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를 통해 점수에 따라 중재의 수준을 결정된다(보건복지

부 2014, p.289). 그러나 아직까지는 알코올 이외의 중독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나 사업의 내용이 추가되지 못하였고, 센터가 지역별로 충분

히 분포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이외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

지부로 업무를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보건 서비

스와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18) 2010년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
보급되었고, 2011년에는 검찰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

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p.14-17). 이는 마약류에 대

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 인식하여 형사 처

18)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서비스 시작.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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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는 과거의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

책으로 시각이 전환되었다.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립정신병

원 5곳은 자체 예산으로, 그 외 7개 지정 의료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p.301-311).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Drug Use 

Review)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DUR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

로 확대하여 국내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

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의․약사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업으로 2013년 

10억9천만 건의 처방전을 점검하여 540만 여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을 예방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졸피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

는 마약류의약품은 차별화된 정보 및 효능군(최면진정제, 마약류진통제, 

정신신경용제) 중복점검으로 18만6천 건의 중복 사용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19)

  2. 국외 약물 중독 사업

유엔은 불법마약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설립하였

는데 그 중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규모가 가장 크고 마약퇴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국제적 마약퇴치 전략수립 및 각국 마약퇴치 전

략수립 지원, 회원국의 마약관련 협약 기준 준수를 위한 입법조치, 기술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심평원, DUR점검으로 의약품 오․남용 540만 여건 예방.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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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협조제공, 마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전파, 주요

마약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유통되는 마

약의 통계 및 마약시장의 동향 분석, 새롭게 발견된 향정신성 약물의 정

의와 확산정도에 대한 보고서(World Drug Repoter)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2012년에 2012∼2015 전략을 

발표 하였다. 

〈표 3-46〉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12-2015 주요 전략 

2012-2015 주요 전략

1. 범죄, 불법 인신매매, 불법 마약거래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2. 유엔 협약에 따른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부패 방지

3. 사법체제 강화를 통한 테러 방지

4. 범죄 예방과 법률적 책임을 위한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의 사법 시스템 
일치

5. 예방, 치료 및 통합을 위한 대안 개발

  - 약물남용, HIV/AIDS 감소
  -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 재활 방안 개발 및 사

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래 개발
  -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마약 수요 감소 정책과 프로

그램 개발
  -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 개발 및 국제 협력 강화

6. 연구동향분석과 과학적 수사

7. 약물 남용 통제,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자료: United Nations. 2012.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trategy for the period 
2012-2015 for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미국에서는 약물중독의 정도와 범죄와의 관련에 따라 다양한 치료활동

을 하고 있다. 자발적 치료의 경우 비밀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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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였다. 대개 해독치료(2주), 외래치료, 단기입원치료(1~3개월), 

장기입원치료(6~15개월), 중간처우시설(3~6개월) 등으로 구분되어 있

고, 위탁치료(보호관찰, 집행유예), 교도소 내 입원치료, 교도소 외 부분

입원치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1989년부터는 약물법원

(Drug Court)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시설로 

연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범의 물질남용 문제에 대하여 판사, 검

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교정집행관, 치료재활전문가 등 모든 개입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조성남 2013, p.29).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약

물남용 범죄자를 기소하는 대신 치료를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이러한 접근 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1972년 시작된 Treatment 

Alternatives to Street Crime(TASC)프로그램이다. 약물관련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치료시설로 의뢰하여 치료 순응도를 감독하는

데, 치료에서 탈락되거나 순응도가 나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조건부출

소의 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방식이다(조성남 2013, 

p.30).

미국의 주요 약물중독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7〉 미국 약물중독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 담당 기관 주요 내용

예방
국립 약물남용 

예방의 달
SAMHSA

- 매년 10월 한 달을 국립 약물남용 예방의 
달을 지정하여 5주 동안 정해진 테마에 따
라 프로그램 진행

예방

마약 없는 커뮤니티
(Drug Free 
Community; 

DFC)

ONDCP
SAMHSA

- 예방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 마
약 퇴치 연합에 상응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
로그램 

예방
국립 청소년 마약 

퇴치 미디어 캠페인
SAMHSA
ONDCP

-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광고 및 홍보 전략 등의 통합된 사회 
마케팅 캠페인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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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담당 기관 주요 내용

예방
고강도 마약 밀매 

지역 프로그램
ONDCP

-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며 집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
여 이를 통해 미국 내 마약 밀매와 생산을 
감소

치료

치료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ies)

- 법적문제(Drug court)를 통해 들어온 마약
류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며 일부는 
타시설에서 의뢰되거나 가족 보호자에 의
해 입소

치료

SBIRT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and Referral to 

Treatment)

SAMHSA
-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에게 조기개입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
복귀

거리범죄 처우 대안
(Treatment 

Alternatives to 
Street Crime; 

TASC)

법무부
- 약물관련범죄자들을 조기 발견하여 판정하

고 기존의 교소도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기
관에 의뢰

사회
복귀

집중보호관찰
(Intensive 
Supervised 

Probation; ISP) 

법무부
-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모니터링

사회
복귀

약물중독자 모임
(Narcotic 

Anonymous; NA)
지역사회

- N.A(익명의 약물중독자 모임 : Narcotic 
Anonymous)모임을 일정횟수 이상 의무
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하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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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1. 국외 현황

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전략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를 채택하

고, 위해 음주(harmful use of alcohol)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계전략을 세운 바 있다(WHO, 2010a).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각 지역 사무국 총회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략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그 중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 지역 사

무국에서도 전략을 결의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위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전략

1. 해로운 음주를 할 위험의 감소 

 ① 해로운 음주에 대한 대중인식제고 (대중 홍보 및 취약집단 등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② 해로운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증대 (각종 건강증진, 가정지원 
학교 프로그램 등)

 ③ 해로운 음주 조장요인 감소 (사회적 압력 차단, 판매업자·서비스업 종
사자 책임, 단속 등)

 ④ 주류 판매, 마케팅, 스포츠 후원 규제
 ⑤ 해로운 음주 감소 옹호 증대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기관지원, 전 정

부부처의 노력)

2. 해로운 음주로 인한 영향 감소

 ① 지역사회 조직들의 역량제고 (시민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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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2010.

 ② 음주 예방 대응 보건·복지요원들 지원 
   - 보건의료제공자 능력제고,  1차 보건의료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

양성 등 지원
   - 단기 치료프로그램 도입 시행 개발 지원
   - 보건의료체계에 음주관련 문제를 다루는 전문치료기관 도입과 시행을 

개발, 지원
   - 조기선별,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가족을 지

원함
 ③ 음주운전 단속 프로그램
 ④ 음주관련 범죄 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법기관 참여
   - 음주관련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 사법기관 참여 등

3.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접근도 및 이용가능성 규제

 ① 주류규제 기전 확립 및 단속
   - 만취자 대상 판매 금지
   - 주류 판매 시간, 장소 규제
 ② 해로운 음주 규제수단으로 주세체계 도입
   - 알코올 도수에 따른 주세부과, 젊은이들에 대한 주류의 경우 특별 세

금 고려
 ③ 국제 무역협정 및 경제협정 체결 시 음주에 대한 영향 고려
  - 해로운 음주와 국제무역협정 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조절 기전
  - 무역협정이 해로운 음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국가

능력 개발 강화   
 ④ 법령 규정의 적용과 단속 (구매, 소비 판매 등의 법적 연령)

4. 전략 수행 촉진 기전

 ① 통계수집 및 분석체계마련
  - 알코올 정보 수집 및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기관 지정, 기존기관일 경

우 새로운 임무 부여
 ② 공중보건 우선 근거중심 국가별 알코올 정책의 개발     
  - 공중보건을 우선하는 국가 알코올 정책을 개발·지속할 중앙정부 담당

기관 수립 또는 지명
  - 음주폐해 예방·감소를 위한 조치로 주세의 일부 배정 등과 같은 재정

기전 마련 
 ③ 서태평양지역 차원의 협력 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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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종

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2013년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통계수집국

(Global Health Observatory)과 각 지역 사무국의 협력 하에 음주폐해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인 Global Health System on Alcohol and 

Health(GISAH)를 개발하였다. 매년 각 국가들은 총회를 통해 합의된 음

주폐해 관련 대표 지표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한편 매년 “Global status re-

port on alcohol and health”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으며, 이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4-2〉 세계보건기구 권고 정책 대안 

-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응책 마련 촉구

- 보건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력

- 지역사회활동 강화

- 음주운전 예방

- 알코올 이용가능성 제한

- 주류마케팅 규제

- 가격정책 시행

- 폐해감소대책 확보

- 불법주류 규제

-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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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주류제조 및 판매와 구매 관련 규제, 

그리고 지역 정부들의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을 중심으로 알코올중독

을 예방하고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류판매 면허 및 허가제도 

등 판매에 대한 개입과 주류구매 및 음주허용연령 제한 등 소비관련 규제

의 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1993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미국 의회가 

담당하고 있던 알코올 규제 권한을 각 주가 담당하게 하였으며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의회에서 결정되며 연방정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주 정부의 알코올 규제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주류가격에 세

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주류소비를 억제하고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고 주류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음주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

는 태도, 지식, 실천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제도화하였다.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

적인 알코올 치료·재활 모형을 통하여 음주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알

코올의존 정보의뢰센터와 사법체계 프로그램, 자조집단 활동 등을 구성

하여 한 번 치료를 받은 문제음주자들이 다시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돌아

가지 않도록 재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states)에서는 중독치

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알코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내 기관들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관련 공공기관으로는 국립보건부 산하 기관인 국가약물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보건후생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산하 기관인 약물

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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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SAMHSA), 국가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그리고 질병

통제관리국(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있다.

다. EU

  1) 유럽알코올전략(European Union Alcohol Strategy)

유럽에서는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 알

코올 문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5년간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10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유럽알코올전략을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6).

이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 대표들은 국

가알코올정책 및 전략위원회(Committee for national alcohol policy 

and action)을 구성하고 알코올 관련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지식,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세계보건기구의 유럽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유럽연

합알코올정보시스템(The European Union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EUSAH)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20).

이 조사는 알코올소비와 알코올 관련 건강 문제의 현황, 알코올 관련 

20)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의 홈페이지(who.int/gho/ 
eusah) 내용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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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코올 관련 문제 예방, 치료, 연구, 그리고 청소년 알코올 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도구는 세계보건기구의 Global Health 

System on Alcohol and Health(GISAH)에서 개발한 Global Survey 

on Alcohol and Health를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각 국의 알콜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 24개국 55개 보건 및 사회 관련 비정부조직들의 네트

워크인 유로케어(Eurocare: European Alcohol Policy Alliance)21)가  

조직되었고 세계알코올정책연합(Global Alcohol Policy Alliance, 

GAPA)과 유럽보건연합(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 EPHA)

의 구성원이며, 유럽연합의 건강정책포럼(Health Policy Forum)과 알

코올과 건강 포럼(European Alcohol and Health Forum)에 참여하고 

있다.

유로케어는 유럽 내의 정책결정자들의 알코올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유럽 내의 관련 공공정책의 논의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알코올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

한 근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유로케어는 각국의 알코올전략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알코올 정

책 및 전략 위원회(Committee for national alcohol policy and ac-

tion), 자료구축위원회(A Committee on data collection, indicators 

and definitions)를 운영하고 있다.

유로케어가 제안하는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분야는 다

음과 같다22).

21) 유로케어 홈페이지(www.eurocare.org) 내용을 참고하였음
22) www.eurocare.org/resources/policy_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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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가격하한선 지정(Minimum Unit Price, MUP)

- 주류 판매, 마켓팅

- 라벨링

- 주류 가격 및 조세정책

- 임산부의 음주

- 알코올로 인한 질병 부담

- 알코올 수출·입

-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 근무환경과 음주

- 생애주기별 음주와 알코올문제

- 정신건강

  2) 영국

영국 정부는 2003년과 2005년에 주류판매면허제법을 제정하여 국가

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지정하여 알코올 공급 통제를 통한 음주폐해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총리 직속기관인 미래전략처(Prime Minister’s Strategy Unit)는 

2004년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Alcohol Harm Reduction 

Strategy)을 수립하여 그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음주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

며, 국가 음주 정책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UK Parliament, 2010).

- 알코올문제를 가진 대상자 조기선별 및 진단

- 보건의료인력의 알코올 인식 변화 및 전문능력 증진

- 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연결

- 표준 치료체계 마련 및 지도감독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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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Alcohol Harm Reduction 

Strategy)의 세부전략은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영국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부전략

세부전략 주요 사업 내용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 정보제공과 정부차원의 절주 메시지 개발
 - 알코올관련 산업 정보 제공
 - 절주 교육
 - 직장 내 알코올 남용 감소
 - 주류광고 제한

인지와 치료
 -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인지와 의뢰, 치료 도모
 -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와 사후관리 제공

알코올 관련 범죄와 무질서

 - 거주지 내에서의 범죄
 - 무질서와 반사회적 행동
 - 미성년 음주자
 - 알코올 관련 재범자
 - 가정폭력
 - 음주운전 

산업 책임감과 지원

 - 주류업체의 중점적 역할
 - 정부와 알코올생산자의 폐해감소를 위한 계획 수립
 - 계획 실행의 방법
 - 계획 실행

의료전달체계와 실행

 - 중앙정부 내 공동일치와 전략적 접근
 -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진행
 -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가용성

자료: 이해국 외(2012),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음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

으며 이에 2010년 보건부 상임위원회(Health Select Committee)는 자

국 내 음주 관련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값싼 술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았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주류의 가격하한제와 세금인

상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가격정책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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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음주로 인해 공중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등 음주의 규제나 술에 몹시 취한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법률이 있으나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알코올 관련문제를 위한 

포괄적인 시책을 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알코올음료나 음주문제

에 관여 하는 각관청도 각각 개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포괄적인 감독

관청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WHO의 세계전략을 제청하는 대

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기본노선을 정하는 법률이 필요하였

다. 그래서 2013년 12월 07일 「알코올건강장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었

고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알코올건강장해 대책 기본법의 목적은 주류가 국민의 생활에 풍부함과 

윤택을 주는 것인 것과 동시에, 주류에 관한 전통과 문화가 국민의 생활

에 깊게 침투하고 있는 한편으로, 부적절한 음주는 알코올 건강 장해의 

원인이 되어, 알코올 건강 장해는, 본인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의 심각한 영향이나 중대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위험성

이 높은 것에 귀감 봐,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해 

및 나라, 지방공공단체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 건

강 장해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해, 알코올 건강 장

해 대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

생, 진행 및 재발의 방지를 도모해, 아울러 알코올 건강 장해를 가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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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을 도모해,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과 동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알코올 건강 장해」란, 알코올 의존증 그 외의 다량의 음주, 미성년자

의 음주, 임산부의 음주 등의 부적절한 음주의 영향에 의한 심신의 건강 

장해를 말한다.

③ 기본이념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의 각 단계에 응한 방지 대책을 

적절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 건강 장해를 가져, 또는 가지고 있

던 사람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듯이) 지원하는 것.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을 실시하는에 있어서는, 알코올 건강 장해가, 음

주 운전, 폭력, 학대, 자살등의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에 귀감 봐,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련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이

바지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

④ 국가의 책무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해,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관해, 나라와의 제휴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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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책정해,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⑥ 사업자의 책무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하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협력하고 그 사업 활동에 있어 알코올 건

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 방지에 배려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⑦ 국민의 책무

국민은 알코올 관련 문제(알코올 건강 장해 및 이것에 관련해 발생하는 

음주 운전, 폭력, 학대, 자살등의 문제를 말함)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깊

어져 알코올 건강 장해의 예방에 필요한 주위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의사 등의 책무

의사와 그 외 의료관계자는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협력해,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의 방지

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알코올 건강 장해와 관련된 양질의 적절한 의료

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건강 증진 사업 실시자의 책무

건강 증진 사업 실시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알코올 건

강 장해 대책에 협력하도록(듯이) 노력하여야 한다.

⑩ 알코올 관련 문제 홍보주간

국민들에게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 얻기 위해 알코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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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제 홍보주간을 마련한다. 알코올 관련 문제 홍보주간은, 11월10일

부터 16일까지로 한다.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관련 문제 홍보

주간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⑪ 법제상의 조치

정부는, 알코올 건강장해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⑫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함) 을 책정해야 한다.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에 정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으

로서 해당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달성의 시기를 정 할 것 

  - 내각총리대신은,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관계자 회의의 의견을 반영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안

을 작성,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할 것 

  - 정부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했을 때는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과 그 외 방법을 이용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정한 목표의 달성 상황을 조사,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인터넷과 

그 외 방법을 이용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한 상황의 변화를 감안,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5년마다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검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을 변경해야 함.



제4장 국내․외 약물 및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137

 ⑬ 관계 행정 기관에의 요청

내각총리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해서,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의 책정을 위한 자료의 제

출 또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해 정해진 시책이며 

해당 행정 기관의 소관과 관련되는 것의 실시에 대해서,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⑭ 도도부현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계획

도도부현은,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해

당 도도부현의 실정에 맞은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추진에 관한 계획

(이하 「도도부현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계획」이라고 함)을 책정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도부현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계획은 보건, 의료 또는 복지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조화가 유지 될 것

-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한 상황의 변화를 감안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

로 5년마다 도도부현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계획을 검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⑮ 기본적 시책

  - 교육의 진흥: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이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져 알코올 건강 장해의 예방에 필요한 주

위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직장 그 외의 여러가지 장소에 

있어서의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및 홍보 활

동 등을 통한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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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을 강구 할 것 

  - 부적절한 음주의 유인의 방지: 제16조국은, 주류의 표시, 광고 그 

외 판매의 방법으로 대해서,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를 실시하는 사

업자의 자주적인 대전을 존중하면서, 알코올 건강 장해를 발생시키

는 부적절한 음주를 유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건강진단 및 보건 지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건강 장해

의 발생, 진행 및 재발의 방지에 이바지하도록, 건강진단 및 보건 

지도에 있어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견 및 음주에 대한 지도 등이 적

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알코올 건강 장해와 관련되는 의료의 충실: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는, 알코올 건강 장해와 관련되는 의료에 대해 알코올 건강 장해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절주 또는 금주의 지도 및 알코올 의존증의 

전문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 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의 충실, 

해당 전문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 요법의 충실, 해당 전문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 요법의 제공을 실시하는 의료 기관과 그 외의 의료 기

관과의 제휴의 확보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련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지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련해 음주 운전, 폭력 행

위, 학대, 자살미수 등을 한 사람에 대해 해당자와 관련되는 알코올 

관련 문제의 상황에 따른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한 지도, 조언, 지

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상담 지원 등: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건강 장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

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사회복귀의 지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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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이바지하도록, 취업의 지원 그 외의 지

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의

존증에 걸린 사람이 서로 서로 지지해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활

동 그 외의 민간의 단체가 실시하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관한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인재의 확보: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의료, 보건, 복지, 교육, 교

정 그 외의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 대해서,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계되어 충분한 지식을 가지는 인

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조사 연구의 추진 등: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의 방지 및 치료의 방법에 관한 연구, 알코올 관

련 문제에 관한 실태 조사 그 외의 조사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

요한 시책을 강구 할 것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회의: 정부는 내각부, 법무성, 재무성, 

문부 과학성, 후생 노동성, 경찰청 그 외의 관계 행정 기관의 직원

을 가지고 구성하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회의를 마련해 알

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종합적, 계획적, 효과적 한편 효율적인 추진

을 도모하기 위한 연락 조정을 실시 할 것,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회의는, 전항의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알코올 건강 장

해 대책 관계자 회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관계자 회의: 내각부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

책 관계자 회의(이하 「관계자 회의」라고 함)를 둠. 관계자 회의는 

다음의 사무를 주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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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할 것

  - 연락 조정 및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회의의 의견을 반영할 것

  - 관계자 회의는, 위원 20명 이내에서 조직 함.

관계자 회의의 위원은,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계되어 전문적 지식을 가

지는 사람 및 알코올 건강 장해를 가져, 또는 가지고 있던 사람 및 그 가

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함.

  - 관계자 회의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함. 

  2. 국내 현황

가. 알코올중독 규제정책 

알코올중독 예방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규제 정책인 음주폐해 예방

관리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용성제한 정책으로 주류소매면허제도와 청소년음주연령제한이 있으

며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정책은 주세 및 세금제도, 음주사고 억제

정책은 음주운전 통제정책 그리고 주류광고의 제한 정책으로 광고제한 

및 경고 문구 표기, 교육 및 설득정책으로 학교교육과 국민홍보교육, 지

역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조기교육 및 치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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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우리나라 알코올 규제정책 및 관련법

   자료: 이해국 외(2012),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

나. 알코올중독 예방사업

알코올중독 예방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에 기반하여 보건

복지부 소관 하에 ‘음주폐해 예방관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사전예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23)를 근거로 하여, 2003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23)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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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다.

고위험군 및 알코올 사용장애자 관리사업(사후관리)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52조24)를 근거로 하여, 2000-2002년 동안 시범운영사업을 

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
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
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세법에 의하여 주
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4)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

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
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
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ㆍ공
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또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
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
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
건사업지원단을, 시ㆍ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

귀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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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41개소, 2012년 43

개소로 확충, 2013년 총 50개소의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사후관리)은 알코올중독 고위

험군 중에서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노

숙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하여 노숙자 쉼터, 보건

소 등과 연계를 통하여 알코올중독 노숙자를 조기발견하고 사례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3년 기준 예산은 총 48억원 규모이며, 1개 부처(보건복지부)에서 

총 3개 사업을 시행중이다

세부사업별로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1,460백만원, 고위험군 및 알코

올 사용장애자 관리사업 3,040백만원,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300백만원이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고위험군 및 알코올 

사용장애자 관리사업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739백만원에 비

해 2012년과 2013년에 3,04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
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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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알코올중독 예방사업의 예산 규모(2011~2013)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사 업 명 회계 2011년 2012년 2013년

알코올중독 
예방사업

보건
복지부

음주폐해 예방관리

국민
건강
증진
기금

1,460 1,314 1,460

  대상자별 건전음주 교육 231 208 231

  주류광고 모니터링 사업 323 291 323

  건전음주 대국민 홍보 370 333 370

  절주동아리 지원 266 239 266

  건전음주 캠페인 270 243 270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2,739 3,040 3,040

노숙자등알코올중독자사례관리 - 300 300

합   계 4,199 4,654 4,800

  

   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4-6〉 알코올중독 예방사업 기능별 예산 규모(2011~2013)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기능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전예방

보건
복지부

홍보, 교육 1,460 1,314 1,460

사후관리 진단, 치료 2,739 3,040 3,040

사후관리 치료, 재활 - 300 300

합 계 4,199 4,654 4,800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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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약물 중독 대응방안 

  1.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수는 2012년 9,255명이나 암수범죄의 개념을 사

용하여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사실상의 중

독자로 추정할 경우 국내 마약 중독자의 수는 약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9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결과 신경정신과 방

문 미경험률이 70%로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경험률이 매우 낮았으며, 

409명 중 305명(74.3%)가 마약류를 끊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된

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국민홍보예방교육사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사회복귀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약물

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약물중독 예방사업의 예산은 2011년 18억, 2012년 21억, 2013년 22억

으로 정부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이며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예산은 8천 4백만원으로  2012년 23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아, 치료

보호율이 0.6%로 매우 낮다. 

최근 프로포폴 남용사례와 같이 마약류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약물까

지 약물중독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반입 

증가 등으로 향후 약물중독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마약류 중독자수에 대한 조사와 환각물질 등 마약류 외 

결론 및 정책제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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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 현황조사를 통해 약물중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홍보예방교육 사업 강화 및 인식 제고 

홍보사업으로 대중매체 광고, 웹사이트 운영,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으

나 홍보 전략이 부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의 80.4%가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므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4) 방송매체를 통한 홍

보가 중요하므로 정부 부처에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대중매체 광고를 

직접 수행하여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심감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통해 예방교육사업의 인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사업의 내용 및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을 줄이고 중독자의 사업 참

여를 유도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아편쟁이’, 

‘뽕쟁이’이라 칭하며, 마약류 중독은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인식

이 강했다. 일반국민의 44.2%는 ‘이웃과 함께 관심을 갖고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응답하였으나, 29.7%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 20.5%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3.7%는 ‘이웃과 협의

하여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고 응답하였다(한국마약퇴치운

동본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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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약물중독 예방사업 거버넌스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약물중독 예방사업은 다수의 정부 부처(법무부, 식약처, 복지부, 교육

부, 검찰, 경찰 등)가 관련이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

력이 필수적이다 대국민홍보예방사업은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교육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사회복귀사업은 법원, 

검찰청 등 사법기관, 치료보호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간 연

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회복귀 프로

그램 참여에 대한 결정이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약물중독예방사업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참여 및 관심이 필수적이며 자율적

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부처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마약류 중독과 정신질환 문제를 동

시에 가지고 있는 중독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또한 마약

류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약류중

독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약물중독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의학, 약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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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알코올 중독 대응방안

  1. 알코올 중독에 관한 국가전략 실천방안 모색 

알코올 관련 국가 전략으로 파랑새플랜 2010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있으나 파랑새플랜 2010에서는 알코올 위험군으로 여성을 선정

하였으나, 직장인 중 가임기 여성으로 교육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여성 

직장인의 음주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며 설정 목표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이므로,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처한 환경을 반영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또한 효과적인 알코올 문제 해결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방

안들이 전략을 통하여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사업 심사평가제 

도입, 영역별·주체별 심사평가제 도입,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재활서비스

의 연계체계 구축 등 실제 정책화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

략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알코올 중독 인프라 구축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이 있지만 서비스 이

용자 및 환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013년 기준 만19

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 고위험 음주자 수는 7,169,851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 알코올 중독을 주문제로 정신건상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

자의 실 인원은 45,353명으로 이용률은 0.63 %의 수준에 불과하며 알코

올질환의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전국에 현재 

50개소에 불과하며 그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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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회, 협회와 대학의 학

과 및 교육과정운영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

는 인력 양성 교육은 수련 및 양성과정에서 편차가 매우 커서 질적 수준

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양성과정 또한 강의 위주의 교육이 많아 중

독상담전문요원 양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인력확

충과 중독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표준화 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알코올 중독 대책에 필요한 예산 확충 방안 모색 

알코올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질병부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투

입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별도의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 ‘건강

증진기금 나눠 쓰기’ 식의 예산 분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 202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김춘진 의원 대표발

의, 2012;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등을 통하여 “알코올 함량에 따

른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과세표준

의 10% 부과 시, 정부가 추가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연간 360

억원이다(한국경제, 2013).  소주, 맥주 등 대중적인 주류에 건강증진 부

담금을 부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로는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 있는

데 태국은 건강증진재단(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에서 주

세의 9.2%를 재단 운영기금으로 확보하고(800~900억), 그 중 2%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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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주류자문위원회(Alcohol Advisory 

Council)에서 전 주류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률을 산정, 

부담금을 확보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재정경제산업부 간접세국에서는 

25% 이상의 고도주에 대하여 1㎗ 당 0.13유로를 부과하고 있다(한국주

류연구원, 2010) 이 부담금은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경

제적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4. 지역사회 기반 알코올중독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연계체계 취약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

올중독 조기 발견과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gate-keeper 역할을 맡

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알코올상담

센터 및 지역거점 중독치료병원으로 대상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 연계 받은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활을 실시하며, 필요 시 치료병원 연계하

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회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알코올 중독 회복자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가 어려움으로 사회복귀시설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인프라의 기능 제 정립하고 미비한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하여 지

역사회 중심의 발견-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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