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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ddiction?
중독은 흔히 알코올 같은 물질(substances)이나
도박 같은 행동에 대한 해로운 집착을 가리킵니다. 기
술적으로 볼 때 중독 장애는 자제력 상실, 무기력하게
만드는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집착,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관여하는 것으로 구
별됩니다.
물질과 관련하여서는 종종 문제물질 사용이라는 말
이 더 적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별 문제 없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한 주에 한
두 번 와인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만
한 알코올 섭취 방식이 아닙니다. 물질사용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는 해당 물질과 사용자, 관련 행동, 전
후 사정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물질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경미한 정도에서 심
각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연속선 상에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몇 주에 한 번씩 주말에 과음하는 사람은 숙
취를 경험하고, 전반적인 건강이 약간 나빠지며, 술을
마시는 동안 해를 입을 위험이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
다. 그러나 과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가정불화가 생
기거나, 몸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재정문제를
겪거나, 근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더 큰 문제를 겪
을 수 있습니다.
중독과 물질 사용에 대한 많은 오해(글상자 안의
내용 참조)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
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일부는 ‘중독은 도
덕성이 약해서, 자제력이 없어서 걸리는 것이다’라든
가 ‘다른 질병처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순전히 의
학적인 질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질사용의 정도
Degrees of Use
물질사용은 빈도, 강도, 의존도를 토대로 하여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 시험적 사용: 호기심에서 사용하고 몇 번 해보
는 데 그칩니다.
• 사교/기분전환용 사용: 사교적인 행사의 분위기
를 돋우려고 물질을 구해 사용합니다. 부정기
적으로 이따금, 대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
합니다.
• 상황적 사용: 분명한 사용 패턴이 있으며 특정
한 상황과 연계해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자제
력을 잃기는 하나 아직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
하지는 않습니다.
• 집중적 사용: “탐닉”이라고도 하며 열성적으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단기간에 대량 소비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 의존: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일 수 있고 둘 다 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의존은 내성(같은 효과
를 얻기 위해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함) 또는 조
직의존 (tissue dependence, 세포조직이 변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함)
으로 이루어집니다. 심리적 의존은 특정 상황
에서 또는 효과적 기능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
야겠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의존도는 가벼운
사용으로부터 강박성 사용까지 이르며 후자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문제물질을 사용하게 존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하는 원인이 되며, 이 요인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중
문제물질은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할 수 있으며, 다
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이 도피 수단으로 사용
문제물질 사용을 낳는 위험요인들은 다음과 같습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나 정신적 외상으
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특정물질을 사용하면 통증에
니다: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 유전적, 생물학적, 생리학적 소인
상황에서는 물질사용이 또래집단이나 사회집단에 의
• 공동체의 태도(학교 포함), 또래나 사회집단의 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
가치관과 태도, 가족상황 등 외적인 심리사회
우 직장이나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이
적 요인
미 익숙한 물질을 대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능력과 자원(예: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
물질사용 문제는 발생 환경이 아주 다양할 뿐 아
력) 등 내적인 요인
니라 그런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도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요인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사람에 그치지 않고 아주 다양합니다. 배우자, 부모,
주거나 정신적인 외상을 주는 사건에 대처하는 개인
그 밖의 친척이 문제물질 사용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의 능력은 이 모든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기에
그 가족 구성원들도 거의 언제나 영향을 받습니다. 주
어느 정도 반항심이 생기는 것은 정상이지만, 위의 영
위에 물질사용 문제가 있는 직장 상사나 직원, 심지어
역 가운데 한 가지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시험삼
세입자가 있으면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사
아 대수롭지 않게 해보는 물질사용이 문제물질 사용
용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다양하며 그런 문제는 물질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알코올 중
을 사용하는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인 사람이 물질사용을 용인하는 또래집단에 속하
물질사용 문제를 피하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의
여 있다면 물질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
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알코올을 대처수단으로 사용 하나는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정 물질과 관련한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물질사용을 영향과 위험을 알아 두십시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
반대하지 않는 또래집단이 주위에 있는 경우 이런 행 쳐서 미지의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하십시오. 약물
동은 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 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원천은
람은 이런 위험요인이 거의 없지만 정신적 외상을 경 부모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지만 정작 부모는 아
험한 뒤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 이들에게 그런 주제를 화제로 올리는 것을 꺼릴 수 있
니다. 예를 들어,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처방약에 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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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에 관한 사실
Know the Facts
중독과 물질 사용에 대한 많은 오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분을 바꿔주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수천
년간 인류 사회의 한 특색이었습니다. 물질사
용은 여러 방식으로 규제되었으며 20 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
니다.

누구든지 한 번 어떤 습관을 들이면 그것을 오랫
동안 고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그
밑바탕에는 아마 이 같은 성향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때로 좋은 것으로, 오래도록 몸에 배었기 때문
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패턴은 일상 생활에 도움
이 됩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숨
겨진 습관도 있고, 단순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복잡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을 만드는 잠
재력이 있음을 의식하고 습관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만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유익한 습관은 들이고
무익한 습관은 피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 우리는 모두 물질을 사용하며 그 중 많은 것들
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초콜릿 등)을 먹든, 반주로 와인을 한
자료출처
잔 즐기든, 최근에 입은 상해로 통증을 다스
리려고 처방약을 복용하든, 물질사용은 생활의 SOURCES
일부로 용납되고 있습니다.
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 Just the Facts:
• 모든 물질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호과보다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
은 물질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요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지 않고 (적법이든
불법이든) 물질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물질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
는 다른 요인들이 폭 넓게 작용하기 때문입니
다.
• 주말의 폭음, 처방약 과용, 광란의 파티라
할 수 있는 레이브(rave) 파티에서 “파티 마
약”(club drugs) 복용, 커피를 5잔 이상 과음,
코카인 흡입 등은 모두 문제의 여지가 있는
물질사용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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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Partners:

브리티시컬럼비아 불안
장애 협회
Anxiety Disorder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정신
분열병 협회
British Columbia
Schizophrenia Society
캐나다 정신보건 협회
BC 지부
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BC Division
BC 중독 연구센터
Centre for Addictions
Research of BC
어린이 정신건강 관리
FORCE 협회
FORCE Society for Kids’
Mental Health Care
제시의 희망 협회
Jessie’s Hope Society
BC 기분장애 협회
Mood Disorders Association
of BC

용어 해설
Glossary

문제물질 사용 Problematic Use of Substance
알코올 및/또는 합법적, 불법적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직업적, 의학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세한 사항은 BC 주 ‘정
신건강 정보전화’ (Mental
Health Information
Line)의 무료번호
1-800-661-2121 로 문의
하거나

물질 Substance
약물, 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지칭하는 말.

bcpartners@
heretohelp.bc.ca로 이메일
을 보내십시오
웹: heretohelp.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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