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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장기화로�지역사회�중독환자�재발�증가�
2020년�상반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록�중독환자�

재발율�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인한�적절한�치료서비스�제공�어려움� �

- 코로나19로�인한�중독문제�위험도�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제한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환자�등록�및� 적극적�사례관리에�어려움

-� 전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록대상자�재발과�이로�인한�위기개입�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인한�적절한�치료서비스�제공이�어려워

-� 감염병�시대에�따른�중독정신건강영역�비대면�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대처방안�수립�필요

-� 중독관리�서비스�활성화를�위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차등�없이�운영비�지원해야� �

□� 2020년� 2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나타난데�이어�국내에서는�코로나19� 방역을�위한�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로인한�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치료적� 고
립으로�인해�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발생� 및� 누적,� 사회적� 지지체계� 약화(회복모임� 등)� 등이�

기존�정신질환자�재발�위험�확률을�증가시키고�있다.

□� 우울감�및� 불안감의�증가�등� 부정적�정서의� 증가는�다양한�중독문제의�발생과� 기존� 중독문제�재

발�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 및� 기관�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정신건강서비스� 수

요와�욕구로�이어지고�있다.�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재활시설(전국� 49개소)� 등의� 제한적� 운영
(또는�폐쇄)으로�중독�치료�및�서비스�접근성�하락으로�인한�중독문제�위험도가�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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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및� 홍보활동의� 어려움,� 보건소의� 민원인� 내방� 금지,� 의료기관과의� 연속적인� 사

례관리의� 어려움,�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대면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정상적인� 운

영에�차질을�빚고�있다.

□�특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이후�등록자수,� 신규등록,� 회복자,� 재발자,� 위기개입� 건수

가� 2020년� 상반기� 이후로� 신규등록환자,� 적극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은� 감소한� 반면� 등록대상

자의�재발율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 신규등록율� :� 2019년�상반기� 25%�→� 2020년� 상반기� 13.5%로�매우�감소
� ￮ 적극적�사례관리율� :� 2019년� 상반기� 65.4%� →� 2020년�상반기� 55.3%로�감소
� ￮ ISP수립율� :� 2019년�상반기� 100%� 대비� 2020년� 상반기� 84.6%
� ￮ 회복율� :� 2019년�상반기� 41.9%�→� 2020년�상반기� 43.9%로�다소� 증가
� ￮ 재발율� :� 2019년�상반기� 21.9%�→� 2020년�상반기� 32.8%로�매우� 증가
� ￮ 단기개입율� :� 2019년�상반기� 54.7%�→� 2020년� 상반기� 33.7%로�매우�감소

□�이처럼�위기개입�및�재발율은� 늘어났으나�정신의료기관의�입원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이� 어

렵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음성판정� 결과가� 없이는� 입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검사�비용도� 중증정신질환자와�달리� 지원이� 되지� 않아� 위기개입의�어려움이�

점점�심각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 ￮ � 특히� 알코올사용장애의�경우,� 위기개입� 시� 코로나19검사� 후� 음성판정�동안의� 음압병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상황
이며,� 위기개입� 대상자는� 만성중독질환자� 또는� 이중진단을� 가진� 대상자이며,� 단순주취의� 문제가� 아님

에도�불구하고�단순�주취의�문제로�치부되어�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활� 프로그램,� 취약계층교육,� 예방교육을� 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비등록자상담,� 위기개입,� 가정방문,� 등록자내소상담의� 서비스를� 대면으로�

제공하고�있는�상황이다.



- 3 -

□� 더불어� 2020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간�예산� 및� 인력지원에� 차등이� 있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인력� 부족(5인�

이하�센터가� 49개소�중� 33개)� 및� 위기대응�개선에�어려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건비� 포함� 182,440천원(국비� 91,220천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인건비� 포함�
161,688천원(국비� 80,844천원)�

□� 감염병� 시대에� 따른� 중독정신건강영역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와� 필수� 대면서비스에� 대한� 명료

화� 및� 대처방안� 수립� 요구�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수립,�

지역센터� 전용� 코로나19� 위기대응� 매뉴얼� 등으로� 새로운� 전문성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효과

적인�기준�및� 시스템이�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운영예산�지원기준�재편성을�통한�효과적인�정신

건강서비스�시스템을�마련할�수� 있도록�관심가져야할�것을�보인다.�

∆� 중독포럼(2020)�⌜코로나19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행동변화� 실
태조사⌟

￮ (음주/약물)�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실시로� ‘혼술’음주� 행태� 증가,� 코로나블루ㆍ스트레스� 등� 부
정적� 요인을� 해결하고자�집에서� 소비하는� 알코올� 소비량� 증가,�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확

실성으로�약물�오남용�우려�증가

� � � � �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음주량은�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음주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 ‘늘었다’의� 비율(61.9%)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38.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횟수가� 많은� 사람은� 음주빈도가� 보다� 더� 증가하거나� 여전히� 잦은� 음주를� 하고� 있

는�것으로�나타남

� ￮ �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코로나�상황으로�인해�집에�머무는�시간이�길어지며�온라인�게임�사용�시간�증가,�
더불어�스마트폰ㆍ인터넷�사용량�증가

� � � � � �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이용이� ‘(조금+매우)� 늘었다.’는� 응답이� 24.4%로�나타남.

� � � � � **�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이용이� ‘(조금+매우)� 늘었다.’는� 응답이� 44.3%로�나타남.�

� � � � �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을� 평소� ‘주� 1회’� 혹은� ‘주� 2회� 이상’�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3.8%,� ‘한� 달에� 1회� 미만’� 혹은� ‘한� 달에� 1~3회’�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8.2%,�

14.3%로,� 평소� 도박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도박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

임

￮ � (우울/불안/불면)� 코로나19로� 인한� 대인간�연결감�단절,� 사회적�지지기반�약화� 등의� 문제로�코로나블루ㆍ스
트레스등의�심리적�문제가�증가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방법의�부재

� � � � �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우울감이�늘었다고�응답한�비율� 45.5%

� � � � �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불안감이�늘었다고�응답한�비율� 45.1%

� � � � � ***� 코로나19� 이후�전반적�수면상태가�나빠졌다고�응답한�비율� 38.9%

별첨�:�중독포럼(2020,�6)�⌜코로나19전후�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등� 중독성행동변화�
실태조사⌟1)2)

1) http://www.addictionfr.org/web/content06/index1.php?v_type=detail&c_code=369

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90608&memberNo=2923372&vType=VERT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