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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포럼, 2019년 신년포럼

‘장기추적 연구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중독문제의 현주소’

42회 세미나 개최

 - 오는 15일(금),‘장기추적 연구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중독문제의 현주

소’를 주제로 2019년 신년세미나 개최

 - 중독정신의학 분야의 다양한 장기추적 연구 결과와 사회적 이슈인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

   • 대한민국의 스마트디지털미디어 중독,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

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 진행

   •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국내외의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이슈 제안

�□��한국사회� 중독문제의� 심각성,� 효과적�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중독포럼이� 창립� 후� 8주년� 맞이하여,� 2019년� 3월� 15일

(금)� 16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B1)에서� ‘장기추적� 연구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중독문제의�현주소’를� 주제로�신년포럼을�개최한다.

�□��이번� 신년포럼에서는� 중독정신의학분야의� 다양한� 국내� 코호트� 연구� 결과를� 공유

하는� 자리로,� 아동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과� 영유아의� 스마트기기노출에� 대한� 장

기추적연구와� 한국인� 알코올사용장애� 임상경과� 추적관찰� 연구결과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

싼�국내외의�이슈�및� 대응방향에�대한�이슈를�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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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스마트디지털미디어�중독�분야�주제발표�구성은�다음과�같다.

�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현숙� 박사가� ‘게임마니아� 우리아이� 2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코호트� 인터넷게임중독� 자연사�

2년� 추적연구결과’에� 대해�발표한다.�

� � � •� 아동,� 청소년� 인터넷게임장애� 코호트� 연구인� iCURE� (internet� user� Chort� for� Unbiased�

Recognition� of� gaming� disorder� in� Early� adolescents)의� 2년�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iCURE� 코호트는� 기저시점에� 2,319명이� 등록되었고,� 2년� 추적조사에서� 2,128명� (추적률�

92%)이�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 iCURE� 코호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에� 의한� 인터넷게임장

애� 측정이외에� DSM-5에� 제안된� 기준에� 의해� 전문가� 면담으로� 기저시점� 및� 추적조사� 시점

에서�인터넷게임장애�여부를�확인하였다.�

� � � •� 이번� 포럼에서는� iCURE� 코호트� 연구� 2년� 추적관찰�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면담으로� 확인된�

청소년� 인터넷게임장애의�자연사를� 알아보고�게임장애가�지속되는�청소년들의� � 심리,� 신체적�

특성에�대해�발표가�될� 예정이다.� �

� �○�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선진� 박사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코호트� 인터넷게임중독� 예

방요인�연구결과’에� 대해�발표한다.�

� � �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요인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임현우교수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The� Internet� user� Cohort� for� Unbiased� Recognition� of� gaming� disorder� in� Early�

adolescents� (iCURE)� study>를� 통해� 수집된� 전향적� 추적조사� 자료를� 분석해� 도출하였다.�

인터넷게임중독은� DSM-5의� 인터넷게임장애� 진단기준과� 비교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자가보고형� 검사도구인� Internet� Game� Use-Elicited� Symptom� Screen� (IGUESS)� 검사� 결

과�양성으로서,� 인터넷게임장애위험으로�정의하였다.�

� � � •� 주요�연구결과로서,� 1년� 추적관찰�결과�인터넷게임장애위험�발생은� 1)� ▲최초�인터넷게임�시

작� 시기가� 초등학교� 취학� 이후일� 경우,� ▲가정에서� 자녀가� 인터넷/스마트폰� 게임이용� 시간을�

정해� 놓을� 경우,� ▲학교에서� 스마트폰사용에� 관해� 정해진� 규칙이� 있을� 경우에� 감소하였고,�

2)� ▲PC방을�이용하는�인터넷게임�사용자인�경우에�증가할�수� 있음을�보고하였다.�

� � � •� 본� 발표는� 전향적� 추적관찰� 결과라는� 점,� 그리고�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주요� 교란변

수의�영향을�통제한�결과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띤다고�하겠다.

� �○�마지막으로,� 아주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시대�내�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를� 주제로�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경과에� 따른� 코호트�

연구결과를�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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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면� 2~5세� 영유아� 자녀가� TV를� 과다� 시청할� 수�

있는�위험이�높았다.�

� � � � �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추가)� 2~5세� 영유아� 38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어

머니�우울증�자가�검사,� 영유아의� 미디어�과사용(기준:1일� 1시간� 이상)한� 시간을� 조사한�결

과,�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영유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TV를� 약� 2배� 이상� 과다�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증� 검사는� 한국판� 벡� 우울척도� 2판(K-BDI-Ⅱ)을� 사

용했다.� 이� 검사는� 우울증� 자가� 검사로� BDI� 점수가(추가)� 22점� 이상시� 우울증으로� 분류했

다.� 이번� 연구결과는�우울증을�겪는� 어머니는� 그렇지�않은�어머니에�비해� TV� 시청을�더� 많

이� 하고,� 우울증으로�인한� 의욕�저하로� 자녀와�함께� TV를�시청할� 때도� 상호작용� 없이� 수동

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는� 함께� 못� 놀아주거나� 아이가� 보챌때�

자신보다는� TV가� 자녀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 � � � � -� 한편,� TV� 외에� 컴퓨터,� 태블릿,� 비디오·휴대용� 게임기� 등은� 부모가�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추가)� � 기기의�조작이�힘든�영유아의�특성으로�인해�연관성이�나타나지�않았다.

� � � � � -�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8월�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ren's� Screen� Overuse’란� 제목으로�게재됐다.�

� � � •� 3~5세� 유아기� 때� 스마트폰,� TV� 등의� 미디어� 기기� 사용이� 유아�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준다.

� � � � � -�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수정)� 3~5세� 유아기� 208명을�대상으로� 6~12개월� 이후�

유아가�평소�사용한�미디어�기기의�종류,� 사용시간�그리고�언어능력간의�상관관계를�추적조

사한� 결과,� TV� 시청을� 가장� 많이� 했고,� 스마트폰,� TV� 순으로� 유아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기기를� 많이� 사용한� 경우,� 5세� 보다� 3~4세� 연령� 집

단에서� 어휘력이나� 표현력� 등� 언어능력이� 같은�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이� 길고,� 언어를� 배우는� 중요한�

시기에�양육자나�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이�적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시기에� ‘과몰입’� 하

는� 특성도� 한가지� 이유이다.� � ‘Impact� of� Exposure� to� Media� Devices� in� Early�

Childhood� on� the� Later� Language� Development:� Cohort� Study(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기기� 노출이� 이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코호트� 연구)’란� 제목으로� Communication�

Sciences&Disorders(CSD)� 저널� 2018년� 최근호에�게재됐다.

□�2부.�알코올�중독�분야�주제발표는�다음과�같다.

�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조근호� 과장이� ‘한국인� 알코올� 사용장애� 임

상경과� 및� 생물정신사회적� 요인� 규명을� 위한� 임상� 및� 지역기관� 융합연구’에� 대

하여�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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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본� 연구의� 2016년� 3월부터� 한국�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637명(의료기관,� 지역사회기관� 구

분)을� 대상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후� 임상경과를� 추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성

과는� 한국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기반�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프로토콜� 개발� ▲한국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단면적� 임상특성� ▲알코

올사용장애의�임상서비스�유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규명�등이�있다.

� � � � � � -� 한국인� 알코올사용장애� 대상자� 단면적� 임상특성� 분석�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들이� 평

균적으로� 소주� 1병� 이상� 자발적� 마신� 나이는� 20대� 초반이며,�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30

대� 초반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문제의� 심각

성은� 40대� 초반(약� 41세)에서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음주문제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알코올중독�치료가� 초기에� 예방� 및� 개입이�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중독의� 만성화가� 된� 이후에야� 치료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알코올사

용장애의� 문제로� 인해� 처음� 방문하게� 되는� 기관은� 1차적으로� 보건소� 또는� 일반� 병원부터�

찾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알코올중독�치료� 어려움의� 실정을�알� 수� 있

는데�의미있는�것으로�볼�수�있다.

� � � � � � � -� 또한� 장기추적한� 결과,� 임상경과(유지/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알코올� 사용장애가� 25세� 이후� 발병한� 경우,� 우울이� 낮을수록,� 사례관리� 경

험이�있을�경우,� 삶의�질이�높을수록�유지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 � � �

□�3부.�이슈�제안에서는�

� �○�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이�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국내외� 이슈와� 대응

방향’에� 대한�정보를�공유한다.�

� � � � � •� 2015년도에� 국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약물�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 2016년에�

1만5천명에� 이르는� 등� 국내의� 불법약물의�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 각

층에서�마약류�관련�사건들이�보도되고�있다.�

� � � � � •� 국외에서도� 2018년에� 캐나다가� 대마초를� recreational� use까지� 허용하는� 완전� 합법화를�

단행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미� 10개� 주가� 완전합법화를� 시행했으며� 33개� 주에서는�

이미�의료용합법화를�진행하였다.� 대마초를�완전�합법화한� 주들에서는�이미�대마초�합법화

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청소년의� 대마중독� 응급처치� 증가,� 조현병� 발생의� 증가,� 대마초�

흡연과� 청소년� 자살�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18년� 11월� 23일�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국내를� 통과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자가치료용� 대마초의� 국내�

사용이�가능해진�상황임을�설명하였다.

� � � � � •� 대마초� 합법화를� 옹호하는� 국내의� 여러� 단체들에서� 이미� 전방위적인� 로비와� 여론전을� 펼

치고� 있고� 한의사협회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처방�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마초� 합법

화를�둘러싼�논의들이�급물살을�타고�있다.�



- 5 -

� � � � � •� 정신의학적으로는� 환각� 성분이며� 중독을� 유발하게� 되는� THC를� 고용량으로� 함유한� 대마관

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대마제재� 중독의� 위험성과� 임상적� 사용의� 가능성

과�한계를�고찰하고�대응책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고�역설한다.� <끝>

� � � 붙임1.� 신년포럼�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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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19년�신년포럼�초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