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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관리가 염려될 정도로 유난히 긴 폭염과 함께 한 여름입니다. 슬기롭게 삼복더위를 

극복한 만큼 회원 여러분과 가족에게도 늘 건강과 활력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만큼이나 우리 약사사회 주변도 뜨거운 시기입니다. 한여름 불볕더위 같은 ‘뜨거운 이

슈’로 가득 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약사의 직능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

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한 투약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해 오남용을 부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왜 비정상을 선택하는지 묻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국민 안전에 경고등을 밝히고, 국민 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려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

다. 어떤 논리나 명분 보다 의약품과 관련한 이 가치는 지켜져야 하고,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

입니다.

중심성성(衆心成城), 여러 사람의 뜻이 한곳에 모이면 큰 성과 같이 튼튼한 힘이 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모두의 지혜로 동력을 한곳에 모아 슬기롭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래알 같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약사라면, 약의 전문가를 자부한다면 가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권두칼럼 여러 사람의 뜻이 한곳에 모이면 큰 성(城)과 같이 튼튼한 힘이 됩니다

여러 사람의 뜻이 한곳에 모이면
큰 성(城)과 같이
튼튼한 힘이 됩니다

COlu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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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모두 동원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정책 방향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수한 

의약품과 안전한 복용이라는 기본정신을 벗어나는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면 왜 국민의 건강에 

위험 요소가 생기는지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의 부정적 사례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합니다. 약사가 아닌 직원에 의

한 불법 조제나, 약국에 대한 관리 소홀은 엄청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사로서 도덕성과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짓밟은 동료가 있다면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혹독한 내부 정화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안으로부터의 정화 노력에 모든 회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정확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중대 사안을 절차를 무시하고 마

치 제 멋대로 처리하려 한다는 ‘카더라’ 형태의 얘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사 사회

에 균열과 갈등을 초래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염려됩니다. 여러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대외적

으로 약사회와 약사회장의 힘을 약화시키고, 약사회 집행부의 정

책기조를 흔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원 여러분!

유례없는 수많은 현안이 동시에 두드러진 상황에서 약사 

사회가 흐트러짐 없는 대열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화합된 힘과 통일된 목소리는 밀려오는 난관과 고비

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전력을 쏟아 돌파할 수 

있는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칼럼 여러 사람의 뜻이 한곳에 모이면 큰 성(城)과 같이 튼튼한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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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다사다난(多事多難)하지 않은 해가 

없는 것처럼, 금년 약계에도 어김없이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 이미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현안 외에도, 법인약국, 조제약 택배, 온

라인약국 등 약사직능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규제

개혁 악법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러한 약계 현안 중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두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박근혜 정부는 5.18일 대통령 주재 하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

의에서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방

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의 입법목적은 약사가 환자 직접 대면을 통해 충

실한 복약지도, 의약품의 보관·유통과정의 변질·오염 가능성 차단,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

게 하는 것에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내측 또는 경계면에 화상투

약기를 설치하여 원격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50조에 5~7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원격이라는 개념이 약사법에 명문화

되면 온라인 판매, 조제약 택배, 원격의료 등이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

되어 궁극적으로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원격을 논

의하기 전에 이 기기가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강 봉 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약력

前	인천	연수구분회장

	 인천지부	부지부장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약대총동창회	부회장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및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점과 대책

오늘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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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기가 외부에 있고 야간에 화상을 통해 환자

를 접하게 되는 것이므로 악천후의 날씨나 야외 소

음 등으로 과연 정상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인지 의

구심이 든다. 또한 환자의 건강상태는 물론이고 약

사의 건강 및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심

각한 문제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오투약과 같은 약

화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 과연 약에 대한 접근성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 줄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이

다.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

하다. 하지만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생

명품이다. 안전성을 간과하고 편의성만 쫓는 것만

큼 위험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기필코 막아야하는 이

유들이다.  

다음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문제이다. 

정부는 7.5일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

서 2017년 상반기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

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사용실태 및 성과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업계 등과 협의를 거

쳐 현행 1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고시를 조정, 추

가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기재부가 약사

법을 개정하여 품목( 100개 이상)과 판매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당초 생각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언제

든 다시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과연 보건의료 사각 시간대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일

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가 늘어나는 만큼 약

의 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과량투약이나 오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면 불필요한 건강보

험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국은 21,000개소가 넘어 접

근성이 아주 좋은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

는 41.8개소로 OECD 평균인 25.1개소를 크게 웃돌

고 있다. 그 만큼 약국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원격화상투약기나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확대라는 설익은 정책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야나 공휴

일 등 보건의료 사각시간 대 국민의 약국 접근성

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

일 것이다. 

또 하나 공휴일 휴일지킴이약국과 의원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어느 것이든 비현실적인 원격

화상투약기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도입으로 

보건의료 사각 시간대 국민들의 건강권 니즈를 충

족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 훨씬 실효적인 정책이 아

닐 수 없다. 

아울러 차제에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평소 의약품을 관리하고 올

바른 복용법 등을 이해하고 적정량의 가정상비약을 

준비하는 요령 등을 익힌다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및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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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김 구 제35, 36대 대한약사회장  ‘안전상비약 13품목 24시간 편의점 판매’ 최선의 선택이었다

김 구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제35, 36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이 대한약사회장이 된 것은 2008년 7

월 12일 실시된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서 이다.

보궐선거는 제34대 원희목 회장이 2008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4

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4월 30일자로 회장직

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박호현 부회장을 회장직무대리로 

선임하고 차기회장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다. 7월

1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는 박한일, 문재빈 후보와 

경선하여 당선되었으며, 7월 24일 임시대의원총회

에서 제3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잔여 임기 1년 6개월을 수행하고 2010년 제36대 

회장선거에서 조찬휘, 구본호 후보와 경선하여 재

선에 성공했다.

임기 중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해

‘매약노’... 시간이 지나면 알 것, 3년 후 폐업 취미생활 준비  

‘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 24시간 편의점 판매’ 
최선의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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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 전 회장의 4년 반의 임기 동안 회무에 여

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임기 마지

막 해인 2012년 11월 15일 일반의약품 13품목이 안

전상비의약품이란 이름으로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허용 된 것이다. 이일로 인해 김 회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는 회원들로부터 ‘매약노’라고 비난받는 수모

를 겪었으며, 이는 그의 약사 인생에 가장 불운한 역

사로 기록될 것이다.

Q.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9시에 약국에 출근하여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이후엔 내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내 인

생에 이렇게 약국에 성실히 근무한 적도 드물지 않

나 생각합니다. 오후엔 1주일에 3일 정도는 바둑수

업을 받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2단인데 5

단으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Q. 바둑에 그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국 폐업 후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앞

으로 3년 후인 2019년에 약국을 폐업할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75세입니다. 나 스스로 그

렇게 정년을 정했습니다.  

바둑 말고도 경기민요와 사물놀이가 오랜 취미

입니다. 1980년대 초 약 7년간 경기도 양평군 양

동면에서 약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녹음테이프

를 사다 공부했어요. 특히 장구를 좋아해 약국을 폐

업하면 성남시 문화센터 등에 나가 완성해 볼 생각

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어려운 일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저돌적인 성격이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대기만성형이다.

중앙대 약대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치고 1971년 졸

업한 그는 베링거잉겔하임에 근무하다 72년 10월 

용산구 이태원에서 거북약국을 개설했으며, 74년 

용산구약사회 약국위원장을 맡아 처음으로 회무를 

시작했다. 77년 서울임상약학연구협회에 가입하고 

이듬해 삼희약품의 상무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활

동했으나 삼희약품이 문을 닫고 약국도 부도가 나

자 80년 양평으로 약국을 옮겼다. 이후 86년 7월부

터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비치호텔 구내약국을 운

영하다 87년 6월 성남시로 이전했다.

그는 그해 연말 성남시약사회 정기총회 회장 선

거에서 “왜 얘기들을 안 하고 눈치만 보느냐”며 바

른 말을 한 것이 눈에 띄어 5개월 만에 부회장에 선

임 되었고, 3년 후 분회장을 하게 됐다.  

경기도약사회에서도 이사회에서 전임 회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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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독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을 제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송학 회장때 홍보위

원장, 김정관 회장때 부회장을 맡았고, 1991년 1월 

선거에서 경기도약사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제31대 김희중 회장의 당선

을 도와 부회장이 되었으며, 2001년 제32대 한석

원 회장 집행부에서는 약사공론 부주간으로 임명

되었다. 당시 지부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주

간이 아닌 부주간을 맡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뒷말도 있었지만 그는 참고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

심이 있었다.

이어 2004년 제33대 원희목 회장이 집행부에서

는 주간으로 승진하였다가 2007년 원희목 회장이 

제34대 회장에 재선될 때는 다시 부회장으로 컴백

했다. 그리고 원 회장이 중도사태 할 때 회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Q.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일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었

습니까?

2012년 11월 15일 일반의약품 13품목이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

한 일도 바로 13품목을 한정하여 24시간 편의점에

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것은 김 구 집행부가 ‘매약노’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래된 일 입니다. 제가 2008년 보궐선거

로 회장에 당선될 때도 전국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

매 저지 단식투쟁’ 60일차를 맞을 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여론조사도 90% 이상

이 편의점 판매를 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 약사회도 강

력히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는 전국 

1300개 시읍면에 1곳씩만 가정상비약 판매소로 허

가해주는 것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약사회에서는 일부 원로 회원과 서울시약사

회장, 경기도약사회장이 앞장서 일반약은 단 한 톨

도 나가면 안 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

이 대안으로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정부가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 모든 마트

인 터 뷰     김 구 제35, 36대 대한약사회장  ‘안전상비약 13품목 24시간 편의점 판매’ 최선의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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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확대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24시간 편의점으로 제한하고 의약품도 13품목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한

으로 줄인 것이며, 약사회가 정부에 맞서 최대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

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원희목 전 회장이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약사법 모법에 판매 품목 숫자를 넣은 것은 

법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원 의원이 여야 국

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협력을 잘 

이끌어 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최악의 상황의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많은 회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

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지금도 ‘매약노’라는 말을 써먹고 있

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훗날 어느 것이 옳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다면 당장 욕을 먹

더라도 대의를 위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당시 그러한 상황 판단에 대해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

다. 당시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것

을 받아들여야 약사회가 산다’고 우리를 설득했습

니다. 또 시대 상황이 바꿔야 할 때는 바뀔 줄 알아

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하지 못하는 고로한 사고방

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상투약기 설치나 조제약 배달 등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Q. 격변기라서 임기 중 회무에 여려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당시 임원들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함께 일한 집행부 임원 모두가 약사회에 대한 깊

은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회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인춘, 김대업 부

회장의 능력과 역할을 가장 내세우고 싶습니다. 우

리 약사회와 가장 밀접한 국회,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식약청 등에 전문성과 폭넓은 인맥관계를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잘 해쳐 나갔습니다. 한마디

로 좌청룡 우백호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약사회 현 집행부나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임원들은 정의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잘하는 것은 칭찬하

고 잘못하는 것은 정당하게 비판하는 풍조가 필요

합니다. 우리 약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 입

니다. 무관심의 결과는 바로 약사 자신의 발등을 찍

게 될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약사회도 대한약사회장 혼자 책

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임원과 회원이 깊은 관

심과 참여로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가 전임 회장인 자

문위원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느낌,

어지러움, 가려움, 졸리움, 구토 등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가까운 약국 또는 대한약사회 의약품 

안전센터로 신고해주세요.

알레르기 체질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약을 조제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약의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정해진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약과 약, 약과 음식물 간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전화하세요!

※ 약사들은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약물 부작용 신고 
대한약사회 의약품 안전센터

절
취

선
 

02) 582-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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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특집     정신과 질환의 모든 것

불안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 

1. 불안장애의 정의

불안이란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모호하고 불

쾌한 두려움과 이와 동반해 자율신경계의 과활성

에서 기인한 신체증상(빈맥, 두통, 발한, 호흡 답답

함, 소화기 장애 등)이 나타나는 정서 상태이다. 불

안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다. 하지만 불안장애로 일컬어지는 병적 불

안은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

스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나

거나 위험의 정도에 비해 너무 큰 불안이 통제할 수 

없는 느낌으로 나타난다.  

불안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10-15%에 이를 정도

로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증상만을 호소하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증상

이 만성화되어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질환의 만성화는 환자들의 삶

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우울증을 동
서  호  준 

가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약력

가톨릭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대한불안의학회,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대한분석치료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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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자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음주를 이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로 인해 물질남

용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환자

들을 일차적으로 접하는 보건의료인에게 불안장애

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불안장애의 종류 및 진단

한국에서는 정신 질환의 진단 및 분류를 위해 주

로 미국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를 사용하는데 최근 대규모의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DSM-5). DSM-5의 불안장애에는 여러 가지 독

립적인 세부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리불안장

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선택적 함구증

(Selective Mutism), 특정 공포증(Specific Pho-

bia),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공

황장애(Panic Disorder), 광장공포증(Agorapho-

bia),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물질/약물에 의한 불안장애(Substance/Medica-

tion-Induced Anxiety Disorder),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Due to 

General Medical Condit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이중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공황장애

와 범불안장애를 선별해서 다루어보기로 한다. 

(1) 공황장애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 증

상들이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의 하나이다. 공황장애의 불안감은 매우 심각

한 수준이어서 환자들은 이로 인해 죽거나, 미치거

나, 통제를 잃을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불안감

과 동반되는 신체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심계항진, 

떨림, 호흡곤란, 흉통 혹은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오심, 발한, 질식감, 손발의 이상감각, 쓰러질 것 같

은 느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황발작의 증상들은 한번 나타나면 대개 급격히 

심해져 10분 이내 정점에 이르며 이후 20~30분 정

도 지속되다 사라진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찾게 되며, 증

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하지만, 일

시적인 혈압상승이나 심계항진, 과호흡 소견 외에

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환자들의 대부

분은 응급실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잠시 안정을 취

하면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공황장애는 신체증상의 종류에 따라 심근경색, 

뇌졸중, 발작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환자들 스

스로도 자신의 증상이 이들 질환의 전구 증상일 것

이라는 잠재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잠재된 믿음은 반복적인 검사로 신체적 이상

이 없음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이 극대화되어 응급실을 찾고 검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서 동시에 나타나며, 평상시에도 이 증상이 반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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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염려 및 회피 행동이 동반된다면 공황장

애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2) 범불안장애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절

이 안 되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진단한다.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이런 걱정은 지나치고 비현실적이다. 

과도한 걱정과 함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데 안절부절, 초조, 피로, 집중력 저하, 근육 긴장, 

과민함, 수면장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증상을 신체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통증, 수면장애 등을 주소로 다양한 임상

과를 전전하게 되며, 질환이 만성화 되거나 우울증, 

물질남용, 다른 불안장애의 병발 등의 문제가 생긴 

후에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된다. 평균 이환 기

간이 33개월을 넘을 정도로 만성화가 두드러지며 

유병률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약 2배 가까이 많다. 

질환으로 인한 직장 및 일상생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에서의 지나친 걱정과 함께 다음 중 3

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난 6개월 동안 없는 날 보

다 있는 날이 더 많았다면 범불안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3. 치료 

불안장애의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병용 치료이다. 약물

치료를 시행할 때 1차적으로 고려되는 약제는 선

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이다. SSRIs는 불안 

영역의 증상에 폭넓은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불

안장애와 흔히 동반되는 우울증상에도 효과가 있

다. 과거에는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

pressant)들도 사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한 SSRIs 제

제가 개발되면서 사용빈도가 감소하였다. 이외에

도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Se-

•심계항진,	빈맥,	발한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숨이	가쁘거나	갑갑한	느낌

•숨	막히는	느낌

•가슴주위의	불쾌감	혹은	통증

•메슥거림	혹은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이인증	혹은	비현실감

•�스스로	통제	할	수	없을	것	같거나	미쳐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감

•감각	과민(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춥거나	화끈	거리는	느낌

•긴장이	고조되거나	벼랑	끝에	선	느낌

•쉽게	피로해짐	

•집중하기가	어렵고	멍한	느낌	

•매사에	과민함	

•근육	긴장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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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등 

두 가지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항우울제들도 다

양한 불안장애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항우울제 약물들은 전반적으로 그 효능과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약물을 복용한지 2-4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물들은 불안

증상에 대한 효과가 매우 빠르고 그 효능도 우수하

여 임상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내성과 금단증상은 

약물 사용의 큰 걸림돌이 된다. 특히 불안장애 환자

에서 약물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증상은 불

안장애 자체의 증상들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지는

데, 이미 증상에 대한 공포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

는 매우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물

에 대한 신체적 의존뿐만 아니라 심리적 의존도 흔

히 관찰되는데 이는 장기간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중단하지 못하는 주요

한 이유가 된다. 

질환의 만성화의 성향으로 대부분의 치료가 1년 

이상 지속됨을 감안할 때 증상의 초기에는 항우울

제와 벤조디아제핀 약제를 병용하여 급성기의 심

한 증상을 조절하고, 이후 항우울제가 효과를 나타

내는 2-4주 시점부터 환자의 증상을 유심히 관찰

하며 벤조디아제핀 약제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추

천된다.

이외에도 세로토닌 시냅스 전 수용체(presyn-

aptic 5-HT1A autoreceptor)에 부분적 효현제

(partial agonist)로 작용하는 아자피론(azapirone)

계 약물인 부스피론(Buspirone)도 사용될 수 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 비해 작용까지의 시간이 오

래 걸리나 금단증상 등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가 호소하는 정서 및 행동

의 문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적응적이고 비논

리적인 사고 및 추론 방법에서 기인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치료자는 환자와의 작업을 통해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치료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적응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환자의 삶을 변

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불안장애의 종류에 

따라 치료의 세부 내용이 달라지지만 전반적인 개

요는 동일하다. 기존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 비

해 지금-현재(here and now)를 강조하며 단기간

에 빠른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10-20회기로 진행되며 집단 및 개인 치료 방식 모

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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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공황장애 환자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 자율신경계 항진으로 나타나

는 신체 증상(심계항진, 숨 막히는 느낌, 몸이 떨

림, 흉통)이 2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수면장애, 과음 등

이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아버지는 환자 자신의 신

체증상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자동화 사고)을 떠올리는 데 영향

을 미치고 이로 인한 공포 반응 및 자율신경계의 

반응 증가는 증상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많

은 환자들이 공황발작이 있을 때 마다 응급실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

지만 혈압 및 맥박 상승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

다고 판정된다. 

 환자의 치료로 SSRIs의 하나인 에스시탈로프람

(escitalopram) 5mg과 벤조디아제핀 약제인 알

프라졸람(alprazolam) 0.75mg을 처방하였다. 공

황장애 환자들은 신체증상에 대한 공포로 SSRIs 

사용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 및 세

로토닌 신드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

문에 SSRIs를 처방하는 초기에는 소량부터 천천

히 증량하는 것이 좋다. 치료 3-4주후 SSRIs가 

효과를 나타낼 시점부터 환자의 증상을 세심히 

관찰하며 알프라졸람의 감량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 약제의 감량을 잘 견디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

부분의 환자들은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

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일에 

0.125mg씩 감량하는 것이 추천되지만 일정한 원

칙 보다는 환자의 특성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하며 금단증상의 정도에 따라 감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인지행동치료는 공황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정보

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 자신의 증상

을 인지행동모형을 이용하여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오류 및 자

28세 여자가 ‘살려달라’며 가슴을 붙잡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극도의 불안 및 초

조 증상을 보였으며 몸을 떨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

이 조여 숨을 잘 쉴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환자는 최근 남

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고 폭음을 많이 해 왔다고 한

다. 가족력 상 환자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

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한지 1시

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차 안정되었다. 환자는 이런 증상

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총 7차례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하며 

그 때 마다 시행한 검사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사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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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

불어 이완과 호흡 훈련을 통해 신체적 불안을 통

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후 환자

가 불안에 견디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

고 판단되면 공황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노출

치료를 시행한다.

● 해설 : 비현실적인 것을 알지만 상황에 대한 걱정

과 불안이 통제되지 않으며 스트레스에 따라 더

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동반해 피로, 

두통, 수면장애, 통증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이 나

타나며 늘 긴장되어 있다. 대부분 신체증상을 주

소로 여러 임상과를 전전하게 되며 만성화의 성

향을 보이게 된다. 

 환자의 치료로 불안뿐 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

(somatization)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인 벤라

팍신(venlafaxine)을 선택하였고 37.5mg부터 시

작하여 225mg까지 점차 증량하였다. 벤조디아

제핀 약제도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범불안장애는 보통 6개월 이

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벤조디아

제핀 약제가 일반적으로 1차 치료 약제로 권장되

지는 않는다. 대신 안전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부

스피론을 선택하여 15mg부터 처방하여 30mg으

로 증량하였다. 부스피론은 약물의 반감기가 짧

아 하루 3회 복용이 필요하다. 환자의 수면장애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처방할 수 있으나 의

존의 위험성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지행동치료는 주로 환자에서 관찰되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다룬다. 위험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선택적인 주의집중이 그 결과를 과

장해서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다

양한 이완요법과 바이오피드백 같은 행동치료를 

병행하여 불안과 긴장을 낮추고 이를 통해 신체

증상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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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여자가 지속적인 피로감, 수면장애, 불안 및 초조를 

주소로 내과를 거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되었다. 병력 

상 10대 후반부터 불면증과 초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며 

이러한 증상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욱 심해지곤 하였다. 

30대부터 만성적인 피로감과 두통, 몸살과 같은 전신 통증

이 자주 나타났으며 여러 임상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시행

했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평소 걱정이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마

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최근 아들이 입대 하였는데 

총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한 후 걱정이 끊이지가 않았다

고 하며 점차 자주 놀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

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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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장애의 증상과 치료 방법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는 불안과 공포를 주

된 증상으로 하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지역 사회에

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

은 8.7%로, 주요 정신질환 중 알코올 사용 장애 다

음으로 흔히 발병하며, 우울 장애보다도 더 흔하게 

나타난다. 

불안장애는 증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에 따

라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며, 특정공포증

(specific phobia),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광장공포증(agoraphobia), 공황장애(panic disor-

der),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선택적 무언증(selective mutism)이 불안장애에 포

함된다. 이러한 불안장애가 진단되었을 경우, 전문

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경감시키는 

불안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①	불안장애

불안장애 환자의
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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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불안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

게 되면 불안한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도 

악화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불안 증상이 복합되

어 개인 및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장애의 치료 목표는 불안 증상의 중증도 및 

기간을 감소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며, 정신사회적 

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불안장애의 치료 방법에는 인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심리치료, 운동과 같은 비약

물요법과 약물요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중 약물요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뇌신경

전달물질의 이상을 교정하여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

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따라서 불안장애의 치료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

확하고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다. 환자의 

복용 순응도를 높이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불안장애

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의 약

물 치료와 복약지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불안장애의 약물치료

불안장애의 일차 치료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

hibitor; SSRI)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

hibitor; SNRI)이다. 급성 불안 증상의 경감에는 벤

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물이 주로 사용

되며, 그 외에도 치료에 대한 반응과 세부 진단에 

따라 buspirone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1) SSRI와 SNRI

항우울제는 자율신경증상 신체증상(진전, 심박 

증가, 발한 등)에 있어서 약간의 효과를 가지면서 

불안의 정신적 증상(걱정 등)도 경감시킨다. 항우울

제의 항불안 효과는 복용 후 2~4주 정도에 나타나

기 시작한다. 항우울제들의 불안 경감효과는 유사

하므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항우울제의 선택은 이

전의 반응과 부작용, 상호작용, 비용 등을 기반으

로 한다.

SSRI는 뇌의 특정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의 재

흡수를 차단하여, 뇌에서의 세로토닌 작용을 강화

시키는 약제이다. SSRI는 부작용 측면에서 이전의 

항우울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관점에서 사

용이 증가되어 왔다. 과잉 투여 시에도 치명적인 결

과는 드물고, 삼환계 항우울제(TCA)에 비하여 부작

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율도 낮다. 그러나 특히 초기

에 고용량 투여 시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계 부작용이 흔하여 이로 인한 약물 중단이 빈번하

다. SSRI의 또 다른 흔한 부작용으로는 성기능 장

애(30~40%), 불면, 불안, 흥분과 같은 중추신경계 

활성화 부작용(10~20%), 장기 복용 시의 체중 증

가, 위장관계 출혈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SNRI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이중 기전을 가진 항우울제로, 불안장애

에는 venlafaxine과 duloxetine이 사용된다.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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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측면에서는 대부분 SSRI와 유사한 양상을 보

이나 혈압 상승, 체중 감소 등은 SSRI와 다른 점

이다. 

(2) Benzodiazepines

Benzodiazepine은 GABAα-수용체 복합체와 상

호작용을 통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전

달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항불안작용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7개의 benzodiazepine만 불안장애 치료

제로 FDA에서 승인되었으며, 그 중 국내에서는 시

판되지 않은 oxazepam을 제외한 6개 약물이 사용

된다. Benzodiazepine은 급성 불안의 즉각적인 완

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의존성과 남용의 위

험, 잠재적인 불안증상 반동 등으로 인해 약물의존

성 환자들은 피해야 한다. 또한, benzodiazepine

의 중단은 금단증상과 반동성 불안, 높은 재발율

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기간 사용 후 천천히 감량

하여 끊는 것이 권장된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감

량기간도 길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6개월에 걸

쳐 benzodiazepine 치료를 한 환자는 2~8주는 점

감해야 하지만, 12개월 동안 치료받은 환자는 2~4

개월에 걸쳐 감량해야 한다. 

대부분의 benzodiazepine은 간의 cytochrome 

P-450 3A4에 의해 대사되나, lorazepam은 포합

에 의해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된 환

자들에게 선호된다. Benzodiazepine 요법과 관련

된 가장 일상적인 부작용은 졸림, 진정과 같은 중

추신경 억제효과와 기억력 저하, 선행건망증(an-

terograde amnesia)과 같은 인지 기능에 대한 영

향이다. 

[표 1]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항우울제의 적응증 및 용량

구분 성분명(상품명) 적응증
시작용량
(mg/day)

상용량
(mg/day)

최대용량
(mg/day)

SSRI

Escitalopram(LexaproⓇ)
공황장애 5 10 20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10 10 20

Fluoxetine(ProzacⓇ) 강박반응성	질환 - 20~60 80

Fluvoxamine(DumiroxⓇ) 강박장애 50 100~200 300

Paroxetine(SeroxatⓇ)

강박장애 20 40 60

공황장애 10 40 60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20 20 50

Paroxetine	CR(Paxil	CRⓇ)
공황장애 12.5 12.5~75 75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12.5 12.5~37.5 37.5

Sertraline(ZoloftⓇ)
강박장애 50 50~100 200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25 50~200 200

SNRI

Duloxetine(CymbaltaⓇ) 범불안장애 30 60 120

Venlafaxine	XR(Efexor-XRⓇ)

범불안장애 37.5~75 75~150 225

사회공포증 75 75

공황장애 37.5 37.5~22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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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spirone

Buspirone은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는 불안장애

를 위한 2차 약제로 사용될 수 있다. 명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세로토닌 수용체(5-HT1A)

의 부분효능제로서 작용하고 dopamine 수용체

(DA2)에 결합하여 항불안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Buspirone은 1회 5mg 1일 3회 경구투

여로 시작하고, 2~3일 간격으로 1일 5mg씩 증량

하여 1일 20~30mg을 분할 투여하도록 권장되나, 

증상에 따라 1일 최대 60mg까지 투여 가능하다. 

Buspirone을 복용한지 2~4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

타나기 시작한다. 

3. 불안장애 환자의 복약지도

일반적으로 복약지도 시에는 의약품의 명칭, 용

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의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된다. 그 중 불안장애 치료

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지

도를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표 2]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종류 및 특징

성분명(상품명) 적응증 상용량 (mg/day)
Tmax (hours)

/ Onset
반감기 
(hours)

동등 용량

Alprazolam(XanaxⓇ)

불안
초	회	량	:	0.75~1.5	(3회	분할	복용)

최대용량	:	4 1~2

/	Intermediate
12~15 0.5

공황
초	회	량	:	0.5

상	용	량	:	5~6	(3~4회	분할	복용)

Chlordiazepoxide(LibertyⓇ) 불안,	긴장 상	용	량	:	15~40	(3~4회	분할	복용)
2~4

/	Intermediate
24~28 10

Clonazepam(RivotrilⓇ) 공황

초	회	량	:	0.5	(2회	분할	복용)

상	용	량	:	1

최대용량	:	4	(2회	분할	복용)

1~4

/	Intermediate
18~50 0.25

Clorazepate(TranxeneⓇ) 불안
초	회	량	:	5~30

상	용	량	:	15~60

1~2

/	Rapid
- 7.5

Diazepam(DiazepamⓇ)
불안,	긴장,

우울
상	용	량	:	4~40	(2~4회	분할	복용)

0.5~2

/	Rapid
20~80 5

Lorazepam(AtivanⓇ)
불안,	긴장,

우울

상	용	량	:	1~4	(2~3회	분할	복용)

최대용량	:	10

1~6

/	Intermediate
10~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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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장애 환자의 복약지도 시 참고 사항

1) 약물 복용의 중요성 인지

환자에게 해당 약물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2) 장기적인 약물 치료에 대한 이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주지 시켜, 재발 예방을 위해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약물 복용 습관 및 생활 습관, 기존 복용 약제 확인

• 복약순응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 복약을 상기시

킬 수 있는 도구(메모, 알람, 약통 등)의 활용을 

권장한다.

• 알코올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알코올은 중추신

경 억제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우울제의 작

용이 강해지거나 우울상태가 심해질 수 있다.

•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 집중을 요하는 작업 시에 

주의하도록 한다.

•기존 복용 약제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4) 복약 순응을 저해하는 인자 확인

불안장애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확인

한다. 불안장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제의 부작용 및 대처방법을 정

확히 인지하게 한다.

5) 긍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상담 태도

효과적인 불안장애의 약물 치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므로, 환자가 본인의 

질환 및 약물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담 약사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2) 불안장애 환자의 약물별 복약지도

1)  SSRIs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paroxetine CR, sertraline)

• 오심, 구토의 부작용: 복용 초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복 복용 시 더 강하게 나타난다.

• 그 외 흔한 부작용: 어지러움, 두통, 신경과민, 불

면, 성기능장애, 체중 증가(fluoxetine 복용 시에

는 초기에 체중이 감소될 수 있음) 등

• SSRI와 단가 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병용 

금기: 병용 시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MAOI 투여 중단 후 최소 14일의 간격

이 필요하다. Fluoxetine 투여 중단 후에는 5주, 

나머지 SSRI는 투여 중단 후 14일의 간격이 필

요하다.

• 이상 출혈: 이상 출혈 징후가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경구용 항응고제나 혈소판 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등)과 병용 시 더욱 주의한다.

• 저나트륨혈증: 노인이나 이뇨제 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의 경우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SIADH)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

다.

•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약물 투여 후 초기에 역행

성 불안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주 이

내 사라진다.  

• Fluvoxamine의 경우 cytochrome P-450 1A2 

저해 작용이 강하므로 카페인의 독성 작용(두통, 

심계항진, 불면,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F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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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xamine과 카페인 함유 음식(커피, 홍차, 초콜

릿 등)과는 동시에 복용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 다른 항우울제의 pregnancy category는 C이나, 

paroxetine 성분의 약제는 pregnancy category

가 D이고 모유로도 이행되므로, 임부 및 수유부 

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 Paroxetine CR의 경우 자르거나 씹지 말고 복용

하도록 한다.

2) SNRIs (Duloxetine, Venlafaxine XR)

• 오심, 구토의 부작용: 복용 초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복 복용 시 더 강하게 나타난다.

• 그 외 흔한 부작용: 어지러움, 두통, 불면, 입마

름, 성기능장애, 체중 감소, 혈압 증가 및 혈중 콜

레스테롤 증가, 동공산대 등

• SNRI와 MAOI 병용 금기: 병용 시 세로토닌 증

후군 발생할 수 있으므로, MAOI 투여 중단 후 최

소 14일의 간격이 필요하다. Venlafaxine 투여 

중단 후에는 7일, duloxetine 투여 중단 후에는 5

일의 간격이 필요하다.

• 이상 출혈: 이상 출혈의 징후가 나타나면 의사에

게 알리도록 한다. 경구용 항응고제나 혈소판 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NSAID 등)과 병용 시 

더욱 주의한다.

• 저나트륨혈증: 노인이나 이뇨제 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의 경우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SIADH)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 Venlafaxine XR의 경우 자르거나 씹거나 물에 

녹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3) Benzodiazepines

• Benzodiazepine은 급성 불안 증상의 완화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내재된 불안 문제를 근본

적으로 치료하는 약제는 아님을 설명한다. 

• 흔한 부작용: 졸림, 진정, 운동이상증, 불명료한 

언어 등 

• 의존성 확인: Benzodiazepine의 장기간 투여 환

자, 고용량 투여 환자, 특히 알코올 중독력 환자, 

약물 남용력 환자, 인격장애 환자, 정신병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의존성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복약지도 시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용량 감량 시 경증의 금단증상과 불편감을 경험

할 수 있다. 반동 증상은 일시적이며, 환자들이 

반동 불안을 증상의 악화로 해석하지 않도록 상

담해주어야 한다. 

4) Buspirone

•흔한 부작용: 어지러움, 오심, 두통, 신경과민 등

• Buspirone와 MAOI 병용 금기: 병용 시 혈압이 

상승(hypertensive crisis)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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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우울한 기분

이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고 모두 우울장

애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우울기분

을 보이는 다른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무수히 많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는 다른 질환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고 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항목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것

처럼 말하는데, 그런 종류의 검사는 선별검사라고 

하여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군들을 선별해

서 실제 우울장애가 있는 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선별검사를 진단도구로 오해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 과오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짧은 지면상에 모두 기술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우울장애의 증상, 우울장애의 진단기준과 우울장애

로 진단된 경우 어떻게 처방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해

서 살펴볼 것이다.

1. 우울장애의 주요증상 

(1) 기분 증상

우울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기분이 부정

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우울감이 대표적인 증상

이나 우울장애에서 기분변화는 단순한 우울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자신이 잘못했던 기

억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불쾌한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우울장애의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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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해지고, 사소한 일에 쉽게 눈물을 흘리고, 

예전에 즐겁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사랑하

는 가족들과 있어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낀다. 이

들은 또한 감정이 없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거나 역

설적이게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우울장애 환자는 자신이 더 이상 정상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한다. 

우울감은 고통이 심하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우울감을 호소하기 보다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흔히 두통, 복통, 가

슴통증, 식도 이물감 등을 호소하는데 바로 정신건

강의학과에 오는 경우는 드물고, 여기 저기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해도 별 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는 의사소견을 듣고 뒤늦게 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

런 경우를 가면우울증(신체 증상의 가면을 쓴 우울

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가면 우울증은 노인에

게 흔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대증적인 처방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한다. 이 경우 다중의 

약물 복용 자체에 따른 부작용의 증상까지 더해져

서 진단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인지 증상

흔한 인지 증상들은 집중력과 주의력 저하, 부정

적 사고, 죄책감, 자살사고 등이다. 

이들과 면담을 하면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자신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자를 

보호자들은 진심으로 설득하지만 소용없음을 알고 

도리어 화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설득으로

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서 우울장애가 단순한 우울기분과는 다른 하나의 

병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모든 잘못된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우울사고가 매우 심하면 망상에 이를 수도 있는

데, 이 때의 망상은 주로 죄책망상(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망상)이지만, 피해망상을 비롯

한 다양한 망상을 경험한다. 드물지 않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가 아이와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때 이 엄마의 생각에는 자신의 불행이 아이

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또는 망상) 때

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환청이나 환시를 경험하기도 한다. 

(3) 정신운동 증상

정신운동증상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변

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활동은 많아지

거나 적어질 수 있다.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정신운

동 초조라고 하는데 흔히 불안한 모습으로 예민하

고, 안절부절못하며, 말이 빨라진다. 이와 반대인 

경우 정신운동지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둔해지고, 

표정도 없고, 의기소침 해 보인다. 정신운동지체가 

심하면, 식사를 거부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려는 심

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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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서 정신운동지체가 심한 경우 치매와 유사

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치매는 아니기 때문에 가

성치매(pseudodementia)라고 부른다. 가성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와는 치료가 전혀 

다르므로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 

(4) 생장 증상

생장 증상이란 생명체로서의 활동에 이상이 생긴 

증상을 의미한다. 식사, 수면, 성기능, 동기(의욕), 

활력, 신체감각의 이상 등이 있다. 식욕 감소는 우

울장애에서 흔한 증상이다. 이들은 먹더라도 억지

로 먹는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다.  심한 경우에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환자들은 반대로 식욕

이 증가하거나 탄수화물과 달콤한 음식을 갈망해서 

체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수면장애은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우울장애에서는 특히 새벽에 자주 깬다. 깊은 수면

을 못 취하기 때문에 다음 날 더욱 피곤하고 우울하

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잠들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잠자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술은 자주 깨게 만드는 등 수면구조를 나쁘게 만

들어 불면증을 악화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단지 불면증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이 역시 수면구조와 불면증

을 악화시키게 된다. 반대로 전체 수면 시간이 증가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과수면이 나타나는 경

우도 있다. 이 때는 조울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단 및 처방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증상으로 성욕 감소, 월경 중단, 발기부전 

등이 나타나며, 소수에서는 성욕과 성적활동이 강

박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2. 우울장애의 진단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울장애의 진단은 복

잡하다. 통상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정한 진단기준을 

이용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울한 기분을 보이

는 다른 유사한 정신질환과 신체질환과 감별진단을 

한 뒤에 우울장애를 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문

조사에서 몇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우울장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표 1>에 우울장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1] 주요우울장애의  DSM-5 진단 기준

우울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②	우울장애

진단기준

A.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

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우울	

기분이거나	(2)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점: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예.	슬픔,	공허감	또는	

절망감)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됨(예.	 눈물	 흘림)	 (

주의점: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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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장애의 치료 

우울장애의 치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항우울약물만으로 쉽게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정신치료와 병행치료를 하

게 되고, 이럴 경우에 적절하고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치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서 약물치료 만

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울장애의 약물치료는 매우 복잡하다. 일단 약

의 종류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을 사

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에

게 익숙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중추신경계에 작

용하는 약물은 다른 신체장기에 작용하는 어떤 약

물 보다 부작용의 출현 빈도가 높고, 간과하는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

이 처방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야 환자의 불편감이 우울장애 때문인지 아니면 다

른 정신 또는 신체질환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표 2>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서 발간한 「한국

형 우울장애 약물치료지침서 2012」중 주요우울장

애의 치료지침이다. 이 치료지침서에 따르면 우울

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 초기 치료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경도, 중등도와 중증의 경우 항우울약물 단독

으로 시작하지만,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경우에

는 비정형항정신병 약물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일차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항우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예.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음

(주의점:	아동에서는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함,	단지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님)

	 6.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망상적일	수도	있는)을	느낌(단순히	병이	있다는	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을	느낌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관찰	가능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삽화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	 진단기준	 A부터	 C까지는	 주요우울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점:	중요한	상실(예.	사별,	재정적	파탄,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기준	A에	기술된	극도의	슬픔,	상실에	대한	반추,	

불면,	식욕	저하,	그리고	체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우울	삽화와	유사하다.	비록	그러한	증상이	이해될	

만하고	 상실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실	반응	동안에	주요우울	삽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과거력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간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한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D.		주요우울	삽화가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조증	삽화	혹은	경조증	삽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주의점:	조증	유사	혹은	경조증	유사	삽화가	물질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경우라면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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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약물을 한 가지 더 추가하거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경우에

는 전기경련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의 인식

과는 달리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표 2] 우울증의 심한 정도에 따른 초기 치료 전략 

다음은 대표적인 유형의 주요우울장애 사례와 치

료의 예이다. 

●치료 내용 :  대인관계 정신치료/Sertraline 50 mg

● 처방의도 해설 : 우울장애의 치료는 항우울약물 만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정신치료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둔 대인관계 정신치료와 항

우울약물로 졸로푸트 50 mg가 처방되었다. 환자

의 병전 적응력이 우수하여 쉽게 호전된 사례이

다. 환자가 불안 증상을 보인하고 하더라도 벤조

디아제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치료 내용 : 인지치료/Bupropion 300 mg

● 처방의도 해설 : 우울장애에서는 부정적인 인지가 

핵심병리이다. 세상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미래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우

울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인지치료를 통하여 

부정적인 인지를 바꾸어 주면 우울장애가 호전된

다. 이 환자의 경우 진정작용이 적은 부프로피온

을 처방하여 성공적으로 조절된 사례이다. 다만 

경련의 부작용이 가능성이 적지 않게 출현하기 때

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30세 여자가 애인과 헤어진 뒤 슬프고 짜증나기 시작하더

니 점점 심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 들어서 정신과에 방문하였다. 정신상태 검사 상 식욕이 

증가하고 음식을 많이 먹고 잠을 많이 자는데도 별로 개운

치 않고 항상 피곤하다고 한다. 더욱이 힘든 것은 책을 한 

줄도 읽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체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이런 것도 조절하지 못

하는 자신은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 ➋ 과수면을 동반한 우울증

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미국정신의학회. 권준수 외 역. 학

지사. 2015

2. 한국형우울장애 약물치료 지침서 2012.  대한우울조울병학회

3. 우울증.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시그마프레스. 201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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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남자가 두 달 전부터 가슴이 갑갑하면서 잠이 안 오

고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져서 정신과에 방문하였다. 1

년 전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직장 문화에 적응

하기 어려워하면서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자신은 무능하고 가족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

이 들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례 ➊ 불안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증 

임상 삽화 1차 2차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경도 및 중등도 삽화

항우울제	

단독*

항우울제+	항우울제

항우울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중증 삽화

항우울제	

단독

항우울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항우울제

전기경련요법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단독치료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중증 삽화

항우울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정형	항정신병약물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단독치료

전기경련요법

항우울제+	항우울제

항우울제	단독치료

*	:	최우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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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장애

우울장애는 다양한 모습의 우울 감정과 의욕과 

인지의 장애, 신체적 문제, 행동 변화를 야기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병으로 개인의 전반

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자살에 이

르게 하는 장애로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미국이나 유럽, 뉴질랜드 등은 주요우울장애 평

생 유병률이 10.1%~16.6%로 높은데 비하여, 한국

이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5% 이하

의 낮은 유병률을 보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

률이 2배정도 되며 40~50대에 발병률이 높으며 최

근 20대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장애의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

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

김  수  현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팀장

약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수료(임상약학)	

우울장애 환자의 
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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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특집     정신과 질환의 모든 것

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암, 

내분비계 질환(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뇌

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우울장애를 유발할 수 있

으며, 심지어 치료약물도 일부 우울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한 내·외과 계열 환자의 20% 

이상이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라는 보고가 있으

며, 이러한 우울장애는 원인을 치료하면 우울장애

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할 필

요성이 있다.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의욕 저하, 지속적인 

우울감, 수면장애, 체중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자

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이며, 실제로 10~15%

에서 자살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감

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우울장애가 우울한 감정보다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성의 경우 산후 우울장

애, 갱년기 우울장애 등 특정 시기에 우울장애의 위

험이 높아 주의를 요하며, 우울장애의 결과가 때로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으로 나타나는 이차성 알코올 

의존의 경우 우울장애를 치료하면 알코올 문제도 

호전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2. 우울장애의 약물치료

우울장애 치료목표는 우울증상을 치료하고, 삶

의 질을 높이며 생활하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있

으며 생물학적 치료와 관련하여 항우울제 치료는 

그 근간이 된다.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

depressants, 이하 TCAs) 개발 이후 현재까지 많

은 종류의 항우울제들이 개발되었고 이전의 항우울

제들에 비해 좀 더 개선된 치료 효과와 내약성을 보

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약물학적 발달에도 불구하

고 항우울제 투여에 대한 우울장애의 반응률(re-

sponse rate)은 50~70%이며, 관해율(remission 

rate)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충분

한 용량을 투여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제대로 복약

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치료적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전기경련 

요법과 뇌자극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항우울제는 우울장애 치료의 핵심적 약물로 선

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MAO억제제(Monoamine Ox-

idase Inhibitors),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

수억제제(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가 임상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초기 항우울제 치료 2~3주 후에도 적절한 용량

에 치료반응이 없으면 non compliance, unusual 

pharmacokinetic disposition 의 여부를 조사하여 

용량을 재조정하거나, 교체(switching),  병합요법

(combination therapy) 및 강화요법(augmenta-

tion therapy) 등 다양한 치료전략을 사용할 수 있

다. 

대개 우울장애 치료 시 serotonin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우울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②	우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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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약물과 부작용

약리작용 성분명 적응증 주요 우울장애 용법 및 용량 부작용 비고

MAOIs Moclobemide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300-600mg/day#2-3
식직후	

경미한	두통,	불면증,		소화기장애,	저혈
압,	구갈,	현기,	복시	등

TCAs

Amitriptyline 우울장애,	야뇨증
30-75mg/day#1-3
(Max.300mg/day)

구갈,	안내압상승,		흥분,	혼수,	집중력	장
애,	환각,	EPS증상,	두통,	피로	등

자살위험
경고

Clomipramine
우울장애,	강박상태,	공포상
태,	급발작

초회량:10㎎/day
상용량:30-150㎎/day
분할투여	또는	취침시	1회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	졸음,	피로,	식
욕증가	등	

Imipramine 우울장애,	유뇨증
25-75mg/day
(Max.300mg/day)

악성신경마비증후군,배뇨곤란,안내압항
진,경련,정신착란,두통	등	

Nortriptyline 우울장애
10-25mg/day#3
(Max.150mg/day)

간질,	진전,	지각이상,	정신착란,	불면,	이
명,	EPS	증상	등

SSRIs

Citalopram 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초회량:20-40mg/day#1
상용량:20-60mg/day#1
아침	또는	저녁

무력증,	오심,	구토,	구역,		구갈,	신경장
애,	현기증,	불면,	초조	등

자살위험	경고,
MAOI병용시	
세로토닌증후군	
위험증가
(최소	약2주간의	
wash-out	
기간	필요)	

Escitalopram	
주요우울장애,	공황·
불안·강박	장애

5-20mg/day#1
아침	또는	저녁	

식욕감소,	성욕감소,	불면,	미각장애,	수
면장애	등

Fluvoxamine	 우울장애,	강박증
초회량:100mg/day저녁
상용량:	100-200mg/	day#2-3-
(Max.300mg)

오심,	식욕감퇴,	변비,		설사,	구갈,	복통,	
구토,	현기증,	불면	등

Fluoxetine
우울장애,	신경성	식욕	과항진
증,		강박	반응성	질환,	
월경전	불쾌장애

초회량:20mg/day#1
상용량:20-60mg/day#1-2-
(Max.80mg/day)

불안,	신경과민증,	불면증,		피곤,	발한,	현
기증,	식욕부진,	구역,	설사,	졸음	등

Paroxetine
우울성	질환,	강박장애,		
공황장애

초회량:20-25mg/day#1
매주10mg증량
(Max.62.5mg/day)

구역,	졸음,	발한,	진전,		무력증,	구갈,	
불면증,	성기능	장애,	감각장애,	수면
장애	등

Sertraline	
우울장애,	강박장애의		치료	
및	예방,	공황장애	치료

초회량:50mg/day#1
상용량:50-100mg/day
(Max.200mg/day)

현기,	불면,		진전,	두통,	신경과민,	구강건
조,	설사,	변비,	사정지연	등

SNRIs

Duloxetine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
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성	통증

30-60mg/day#1	 구역,입마름,두통,변비등	
자살위험,
세로토닌	증후군	경고

Venlafaxine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초기량:37.5mg/day#1,4-7일간
상용량:75-150mg/day#1
(Max.225mg/day)

졸음,	불면,	현기,		신경과민,	구갈,	불안,	
오심,	변비,	비정상적인	사정,무력감,	고
혈압	등	

자살위험,	지속고혈압,	세로
토닌	증후군/신경이완제	악
성	증후군유사반응	경고

Desvenlafaxine 주요	우울장애.
50mg/day#1
(Max.200mg/day)

구역,	현기증,	두통,	구토,		불면증,	식욕
감퇴,	불안,	성기능장애,혈압	증가,	구강
건조,	피로	등

자살위험,	세로토닌	증후
군	경고

Sero
tonin
- Modul
ators

Trazodone 우울장애,	불안,	정신장애
초회량:150mg/day#1
3-4일마다50mg/day씩증량	
(Max.600mg/day)

구갈,	위장장애,	변비,	현기,	저혈압,	발한,	
두통,		빈맥,	졸음,	지속발기,	근육통	등

자살위험,	지속성	발기	경고

Vortioxetine 주요우울장애의	치료
초회량:10mg/day#1
상용량:5-20mg/day#1

식욕감소,	비정상꿈,	구역,	설사,	변비,	전
신성,	가려움,	성기능장애	등

자살위험,	세로토닌	증후
군	경고

Miscel-
laneous

Tianeptine	 우울장애 37.5mg/day	#3	식전
불면,	졸음,	악몽,	무력증,		현기증,	두통,	
식욕부진	등

자살위험	경고

Milnacipran	 우울장애
초회량:25mg/day#1
상용량:50-100mg/day#2

현기증,	다한증,	불안,		상기,	배뇨곤란,	오
심,	구토,	구강건조,	발진,	심계항진	등

자살위험,	세로토닌	증후군/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유
사증상,	혈압상승	경고

Mirtazapine 주요	우울장애
초회량:15㎎/day#1
상용량:15-45mg/day#1
밤에복용

무과립세포증,	졸음,	구역,	식욕증가,	어지
러움,	근무력,	관절통,	말초부종	등

자살위험,	무과립세포
증	경고

Bupropion	
우울장애,
금연시	니코틴	의존	치료		위
한	단기간	보조	요법

초회량:150mg/day#1×4일(오전)
상용량:300mg/day#2
(Max.400mg/day)

발열,	흉통,	무력감,	홍조,		빈맥,	혈압상
승,	저혈압,	불면,	두통,	어지러움,	초조,	
집중력	장해,	식욕부진	등

자살위험	경고

*	MAOIs:Monoamine	oxidase	inhibitors	*	TCAs:Tricyclic	antidepressants

*	SSRIs: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	SNRIs: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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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음 치료를 시작하며, 초기 부작용으로 불안, 

위장장애, 기립성 저혈압,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으

며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에는 용량이나 약물을 바

꾸거나 보조치료로서 bupropion이나 buspirone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초기 부작용 중 불안은 자살

의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용량을 줄이거나 항

불안제를 병용하기도 하며 우울장애에 동반된 불

면증에는 수면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항우울제의 선

택은 환자의 정신상태, 기질, lifestyle, 약물동력학

적 성질, 약물이나 음식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며, 

부작용 profile을 고려하며 항우울제를 중단할 때

에는 반감기를 고려하여 1~2주에 걸쳐 서서히 감

량한다.          

3. 우울장애의 복약지도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에 있어

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복약이행도를 높이는 것이

다. 항우울제는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원

인을 치료하는 약물이며, 우울장애는 개인적인 약

점이 될 수 없다. 복약 불이행은 우울증상이 어느 정

도 개선되었거나 약물치료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 약물의 부작용 때문이므로 환자상담 시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약

물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

법에 대하여 환자에게 알려준다.

(1) 다른 약물을 복용 시 항우울 효과에 변화를 주

거나 다른 약물의 효과가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다.

(2) 항우울제를 투여하고 증상이 개선되기 위해

서는 3-4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약효가 없다고 

간주하고, 환자 임의대로 조급하게 약물 복용을 중

단하면 안 된다.

(3) 한 항우울제에 효능이 없는 경우 다른 약물

로 전환할 때 지정된 Wash-out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4)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약 복용을 중단하

지 않도록 한다. 금단 증상 유발과 상태 악화 가능

성이 있다.

(5) 현기증, 졸음 등을 야기하는 진정작용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작

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우울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②	우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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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②	우울장애

(6) 술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은 진정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7) 가임기의 여성이나 수유부는 미리 의사와 상

의한다.

(8)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

러울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일어나도록 주의한다.

(9) 입이 마를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무설탕 사

탕을 물고 있는다.

(10)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oclobe-

mide) 복용 중 또는, 복용중단 후 2주까지는 많이 

숙성되거나 발효되어 tyramine이나 tryptophan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는 피한다.

4．주요 약물계열별 특징 및 복약지도

(1) TCAs(Tricyclic Antidepressants)

• 우울장애 자체가 두통, 변비, 졸림 등의 신체증

상의 원인이 되므로 부작용 여부를 평가하는 것

이 중요하다.

• 입이 마를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무설탕 사탕

을 물고 있는다.

• 변비나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거나 눈이 뿌옇

게 보이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의사와 상

담한다. 

• 잠재적으로 심장독성이 있으므로 심장박동이 불

규칙하게 뛰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치료적 약물 농도에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일어나도록 한다.

• 과용량 투여 시 위험하며(1일 상용량의 10배 투

여 시 치명적), 대개 QT 간격의 연장으로 인한 

부정맥이 원인이며, 과용량 투여 시 항콜린성 독

성(anticholinergic toxicity)과 발작 등이 유발될 

수 있다. 

• TCAs투여로 발작 역치(seizure threshold)를 낮

출 수 있는데 약물 용량과 혈중농도와 관련이 있

으며, 용량에 비례한다.

(2) SSRIs(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 SSRIs는 일반적으로 효과, 내약성, 과용량에서

의 안전성의 이유로 우울장애 치료 시 1차 치료약

제로 사용된다.

• 이상 출혈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징후가 나타

나면 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비스테로이드 소    

염진통제 등과 병용 시 주의하도록 한다.

• Citalopram의 경우 용량의존적으로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일일 4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부작용:�어지러움,�성기능�장애,�신경과민,�

불면,�체중�증가

*��그�외�부작용:�변비,�두통,�어지러움,�입마름,�진전,�

시야흐림�등�

*��일반적인�부작용:�졸음,�어지러움,�입마름,�시야�

흐림,�변비,�체중증가,�배뇨�곤란�

*��그�외�부작용�:�심장�독성,�발작�역치(seizure�

threshold)�감소,�성기능�장애,�발한,�진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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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간 중 사용 안전성에 대해 확립된 바

는 없으나(Pregnancy Risk Factor C), 

paroxetine(Pregnancy Risk Factor D)의 경우 

선천성 심장결함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 SSRI와 MAOIs 병용 시 세로토닌 증후군으로 인

한 사망사례가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으며, 약물 

변경 시 일정 기간 간격(wash out period)을 두

고 투여한다.

• SSRIs는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cytochrome P-450 enzymes을 저해할 수 있

는데, Citalopram, Escitalopram은 비교적 cy-

tochrome P-450 enzymes저해 작용이 약하다. 

(3)  SNRIs(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 오심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 이상 출혈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징후가 나타

나면 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비스테로이드 소

염진통제 등과 병용 시 주의하도록 한다.

• SSRI와 MAOIs 병용 시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

할 수 있어 병용하지 않으며 약물 변경 시 일정 기

간 간격(wash out period)을 두고 투여한다.

• 갑작스런 약물의 중단은 불연속 증상(discon-

tinuation symptoms)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서

서히 감량하면서 중단한다.

(4) Serotonin modulators

1) Trazodone

남성 환자의 경우 부적절하게 발기가 지속되면 

약물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2) Vortioxetine

최근 출시된 항우울제(Serotonin modulators)로 

동물시험에서 항우울, 불안 완화 효과, 인지기능 및 

학습 개선, 기억력 향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

고되었다.

조현병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②	우울장애

1. 처방조제와 복약지도 

2. 최신정신의학 제 6판

3. Pharmacotherapy 8th 2011

4. 국가건강정보포털

5. www.uptodate.com

6. Drug Information handbook 22nd 

참고자료

*��일반적인�부작용:�오심,�어지러움,�발한,�두통�

*��그�외�부작용:�변비,�어지러움,�입마름,�성기능장애,�

혈압�증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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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②	우울장애

1. 조현병

정신분열병은 2011년도에 조현병으로 개명되었

다. 조현(調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

로,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질환을 신

경전달물질 조절로 치료할 수 있다는 발전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번 정해진 질병명칭을 고치면 그 이

전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로 바꾸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름이 사

회적 편견을 가지고 올 때는 개명할 수 있다는 개

명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 ‘나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이 좋은 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제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시행되는 1995

년부터 ‘나병(한센병)’이라고 고쳤다.

정신분열이란 단어는 정신이 나뉘어졌다는 의미

로 마치 상반된 인격이 존재하며 지킬박사와 하이

드라도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다. 이러한 부

정적인 어감으로 인하여 조현병 환자들은 사이코

패스들이나 다른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른 범죄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름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 인상과 

편견은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짐처럼 느

껴진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1%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의 수는 50만 명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2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정

신분열병이라는 사회적 낙인(stigma)을 가지고 살

이  규  영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약력

대한조현병학회	상임이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박사

조현병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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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있다. 병명개정은 단지 이름이 바뀌는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은 불치

병처럼 여겨지는 조현병을 뇌질환의 차원에서 규명

하려 노력하였으며 치료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얻어내고 있다. 항정신병 약물로 거듭 발전하

여 치료적 성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줄여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새로운 이름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

료에 희망을 주며 다시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조현병의 발병 원인

조현병은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증상들의 집합

체인 증후군인지 혹은 단일 질환인지 규정짓는 경

계조차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병이 뇌

의 질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

치되고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요인 또한 발병과 경

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 질환의 원

인과 병태생리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는 유전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조현병 환자

의 가족은 환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조현병 및 

연관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

성 쌍둥이는 40~60%, 이란성 쌍둥이는 10~15%의 

발병 일치율을 보이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

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간혹 ‘조

현병이 유전병인가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

은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부모가 조현병이라고 해

서 다수의 자녀에게서 조현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니다. 물론 한쪽 부모가 조현병을 앓을 경우 자녀에

게 조현병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 인구보다는 12배

나 높긴 하지만 이는 자식을 10명 낳을 경우 1명에

게 조현병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인구 중

에서도 조현병의 발명이 100명중 1명꼴로 흔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전병이라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임신 중의 문제, 양육 환경,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인 소인이다. 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이

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병의 가능성이 커진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

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불균형이 직접적인 증

상 발현에 관여 한다는 점에서 이들 물질의 이상이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3. 조현병의 증상과 진단 기준

조현병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병의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환자는 환청을 들으며 

혼잣말 하고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

기 화를 내는 등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자신이 감시당한다는 망상 때문

에 집에서 틀어박혀 지내기도 한다. 처음 발병할 때

는 환청과 망상이 같이 있다가 호전되고 나면 의욕 

없이 위축되어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

한 다양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자가 진짜로 조

현병을 앓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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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으로 인해 조현병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특히 조현병의 증상이 동시

에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

다. 조현병의 흔한 증상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

지 증상, 공격적 증상 그리고 정동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환각, 망상, 

사고의 장애, 부적절한 행동 등을 양성증상이라 부

릅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누가 보아도 병적으로 생

각되는 눈에 띄는 증상을 말합니다. 환청과 망상은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증상들이다. 이 중 다

른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

나 느끼는 것을 환각이라고 하는데 환각의 종류에

는 환청, 환시, 환후, 환촉 등이 대표적이다.

망상은 현실에서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우세해도 

사실이라고 믿거나, 자신의 교육, 문화, 종교적 배

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한다. 망상의 종류는 다양한데 누군

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이 가장 흔하

고, 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TV나 신문 등

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끼는 관계망상도 흔하다. 또, 자

신에게 초능력이 있다거나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

는 과대망상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

을 읽는다고 믿거나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

종한다고 믿는 망상도 있다.

사고의 장애와 부적절한 행동은 생각과 행동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증상들이다. 환자가 사고의 장

애가 있으면 생각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횡설수

설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한다. 사고

장애의 정도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빗나가는 

정도로 가벼울 수 있고 이상한 단어를 쓰고 무슨 얘

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수

도 있다. 또한 무더운 날에 외투나 목도리를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부적

절한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조현병은 감정의 변화가 없고, 표현이 단조로우

며, 말수나 행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증상은 정상적인 활동이나 기능의 소실을 나

타내기 때문에 음성 증상이라 불린다. 하루 종일 피

로를 느끼고, 이전에 즐겼던 활동도 하지 않게 되고 

씻거나 옷을 입는 것도 귀찮아지는 증상이 나타나 

언뜻 보면 단순히 무기력하고 조금 우울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런 음성 증상은 조

현병 발병 초기부터 나타나거나, 중간 이후 증상으

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가족과 친구들은 종종 이런 증상을 대처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며, 때로는 이를 단지 게으르다고 생각

하기도 한다.

‘인지 기능’은 주의, 집중, 이해, 기억, 판단 등과 

같은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일컫는 용어이다. 인지 

기능은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

는 데 중요하며, 잔돈을 세는 것과 같은 쉬운 일에

서부터 장기를 두거나 시를 쓰는 복잡한 일에 이르

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조현병을 앓는 환자 중 인지 장애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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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글을 읽고 쓰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만

들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등 집중력 장애, 그리고 건망증과 같은 기억력의 문

제를 호소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조현병을 앓는 사람은 폭력적이고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매스컴에서 정신질환

을 앓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사고 보도는 이러한 편

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폭력적인 행동을 더 보이는 것은 사실

이지만, 알코올 중독자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빈도

가 더 낮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폭력적이

기 보다 도리어 움츠려 있거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

는 성향이 더 강하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술에 취한 경우 혹은 약물을 남용한 

경우, 환각이나 망상이 심한 경우, 발병 전에 폭력

적인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공격성이 보

일 수도 있다. 특히 증상이 심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잘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조현병은 다양한 증상을 가졌지만 명확한 경계

를 짓기 어려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정신의

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V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진단기준을 간

단히 살펴보면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

해된 행동 혹은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6

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4. 조현병의 약물치료

조현병의 약물치료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초반

부터이다. 60년 동안 수많은 약물들이 개발되어 조

현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사실상 조현병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증상 소실, 재

발 방지, 정상생활로의 복귀에 큰 변화가 있었다. 

아직까지 약물치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물치료

는 조현병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

약물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조현병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제거 또는 완화시켜서 정상적

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부분의 항정신병

약물은 양성증상에 좋은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으

며, 어느 한 약물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른 약물로 

교체하여 더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서 여러 항정신병약물들을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부작용이 있지만 효과는 매우 뚜

렷한 clozapine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물치료의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증상이 조절

된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약물

을 투여하는 것이다.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투여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뤄진

다.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가 중단하는 것보

다 재발을 5배 가량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

으로 초기 발병에서는 최소한 2년, 재발의 경우 5

년,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 더 상당히 오랜 기간 약

물을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자

발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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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약물을 복용해도 환자가 크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약물에 의한 졸림, 파킨슨병 증상을 유발하

는 추체외로증상,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지속적인 치

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항정신병 약물은 haloperidol과 chlorpromazine

으로 대표되는 정형항정신병 약물과 비정형항정신

병 약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모든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알

려진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차단하

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형과 비정형 약물의 구분

은 항도파민 작용에 동반되는 추체외로 증상이 뚜

렷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구분법이며, 대부분

의 비정형 약물은 추체외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약하며 환자가 비교적 쉽게 복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정형항정신병 약물

을 투여하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약물들도 체중증가, 진정작용 등의 부

작용이 있다. 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잘 감안하여 

사용해야 한다. 비정형항정신병약물들은 치료적 효

과 면에서는 비슷한 정도를 보이지만 부작용 면에

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이용하여 치료에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급성

기에 공격성이나 자극과민성이 높은 증상을 치료하

기 위해서는 진정작용이 높은 olanzapine, que-

tiapine, risperidone 등을 선호하고, 반대로 진정

작용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진정작용이 낮은 aripiprazole, paliperidone, zip-

rasidone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체

중 증가와 이로 인한 대사성 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는 비교적 발생률이 적다고 알려진 aripiprazole, 

ziprazidone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정형항정신병 약물들과 조현

병에서의 급성기 권장용량은 다음과 같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의 상당수가 우울증, 기분 조

절의 문제 등 기분증상을 경험한다. 또 때때로 불

안, 불면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

문의의 세심한 관찰에 따라서 항우울제, 기분조절

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조현병 환자의 증상과 경과가 환자마다 매우 다

양하듯이 어떤 약물을 언제부터, 어떤 용량으로, 언

제까지 투여할 것이며, 효과가 뚜렷치 않으면 어떻

게 약물을 교체하고 병행 투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춘 처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면밀히 검

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약물을 결정하

고, 지속적으로 증상과 경과의 변화를 관찰하여 이

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물 권장용량 (mg/day)

amisulpride

aripiprazole

400	–	800

10	–	30

clozapine 150	–	600

olanzapine

paliperidone

10	–	30

6	–	12

quetiapine

risperidone

ziprasidone

300	–	800

2	–	8

12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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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현병

조현병은 부처의 비유로 거문고 줄 고르는 법(조

현)에 비유하여 너무 조급히 하면 들떠서 병나기 쉽

고 너무 느리면 게을러지게 되니 너무 집착하지 말

고 게으르지도 말라는 뜻으로, 조율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상태인 마음의 병이

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뇌의 생화학적 이상과 관

련되어 도파민 등의 뇌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

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

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

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송  효  숙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제중관병실조제파트장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졸업(임상

약학)

조현병 환자의 
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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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망

상의 내용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부터 신체적 망상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환각의 가장 흔한 것은 환

청인데 2명 이상의 사람이 환자의 삶이나 행동에 대

해 이야기하는 식의 내용을 가진다. 와해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소통이 심하게 둔화되

는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충동 조절

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기분장애, 성격장애 등 타 질환과의 

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정신병 약물을 중심으

로 한 약물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지만, 정신 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 접근이 통합될 때 더 나은 

치료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입원치료

는 진단적 목적, 약물 관련 이슈, 타인이나 본인에

게 위험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할 때, 실제적

인 생활이 어려울 때 등에 고려한다. 가족을 포함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

다. 과거 항정신병 약물은 부작용이 심하고 음성적 

증상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효과와 부작

용이 개선된 새로운 약물들이 임상 현장에 사용되

어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 정도이고 직계가족

은 12%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0만명 정도로 예상

되며 2014년에 치료받은 환자는 10만명 정도이다. 

조현병으로 첫 입원 치료 후 5년에서 10년 추적 관

찰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10~20% 정도의 환자

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절반 정

도의 환자는 결과가 좋지 않아 반복적인 입원, 증상

의 악화, 우울 삽화의 경험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흔하고(20~40%), 

생활습관관리가 어려워 당뇨, 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성도 높다

2. 조현병의 약물치료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서 환자의 과거 약물에 대한 반응, 연령, 약물부작

용, 병력, 병용약물, 증세를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

한다. 한 약물을 선택하였을 때 최대용량까지 증량

하여 최소한 4~6주에 걸쳐 경과를 본다. 

(1) 전형(typical) 항정신병약물

도파민 수용체에 친화력이 강하여 음성작용의 악

화와 운동기능장애를 나타낸다.

:  chlorpromazine, haloperidol, perphenazine, 

thioridazine, thiothixene

(2) 비전형(atypical) 항정신병약물

도파민 수용체에 친화력이 낮으며 세로토닌 수용

체에 강한 친화력이 있어 양성증상을  치료하며 음

성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  aripiprazole, clozapine, olanzapine, paliperi-

done, risperidone, quetiapine, ziprasi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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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 약물과 부작용

약품명 적응증 용법 및 용량 부작용 비고

chlorpromazine
정신분열증,	구토,	인

공동면,	딸꾹질

성인	:	50-450mg/day	#3-4

소아	:	0.5mg/kg/day	#3-4	

혈압강하,	백혈구증가감소,	혈소판감

소성자반병
소변	적갈색

haloperidol
정신분열증,	구토,	

딸꾹질

초회1-15mg

중증	10-60mg	#2-3

(최대	100mg/day)

유지	2-8mg/day

심전도이상,	고혈압,	추체외로증상,	망

막염,	간염

백혈구증가감소

perphenazine
정신분열증,	메니에

르증후군
6-24mg/day	#3

기립성저혈압,	부정맥,	안내압항진,	

백혈구증가감소,	식욕항진,	추체외로

증상,

thioridazine
정신분열증,	알코올

금단증상

초회	:	50-100mg	tid

유지	:		10-200mg/day	

(최대	800mg/day)

기립성저혈압,	부정맥,	안내압항진,	백

혈구증가감소,	식욕항진,	식욕부진

800mg	이상투여	시	

실명가능하므로	최대

용량주의

thiothixene 정신분열증

경증	초회	2mg	tid(15mg증량)

중증	초회	5mg	bid

						유지	20-30mg/day	#2-3	

복부불쾌,	발진,	간기능	이상,	

백혈구	감소

aripiprazole
정신분열증,	양극

성장애

초기	10-15mg	

							10-30mg/day	

유지	10-30mg/day

두통,	무력증,	오심,	구토,	변비,	비염,	

기침,	고혈압,	침분비증가
식사와	무관

clozapine

정신분열증,	추체

외로증상,	분열정

동장애

초기	

첫날12.5mg	1-2회	

둘째날	25mg	1-2회	필요시	증량	

1-2회/주	50-100mg/day	

유지:	150-300mg/day	

(최대	900mg/day)

백혈구증가감소,	체중증가,	졸음,	시야

흐림,	두통,	간질,	빈맥,	고혈압,	실신,	

변비,	요실금,	체온조절이상

골수기능저하

무과립구증시	복용

중단

olanzapine
정신분열증,	양극

성장애
10mg/day	#1

항콜린작용,	졸음,	운동실조,	발열,	저

혈압,	고혈압,	저혈당,	고혈당,	설사,	화

상,	자상

paliperidone 정신분열증 3-12mg/day	#1	
두통,	심계항진,	기립성저혈압,	체중증

가,	무월경

risperidone
정신분열증,	양성증

상,	행동장애치료	

초기	2mg/day

유지		2-6mg/day	#2		

(최대	16mg/day)

불면증,	무월경,	여성유방,	발기부전,	

요실금,	고혈당,	시야흐림,	뇌졸중

quetiapine
정신분열증,	양극

성장애

1일총용량	1일째	50mg,	2일째	

100mg,	3일째	200mg,	4일째	

300mg,	6일이후	300-400mg

으로	조절

졸음,	어지러움.	구강건조,	변비,	소화

불량,	체중증가,	백혈구감소증,	횡문

근융해증

식사와	관계없이

ziprasidone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시	급성조증

정신분열증	급성

1회	40-80mg	bid	

2일간격으로	증량	유지

1회	20mg	bid

무력,	두통,	변비,	타액분비증가,	체중

감소,	기립성저혈압,	고prolactin혈증
음식물과	함께	복용

조현병 환자의 복약지도③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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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현병의 복약지도

(1)  증상의 정도나 약물부작용에 따라 용량을 조

절하여 투여한다. 

(2)  중단 시 두통,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비특이적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1~2주에 걸쳐 

점차적으로 중단한다. 

(3)  치매, 녹내장, 전립성비대증, 만성변비환자는 

항콜린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투여한다.

(4)  기립성저혈압의 경우 뇌혈류량을 감소시켜 

정신착란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립성저

혈압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선택한다. 

(5)  제산제와 병용 시 제산제는 약물복용 1시간 전

이나 복용 후 2시간 후에 복용한다.

(6) 임신 수유 시 의사에게 알린다.

(7)  증상이 안정화되면 하루 한번 자기 전 용법이 

바람직하다

(8)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

음 복용시간이 가까운 경우는 다음 복용시간

에 복용한다. 단 절대로 두 배의 용량을 복용

하지 않도록 알린다.

(9)  현기증, 졸음 등을 야기하는 진정작용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할 수 있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10)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린다.

(11)  피부와 눈에 색소침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

하며 햇볕에 피부가 예민해진다.

(12)  음주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진정작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

(13) 카페인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피한다.

(14)  타액분비가 적어지므로 2차적으로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1.Micromedex

2.Applied therapeutics 10th 2013

3.Drug Information handbook 22nd 2013-2014

4.Pharmacotherapy 8th 2011

5.임상약학 총서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한국임상약학회 2013

6.블루프린트 정신과 Michael J. Murphy 2008

7.이우주의 약리학강희 제7판 2013

8.최신정신의학 제6판 2015

9.보건복지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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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독

중독(addiction)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는 질

환으로 강박적이고 반복적으로 물질(substance)

을 추구하는 행동, 적절하게 섭취하는 조절 능력

의 상실을 동반하고 섭취를 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부정적 감정적 상태에 휩싸이게 된다(Textbook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Galanter et al., 

2015). 최근에는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의 

행위 중독에서도 물질 중독과 같은 양상이 진행되

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DSM-5(The Diagnos-

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2013)에서는 행위 중독이 중독의 범

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각 개별적인 중독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중독과 

관련된 용어와 중독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해 간략

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내성(toler-

ance), 갈망(craving), 금단(withdrawal) 그리고 

의존(dependence) 증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강  태  욱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약력

부산대학교	의학과	졸업	

창원시	진동면	보건지소장

양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련

알코올·니코틴·약물·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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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한 개인이 어떤 물질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이 목

표하는 심리적 생리적 상태(극치감, 안정감 등)에 

도달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개인은 다음에도 그 심

리적 생리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해당 물질이나 

행동을 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갈망(craving)이라고 

한다. 갈망은 그 개인이 물질을 추구(seeking)하고 

소비하게 해준다. 물질(혹은 행위)을 소비하게 되면 

신경전달물질과 관련 수용체 등 신경화학적인 평형 

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재평형 

상태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기존에 목

표하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점차 많은 물질을 사

용하게 되며 이를 내성이라고 한다. 

재평형 상태로 신경적응(neuroadaptation)이 이

루어진 상태에서 물질(혹은 행위)을 중단하게 되면 

그 개인은 신경과학적으로 재교란 상태가 되어 손 

떨림, 식은 땀, 간질 발작, 섬망 등 부정적 생리적 

경험과 불면증, 우울감, 불안감 등 부정적 감정 경

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금단(withdrawal)이라고 한

다. 그 개인은 점차 물질(혹은 행위)에 집착하고 추

구하며(behavioral dependence), 내성과 금단이 

심해지며(physical dependence), 물질(혹은 행위)

을 소비하지 않을 때 불안과 우울감 등 부정적 경

험(psychological dependence)을 하게 되는 의존

(dependence)의 상태가 되어 간다. 

처음에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pleasure 

seeking) 소비했던 물질(혹은 행위)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신경적응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물

질(혹은 행위)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부정적 상태(

금단과 부정적 감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점차 의존

하고 중독되어 간다(self medication hypothesis)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2014; 

Textbook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Gal-

anter et al., 2015). 환자가 물질(혹은 행위)을 소

비하는 것은 이렇듯 각기 다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어떤 환자는 갈망 상태를 참지 못해 어떤 

환자는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금단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환자는 만성적인 부정적 상태를 벗어나

기 위해 물질(혹은 행위)을 소비하며 따라서 치료도 

현재 환자가 어느 과정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유연한 처방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중독의 진단은 각 물질(혹은 행위)별로 다양하

지만 대체로 DSM-5 중독의 진단을 이용한다. 

DSM-5을 간략히 살펴보면 각 중독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장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물질의 사

용이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중 2개 이상일 때 진단

을 내리게 된다; 1)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때, 2)양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욕

구가 있거나 혹은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 3)물질

을 사용하거나 구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

해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물질에 대한 강한 

갈망감, 바람 혹은 욕구, 5)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의 실

패, 6)물질의 영향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사회적/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럼에도 사용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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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7)물질 사용으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활동을 포기하게 될 때, 8)신체적으로 해가 되

어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9)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악화될 것을 알아도 사

용, 10)내성이 있을 때, 11)금단이 있을 때. 이 항목 

중 2~3개 만족할 때는 경도, 4~5개 만족할 때는 

중등도, 6개 이상 만족할 때는 고도라고 한다. 

그럼, 각 질환 별로 간략하게 알아보자. 

(1) 알코올 중독의 진단과 치료

알코올 중독의 진단은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DSM-5 기준을 주로 이용하는데 기타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나 간략하게 CAGE, TWEAK 등을 통해 선별할 

수 있다. 보다 간략한 CAGE를 살펴보자. CAGE

는 '1.술을 줄여서 마셔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

까?(Cut down), 2.누군가가 당신의 음주에 대해 비

난하여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Annoyed), 3.당신

의 음주에 대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Guilty), 4.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

까?(Eye-opener)' 의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문장에 해당할 때 62%, 두 문장에 해당

할 때는 82%, 세 문장에 해당할 때 99%, 4개 모두 

해당할 때는 100%의 예측력(Mayfield, 1974)을 지

닌 1분 이내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

구이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도 종합적인 

방식이 필요하나 약물 치료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

자면 제독(detoxification)-재발 방지(relapse pre-

vention)-재활(Rehabilit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제독치료는 알코올 금단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이다. 알코올에 의존되어 있는 환자의 혈중 알코

올 농도가 떨어지면 손 떨림, 발한, 안절부절, 구

역/구토, 불안, 발한 등의 경한 금단 증상부터 심

한 진전, 자율신경기능 항진, 환각, 망상, 간질, 섬

망 등의 심한 금단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러

한 금단 증상은 금주 후 7일까지 두드러지게 나타

나게 되며 다시 음주하게 되는 원인될 뿐 아니라 생

명에 위험(특히, 금단 섬망의 경우)까지 올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개는 benzodiazepine 계열

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알코올중독 환자들 중에

는 간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 독성

이 비교적 적은 lorazepam을 금단 증상의 심각도

에 따라 하루 2~8mg 정도(짧은 반감기로 매 4~6

시간에 나누어) 투여하게 된다. 이외에 chlordiaz-

epoxide 20~40mg나 diazepam을 10mg 정도 하

루 3~5회 나누어 투여하며 알코올성 금단 섬망과 

같이 위험한 경우는 보다 고용량의 투여가 필요하

기도 한데 임상적으로 금단 증상이 있을 때 CIWA-

Ar(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을 참고로 하기도 한다. 

제독 치료가 끝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

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alcohol의 중간 대사 물질인 

acetaldehyde를 축적시켜 음주 시 부정적인 경험

을 유발하는 disulfiram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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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hepatotoxicity) 등 심각한 부작용과 유의하지 

못한 효과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acam-

prosate나 naltrexone이 쓰인다. Acamprosate는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에 대한 갈망

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조

가 Glutamate와 유사한데 Glutatmate 수용체 중 

하나인 NMDA(N-methyl-D-aspartate) 수용체

에 의한 금단 증상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Mason, 2003) 특히, 금단에 조건화된 음

주 욕구(withdrawal-conditioned desire)을 감소

시킨다. 술을 수개월 째 먹지 않아도 발생하게 되

는 지연된 금단 증상(Protracted withdrawal)에도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술을 6개월 동안 먹지 않던 A씨가 비

오는 날 문득 기분이 울적해지고 예민해져 술 생각

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몸무

게가 60kg 이하일 때는 일일 1,332mg을, 이상일 

때는 1,998mg을 투여하며 설사, 복부 팽만감 등 여

러 부작용이 가능하며 간 기능의 영향은 받지 않으

나 신장 기능의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용량의 조

절이나 사용의 재고가 필요하다. 

Naltrexone은 아편 유사 수용체 길항 효과(Opi-

oid receptor antagonism)를 가지고 있어 음주 시 

아편 유사 수용체의 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행

감(euphoria)의 효과를 차단시켜 주고 아편 유사 수

용체가 음주 동기를 강화시켜주는데 이를 차단시켜 

금주를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naltrexone을 먹게 

되면 술 생각이 덜 나게 되고 혹 음주를 하게 되더

라도 이전에 비해 술을 적게 마시게 되는 것이다. 

Naltrexone은 25~50mg 정도 투여하는데 다른 아

편 제제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편 유사제 진통제가 

필요한 통증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다른 항갈망

제가 필요하고, 간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재활치료 기간 동안에는 약물 치료 뿐 아니라 

인지 치료, 정신 치료, AA(Alcohol anonymous)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알코올 중독과 공존할 수 

있는 기분 장애, 불안 장애, 인격 장애 등 다른 정신

과 질환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알코올 유발성 장애 중 정신장애와 

지속성 기억상실장애를 유의해야 한다. 정신착란, 

안구운동 이상, 운동 실조를 동반하는 베르니케 뇌

병증(Wernicke encephalopathy)과 기억장애를 동

반하는 코사코프 증후군(Korsakoff syndrome)은 

장기간의 대량 음주로 인한 비타민 결핍, 특히 B12

의 결핍이 원인이 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thiamine의 투여가 필요하다. 

음주를 즐기던 55세 남성 A는 5년 전부터 술로 직장, 가정

생활을 하기 어려워짐. 혼자 소주 5병을 종일 나눠 마시며 

지내고 자주 식사를 거름. 술을 먹지 않는 날은 손 떨림, 불

안 등 금단 증상이 심해져 다시 술을 마시게 됨. 불면을 호

소한지는 2년이 넘었고 3개월 전부터는 우울감과 사람이 

많은 곳은 안절부절해 하며 있지 못함. 한 달 전 다리를 다

쳐 입원을 했는데 저승사자가 보인다거나 알아듣지 못하

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다음날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행

동이 있어 안정제를 맞았다고 함. 하루 전에도 술을 마시

지 않는 상태에서 귀신이 보이고 횡설수설한다는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내원. 

사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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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의도 해설 : 환자분은 금단, 내성, 의존 등이 있

는 알코올 중독증으로 불면, 우울, 불안증 등 다

른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었음. 이는 알코올에 

의한 영향력일 수 있으나 공존 질환일 가능성도 

있어 알코올의 영향력이 배제된 이후에 재평가가 

필요함(공존 질환일 경우, 해당 정신질환에 필요

한 약물 투여가 필요함). 환자분의 환각 증상과 의

식의 변동은 알코올성 진전 섬망으로 보이며 대개

는 음주 3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이 사례의 경우, 

입원 시 수액과 멀티 비타민, 포도당을 투여하고 

금단 예방을 위해 lorazepam을 투여함. 금단 증

상이 해결되면 항갈망제(naltrexone)를 씀. 베르

니케 뇌증이나 코사코프 증후군이 있다면 티아민

(thiamine)을 6~12개월 추가로 처방함. 

(2) 니코틴 중독의 진단과 치료

니코틴 의존도 위에 언급한 DSM-5 진단 기준을 

따르는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가 

도구는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

pendence)나 K-NDSS(Korean version nicotine 

dependence syndrome scale)이나 알코올 의존에 

비해 아직 여러 척도가 부족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니코틴 의존이 하나의 질

환으로 간주된 것은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진 1960

년대 이후인데 니코틴 의존을 질병의 하나로 인식

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치료 방법의 개

발 또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

난 1년 동안 흡연자의 60.9%가 금연을 시도하지만 

3~7%만이 성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체계적

인 치료를 통해서 성공률을 2~5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의사의 금연 

충고 및 전문가 상담 5.8~11.0%, 니코틴대체요법 

16.9%, 부프로피온(bupropion) 18.9%, 바레니클린

(varenicline) 25.5%에 달한다. 

금연을 시작하고 처음 8일 이내에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금단 증상 때문이다. 식

욕 증진, 불안, 초조, 스트레스, 예민함, 짜증 등의 

만성적인 금단 증상은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하

며 금단 증상을 겪는 당시에는 환자는 금단 증상임

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위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

게 화나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어 결

과적으로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니코틴 대체 요법과 비 니코틴 약물 요법으로 

나누어지는 니코틴 중독의 약물 치료는 이러한 금

단 증상의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니코틴 대체 요법은 만성적인 흡연자가 금연을 

할 때 혈중 니코틴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 주며 금연으로 경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비

40년간 매일 1갑을 피우던 60세 남성 A. 최근,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금연을 권고 받음. 4일간 금연하던 중 부

인과 치료진에게 짜증을 자주 내기 시작했으며 불안, 초조

하여 재흡연하게 되었음. 의뢰를 받은 정신과 의사는 부

프로피온 150mg을 처방하였고 인지치료를 병행하여 현

재 금연 유지 중. 

사례

알코올·니코틴·약물·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④	알코올·니코틴·약물·인터넷	중독



492016 summer

알코올·니코틴·약물·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④	알코올·니코틴·약물·인터넷	중독

강 분무제/흡입기가 있다. 

비 니코틴 약물 요법에는 부프로피온 서방형 제

재와 바레니클린이 있다. 금단 증상 중 하나인 우

울증상을 조절하면 금연을 잘 유지할 것이라는 가

정에서 많은 항우울제가 시도되었는데 그 중 부프

로피온이 유의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부프로피온의 

기전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차단

하고,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 길항제로 작용하

여 갈망과 금단증상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며 우울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금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

졌다. 금연 목표 시일 1~2주 전부터 하루 150mg로 

시작하여 투약 시작 3일째에 300mg로 증량하고 하

루 두 번 먹도록 하여 혈중 농도가 금연 시작할 때 

적정한 항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보통 7주에

서 12주까지 투약하도록 권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 가능하다. 부프로피

온은 450mg 이상 투여했을 때 간질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두통, 신경과민, 불면

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레니클린은 α4β2 니코틴 수용체의 부분 효현

제로 작용하여 중뇌변연계 도파민 활성을 지속시

켜 주어 금연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 감소와 이로 인

한 금단 증상의 악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

량의 니코틴 자극으로 인한 도파민의 과다 분비 또

한 차단할 수 있어 금단으로 인한 재흡연과 흡연량

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2007년 국내사용이 승

인된 이 약은 금연 1주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데 

처음 1~3일 간 0.5mg 1회, 4~7일은 0.5mg를 일

일 2회, 그 이후로는 1mg를 일일 2회 투여하는 것

을 권장한다. 12주간의 투여가 바람직하며 재발 방

지를 위해 12주간 추가 투여 가능하다. 오심, 구토, 

두통, 불면, 불쾌한 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혈액 투석을 받는 말

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0.5mg을 하루 1회로 제

한해야 한다. 

(3) 약물 중독의 진단과 치료

마약류는 코카인, 암페타민 등 정신자극제, 대마 

제제, 아편과 아편 유사제(이하 아편 관련 제재), 환

각제,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로 분류된다. 위에 

언급한 DSM-5 진단 기준도 있지만 약물 남용 선

별 검사(Drug Abuse screening test)가 널리 사용

되는 선별검사이다. 그러나 마약류는 스스로 이야

기하는 경우가 적어 약물 추구 행동의 증후를 알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O'connor PG, 1996). 

-  심리적 고통을 가장한다 : 불안, 불면, 피로, 우울

감 등을 호소하며 특정 약물을 요구

-  속인다 : 약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다며 미리 

처방해달라고 하거나 처방전을 위조

-  압박을 가하는 환자 : 동정/죄책감을 느끼도록 유

우울증을 극복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된 50세 남성 B씨.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도와주다 허리를 다쳤고 어머니가 드

시고 있던 진통제(아이알코돈)를 스스로 일정 기간 투약. 

낫는 듯 하더니 점점 통증에 예민해졌고 이 병원 저 병원

을 다니며 처방전을 얻기도 함.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을 느끼어 외래에 내원하게 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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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고압적인 대인 관계 전략을 사용

-  일시적으로 방문한 환자 : 못 보던 환자가 나타나 

잃어버린 약을 처방받으러 왔다고 함

-  진단명에 관심이 없는 환자 / 치료자를 조종하

려는 환자

각종 약물 중독 중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우

선, 아편 관련 제재의 사용이다. 이들은 아편유사

물질 수용체(Opioid receptor)를 통해 약리학적 효

과를 나타내는데 시냅스 전달 과정에 대해 억제성 

조절을 하며, 흥분성 신경 전달물질 방출을 감소

시킨다. 환자는 행복한 황홀감, 따뜻한 기분, 진정 

작용을 경험하는데 금단 증상으로는 이와 반대되

는 불쾌한 기분, 불안, 불면, 구토 등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를 위해 사

용했던 아이알코돈(IRcodon, oxycodone), 데메롤

(demerol, meperidine) 등을 심리적 효과를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오

남용은 역설적으로 통증 역치를 낮추고 심리적으

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증상을 야기하여 만성적인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아편 제재의 만성적 사

용 시 청반핵(locus ceruleus)이 보상적으로 증가하

는데 단약하게 되면 발한, 동공 산대, 심계항진, 불

안 등 심한 교감신경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 클로

니딘(clonidine) 등의 α2 아드레날린 작용제를 사용

하기도 한다. 아편 관련 제재는 의존성이 크고 단

약 시 심한 교감신경 증상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보

다 약한 아편유사 물질 수용체의 효능제인 메타돈

(methadone), 부프레노르핀(bupronorphin)을 통

해 단약을 유도하나 우울과 무기력 상태에 있는 만

성적인 아편 관련 중독자가 단약을 하기까지는 많

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

임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약물 중독

은 진정, 수면, 항불안제의 사용이다. 진통, 근육이

완, 긴장완화, 수면유도 등의 효과가 있고 대표적으

로 barbiturates, benzodiazepines가 있다. 이들은 

GABA 수용체와 결합하여 억제성 효과를 강화시키

는데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알코올과 교차 내성을 가

지며 알코올 금단과 유사한 금단 증상을 가지고 있

다. 알코올과 약물의 남용력이 있는 경우 이들의 오

용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4)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 게임방에서 인터넷 게임만 하

는 22세 대학생 P양. 작년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아예 수강 신청 시기를 놓침. 정신과적 면담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과 사회 공포증이 발견. 항우울제와 지지

적 정신치료를 시작했고 다시 수강신청하고 인터넷은 필

요할 때만 하게 되었음. 

사례 ➊

산만하고 집중을 잘하지 못해 선생님께 자주 혼나는 10

세 J군. 게임을 매일 1시간, 지적하지 않으면 종일 한다. 몰

래 학원을 빼먹고 PC방을 가기 시작함. 정신과적 평가 상 

ADHD가 발견되어 메틸페니데이트와 가족 치료 병행함. 

게임 시간이 줄어듦. 

사례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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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이후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가 폭발

적으로 증가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는 시간

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서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전체 인터넷 중독율, 7,2%; 청소년, 10.7%; 한국정

보화진흥원, 2012). 진단이나 평가는 Young의 인

터넷 중독 척도나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

도를 이용한다. 인터넷 중독도 물질 중독과 마찬가

지로 내성, 의존, 금단 증상과 강박적 사용, 초조, 

불안 등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 직업적으로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 

인터넷 중독자들은 높은 현실 도피적 성향, 현실 

구분의 어려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행성, 낮은 사회

적 성취감/효능감을 가지며 온라인상에서 외로움, 

대인관계의 욕구, 성취감을 해결하려 하는데 이들

은 우울, 강박, 편집, 공격성 등 정신과적 문제가 공

존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자체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는 결과가 오게 

된 다양한 원인과 공존 질환에 대한 탐색과 그에 따

른 정신 치료, 인지 행동 치료, 가족 치료,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상당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이하, ADHD)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를 투여하게 된

다. 우울증이나 사회 공포증, 범불안장애 등의 불안

장애가 동반될 때는 항우울제를, 충동성 문제나 조

울증이 있을 때는 기분안정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2. 중독의 치료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은 자신의 중독에 관해 부

인(denial)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투

사(projection)의 심리 방어기제를 쓰기 때문에 스

스로 호소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중독은 우선적

으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부인과 투사

라는 갑옷을 극복하고 치료에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이다. 

그 이후로도 치료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독 환자들은 잦은 재발과 만성적인 경과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강렬

한 전이-역전이 반응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경

우도 적지 않다(Psychodynamic psych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Gabbard, 2014).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의 특성과 양상을 

잘 알고 준비하여 환자의 혼란스럽고도 좌절스러운 

경험을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그리고 환자가 서서히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면 치료자는 다른 질환에 

못지않은 보람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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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독

중독은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intoxication, poi-

soning)과 정신적인 중독(addi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정신적인 중독은 심리적으로 약물 또는 

특정행위에 대한 갈망, 탐닉, 의존이 있어 중단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인 예로는 알코올, 니코틴(흡연), 약물(마약류 등), 

인터넷, 도박 중독 등이 해당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조사

대상 18~74세)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

병률은 전체 남녀 전체 13.4%(남 20.7%, 여 6.1%), 

니코틴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남녀 전체 7.2%(

남 12.7%, 여 1.7%)이며, 일반 성인의 1.0%가 인터

넷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으며 스

스로 사용을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

이 정신적 중독의 유병률은 증가되는 추세이나 상

담 또는 약물치료를 받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

은 수준이며 비교적 잘 알려진 중독증상인 알코올

이나 니코틴을 제외하고는 실태 파악도 부족한 상

황이다.

정신적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사회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며, 개인의 의지만으

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

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 정신적 중독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정

신치료, 사회적 치료가 있으며, 이 중 약물치료에 

있어 약사는 약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

문  수  연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정보파트	약사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졸업

알코올·니코틴·
약물·인터넷 중독 
환자의 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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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치료 및 재발방지에 노

력해야 한다.

(1)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적 치

료(상담)를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현재의 중독 상태

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 및 재활을 유도한다.

1) 약물치료

① 금단증상의 치료 : 금단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대부분 입원치료를 시행하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공급, 전해질 교정과 함께 비타민 투여가 필요하다. 

약물치료에는 1차적으로  benzodiazepine 계열의 

약물인 lorazepam, diazepam, chlordiazepoxide 

등을 경구 또는 주사로 투여하여 금단증상을 예방

할 수 있다. 섬망증상에는 chlordiazepoxide를 경

구 투여하거나, lorazepam을 주사 투여하며, 망상

이나 환각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haloperidol 과 같

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② 영양 치료 : 알코올 중독환자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

사를 시행한다. 또한 알코올 자체가 비타민 B1의 흡

수를 억제하므로 비타민 B1의 보충이 필수적이다. 

③ 재활 치료 : 급성 알코올 중독의 해독 이후 술

에 대한 집착이나 갈망을 감소시켜 알코올 중독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항갈망제를 투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naltrexone과 acamprosate 가 

있으며 음주량 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도 줄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 비약물치료

알코올 중독치료에 이용되는 비약물치료로는 동

기강화치료, 인지행동치료 개인·가족 상담치료 등

이 있으며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알코올 의존

도를 낮추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높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 니코틴 중독

니코틴 중독 치료는 금연이다. 하지만 금연 이후 

나타나는 금단증상으로 인해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

가 많다. 금단증상으로 담배에 대한 갈망, 긴장, 불

안정성, 불안, 주의집중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보

이며 이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

문에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금연치료제를 이용하여 

니코틴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집단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의 비약

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금연의 성공 및 재발 방지

에 중요하다.

복약지도

종류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Naltrexone

•1일	1회	50mg씩	투여한다.

•	부작용으로는	두통,	신경과민,	불면,	어지러움,	구

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심각한	부작용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amprosate

•	이	약은	알코올	중독	해독	이후	금주	유지요법

에	사용된다.

•체중에	따라		

			-	60kg	이상:	1회	666mg씩	1일	3회

			-	60kg	미만:		아침	666mg,	점심/저녁	333mg씩	

복용한다.

•	부작용으로는	두통,	구토,	소화불량,	변비,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경

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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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치료

① 니코틴 대체요법 : 금연으로 인해 니코틴의 공

급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금단증상이 발생하는데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증상을 해

소할 수 있다. 니코틴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전 흡연량과 개인이 

느끼는 금단증상의 정도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건소나 약국에서 의사의 처

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니코틴 대체요법을 일반

적으로 3개월 정도 시행하며, 효과가 없을 경우 전

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또한 니코틴 대체요법 중

에 흡연을 할 경우 니코틴이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하도록 한다.

② 금연치료제 : 니코틴 대신 니코틴 수용체에 결

합하여 니코틴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으로 Bu-

propion과 Varenicline은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들 치료제는 의사

의 처방이 필요하며, 니코틴 대체요법과 병행할 경

우 더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고려해볼 수 있다.

2) 비약물치료

약물치료 외 동기강화치료, 인지행동치료, 집단

치료 등과 같은 비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

물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효과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약물중독

아편유사제나 진정·수면·항불안제와 같이 의

존성이 강한 약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규제를 시행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들 약물에 대한 중독이 문

제되고 있다. 과량을 일시에 복용하는 급성중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오심, 구토, 설사, 불

안, 불면, 경련, 약물에 대한 갈망 등의 금단증상이 

복약지도

형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패치

•	니코틴	함유량이	여러	종류	있으므로	개인의	이전	흡연

량과	나타나는	금단증상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한다.

•	패치제는	털이	없는	부위(예:	팔안쪽	등)를	깨끗이	한	후	1

일	1회	부착하며,	매일	부착부위를	변경한다.

•	부착부위에	발진,	발적,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면	전

문가와	상의한다.

껌

•	흡연욕구가	있을	때	30분정도	껌을	천천히	씹은	후	뱉는다.

•	니코틴	성분은	구강	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껌을	씹는	

30분	동안	입안이	얼얼하거나	강한	맛이	느껴질	경우	잠

시	씹는	것을	중단하고	입안에	두었다가	진정이	되면	다

시	씹는다.

•	보통	1일	8~12개(1개당	니코틴	함유량	2mg)를	씹으며,	15

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사탕

•	껌	형태와	마찬가지로	구강	내	점막으로	니코틴이	흡수

되므로	삼키지	말고	약	30분	정도	빨아서	복용한다.	

•보통	1일	8~12개정도	사용한다.

복약지도

종류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Bupropion

•�목표금연일을�설정하고�보통�1~2주일�전부터�

투여�시작을�권장한다.

•�초기�용량�150mg씩�1일�1회(6일간)�시작하여�

150mg씩�1일�2회로�증량한다.

•�부작용으로는�오심,�입마름,�불안,�불면�등이�

나타날�수�있으며�심할�경우�의사와�상의한다.

Varenicline

•	목표금연일을	설정하고	1주일	전부터	투여를	시

작하면,	투여	후	8~35일	이내에	금연을	시작

할	수	있다.

•	투여용량이	점차	증가되므로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도록	한다.(0.5mg씩	1일	1회(첫	3일)	→	

0.5mg씩	1일	2회(투여	4~7일)	→	1mg씩	1일	2회

(투여	8일~종료시점))

•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두통,	불면증	등이	나

타나며	심할	경우	의사와	상의	후	투여	스케줄

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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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클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아편유사제 

아편유사제의 경우 아편류 길항제인 naloxone을 

정맥주사하거나 naltrexone을 장기적으로 경구 투

여할 수 있으나 아편류의 길항효과로 인해 극심한 

금단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치료를 원했던 환자

일 경우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물치

료 뿐 아니라 환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수

적이다.

2) 진정·수면·항불안제

진정·수면·항불안제에 의한 중독의 경우는 

barbiturate나 benzodiazepine 계열의 약물이 대

부분이며, 이들 약물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 심각한 

금단증상을 야기할 수 있어 1차적으로 복용기간이

나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치료는 대부분 대증요법

이며 중독 약물을 일단 주거나 Long acting 약물인 

diazepam이나 clonazepam을 대신 투여하다가 점

차 감량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지속적

인 상담치료 및 중독 약물 복용의 원인이 된 질환 치

료를 병행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4) 인터넷 중독

1990년대 이후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보급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고 과다한 사

용에 대한 금단 및 내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

을 주는 것을 인터넷 중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

만 아직 독립적인 진단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상

태이며, 동반되는 질환이 있을 경우 해당 질환(우울

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을 치료하는 약

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 자체의 치료약

물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현재 사회에서의 인터넷은 생활을 더욱 편리하

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므로 인터넷 자체를 완전

히 끊는 것은 치료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절

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

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

용하는 상태인 경우 상담치료 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복약지도

종류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Naltrexone

•	환자가	아편류를	중단한	지	최소	7~10일	이후

부터	투여를	해야	하므로	투여	전	반드시	확인

이	필요하다.

•	초회용량으로	25mg	투여	1시간	정도	후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25mg를	투

여한다.	

•	투약일정은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일정으로	조정가능하다.

			-	주중	매일	50mg,	토요일	100mg

			-	또는	2일마다	100mg

			-	또는	3일마다	150mg

•	부작용으로는	신경과민,	불면,	불안,	두통,	복통,	

복부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약에	의한	

금단증상(혼란,	졸음,	시각적	환상	등의	정신적	

변화)이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와	상

의가	필요하다.

1. 제6판 최신정신의학(2015)

2. 국가건강정보포털

3. Uptodate

4. 약학정보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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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면장애의 정의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각 매체마

다 연일 보도되는 ‘잠과 건강’에 대한 기사는 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실제로 잠

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국민

보험공단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분석(2012

년-2014년)에서도 ‘수면장애(G47)’로 인한 건강보

험진료인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인다는 결과는 단순히 수면장애가 계절적인 현상을 

넘어 임상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정상수면은 비렘수면(nonrapid eye movement 

sleep, NREM)과 렘수면(rapid eye movement 

소  민  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면다원검사실	책임	전문의

약력

경희대학교	의학과	학사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서울대학교병원	수면의학센터	전임의

수면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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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REM slee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잠

은 비렘수면이 75-80%, 렘수면이 20-25%를 차지

하게 된다. 사람은 각성상태에서 잠이 들면 비렘수

면이 나타나고, 약90분이 지나면 첫 번째 렘수면이 

나타나는데 정상성인의 야간수면에서는 이 비렘수

면과 렘수면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밤사이 4-5회 

반복이 되고, 잠이 든 초반에는 비렘수면, 특히 서

파수면이 나타다가 새벽으로 갈수록 렘수면이 점점 

증가하다가 각성을 하게 된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

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에 이상이 와서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수면장

애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흔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

은 불면증이다. 

2. 수면장애의 분류 및 치료

2014년에 발간된 제 3판 국제수면질환분류(In-

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version-3, ICSD-3)에서는 수면장애를 불면증, 

수면관련호흡장애, 과수면의 중추장애, 일주기리

듬수면장애, 사건수면, 수면관련운동장애의 크게 6

가지로 분류되는 80여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불면증

1) 진단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장애 진단명이면서 관련 

증상이다. 불면증상은 잠이 들기 어려운 상태를 칭

하는 말로 자주 깨거나, 깨서 오랫동안 잠들 수 없

거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이면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기

상 시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총칭하며, 불

면증은 이러한 불면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주간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인 곤란이 있거나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임상적으로 고

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알코올의존과 연

관이 있다. 대개 1년 동안 인구의 35-40%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며,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불면증 환

자의 50%정도는 진단을 받은 뒤 3년 후에도 여전

히 불면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원인질환 

혹은 공존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공존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

으로 우울증 환자의 약 40%가 불면증을 갖고 있고, 

불면증 환자의 약 20%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 치료

불면증의 치료는 정확한 문진과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 불면증도 있지

만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등에 

의한 이차성 불면증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환경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기저질환, 기타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 가능하다면 이

부터 먼저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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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학적 

치료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는데, 비약물

학적인 치료로는 자

극조절, 수면제한법, 

인지치료 등이 효과

적이다. 약물치료에

는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효현제, 비벤조디아제핀

계 약물 및 등이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 진정성 항

우울제, 멜라토닌 수용체 효현제, 비정형 항정신약

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

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약물로서 사용 시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및 처방이 필수적이며,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항히스타민 계열 약물도 있지만 불면증에 대

한 치료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

여 장기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벤조디아제핀 제제는 숙취나 졸림, 인지기능 및 

정신운동속도 저하, 균형상실로 인한 낙상 및 사고

의 위험성증가 등을 조심해야 하며, 졸피뎀의 경우 

반감기가 짧고 혈중 최고농도에 빨리 도달해 잠들

기 어려운 불면증에 도움이 되고, 낮 시간에 졸음

이 비교적 적은 장점을 갖고 있어 널리 처방되고 있

지만 다음날 운전기능과 노인 낙상 등의 위험성등

과 연관이 있다. 특히 고용량에서 투약 후 일정기

간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이 

나타나기도 하여 주의를 요한다. 기타 약제사용 시

에는 반감기에 따라 주간졸음의 문제나 항콜린작

용 등으로 인한 입 마름, 배뇨장애, 혼돈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깊은 잠(수면의 3,4단

계)이 감소하고 얕은 잠(수면의 1,2단계)이 증가하

며 전체 수면이 분절되게 되며, 의존성이나 내성으

로 인해 약의 효과가 점차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최소용량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동반

된 알코올 사용장애나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문

제의 평가와 치료, 비약물학적 치료나 교육의 병행

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중단할 때에도 반동성 불면, 금단증

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히 

수면제만 복용하기보다는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과적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 2005년 이전에는 

벤조다이아제핀 제제의 경우 4주 미만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하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불면증이 만성

질환임이 점차 알려지고 4주간의 치료로 불면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용량 범위 내에서 인지

행동치료와 함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점

차 받아들여졌지만 위에 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주

의를 요한다. 

(2) 수면관련호흡장애

1) 진단

수면 중 호흡노력은 하지만 상기도가 폐쇄됨으로

써 생기는 무호흡증을 폐쇄성무호흡 및 저호흡이

라고 부른다. 이 장애는 매우 흔한 편으로 소아의 

수면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⑤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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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년의 2-15%, 노년의 20%이상에서 고통

을 받고 있고, 남성에 많으나 소아에서는 남녀 비슷

하고, 나이가 들면서 남녀차가 줄어든다. 임상양상

은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인 경과를 보이는데 큰 

소리의 코골이가 특징적인 증상이고, 자는 동안 여

러 차례 무호흡증, 숨 막힘 또는 호흡중단 등이 나

타난다.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부족 때문에 호흡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편해하며 잠에서 깨거나, 경

우에 따라 야뇨증이 나타나며 비만이 증상을 악화

시킨다. 매일 밤 나타나며 몇 십년동안 지속되는 경

우가 많고 대부분 합병증을 유발한다. 야간 저산소

증, 수면 시 빈번한 각성, 주간졸림증, 인지기능장

애를 유발하며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당뇨 등의 

임상질환으로까지 진전된다. 

2) 치료

이 질환의 치료에는 체중감량/측위 수면 등의 보

존적인 치료와 수술, (기계를 이용한) 상기도 양압

호흡, 구강 내 장치 등이 있다. 체중감량의 경우 여

성보다 남성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

며, 지속적 기도양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은 상기도에 일종의 공기부목을 

대는 방식으로 수면관련호흡장애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나 순응도가 문제가 된다. 구강 장치는 지속

적 기도양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악관절 관련 합병증에 주의해야 한다. 

(3) 과다수면의 중추장애

1) 진단

과수면장애 혹은 주간졸림증은 잠을 충분히 잤는

데도 낮에 자꾸 졸립고 정신이 멍하고 쉽게 깨어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수면 혹은 주간졸림증

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기면병, 특발성 수면과

다증,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지연성 수면위상증후

군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질환인 기면병

은 다음과 같다. 

호발연령은 15-25세이며, 35-45세가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유병률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0.02-0.05%로 보고되고 있다. 기면병의 4

대증상은 주간졸림증,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 시 

환각이다. 탈력발작은 기면병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크게 웃거나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등 감정변화가 

자극이 되어 갑자기 운동근육이 이완되는 경우를 

말하며, 턱이나 고개가 힘없이 떨어지는데 심하면 

쓰러진다. 수면마비는 잠들려고 할 때나 잠에서 깨

려고 할 때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전신근육

마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 중 또는 작업 중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면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 

진단적 검사에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잠복기 반

복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 낮잠 

시작부터 수면의 첫 증후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

을 측정)을 시행한다. 기면병은 수면검사 상 아주 

특이한 소견을 보이는데 즉 수면직후 나타나야 하

는 비렘수면이 거의 없으면서 곧바로 렘수면이 출

현하는 이른바 sleep onset REM(SOREM)수면을 

보이는 것이다. 

2)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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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병의 치료는 주간졸림증과 탈력발작에 대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주간졸림증에는 중추신경

자극제를 사용하게 되며 대표적인 약제로 meth-

ylphenidate 와 modafinil을 들 수 있다. Meth-

ylphenidate는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고 재흡

수를 차단하는 약물로 주간졸림증 치료에 효과적

이나 내성 및 의존성의 위험성이 있고 심계항진, 

식욕저하, 교감신경계 자극 등의 부작용이 있다. 

Modafinil은 작용기전이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내성 및 의존성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부작용도 심

하지 않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탈력발작의 치료에

는 렘수면 시작과 관련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

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제가 

사용되는데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에 관련된 약제가 

효과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venlafaxine, clomipramine, fluox-

etine 등을 들 수 있다. 

(4) 일주기리듬수면장애

1) 진단

일주기리듬 수면장애는 일주기리듬을 관장하는 

신체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적인 일주기 

리듬과 외부적 요인 사이에 정렬이 깨지면서 생기

는 장애이다. 일주기리듬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신

체기관은 시신경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

cleus, SCN)으로 외부자극과 상관없이 일정한 내

부리듬을 만들어 낸다. 일주기 리듬수면장애에 속

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지연성 혹은 전진성 수면

위상증후군, 비행시차 증후군, 교대 근무 등을 들 

수 있다. 

2) 치료 

• 지연성 혹은 전진성 수면위상 증후군: 지연성 수

면위상 증후군(저녁형, 올빼미형)은 통상적인 수

면시간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상태로서 

입면 곤란의 불면증 혹은 오전시간에 졸리는 증

상을 보이게 되며 전진성 수면위상증후군(아침

형, 종달새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므로 

저녁시간에 졸리고 새벽 일찍 깨는 불편감을 호

소한다. 두 질환 모두 수면동안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는 직업을 

택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과 수면-활동시간

이 다르므로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된다. 치료

에는 광치료, 시간생물학적 치료, 멜라토닌 투여 

등이 있다. 멜라토닌이 생체리듬에 미치는 영향

은 빛 노출과는 반대이므로 멜라토닌을 자기 전

에 주면 리듬변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 

(5) 사건수면

1) 진단

사건수면은 비렘수면 중에 발생하는 혼돈각성, 

수면 중 보행, 야경증을 들 수 있고, 렘수면 중 발생

하는 사건수면으로 악몽과 렘수면행동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건수면은 각성, 비렘수면, 렘수면의 3가

지 상태가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급속도로 변동을 

보이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면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⑤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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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비렘수면 사건수면 :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발

생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성인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빈도로 관

찰된다. 

•�렘수면 사건수면 : 노년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심

을 끌고 있는 질환이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렘

수면 때에 있어야 할 이완증(atonia)이 소실되면

서 난폭하고 복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꿈 내용을 행동화하는 것으로 보인

다. 자신이나 옆에서 자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

를 주기도 하여 위험하다. 만성 진행성 장애로 대

개 5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흔하며 항우울제, 카

페인, 알코올 등이 유사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

다. 일반인구 중의 유병률은 약 0.38-0.5%이다. 

20%내외에서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다발성 

전신 위축증 등의 신경질환과 동반된다. 현재 가

장 효과적인 치료약제로 clonazepam이 사용되

고 있으며 90%의 환자에서 clonazepam 0.5-2-

mg의 용량으로 증상이 조절된다. 이 약물의 증상

조절효과에서도 아직 작용기전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재발하게 된다. 

(6) 수면관련운동장애

1) 진단

가장 대표적인 수면관련 운동장애로 하지불안증

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증 등을 들 수 있다. 주기적 

사지운동증은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근간대경련을 

보이는 상태로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여 65

세 이상에는 45%에서 관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주기적 사지운동증은 수면다원검사에 의해 진단을 

내리고, 야간수면 혹은 주간각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며, 하지 불안증후군은 면담을 통해 진

단한다. 즉 다리에 불편감이나 이상감각을 호소하

고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고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

되며 낮보다 밤에 심해지는 일주기 변화를 보일 때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된다. 일반인구의 

2-7.2%에서 발견되며 여성에서 많고, 나이에 따

라 증가한다. 

환자의 60%에서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이 발견되

며 도파민시스템의 기능부전이 발병기전으로 꼽히

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신, 철분결핍, vitamin B12 

결핍의 빈혈, 신장질환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

다. 치료의 첫 단계는 빈혈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

한 치료를 하는 것이며, 증상에 대한 치료약물은 도

파민 수용체 효현제인 pramipexole 혹은 ropini-

role이 일차 선택약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의 효

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gabapentin, pregab-

alin 등의 항전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1.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The international classifi-

cation of sleep disorders：Diagnositc and coding manual. 3rd ed. 

Wetchester, IL;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14

2. Insomnia.  Buysse DJ. JAMA.2013;309:7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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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3):244-252

6.  Economic Cost of Sleep Disorders. Lee. J Korean Sleep Res 

Soc.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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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애는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

거나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불면증과 주간

의 과도한 졸림 그리고 야간에 나타나는 행동장애

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 

1. 불면증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장애로 일반인의 약 1/3

이 반복되는 불면증을 경험하고, 9%가 일상생활에

서 불면증으로 괴로움을 느낀다. 수면위생, 교육,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단기 수면촉진제 사용으로 

만성불면증으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고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용중인 약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

인 질환을 우선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하고 수면촉진제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다. 비약물 치료법으로 자극조절, 수면제한법, 이완

훈련, 인지치료, 수면위생교육 등이 있다. 

(1) 비약물치료(수면위생) 

1)  취침과 기상시각을 일정하게 한다. 늦게 자더

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2)  낮잠을 피한다. 정말로 졸리는 경우는 10-15

분 정도로 낮잠을 제한한다.

3)  매일 약 4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잠들

기 5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다. 

4)  잠들기 2시간 이내에 30분 정도의 더운 물 목

욕으로 체온을 올린다. 

오  명  현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정보파트장

약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졸업(임상약학)

수면장애 환자의 
복약지도

수면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⑤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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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카페인 음료, 담배 등)

은 피한다. 

6)  술은 수면의 후반기에 자주 잠에서 깨게 하므

로 가급적 삼간다. 

7)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많이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8)  시계는 잠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밤

에 일어나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 

9)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공기소통이 잘되고 

편안한 실내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10)  침실에서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 단순 

반복하는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11) 침대는 반드시 잠자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2) 약물치료

수면촉진제는 비약물학적 방법을 모두 시도한 후

에 환자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1)  흔하게 사용되는 약: 작용시간이 짧은 zolpi-

dem, triazolam이 있음. Zolpidem 10 mg 복

용 시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을 보일 수 있어 

최근 FDA에서는 5 mg 또는 zolpidem CR 

6.25 mg 투여를 권장한다. 작용시간이 긴 약

으로는 temazepam, flurazepam, zopiclone 

등이 있다. 

2)  기타 : 항우울제(amitriptyline, doxepin, mi-

rtazapine, trazodone 등)가 불면증에 사용될 

수 있으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 외 호

르몬의 일종인 melatonin, 항histamine제제

도 수면유도 효과가 있다.

2. 기면증

기면증(Narcolepsy)은 주간과다졸림증을 주 증

상으로 하는 사춘기~3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비교적 드물고 복잡한 신경계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몸의 힘이 갑자기 빠

지는 허탈발작, 수면 마비(가위눌림), 잠들 무렵 환

각 등이고 각성촉진제를 사용하여 주간졸림증을 예

방할 수 있다.

(1) 약물치료 

1)  Modafinil: 중추신경 자극제보다 안전하고 부

작용이 적으며 남용의 위험이 낮아 기면증 치

료의 첫 번째 추천약으로 주간졸음 경감, 피로, 

기분, 인지기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중추신경 자극제(Methylphenidate)는 mo- 

dafinil 개발 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자극제

로 주간 졸음을 경감시킨다. 

3. 하지불안증후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다리의 불쾌한 감각으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 대부분 잠들기 

어렵고 밤중에 자주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이며 원

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고, 이차적 원인으로 철분결

핍, 파킨슨씨병, 요독증, 임신, 말초신경병증, 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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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능저하증 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류마티스관

절염 등이 있다. 비약물적 치료로 수면위생을 잘 지

키며, 카페인 음료와 음주를 피하고, 매일 적절한 

운동 및 취침 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다리 진동 

[표 1] 약물과 부작용

약품명 적응증 용법 및 용량 부작용 비고

alprazolam
정신신체장애에서의	불

안,	긴장,	우울,	수면장애	

0.75-1.5㎎/day	#3

정신신체장애:1.2㎎/day	#3	

졸음,	어지럼증,	실조,	변비,	구강건

조,	두통,	기억력	장애	등
장기사용시	잔여효과	

flurazepam 불면증 15㎎/day	#1	취침전	
졸음,	집중력/반사운동	능력	저하,	

발진,	구갈,	관절통	등
장기사용시	잔여효과	

triazolam 불면증	단기	치료
0.125~0.25	mg/day	#1	취침전,	단기(7-10일)

투여,	최대	2-3주	사용

빈맥,	기억상실,	경련,	통증,우울증,

시각이상,	두통,	일과성	건망	등

장기사용시	잔여효과	

작용발현시간:15-30분

zolpidem 불면증	
10mg/day	#1	취침전	(노약자:5mg)	1회	최대	4주.

CR:	12.5mg/day	#1	취침전	(65세이상:	6.25mg)

졸음,	두통,	현기증,	불면증	악화,	

선행성	건망증,	환각,	요통	등

작용발현시간:30-45분

서방정(CR):수면시간연장

amitriptyline 우울증,	우울상태		 30-75㎎/day	#2-3
빈맥,	구갈,	근육강직,	연하곤란,	혈

압변화	(저혈압),	어지러움	등	

mirtazapine 주요우울증 15mg/day	#1

졸음,	식욕/체중증가,	어지러움,	우

울,	복통	무력증,	고혈압,	변비,		관

절통,	독감증후군	등

trazodone 우울증
초회량	150mg/day	(고령자	100mg),3-4일	간

격	50mg/day	씩	증량

근육강직,	연하곤란,	빈맥,	발한,	발

진,	부종,	무과립구증,	혈압변화(저

혈압)	등

doxepin 불면증	단기	치료
6mg/day	#1	취침30분전

65세이상:	3mg/day	#1

어지러움,	충혈,	구토,	혈당증가,	미

각이상,	손발저림,	입마름	등

melatonin
55세	이상	불면증	단

기	치료

1정/day	#1	식후/취침1~2	시간전	(13주까

지	사용)

편두통,	고혈압,	당뇨,	오심,	어지러

움,	두통		체중증가,	졸음	등
통째로	복용

hydroxyzine
수술전후	신경증의	

불안,	긴장,	초조
75-150㎎/day	#3-4	 졸음,	입마름,	피로	등

modafinil
성인의	기면증	관련	

과다졸음
200mg/day	#1	아침

두통,	불면,	우울,	정신착란,	어지러

움,	복통,	구역,	빈맥,	시야흐림,	식

욕부진	등		

중증	간장애:

100mg/day	#1

methylpheni-

date
수면발작

성인:	20∼60	mg/day	#1-2

(#3	투여:오후3시	이전)	

신경과민증,	불면증,	관절통,	협심

증,	빈맥,	어지러움,	구역	등	

서서히	증량

저녁	투여시	밤잠	방해

pramipexole
중등증	및	중증	특발

성	하지	불안	증후군	

개시용량:	0.125mg/day	#1	취침2~3시간	전.	

추가적	증상완화	필요시	4~7일마다	단계별	증량.	

구역,	졸음,	두통,	사지통증,	불면

증,	설사	등

ropinirole
중등증	및	중증	원발

성	하지	불안	증후군

초기(1주):2일간	0.25mg/day	#1	취침1-3시간	

전.	3-7일간	0.5mg/day	#1	증량

유지(2주~):	최적치료반응	까지	증량(최대	4mg/day)

구역,	두통,	구토,	어지러움,	졸음,	

초조,	복통,	피로	등

rotigotine
중등증	및	중증	특발

성	하지	불안	증후군	

초기	1mg/24시간	#1	

매주	1mg/24시간씩	증량	최대	3mg/24시간	#1

(깨끗하고	건조한	부위부착)

두통,	구역,	부착부위	피부	반응	등
서서히	중단.

자르지	말	것

gabapentin 신경병증성	통증 100-400	mg	필요시
복통,	무력증,	설사,	어지러움,	졸

음	등

oxycodone 중등도	및	중증	통증 5	mg	필요시 구역,	두통,	불안,	호흡곤란,	설사	등

codeine 통증 15-60	mg	필요시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음,	착란,	부

정맥	등

수면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⑤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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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환자의 복약지도⑤	수면장애

안마기 등이 도움이 된다. 

(1) 약물치료 

1)  도파민 작용제: Levodopa보다 부작용이 적은 

pramipexole, ropinirole이 많이 사용되고, 최

근 개발된 패취제 rotigotine은 24시간 동안 서

서히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 

2)  기타: Gabapentin, oxycodone, codeine 등

의 항경련제와 opioids, 벤조디아제핀 등도 필

요시 사용할 수 있고 혈청 ferritin 농도가 50 

μg/L 미만 시는 경구 철분제인 ferrous sulfate

와 vitamin C를 공복에 1일 2회 투여한다. 

4. 수면 관련 호흡장애

수면호흡장애는 수면 중 기도 저항의 증가로 발

생하고 폐쇄수면무호흡증후군이 가장 흔하게 나타

나며 중년 성인의 2~4%에서 발견되고 수면 중 코

골이 및 저호흡, 무호흡이 발생하여 낮 시간의 졸

림, 두통, 인지기능 및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다. 치료로는 행동치료, 양압호흡기 치료, 수술적 

치료, 구강내 기구 사용 등이 있고 체중감량으로도 

상당히 호전된다.

5. 복약지도

(1)  중단 시 두통,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비특이적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1~2주에 걸쳐 

점차적으로 중단한다.

(2)  갑작스러운 수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전이

나 기계조작과 같은 활동은 주의한다.

(3)  기분 변화(mood change)가 생기면 의사에게 

알린다.

(4)  패취제는 24시간 동안 부착하고 매일 같은 시간

에 패취를 교체한다. 

(5)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주의한다.

(6)  제산제와 병용 시 제산제는 약물복용 1시간 전

이나 복용 후 2시간 후에 복용한다.

(7) 임신 수유 시 의사에게 알린다.

(8)  현기증, 졸음 등을 야기하는 진정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

작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9)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10)  음주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진정작용을 증가시

킬 수 있다.

(11) 카페인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피한다.

1. 한국임상약학회,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2013년

2. Pharmacotherapy 8th 2011

3. 국가건강정보포털

4. www.uptodate.com

5.  Sleep disorders medicine, Hong SB, J Korean Med Assoc 2013 

May; 56(5): 410-422.

6. 드러그인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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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이는 발달이 늦어 5살 때 소아정신과에 방문

했다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엄마는 도저

히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을 또 찾았

다. 다른 정신과에선 자폐는 아니고, 지적장애라고 

했다. 수년간 언어치료도 받고, 감각통합치료도 받

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도 언어가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게다가 수

업시간에 너무 산만해서 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방

해가 된다며 학교에서 소아정신과에 방문하라고 권

유까지 받았다. 엄마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소아정신과를 찾았고, 약까지 처방 받았다. 마지못

해 약을 먹여 학교에 보냈지만, 그날 아이가 점심

을 먹자마자 토했다는 말에 당장 소아정신과에 찾

아갔다. 새로운 처방을 받아 약국에 내려온 엄마의 

마음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고, 고민스럽다. 정신

박  준  성

두드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약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홍보위원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⑥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사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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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약을 먹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엄

마의 마음을 눈치 챈 약사는 “약을 먹일지 말지 고

민되시죠…. 정신과약은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 경험하시면, 먹이길 잘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다. 다행히 두 번째 약은 아이에

게 잘 맞아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일도 줄고, 아이들

과의 관계도 나아지며, 수업을 조금씩 따라가게 되

었다고 하였다.   

민수는 1년 전부터 눈을 자주 깜빡이고 어깨도 가

끔 으쓱했으나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지내

오다가, 최근에 ‘음음’ 하면서 가래를 뱉는 듯한 소

리를 수업시간에 자꾸 내서 소아정신과에 방문하

게 되었다. 진료 후 민수는 2가지 약을 처방받고 약

국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하나는 심한 정신병에 먹는 약이고, 하나는 파킨슨

병에 먹는 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깜짝 놀란 엄마

는 더 이상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학원을 다 중단

하고, 인근 상담센터를 보내면서, 한약을 타다 주었

다. 5~6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가 싶

더니, 1년이 지난 지금 어깨와 ‘음음’ 하는 소리는 줄

었으나, 아이가 짜증이 늘고 학교나 집에서 자꾸 욕

을 해서 곤란한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다. 이제 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다. 

위의 예는 소아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후 약국에

서 조제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듣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는 가상의 사례를 대비시켜 본 것이다. 정신

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원내처방을 허용하고 있

지만, 점차 원외처방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내처방이라는 예외를 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

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약물처방은 다른 과에 비

해 이 자체가 치료행위로서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만성질환들도 비슷하겠

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약 처방이 지니는 심

리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마음에서 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약을 처방대로 잘 먹을 수 있

도록 설득하는 과정 등이 모두 중요한 치료과정의 

일부이며, 의사, 약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같은 약물인데도 제약회사가 바뀌거

나 10mg짜리가 없어 20mg짜리 반알로 조제하였

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신과 환자들을 아마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소아정신과는 자기 자식에

게 약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경우가 

많다. 소아정신과 처방을 약국에서 받을 때 약국에

서의 설명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1.  소아정신과의 주요 질환에 있어서 약물 처방

선택 및 처방의도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ADHD)

주의력결핍의 문제나 과잉행동의 문제가 상당히 

사례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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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경우 진단된다. 대개 보호자 면담, 본인면담, 

기능수준에 대한 평가, 보호자가 하는 척도, 본인이 

하는 주의력검사 등을 종합하여 확진을 내리게 된

다. 하지만, 반항과 품행, 불안과 우울, 언어와 학

습 장애, 물질남용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

아, 공존진단이 거의 3/4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개 

지능 및 정서검사(full battery)도 같이 시행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는 메칠페니데이트 계열

의 약제로, 페니드(작용시간: 4시간), 메타데이트(8

시간), 메디키넷(8시간), 콘서타(12시간) 등의 제품

이 있다. 이 약들은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충동성 

등 핵심증상 뿐 아니라 사회성, 학습능력 등 부수적

인 증상에도 효과적이다. 

이 약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혹시 중독되

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경우

가 꽤 있다. 구조상 습관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

나, 현재 국내에 이 제재로 인한 중독이 보고된 바

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방대로만 복용한다

면 습관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ADHD 약물치료를 잘 받아야 술 담배 등 다른 물

질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한다. 미국에

서는 이 약보다 훨씬 습관성이 생길 위험성이 큰 암

페타민 계열의 약들이 처방되지만, 국내에는 국민

정서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식욕

이 떨어지거나,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는 등 비교적 흔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각 의사와 상의하도록 조언하

는 것이 좋다. 

불안이나 틱이 동반된 경우에는 스트라테라부터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리스페리돈,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같은 신경안정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

우도 흔하다. 이는 틱이 동반되어 있거나, ADHD에

서 주 치료약의 효과가 부족할 경우 이차약제로 시

도하게 된다. 공존하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뚜렷

할 경우, 플루옥세틴, 에시탈로프람 같은 항우울제

를 병합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 틱/투렛 장애

소아에서 불수의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될 경우, 틱 장애를 의심하게 된다. 의사

가 직접 관찰하고 다른 질환을 감별하고 진단을 내

리게 되는데, 진단이 된다고 해서 다 약물을 처방하

진 않는다. 자꾸 지적을 받게 되거나, 대인관계의 

문제,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물을 처방한다. 전통적으로 할로페

리돌이나 피모짓 등의 약물이 선호되었으나, 추체

외로 증후군의 가능성 때문에 근래에는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이 선호되고 있다. 

졸림, 식욕 증가 등의 부작용이 흔한 편이며 이럴 

경우 약재를 교체하거나 약으로 인한 득실을 고려

하여 용량을 조절한다. 신경안정제의 용량이 증량

될 경우, 추체외로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

기 위해 벤즈트로핀이나 트리헥시페니딜 같은 항파

킨슨제재가 소량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 항파킨슨

제재를 병행할 경우 추체외로 증후군은 드물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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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만, 만일 손떨림, 뻣뻣함, 안절부절 못함 등

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놀라곤 한다. 이럴 

경우 즉시 복약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고지하고 처

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의 가

능성에 대해 너무 위협적이지 않게 미리 고지함으

로써, 환자와 보호자 스스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3)  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묵증에서의 불안과 우울 증상

소아청소년에서 불안하거나 우울한 모습을 띠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다양하며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대체로 동반한 보호자도 걱정

이 많거나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증상 양상에 따라 다양한 진단명을 붙일 수 있지만, 

약물치료는 대체로 항우울제(대체로 세로토닌의 활

성을 높이는 약물들)를 표준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이 공통적이다. 이 또한 증상이 있다고 다 약물치료

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삶 속

에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어느 수준 이상일 경우에

만 약물치료를 권유한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받아

야 할 수준의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는 플루

옥세틴, 에시탈로프람(렉사프로)이지만, 성인에서 

사용되는 다른 항우울제들도 오프라벨로 종종 사용

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도 사유를 기재할 경우 

일부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근래에 개발되어 처방되고 있는 항우울제들은 대

체로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이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실제로 처방해보면 매우 작은 용량에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오심, 어지러움, 두통, 불면, 

멍함, 소화불량 등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

우 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경

우도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고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겐 약의 부작용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그 

증상에 과도하게 주목하면서 진짜로 신체적인 부작

용이 나타나게 만드는 암시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

다. 따라서 이들에겐 비교적 빈도가 높은 부작용 종

류를 소개하되, 그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만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4)  지적장애, 자폐범주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

애 등 행동문제

지적장애(이전, 정신지체)는 지능검사를 통해, 자

폐범주장애는 발달검사를 통해, 적대적 반항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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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장애는 반항적 태도와 행동상의 문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심할 때 진단된다. 이

들의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 문제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문제에는 리스페리돈, 

할로페리돌,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등의 신경안

정제(항정신병약물)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다. 자칫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치료제로만 알고 있

는 신경안정제 종류 중에는 사실 양극성 장애에도 

표준치료제로서 정식으로 허가된 경우가 흔하며, 

심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치료제로서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발프론산이나 리튬같은 기분안정제도 행동문제

에 자주 사용된다. 흔히 정신과에선 양극성장애 치

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공격적 행동을 조절하기 위

해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다. 

2. 소아정신과 처방을 조제하는 데 있어서의 제언 

(1)  소아정신과도 성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처럼, 

정말 먹어야 하는데도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

우가 매우 흔하다. 게다가 약물치료를 하지 않

고 증상이 계속되면서 자해나 남을 공격하여 타

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약이 모든 문

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항우울제의 경우 우울

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효과는 기껏해야 

약 2/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사회

적 치료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약물치료의 중

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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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찾아 복용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들은 애당초 약을 복용하려는 동기가 크지 

않았고, 정신과약을 복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

감과 불안이 높았기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치료

를 중단하기 쉽다.   

 “애가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과엔 왜 갔어요?”,  

“약이 셌는데 좀 줄었네요” 같은 말들도 아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받아들일 땐 ‘정신과를 가면 안 되는구나, 약이 센 

게 좋지 않구나’라는 선입견을 강화하게 된다. 

 또, 틱 아동 보호자가 자신의 아들이 먹는 약이 

뭐냐고 물었는데 정신분열병약이라는 설명을 들

었을 때, 가족에게 공격적인 청소년을 어렵게 설

득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먹는 약

이 조증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약을 중단했을 때, 

보호자가 격분하며 외래에서 항의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오해는 약봉투에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는 처방정보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데놀은 수행불안으로 처방되었는데 

약봉투에는 혈압약으로 찍혀나오고, 벤즈트로핀

은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 예방약으로서 처방되

었는데 봉투에는 파킨슨약으로 출력되어 나오니, 

환자나 보호자는 이 약들을 도대체 왜 처방했는

지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해하게 된다. 라믹탈, 발

프론산, 리보트릴 등은 기분안정을 위해 처방되

는데, 약봉투에는 간질약이라고 버젓이 인쇄되는 

경우가 있다. 환자는 자기가 간질 환자도 아닌데 

왜 간질약을 처방하냐며 따지기도 한다. 이처럼 

처방의도와 다르게 자동으로 출력되는 경우 정신

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

라리 약봉투에 출력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출력이 될 수밖에 없다면, 미리 

봉투에 자동으로 적힌 정보를 너무 신뢰하지 말

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어떤 약인지에 대해 설명을 원

하는데 의사가 어떤 의도로 처방을 한 것인지 명

확하지 않다면, 차라리 진료의사에게 보다 자세

한 설명을 듣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약물처방의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면, 약간 

순화시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ADHD로 진단하여 치료약재를 처방받은 

경우, ADHD 때문에 먹는다고 하기보다 ‘집중

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덜 혼나기 위해’라고 표

현하는 것이다. 틱으로 인한 약물치료의 경우 ‘

버릇이 나아지기 위해’, 환청으로 괴로워하는 환

자라면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기 위해’, 공격적

인 행동으로 약물치료를 한다면 ‘짜증이나 화를 

줄이기 위해’ 등으로 순화시켜서 약물치료의 효

과를 표현해주면 훨씬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

이 덜할 것이다. 이처럼 약물처방에 흔한 진단

명을 언급하는 것보다 환자가 내원한 주호소 문

제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 훨씬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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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복약지도

이  윤  선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사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전공약사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약학	석사	졸업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장애는 성인의 정신장애

와는 달리,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 외에도 주의력 결

핍 과다 행동 장애와 같은 행동 장애, 정상적인 발

달과정보다 지연되는 발달장애, 틱 장애 등을 포함

한다. 이런 정신장애를 겪는 환아들이 적절한 조치

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뿐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장애에 대

한 치료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중 주의력 결핍 과

다 행동 장애 및 틱 장애의 약물치료와 복약지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ttention-Def-

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1) 개요

학령기 아동의 3~7%에서 발견되고 남아가 3~4

배 더 많다. 주로 7세 이전의 초기 아동기에 발병

하지만,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성인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주의산만(inattention), 과잉

행동(hyperactivity) 및 충동적(impulsivity)인 특

징을 보인다. 질병의 원인은 전두엽의 억제 기제 저

하, 대뇌의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과 도

파민(dopamine) 대사 이상 등의 신경학적 요인, 유

전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연관

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의 경우 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이

며, 그 외에도 부모 및 가족 상담, 인지-행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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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약물치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의 치료를 위해 가

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약물은 중추신경 흥분제

(psychostimulant)이긴 하나, 환아의 동반 질환 및 

상황에 맞는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 약물치료 시에

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

과가 없을 경우 진단 및 동반질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1)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작용기전 : 중추신경 흥분제로 도파민과 노르에

피네 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작용

• 용량 및 용법 : 제형에 따라 작용시간, 용량/용법

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작용 :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나, 부작용이 지속

되는 경우 용량 감량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심

각한 경우 약제 변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흔하게) 식욕저하, 두통, 복통, 짜증, 불면 등

   (흔하지 않게 또는 드물게) 심박동수 및 혈압의 상

승, 틱 증상, 새로운 정신질환의 발생 등 (성장 부

진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보고가 없음)

•주의사항: 

  -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  모노아민 산화효소(monoamine oxidase; 

MAO) 억제 제와 병용 시 심각한 고혈압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와 적어도 14일 간의 투여간격을 갖도

록 한다.

2) 아토목세틴(atomoxetine; 스트라테라캡슐 등)

약물남용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불안이나 틱 장

애가 동반된 경우, 흥분제의 부작용(짜증, 식욕저

하, 불면, 틱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차 약제로 

고려된다.

• 작용기전 :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

제(selective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

tor; SNRI)

• 용량 및 용법 : 1일 1회 오전, 또는 1일 2회 오전과 

이른 저녁에 복용 (식사와 무관)

   간장애(Child-Pugh Class B 이상): 감량 필요

상품명
및 함량

작용 시간
(hours)

용량/용법

시작 용량 및 용법 증량 방법
1일 최대 용량
(mg/day)

페니드	정
(5,	10	mg)

3~4
5	mg	bid
(아침,	점심	식전)	

1주	간격으로
5~10	mg씩	
증량

60	mg
페로스핀	정(10	
mg)

메타데이트CD서
방캡슐
(10,	20,	30	mg)

8
20	mg	qd
(아침	식전)

1주	간격으
로	20	mg씩	
증량

60	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
(5,	10,	20,	30,	
40	mg)
속방형(50%)
+방출조절형(50%)	

8

5	mg	qd	or	bid	

(아침	or	아침,	점심)
식사와	함께	or	식후

1주	간격으로	
5~10	mg씩	
증량

60	mg

콘서타	OROS	서
방정
(18,	27	mg))

12

qd	오전(식사	상관x)

6~12세:	18	mg

1주	간격으로	
18	mg씩	증량

6~12세
-	54	mg

13~17세:	18	mg
13~17세
-	72	mg	
(2	mg/kg	이내)

18~65세:	18~36	mg 72	mg

대상
용량

시작 용량 증량 방법
1일 권장 유

지 용량
1일 최대 용량

소아
(≥6세,	≤70	kg)

0.5	mg/kg 1주	이상의
간격으로	
증량

1.2	mg/kg
1.4	mg/kg
(or	100	mg)

소아(≥70	kg)	및	
성인

40	mg 80	mg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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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2D6 강력 저해제와 병용 시: 증량 필요

• 부작용 : 오심, 식욕저하, 소화불량, 복통, 심박동

수 및 혈압의 상승, 졸림(일부에서는 불면), 피로, 

심각한 간 손상, 자살 사고 등

•주의사항

   -  중추신경 흥분제에 비해 작용 발현 시간이 느려

서, 아토목세틴의 임상적 효과는 투여 후 1~2

주경부터 나타나고 최대 효과는 6주경 나타나

므로, 충분한 치료적인 용량으로 3주 이상 지

속 투여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  아토목세틴은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캡슐을 열

거나 캡슐 내용물을 만져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클로니딘(clonidine, 켑베이 서방정 0.1 mg)

단독으로는 중추신경 흥분제만큼 효과적이진 않

지만, 파괴적 행동장애(disruptive behavior)와 공

격성(aggression), 불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조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작용기전 : 중추의 α2 아드레날린 효능제(cen-

tral α2-adrenergic agonist)

•용량 및 용법

   -  식사와 무관하게 1일 1회 취침 시 or 1일 2회 오

전 및 취침 시 복용

   -  초기에는 1일 1회 0.1 mg 복용하며, 필요시 1

주 간격으로 0.1 mg/day씩 증량하여 최대 0.4 

mg/day (0.2 mg씩 1일 2회) 복용

• 부작용 : 진정, 졸림, 저혈압 및 서맥, 변비, 반동

성 고혈압, 심정지 등

• 주의사항 : 투여 중단 시에는 3~7일마다 최대 

0.1 mg/day씩 점진적으로 감량

4)  그 외에도 환아의 동반 정신 질환 등을 고려하

여 부프로피온(bupropion), 이미프라민(imi-

pramine), 노르트립틸린(nortriptyline), 리튬

(lithium),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등

이 사용될 수 있다.

(3) 복약지도 문구 예시

1)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에서 약물 치료는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로서 환자의 핵심적인 

증상을 개선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되는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부분 생명에 영향

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고, 생활에 불편함

을 주는 정도입니다. 

2)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제형에 따라 작용시

간, 용량/용법이 달라지므로 복약 지도 시 주

의가 필요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복용 후 

수 시간 내에 치료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약기를 둘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증상의 악화가 생기지 않는

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의 부

작용으로 식욕저하, 두통, 복통, 짜증, 불면 등

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식욕저하가 성장 지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불면의 경우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시에

는 클로니딘, 트라조돈(trazodone), 항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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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 멜라토닌(melatonin) 등을 추가해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

날 경우 감량이나 휴약, 약물 변경이 필요할 수

도 있으니,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3)  아토목세틴은 약물의 치료효과가 수주 후 나타

나게 되므로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식사와 무관하게 1

일 1회 또는 1일 2회 복용하게 되며, 부작용으

로는 오심, 식욕저하, 소화불량, 복통, 심박동

수 및 혈압의 상승, 졸림(일부는 불면) 등이 나

타날 수 있습니다.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캡슐 

안의 내용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클로니딘은 식사와 무관하게 1일 1회 또는 1

일 2회 복용하며, 졸림 부작용이 있으므로 운

전 및 집중력을 요하는 기계 조작 시 주의가 필

요합니다. 저혈압 및 서맥(심박수의 감소)외에

도 반동성 고혈압, 심정지 등도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미리 의사와 상

의해야 합니다. 입마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무

설탕 사탕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틱 장애(Tic disorder) 

(1) 개요

‘틱’ 이란 갑작스럽고 빠르게 근육을 움직이거나  

(운동 틱) 특정한 소리를 내는 것(음성 틱)으로, 틱 

장애는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된다. 보통 남아가 더 

흔하고, 평균적으로 7세 경 나타나 10~15세 경 가장 

증세가 심해졌다가 점차 좋아지지만, 일부(5~10%)

에서는 성인이 되어도 지속될 수 있다.

틱은 의지로 억제하기 힘들며 증상의 정도나 나

타나는 부위도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wax and 

wane, migrating), 4주 이상 반복적으로 틱 증상

을 보이면 병적인 틱 증상으로 간주되며, 특히 운동 

틱과 음성 틱을 함께 보이며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를 뚜렛 장애라고 한다. 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주

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나 강박장애 등의 동반 정

신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병인은 도파민 수용체의 과잉감작 등 신경생화학

적, 유전적`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

다고 여겨지는데, 보통 긴장하거나 피곤하거나 스

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잠을 자거나 

한 가지 행동에 몰두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경증일 

경우에는 특별히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

지만, 중등도~중증의 틱 장애에서 약물치료는 효

과적으로 틱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약물치료 

외에도 긴장이완요법, 행동치료, 심리치료, 가족치

료 등이 사용된다.

(2) 약물치료

틱 장애가 환아에게 주관적인 고통(통증이나 손

상)이나 사회적, 정서적,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데, 대개 12~18개월 정도 복용한 뒤 증상 호전 정도

를 지켜보면서 감량을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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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으로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typical an-

tipsychotics)인 할로페리돌이나 피모짓을 많이 사

용해왔으나, 비전형적인 항정신병 약물(atypical 

antipsychotics)인 리스페리돈(risperidone), 올란

자핀(olanzapine), 쿠에티아핀(quetiapine), 아리

피프라졸(aripiprazole)이나, α2 아드레날린 효능

제인 클로니딘 등도 사용된다.

1) 할로페리돌(haloperidol, 페리돌정 등)

•작용기전 : 중추의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

• 용량 및 용법 : 1일 1회 취침 시 0.5~5 mg로 시

작, 보통 유지용량은 1일 4~5 mg 

• 부작용 : 졸림, 추체외로 부작용(extrapyramidal 

side effects; EPS), 불쾌감, 체중 증가, 인지 둔

화, 드물게 프로락틴 호르몬 증가 등

2) 피모짓(pimozide, 명인피모짓 정)

•작용기전 : 중추의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

•용량 및 용법

-  2~12세 소아 : 1일 1회 취침 시 0.05 mg/kg

로 시작하여, 필요시 3일마다 증량하여 보통 

2~4 mg 사용하며 최대 0.2 mg/kg/day(단, 

10 mg/day 이내)

-   12세 초과 소아 및 성인 : 1일 1회 취침 시 0.5~2 

mg로 시작하여, 필요시 2일마다 증량하여 최

대 0.2 mg/kg/day(단, 10 mg/day 이내)

• 부작용 : 추체외로 부작용, 졸림, QT간격 연장, 

뇌혈관 질환 및 정맥혈전증 위험성 증가, 드물

게 프로락틴 호르몬 증가 등 할로페리돌보다 진

정, 추체외로 부작용이 덜하지만, 전반적인 부작

용 양상은 비슷하며, QT간격 연장, 뇌혈관 질환 

및 정맥혈전증의 위험성이 있음

(3) 복약지도 문구 예시

1)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중증의 틱 장애

에서 약물치료는 효과적으로 틱 증상을 완화시

켜 줄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들은 증상 조절 및 부작용 발현 정도를 보면서 

용량 및 복용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할로페리돌이나 피모짓 같은 항도파민제 복용 

중, 과다 졸림,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

날 경우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특히 의

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경직되거나 떨림이 나타

날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3)  일시적으로 틱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할 

수 있으나, 이는 약물의 효과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틱 장애의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4)  가급적 아이가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

록 도와주시고, 틱 증상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스트레스 조절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

시오.

⑥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1. 안효섭 편. 소아과학. 제 10판. 

2. 조수철. 생물소아정신의학. 

3. Joseph T. Dipiro, et al. Pharmacotherapy. 8th edition.

4.  Burgunda Sweet, et al. Handbook of applied therapeutics. 9th edition  

5.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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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약(安神藥)은 주로 정신불안정(精神不安定), 

번조(煩燥), 불면(不眠) 등에 쓰인다. 작용은 진정(

鎭靜), 정신불안정이며, 약의 성질에 따라 중진안

신약(重鎭安神藥)과 양심안신약(養心安神藥)으로 

나뉜다. 

중진안신약(重鎭安神藥)은 광물, 패각류(조개, 굴 

등등)로서 약물의 성질이 비교적 무거운 중질(重質)

이여서 기(氣)를 가라앉혀 진정시키는 약물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용골(龍骨), 모려(牡蠣), 

자석(磁石), 주사(朱砂), 진주(眞珠), 자석영(紫石

英), 호박(琥珀), 대자석(代赭石) 등이다.

양심안신약(養心安神藥)은 진정작용이 있는 식물

성 한약재이며, 불면(不眠), 심계(心悸) 등을 나타내

는 심혈허(心血虛), 간음허(肝陰虛)에 효과가 있다. 

산조인(酸棗仁), 백자인(柏子仁), 원지(遠志), 합환

피(合歡皮), 야교등(夜交藤) 

등이 여기에 속하는 한약재

이다.

김  양  일 약학박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강약국	대표약사

약력

前	대한약사회	한약위원장	

	 우석대약대한약학과(본초학)

現	중앙약사심의회	한방분과위원

	 식약처	한약재	관능검사위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감별위원

	 동의한약분석센터	수입한약재감별위원

안신제(安神劑)의 
효능과 응용
sedative or Tranquilizer 
Prescription

Drugs	whose	principal	effects	are	tranquilizing	the	mind	

and	relieving	uneasiness	are	called	tranquilizer(sedative).

They	are	chiefly	used	in	the	treatment	of	irritability,	

palpitation	or	sever	palpitation,	insomnia	and	dreaminess	

due	to	deficiency	of	the	heat-Qi(心氣)	and	insufficiency	

of	the	heart-blood,	or	due	to	exuberant	fire	resulting	

from	hyperactivity	of	the	heart.	They	are	also	used	to	

treat	such	disease	as	infantile	convulsion,	epilepsy	and	

mania.

In	accordance	with	their	effect,	sedative	prescriptions	

are	divided	into	two	types:	the	sedative	recipes	with	

heavy	drugs(重鎭安神藥)	and	the	sedative	recipes	with	

tonic	drugs(養心安神藥).

젊은 약사를 위한 한약 강좌 ③

경영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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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 : 청열안신(淸熱安神)과 

자음보혈(滋陰補血)의 효능을 가진 안신약이다. 

심장에 화(火)가 지속적으로 대단히 왕성하게 작

용하여 발생하는 불면, 심계(心悸, 動悸, palpi-

tation), 꿈이 많은 것, 가슴 답답, 입이나 인후가 

건조하고, 손발이 뜨거운 번열(煩熱), 혀(舌)의 색

깔이 붉은 음허(陰虛)의 증상을 뚜렷이 나타내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는 스트레스 등 어떤 여러 

원인으로 심장의 火가 지속되면서 음액(陰液)의 

부족이 만들어 낸 증상이다. 이는 뇌(腦)의 흥분

성 증대로 인한 이화작용의 항진의 결과로 본다. 

임상응용은 자율신경 실조증, 불면증, 신경성 또

는 발열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현재 주사(朱砂)는 수은제제로 사용이 불가능 한 

약재이다. 이런 예가 우황청심환이다. 여기도 朱

砂는 쓰이지 않는다. 朱砂대용으로 금박(金箔)을 

쓰고 있다. 그래도 원방 청심환이라고? 원방이란 

말을 언제까지 말하고 판매 할 것인가? 그래도 청

심환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시호가 용골모려탕(柴胡加龍骨牡蠣湯) : 청열안신

(淸熱安神), 보기건비(補氣健脾), 화    담지구(化

痰止嘔)의 효능이 있는 즉 심간화왕(心肝火旺), 

비장(脾臟)의 기허(氣虛)와 습담(濕痰)에 의한 불

안, 불면, 꿈 많음, 쉽게 화 잘 내고, 가슴 잘 뛰

고, 열이 위로 오르는 상기감(上氣感), 초조, 가슴

이나 옆구리 등 팽만감, 근육경련, 식욕부진, 오

심, 복부팽만감 등에 사용한다. 소화흡수기능저

하로 인해 수분의 흡수배설장해로 생겨난 습담(

濕痰)과 함께 뇌의 충혈이나 흥분성 증대에 의한 

자율신경긴장(心肝火旺)이 가해진 상태라고 본

다. 임상응용은 불안신경증, 대인 공포증, 고소

공포증, 강박신경증, 뇌동맥경화증, 심장신경증 

등이 대상이 된다.

 단 열증(熱症)이 많아야 하고, 조성(燥性)이 강하

기 때문에 담습(痰濕)을 수반하는 사람에게 적합

하다. 

3.  시작용모탕(柴芍龍牡湯) : 시호가용골모려탕(柴胡

加龍骨牡蠣湯)을 진정(鎭靜)에 더 적    합하게 만

든 처방이다. 시호가용골모려탕에서 온조성(溫

燥性)의 반하, 생강을 빼고, 또 청열조습(淸熱燥

濕)의 황금도 빼고, 보기의 인삼도 뺀 다음, 자윤

성(滋潤性)의 백작약과 옥죽을 가한 것이다. 실제

로 진정효과가 더 강하다. 당연히 자율신경 실조

증, 신경증, 분열병, 히스테리, 갱년기증후군, 발

작성빈맥,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간기울결(

肝氣鬱結)과 심화왕(心火旺)을 나타내는 음허(陰

虛)의 증상들이 심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4.  계지가 용골모려탕(桂枝加龍骨牡蠣湯) : 안신(安

神), 보기혈(補氣血), 통양(通陽)의 효    능을 가

진 불안감, 불면, 심계, 다몽(多夢), 몽정(夢精) 

등에 원기가 없거나, 안색이 나쁘거나, 소식(小

食)하거나 혀가 혈색이 없는 담백(淡白) 한 색을 

重鎭安神藥方劑들
(the sedative recipes with heavy drug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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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체력저하에 수반되는 

뇌의 자극역치의 저하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

된다. 氣血 부족으로 무기력하고 추위도 탄다. 자

율신경실조증, 불면증, 발작성빈맥, 남성의 몽정

(夢精)이나 여성의 몽교(夢交) 등에 적용된다.

1.  감맥대조탕(甘麥大棗湯) : 양심안신(養心安神), 건

비완중(健脾緩中)의 효능이 있다. 심혈허(心血虛)

의 증상 즉 불안, 비애감, 화를 잘 내고, 잘 놀래

고,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도 들지 못하는, 머

리가 멍하기도 하는 증상. 脾虛의 증상 즉 식욕

도 줄고, 하품 등의 증상과 심하면 경련, 의식상

실을 나타내기도 하며, 혀는 혈색이 없는 담백한 

모양이다. 

 흔히 이 처방은 장조(臟躁)에 대한 처방이라고 한

다. 장조(臟躁)는 히스테리 모양의 증후를 말하는

데 心血虛와 비허(脾虛)가 가벼운 사람의 영양불

량에 의한 뇌의 억제나 흥분과정의 실조상태라

고 추측된다.

 불면증, 자율신경실조증, 갱년기증후군, 소아들

이 밤에 놀래는 야경증(夜驚症), 히스테리발작, 

간질(癎疾)발작 등으로 心血虛와 비허(脾虛)를 수

반하는 사람에게 효능이 있다.

2.  백합지황탕(百合地黃湯) : 자음청열(滋陰淸熱), 안

신(安神)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처방은 百合

病에 대한 처방이다. 百合病이란 심장의 강렬한 

열증(心火旺), 또는 심장의 음허(陰液不足, 陰虛)

로 인한 열증(熱症)이 강하게(火旺) 나타나서 뇌

의 억제력 저하를 수반하는 흥분성 증대의 증상

이다. 불면증, 자율신경실조증, 신경쇠약 등으로 

심음허화왕(心陰虛火旺)을 나타 낼 때 효능이 있

다.

3.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 : 심화왕(心火旺)이나 음

허(陰虛)의 熱證이 원인인 불안, 초조, 불면 등에 

쓰이는데 음허화왕(陰虛火旺)의 불면에 대한 처

방이다. 산조인탕과는 배합약물이 전혀 다르지

만, 보익성(補益性)과 청열약(淸熱藥)을 조합한 

것은 같은 범주의 처방에 들어간다고 보면 좋다.

4.  교태환(交泰丸) : 심신불교(心腎不交)의 대표방제

이다. 심신불교(心腎不交)란 심장의 熱 즉 심열

(心熱)과 신장(腎臟)의 신수(腎水, 寒冷)가 서로 

상호억제 교환하여 체내의 신열(身熱)을 조정한

다. 체온이 너무 오르면 신수(腎水)가 열을 내리

게 하고, 반면 신냉(腎冷)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심열(心熱)이 체온을 올려주는 서로의 작용을 말

한다. 즉 뇌의 억제과정과 흥분과정의 두 가지가 

감약(減弱)되어 상반신의 신경계의 흥분과 하반

 養心安神藥
(the sedative recipes with tonic drug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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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순환불량과 신냉(身冷)이 공존된 상태의 불

면증, 불안신경증 등으로 인한 심신불교(心腎不

交)상태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5.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 Cardiotonic Pill 

(Tianwang Buxin Dan) 

 자양청열(滋養淸熱), 양혈안신(養血安神)의 작용

이 있다.(Nourishing yin to remove heat and 

tonifying the blood to tranquilize the mind.)

 심신음허(心腎陰虛)의 대표적 방제가 된다. 잠들

기 어렵고, 깊은 잠이 들기 어렵고, 심계(心悸), 

건망, 초조, 화끈 달아오르기, 갈증, 때때로 구내

염, 손발 덥고, 몸에 열감이 있고, 잘 때 땀나고, 

허리 무릎이 힘없고 나른하고 등의 증상에 혀(舌

質)는 암홍색으로 건조하고 설태(舌苔)는 거의 없

는 증상. 비만하거나 부종이 있거나 연변이거나 

습증(濕症)이 많으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양허(陽虛)에도 쓸 수 없다. 불면증, 화끈

거림(어린아이들은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대개 “

더워더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율신경실조

증, 신경쇠약, 불면증, 발작성빈맥, 심장신경증, 

건망증, 구내염, 갑상선기능 항진증, 고혈압증 등 

심신음허(心腎陰虛)를 나타내는 사람에게 적용되

는 방제이다. 

6.  백자양심환(柏子養心丸) : 심신음허(心腎陰虛)로 

음허(陰虛)가 가벼운 사람에게 적합한 방제이다. 

적응증은 천왕보심단을 복용해야 할 경우 보다는 

좀 가벼운 증상에 적합하다. 모든 증상과 복용은 

천왕보심단에 준해서 쓴다. 

7.  산조인탕(酸棗仁湯). Wild JuJube Seed Decoc-

tion (Suanzaoren Tang). 

 양혈안신(養血安神), 청열제번(淸熱除煩) 의 효

능을 가진 방제이다.(Nourishing the blood and 

tranquilizing the mind and clearing away 

pathogenic heat to relieve restlessness.)

 심혈허(心血虛)와 심간화왕(心肝火旺)으로 잠들

기 어렵다, 깊은 잠을 못 잔다, 꿈이 많다, 건망, 

머리 어지럽고, 동계(動悸) 등의 심혈허(心血虛)

증상과 함께 불안, 초조, 입이나 목구멍의 건조나 

갈증, 화끈거림 등의 심간화왕의 열증(熱證)을 수

반하며 혀(舌)가 紅色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적합

한 처방이다. 다시 말하면 열증(熱證)을 수반하는 

불면증에 대한 대표적 처방이 된다.

 자율신경실조증, 불안신경증, 불면증, 고혈압증, 

심장신경증 등으로 심혈허(心血虛)나 심간화왕(

心肝火旺)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방제이다. 

8.  귀비탕(歸脾湯),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 기혈양

허(氣血兩虛), 보비(補脾), 양심안신(養心安神)의 

효능을 가진 방제로 흔히 보익제(補益劑)로 분류



812016 summer

안신제(安神劑)의 효능과 응용

하기도 한다.

 비기허(脾氣虛)의 증상들 즉 피로하기 쉽고, 권태

무력감이 있고, 원기도 없고, 식욕도 부진하고, 

연변이나 수양성 연변, 조금은 추위도 탄다, 등. 

심혈허(心血虛)의 증상 즉 건망, 휘청거림, 멍하

고, 현기증, 心悸, 얕은 잠, 꿈이 많은 증상에 쓴

다. 

 다시 말하면 보기건비(補氣健脾)와 양심안신(養

心安神)을 조합한 처방이다. 이 증상에 이외로 불

안초초, 화끈화끈 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는 열감(熱感)이 심한 간화왕(肝火旺)의 증후가 

있으면 시호(柴胡)와 산치자(山梔子)를 가미한 가

미귀비탕(加味歸脾湯)을 사용한다.   

1. 인체의 구성성분. 氣, 血, 水(津液)

The Qi (Chi, 氣), blood(血) and body fluid(水, 

津液, 精) are the basis components of the body 

and maintain the life activities of the human 

body.

Qi : Vital energy, ephemeral substance, air 

like, circulation as like blood does.

Blood : A kind of red liquid rich in nutri-

tion, circulating within in the vessels. Blood 

has the function of nourishing and moistening 

the whole body.  

*nourishing	and	moistening:	유양(濡養),	자윤(滋潤)과	영양(營養).

2. 심혈허(心血虛)와 심음허(心陰虛)의 병증 감별(病症 鑑別)

3.  심화왕(心火旺) (또는 심화항성(心火亢盛)이라고도 한다.)

의 病症

심번(心煩), 불면(不眠), 다몽(多夢) → 광조(狂

躁), 섬어( 語), 안면홍조(顔面紅潮), 구갈(口渴), 

입안이나 혀에 종기발생(口舌生瘡), 혀는 홍색(舌

紅色).

4. 혈허(血虛)와 음허(陰虛)

(1) 혈허(血虛) : 피가 부족한 증상 들. 안색이나 얼굴

색이 창백하고 화색이 없다,

입술이나 손발톱 색깔도 윤기 없고 단백한 색깔

이다, 현훈, 심계, 불면, 수족이 거칠고 차다, 월경

실조(月經失措, 월경량이 적거나, 주기가 일정치 않

거나, 폐경이 빠르거나), 혀는 담백한 색이다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nourishing and moistening : 유양(濡養), 자윤(

滋潤)과 영양(營養)과의 관계.

(2) 음허(陰虛) : 입술이나 입안이 건조하거나 입술이 

갈라지기도 하며, 인후도 건조, 찬 음료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피부도 건조하고, 소변량이 적어지고, 

대변도 변 비 경향을 나타내고, 혀는 붉은 색깔이고 

설태는 아주 적거나 건조 한 증상들을 나타낸다.

附

공통점 다른점

 심혈허(心血虛)
心悸,	不眠,

多夢,	健忘	

血虛의	증상

심음허(心陰虛) 陰虛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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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의 안전사고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

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 화학제품의 용도에 대한 인체 노출과 유해

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는 

경구독성이 낮고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하더라

도 흡입노출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시판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더욱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

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99.9%-아

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 문구는 소비자들의 과

량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2000년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많은 소비자가 사망하는 등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PHMG를 가습기살

균제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기 중으로 분무되어 입

자 상태로 인체에 흡입되고 상기도 호흡기계를 거

쳐 폐에 침착된 후 염증반응을 통해 폐섬유화를 유

발한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함

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시판 전 인허가는 물론이고 시판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 소비생활

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판매되어 

생활 속 독성의
올바른 이해와 
약사의 역할

정  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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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등록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였기에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전검증

이 부족했다. 또한 시판된 후 일부 소비자들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가 늘어났던 것이다. 

셋째, 화학물질의 유해성 연구에 대한 학문적 속

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는 소비생활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론

은 학문적 성격상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아직 충분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 이후의 새로운 과학적 접근으

로 바뀔 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이

후 CMIT/MIT가 독성실험에서는 폐섬유화가 나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관련성이 

제기되어 추가 연구가 되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들이 비염,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

외 장기질환을 호소하면서 다른 질환을 유발할 가

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과학적 사실은 불확

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추가적인 연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현대인은 의약품, 의약외품, 생활화학제품 등 개

인건강용품(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에 함유된 다종다양한 화학물질과 더불

어 생활하고 있으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생산 기업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지불하는 비용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관리되는 43,000 여종의 화학

물질 가운데 위해성·안전성이 평가된 물질은 약 

15%(6,600 여종)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매

년 600여개의 신규 화학물질이 등록되는데, 등록 

시 제출되는 유해성 자료는 OECD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인 13개 자료의 절반정도만 요구하고 있

어, 유해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보건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인체유해물질은 엄밀히 말하면 통상적으로 적정

량을 사용하여 인체 내로 섭취되거나 피부에 노출

되어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그런

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유용하기만 한 화학물질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은 인체유

해물질로서의 잠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화

학제품은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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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위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건강한 현대생활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이 악영향

을 끼칠 수 있는 본래의 특성인 유해성(hazard)을 

파악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등에 

어떠한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시판 후에 건

강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의 사례는 무엇인지를 알

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된 생

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생활속 독성에 대해 살펴보

고 약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언한다. 

2. 생활화학제품속 유해화학물질

1) 세정제류

세정제류에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된 화학물질은 

주로 살생물질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주목

을 받고 있는 살생물질은 구아니딘계인 PHMG(폴

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올리고예톡시에틸

구아니디움)와 이소치아졸리논계인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OIT(올틸이소티아졸리논)로 구분된다. 이들 성분

은 세제, 물티슈, 콘택트랜즈 세정액, 유아용 살균

스프레이 등의 제품에 들어있다. 구아니딘계 살생

물질은 양이온전하 분자로서 세포벽의 음전하 셀에 

부착되기 쉬워 세포괴사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작

용이 있다. 

흡입노출될 경우 폐세포에 침착하여 염증반응과 

폐섬유화를 유발한다. 이소치아졸리논계 살생물질

은 일종의 방부제로서 세포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생성을 억제하여 증식을 방지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강한 자극성으로 

주로 피부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CMIT와 MIT가 샴

푸와 샤워젤 등의 화장품에 세균 번식을 막는 살

균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씻어내는 

방식의 화장품’에 한해 CMIT와 MIT 혼합성분을 

0.0015%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

이후 화장품업체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OIT는 자동차 항균필터에 함

유되어 호흡기로 노출될 우려로 인해 안전성이 검

토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치약과 가글액 등에 함유된 트리

클로산의 유해성이 제기되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세균과 치석 제거를 위해 사용해온 트리클

로산은 간 독성이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미

국에서는 2011년부터 금지되었다. 

2) 방향제류

방향제와 탈취제에는 향료 및 착향제, 유화제, 

산화방지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DEP나 BHT 같은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

나 호흡기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에센셜오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알러지 

유발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향성분을 

운반하는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작용, 산화

방지제(BHT 등)는 중추신경계 및 생식기 이상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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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최근 석고방향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이슈가 되어 있다. 이외에도 흡입 시 폐렴과 급성 호

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하는 '클로록실레놀'과 신장·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등 유

해 화학물질이 탈취·방향·방충·소독제 등에 쓰

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섬유탈취제품에 사용되

는 항균제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공기탈취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 BIT(벤조이소치

아졸리논)도 호흡기계 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

에 따라 안전성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방향제는 포름알데히드 메

탄올·벤젠·글리옥살·트리클로로에틸렌 등 4종, 

탈취제는 포름알데히드·메탄올·산화에틸렌·나

프탈렌·이산화염소·3-요오드-2프로핀일뷰틸

카바민산·은·벤젠·글리옥살·트리클로로에틸

렌 등 10종, 미생물탈취제는 포름알데히드·아세트

알데하이드·메탄올·나프탈렌·니켈·클로로포

름등 6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다. 일반형·

스프레이형·향초형 등 제품 타입에 따라 그 적용

기준도 다르다. 스프레이형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

제에서 확인된 유해성 원인물질인 PHMG와 PGH 

그리고 PHMB, 염화비닐, 붕소산사나트륨염 등 5

종의 물질은 사용 금지시켰다.

3) 향료 

방향제 등에 널리 쓰이는 향료 중 상당수는 식

물에서 추출한 천연향료가 아닌 화학성분을 배합

해 만든 합성향료다. 향수의 전성분 표시 중 향료

(Fragrance, Parfum), 제라니올(Geraniol), 시트

랄(Citral), 리모넨(Limonene), 벤질 벤조에이트

(benzyl Bezoate) 등이 합성향료에 해당한다. 미국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화장

품 성분의 안전도를 10등급으로 선정해 발표하는

데, 1~2는 낮은 위험, 3~6은 보통 위험, 7~10은 

높은 위험을 의미한다. 

합성향료는 8등급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합성향료의 부작용으로는 두통, 현기증, 발진, 색

소침착, 기관지 자극 등이다. 레몬과 유사한 냄새로 

사용하는 리모넨(limonene)은 흡입하면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해 안구질환·피부

질환·기침·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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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암을 야기할 수 있어 이슈가 된 바 있다. 

합성향료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로 인해 천연제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천연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한 것처럼 홍보하며 SNS 등을 통해 소

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위험할 수 있다. 개별 성분

은 유해성이 낮더라도 제조과정에서의 물질간의 화

학반응이 일정하지 않고 구성성분의 함량이 정확하

지 않은 민간 핸드메이드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제품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화장품

생활화학용품 중 화장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품 중 하나이다. 화장품 속 화학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파라벤이나 미네

랄 오일, 합성향료, 합성색소 같은 화학성분을 배제

한 제품의 출시가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여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성분이 많이 존재

하고 있다. 

화장품 속 성분 중 유해성이 확인돼 화장품에 배

합이 금지된 성분으로는 PHMG, PGH, 트리클로

산, 포름알데히드,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이 있

다. 프탈레이트계 성분 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와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EU에서 2005

년부터 독성물질로 규정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 판매되는 데오도란트 제품 중 두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DEP는 화장품에 쓰일 경우 향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용매로 쓰이거나 화장품 성분이 서로 잘 섞이

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 식약처에서 인체에 무

해하다고 판단되는 100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

제하고 있다.

5) 가정용 살충제 및 모기기피제

가정용 살충제도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되

기 쉬운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이다. 가정용 살충제

의 성분으로는 피레스로이드계와 유기인계살충제

가 가장 많이 쓰인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과

도한 신경흥분, 팔다리 저림, 호흡기장애 등으로 유

독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알레트린은 재채기나 비

염, 천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충

에 대한 선택독성이 높아 사람에게는 비교적 안전

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내분비계장애작용이 있

음이 밝혀진 후 특히 어린이 노출을 주의하도록 하

고 있다. 

유기인계 살충제는 cholinesterase 억제작용에 

의한 신경독성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살충제

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흡입 노출로 인한 인체

독성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있다.

모기기피제는 피부 또는 옷 등에 뿌리거나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의 제품이다. 

약 400억원 수준의 시장규모이며 매년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성분으로는 DEET(디에칠

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이 있다. 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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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으로 국내에서는 6개월 미만의 유아에는 사용 금

지되어 있으며 연령별로 사용법이 다르므로 고려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EU에서는 2세미만 영유아에 

사용금지하고 있고 12세 이상에서도 15%이하를 사

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향유는 미국, 캐나다, EU 

모두에서, 그리고 시트로넬라 오일은 EU에서 허가

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여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

요가 있다. 

6)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용·청결 제품은 물론 세정제·

코팅제·광택제·접착제 등까지 스프레이 제품이 

광범위하다. 헤어스트레이는 물론 얼굴 피부의 건

조를 막기 위한 미스트를 비롯하여 데오드란트, 선

스프레이가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용 제품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도 거의 스프레이 형태로 

생산한다.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타입의 제품과 같이 분사되

는 입자가 작은 제품은 함유된 화학성분이 호흡기

나 점막을 통해 몸속에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입자의 농도, 크기, 모양, 개개인의 호흡기 구조나 

물리적 상태가 호흡기계 침착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이다. 따라서 제품이 폐에 침착이 잘되는 입자크기

(0.1~2.5 μm)로 분사되는 제품을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12년 1월에는 성인 남성이 방수(water-proof-

ing) 스프레이를 옷에 뿌린 후 급성 간질성 폐렴으

로 입원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내 첫 사례로 보고되

었다. 이 사례는 방수효과와 잔류성이 탁월해서 프

라이팬 코팅제, 방수의류 등에 널리 사용되는 과불

화화합물(PFCs)이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된 후 흡입

노출이 되어 호흡기계 영향을 일으킨 경우로서 외

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품에 의한 호

흡기 질환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또한 최근

에는 가정용 세정제의 스프레이 제품의 사용과 성

인의 천식 환자가 주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된 바도 있다. 직업적 또는 전문적인 사용이 아

닌 가정에서 사용할 때의 호흡기 영향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스프레이 중에서도 압축분사식 제품은 특히 건

강 위해가 우려된다. 압축분사식 제품은 항균·살

균 등을 위한 유해물질 외에도 분사·방부 목적으

로 벤젠·아세틸알데히드 같은 발암성 물질들이 다

양하게 들어 있고, 호흡기로 침투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스프레이형의 제품사용은 반드시 필요할 경

우 외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생활화학제품의 관리현황

	

1)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의 관리

환경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이후 생활

화학제품을 단순히 공산품으로 보기에는 안전상의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5월에 제정한 

'화학물질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화평법)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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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제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KC자율안전인증으로 관리되던 8종(세정

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

착제·방향제·탈취제)과 화평법 시행으로 새로 추

가 지정된 신규품목 7종(방청제·김서림방지제·

물체탈염색제·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

부제)까지 총 15종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됐다.

그동안 이들 제품들은 화장품이 아닌 일반 생활

화학제품으로 규정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되

어 왔으나, 지난해 4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

정돼 환경부로 이관됐다. 오는 9월말부터는 품질경

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인증마크제품

도 모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제도를 따라야 한

다. 

이 제도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로 정부에

서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율

적으로 검사를 시행한 뒤, 표시사항을 정해진 규정

에 따라 표기하는 방식이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증마크는 

따로 없다. 소비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인지를 살펴야한다.

표시기준은 위해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알릴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성분 명칭과 기능, '독성 있음' 등 유해 

위험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

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기준과 표시제도

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비자 알권리를 잘 제공했

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해문구를 삽

입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외면현상이 강해질 것을 

염려하는 기업 마케팅의 속성 상, 제품 홍보를 통

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한다.

2) 살생물제의 관리

살생물질(biocide)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자연 또는 산업 생산물에 피해를 주는 유

기체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부제, 살충제, 

농약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독성물질로 규정하

고 있다. 이 화학물질의 기능은 균과 해충의 세포

를 파괴하는 것인데, 사용자인 사람에게도 유해영

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이 고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선진국(미국, EU 등)은 

살생물질을 별도의 법제도로 구분하여 엄격히 규제

하고 있다. 

특히 EU의 규제가 가장 엄격하고 세밀하다. 우

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내에 살생물질 함유 제품(살생물제)을 ‘위해우려제

품’에 포함시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별도의 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추

진되고 있다. 

3) 화장품의 관리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돼 화장품 전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향을 내는 성분의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로 

인정돼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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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26개 성분에 한해서만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향수에 적힌 전성분표시

만 보고는 향을 내기 위해 어떤 합성향료가 사용됐

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제품 구매 전 전성분을 파악하는 것과 더

불어 사용시에 제품에 표기된 사용법과 사용상 주

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4. 약사의 역할

약사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국민들이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행동요령을 교육함과 아울러 위

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

록 지도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건강상 위해는 화학물질 고유의 유해

성(독성)의 정도와 사람에 노출되는 빈도가 종합되

어 나타나게 된다. 위험한 화학물질이라고 해도 노

출 빈도가 적으면 안전하고 반대로 유해성이 낮은 

물질도 자주 노출되면 위해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직까지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화학물질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일반적인 행동요령으로 냄새나 향기가 있는 제품

을 사용할 때는 집 안을 자주 환기하고,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성분이 함유된 방향제나 탈취

제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모든 연령대에 걸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

으나 태아의 폐·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

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 특히 유의한다. 

최근 화학물질과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증가 

원인으로 화학물질의 빈번한 접촉과 더불어,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신체기능 저하, 밀폐

공간 생활의 증가, 영양불균형에 의한 면역력 저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체내 축적으로 인

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히스테리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폭력성과 행동장애 등 성격이상을 유발하

는 것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과민

증이 의심되는 소비자의 경우 화학제품 사용을 피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를 경감하도록 

권유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화

학성분이라도 어떤 용도로, 얼마나, 누구에게, 어

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생활화학제품에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는 화학성

분이라도 함량이나 사용법을 제한해 법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 제품

에 적힌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성실히 따라 사용하



90

정보수첩     생활독성과 약사

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할 때 표시라

벨을 확인하고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

하고 확인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기된 화학성분의 면

면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약사는 전

문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

게  를 충족시켜야 한다. 수시로 위해우려제품 등

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환경부, 식약처 등)의 홈

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파악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피해보상의 입증자

료로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중요한 단서가 된 사

례로 볼 때 소비자들에게 피해에 대비하여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관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겠다. 

약국은 건강 파수꾼 역할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취급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생

산한 제품들은 규제의 빗장을 통과하여 판매되기는 

하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인지, 함유성분의 안전기준이 

약사법과 화장법 등 여러 법에 적용되는 제품인지,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지 등을 각별히 살피며 신경 써야 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문제제품을 

유통 판매한 기업이나 업체들도 비난의 대상이 됨

을 볼 수 있으므로 과대광고 또는 홍보 메시지를 그

대로 옮겨 마케팅을 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약국은 생활화학제품 등의 시판 후 안전을 

감시하는데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약국만이 아

니라 약국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작용

이나 이상증상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에게 

문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판 후 의

약품 감시체계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처럼 향후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시

판 후 감시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시판 후 위해성을 모니터링하여 약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위험에 대한 공포심은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에 

대한 견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

제 사건과 같은 재앙에 처하게 되면 생활 속 화학

물질의 위험에 관한 객관적 사실들은 일부에 불과

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이

기보다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지나친 공포

심으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게 된다면 

화학제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케미포비

아’나 화학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거부하는 ‘노케미

족’이 될 수 있다. 

약사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불안 과잉상태

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공포가 만연한 상황

에서 대중의 보건의료 교육자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간다면 국민의 신뢰가 더

욱 견고하게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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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 안전사용 협력 강화(4.1)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면담(6.8)

정춘숙 국회의원과 약계 현안 의견 교환(6.17)대한약사회 제38대 집행부 워크숍 개최(4.9~4.10)

‘회원과의 대화’ 통해 현장 의견 수렴(6.25~26)‘2017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4.20)

성동분회, 대한약사회에 약권성금 전달(5.25)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6.29)

손문기 식약처장과 현안 관련 의견교환(6.22) 성북구분회, 대한약사회에 약권수호 성금 전달(7.1) 규제개혁 악법 저지 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 개최(7.15)

대한약사회 포토&이슈 Photo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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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2016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약사체험부스 운영(7.14~16)  

여약사위원회 워크숍(7.23~24)

대구지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에서 나눔의료 봉사활동(6.4~6.11) 

제10회 팜엑스포 개최 및 대구시약사회 회원연수교육·마약류 취급자 교육(6.25~6.26 대구엑스코) 

부산지부

부산시여약사회, 캄보디아 장학·교육사업을 위한 의약품 전달(7.19 약사회관)

약국환경개선 위한 <Change Pharmacy Project> 사업설명회 개최(7.19 대한통운암웨이빌딩 중강당)

인천지부

인천시약사회관 방수공사(6.16)

인천 여성건강축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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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의약품안전사용 강사양성교육(6.22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100강당)

OTC 세미나 -“상처치료의 1차 선택”(7.20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대강당)

대전지부

초도이사회 및 지부·분회임원 워크숍 개최(4.16~17)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6. 22)

울산지부

보강복지재단에 성금 전달(3.22)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구급함 전달(6.17)

경기지부

제11회 경기약사 학술대회 개최(6.19 킨텍스 제2전시장)

필리핀 바세코·나익 지역 투약봉사 및 의약품 지원(7.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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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강원도약사회 연수교육 개최(6.12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볼룸)

제1차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교육 개최(7.6 강릉문화원 나눔방)

충남지부

의약품 화상자판기 도입 반대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5.26~6.1 논산·보령·서산·천안)

회원연수교육 개최(6.19)

충북지부

약사연수교육 및 마약류 교육 실시(6.19 충북대개신문화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기청소년 위한 구급상비의약품 및 종합영양제 전달(7.19, 7.21)

전북지부

전북·강원·경북 3도 친선 교류회 개최(6.19 부안군 마실길~내소사)

약국직원 서비스전문가 교육 성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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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초도이사회 및 임원워크숍(4.2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약사연수교육 실시(5.1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경북지부

약무자율지도워크숍(5.28~29 구미 금오산호텔)

권역별 학술 강좌 개최(6.11 구미시약사회관, 6.12 포항청소년수련관)

경남지부

회원 연수교육 및 규제개혁 악법 저지결의대회(7.10 창원컨벤션센터 경남지부)

저소득층 청소년에 여성용품 지원(7.22)

제주지부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모금함 개봉 및 전달식(3.24)

약사연수교육 개최(4.2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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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2016년 여름, 수십년 만에 가장 뜨거운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

습니다. 각박한 환경 속에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신경계질환과 불쾌지수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및 각종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편의성만을 앞세운 정부의 정책 추진이 회원들의 두통을 유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을 파괴하여 국민건강을 영리화 하려

는 정부의 위험한 정책 추진에 맞서 우리 약사회는 이익단체의 권리

가 아니라 실로 최전선의 국민건강수호자로서 복약지도 등에 최선

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호에서는 학술특집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 알코

올·니코틴·약물·인터넷 중독, 수면장애,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등 정신과 질환의 ‘증상과 치료 및 증상별 처방약 선택과 처방의도 

해설’, ‘질환에 따른 환자의 복약지도’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는 화

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정보수첩에서 ‘생활 속 독성의 올바른 이해와 약사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약의 정신신경계 약물인 ‘안신제의 효능과 응용’을 주

제로 젊은 약사를 위한 한약강좌를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인 6년제 

약사 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한국 약학교육의 흐름을 짚어보는 ‘한국 

임상약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기획했습니다.

본 학술지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알고 최신

지견의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 속에 파고드는 약

사상의 최고 실천 덕목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보건의

료 환경에 발맞춘 주제와 내용으로 회원 여러분께 알찬 학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편집위원장		양 덕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