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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은 외국에 비해 각 중독 유병률이 2~3배 높은 수

치(한국 약6%, 외국 약2%)를 보이고 중독자 수가 800만

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접근에 더욱 관심

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1].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SUD 치료개입은 병원 치료에 치중됐고 종종 임상종사자

들의 제한적‧단기적 치료접근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SUD 

치료에 요구되는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개입 및 장기

적 관리는 미흡했다. 또한, 국내 교도소는 중독성 범죄자

에 대한 재활치료가 미비했고, 최근에야 교도소 내 심리

치료과가 개설·운영되기 시작하여 중독치료 및 재범방

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더욱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SUD 치료가 갖는 여러 가

지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외로 다양한 가상현실치료

(VRT)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나 아직까지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살펴 일상생활에서 SUD의 특수성을 정밀히 반영

한 치료개입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2]. 최근 영국에

서는 Davies(2015)의 라이프스타일 균형 모델(Lifestyle 

Balance Model)을 바탕으로 맞춤형 웹-기반 SUD 회복프

로그램인 Breaking Free Online(BFO)을 개발‧보급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소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SUD 치료에서 도메인 모형 사용

  도메인 모형은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을 근간으로 질병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심리

적, 사회적 변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각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영국에서는 정

신보건 분야에서 사용되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이 SUD의 

심리사회적 치료개입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한 예로, 국제치료효과 프로젝트(International Treatment 

Effectiveness Project, ITEP:5)에서 시작한 치료기관 및 

임상의가 도메인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일이다[3].

2. SUD를 악화시키는 요인 :‘라이프스타일’

  최근에는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건강과 관련한 일반문

헌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SUD와 중독재발에 관련해 연구한 것은 Alan Marlat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 시도됐다. Marlatt는 라이프스

타일 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이프스타일 균형

은 개인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양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의 양을 비교한 것으로, 식생활, 사회적 관계 

및 영적 생활도 포함된다[4].” Marlatt는 라이프스타일 균

형 또는 불균형의 정도가 개인의 물질 방종 및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3. SUD에서 라이프스타일과 회복의 역할

  라이프스타일은 SUD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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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에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의료계에 소개되고 있다. 중독 과학 분야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독 회복에 있어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적절한 

치료개입과 장기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알려졌으나 낙인, 노출, 비용에 대한 우려로 정신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했

다. 따라서 중독 치료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자가 관리 체계가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Davies(2015)의 라이프스

타일 균형 모델(LBM)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개발된 웹기반 SUD 회복 프로그램인 Breaking Free Online(BFO)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SUD의 치료적 개입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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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Recovery)’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복

이란 중독자 개인의 물질소비 감소 또는 중단과 함께 자

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건강, 웰빙, 기능의 측면

을 증진하는 과정이다. 회복을 촉진시키는 생활습관 요

인의 중요성은 이미 선행연구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3].

4. 라이프스타일 균형 모형(LBM)

  LBM은 인지, 감정, 생리 요인, 행동 및 환경을 포함하

는 5-요소 인지행동 모델의 확장으로 여섯 번째 도메인

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가하여 일상생활에서 SUD에 영향

을 주는 영역을 파악하며 각 도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다[3].

Ⅲ. 영국의 BFO 적용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

  지난 8년간 영국 지역사회에 제공된 BFO 프로그램에

는 인지행동치료 및 마음챙김 기법을 포함한 22개의 근

거기반 치료개입기술의 상호전략이 들어있다. BFO 사용

자는 먼저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신측정평가를 완료 후, 

어떻게 삶의 여섯 영역(어려운 상황, 부정적 생각, 비참

한 감정, 갈망을 포함한 육체적 감각,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라이프스타일)이 물질사용과 관련해 개인이 겪는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도식으로 확인한다. 그 후 회복

을 위해 각 영역에 해당되는 맞춤형 전략이 정보전략과 

행동전략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영국 의학연구위원회(UK Medical Research Council) 

지침에 따라 발표된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기술법

(describe)인 근거기반의 행동변화기술 분류법(Behavior 

Change Technique Taxonomy v1)을 사용하여 BFO의 

복잡한 임상적 치료개입콘텐츠에서 행동변화를 야기하는 

기술들(techniques)을 식별해냈다. BFO의 각 전략에 대

한 액션 메커니즘(mechanisms of action)을 조사한 연구

에서는, BFO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 조언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임상 콘텐츠를 타깃팅 할 수 있음

을 나타냈고, 인지재조정(Cognitive Restructuring)전략 

완료 후 정신 건강, 삶의 질, 물질 의존 및 생물심리사회

적 기능의 향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BFO는 영국

에서 ‘가상캠퍼스(Virtual Campus, VC)'를 통해 지역사회

에 보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부터는 교도소 IT 기

반시설을 통해 교정시설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BFO

는 영국 지역사회를 위한 가상캠퍼스(VC)에 포함된 최초

의 의료복지(healthcare) 프로그램이며, 영국 법무부 교

정 서비스 자문위원회(the UK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Services Advice and Accreditation Panel)

에 의해 인가된 수형자를 위한 최초의 디지털 치료개입 

프로그램이다. BFO를 사용한 수형자(16명)의 질적 인터

뷰 자료에 따르면, BFO 개입이 약물 금단 유지에 도움을 

주는 대처기술 개발 및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출소 전 BFO 개입을 받은 수형자

(남성, 151명)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적 임상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알코올 및 약물 의존과 소비가 유의하게 감

소했고, 삶의 질과 생리심리사회적 기능이 유의하게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5].

Ⅳ. 결론 및 논의

  국내 SUD 치료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영역을 반영한 맞

춤형 웹기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개발‧보급

할 것을 제안한다. BFO는 SUD 병인학과 개념화를 위해 

고안된 LBM을 바탕으로 SUD의 특수성을 세심히 반영한 

SUD 컴퓨터 보조 치료개입 프로그램이다. 이를 국내의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에서 적용 시 중독자의 재발 예방 

및 억제뿐 아니라 실제적‧효과적‧효율적 방법으로 SUD의 

치료와 장기적 회복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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