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T-UP Session 467

I. 서론 

  국내 중독자수는 약 8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외국에 

비해 각 중독 유병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

어,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 접근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된

다[1]. 그러나 국내의 중독치료는 입원치료가 중심으로, 

입원기간이 장기화되고 중독의 재발이 잦다. 또한 지역

사회의 중독 관련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고비용 

및 저효율 구조를 띤다. 기존 중독회복에 대한 보완책으

로 12단계를 바탕으로 한 중독회복 프로그램이 운영 중

에 있지만, 12단계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색채, 개인의 

무능함 강조 등의 특징으로 인한 참여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중독회복의 

패러다임 확장을 위해 Albert(1994)가 미국에서 시작하여 

현재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SMART(Self Management and Recovery Training) 

Recovery를 국내에 소개 한다.

Ⅱ. 본론 
 

1. SMART Recovery

  1985년에 Jack과 Lois Trimpey가 Rational 

Recovery(RR)를 창립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RR 단체 미

팅이 확산되다, 1994년 10월에  Albert Ellis 박사가 

SMART Recovery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독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R은 중독에서 벗

어나기 위한 동기부여와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4 가

지 행동 이론-변화 단계(Stages of Change), 동기 강화 

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인지 행동 치료(CBT),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REBT) -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4-Point Program”으로 중독성 행동을 극복하는 도구와 

기술을 가르치는데, ①동기 부여 및 유지(Building and 

Maintaining Motivation), ②충동 대처(Coping with 

Urges), ③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 관리(Managing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④균형잡힌 삶

(Living a Balanced Life)이 있다, 따라서 SR은 AA/NA 

모임보다 많은 심리 및 정신 요법을 수반하며. 따라서 

SR은 셀프 임파워링(self-empowering)과 과학적 증거 기

반(evidence-based)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온

라인·오프라인 모임 및 중독 회복을 위한 채팅방, 공개

토론 등 중독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공된다[2].

2. 12단계 프로그램의 한계와 SMART Recovery

  12단계 중독회복 프로그램 참여자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Connors, Dermen, 1996)에서는 AA의 중독

회복에 대한 영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

이 66.2%였으며, 단주의 무능함에 대한 강조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한 참여자

는 36.9%에 이렀으며, 또한 61.3%의 응답자가 다른 AA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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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lcoholics Anonymous(AA)/Narcotic Anonymous(NA)의 12 단계 중독 회복 프로그램과 선배 회복자의 지지는 중독 치료 모델에

서 성공적인 회복에 기여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12단계 중독회복 프로그램의 특징은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자신

의 무력감과 영적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 특징이 일부 참여자에게 

거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AA/NA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지

만 사회적 지지를 포기하는 이탈이 발생하여 참석자의 회복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이에 서구 여러 나라에서 AA/NA와 유사하지

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이 가능하고, 외부의 존재에 대한 의존이 아닌 중독자 스스로가중독을극복하게도와주며 다

양한 형태의 중독의 문제를 다루도록 돕는 SMART(Self Management and Recovery Training) Recovery가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독회복에 상호자조집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12단계 프로그램이나 오프라인 모임 외에 다른 대안이 없

는 국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SMART Recovery에 대한 정보와 접근방법들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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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예: 기도, 신에 대한 언급) 의무적인 12단

계 중독 프로그램 참석이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

다고 판결했다[3]. 대신 법원은 12 단계 중독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 옵션(비종교적인 옵션을 포함하여)중 하

나로 선정하는 것은 허용했다. 비종교적 대안 중 하나인 

SR은 12단계 중독 프로그램보다 유동적이고 유연하며, 

셀프 임파워링(self-empowering)을 표방하여 영적 기반

이 아닌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방법을 기초로 중독 

회복에 접근한다. 따라서 SR은 과학적이고,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중독회복 접근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지지를 받고 있으며[2], 12단계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대

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표 1. 12단계와 SR 주요 특성 비교

구분 12단계 프로그램 SMART Recovery
회복
요구

절대권력. 신앙의 요소, 
외부의 힘

개인의 내면적 힘에 향상,
회복 기술 훈련

특징
무력함 인정,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용,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통제를 
위한 훈련, 변화를 만들어가기

융통성 엄격, 비유동성 유연, 유동성

단계 12단계
4단계(동기부여, 충동대처, 
문제해결, 균형적인 생활습관)

접근 공개. 비공개 모임 24시간 연중무휴, 온라인

시작 1939년 1994년

요법 수용,무력감 인정
동기부여, 인지행동치료, 합리적 
감성행동요법

적용
중독

AA, NA 등 모든 물질중독, 행위중독

진행자 자조모임(비전문가) 훈련된 진행자(표준품질 제공)

크로스
토크

불가능 가능

3. SMART Recovery 적용 현황과 선행연구

  해외에서 SMART Recovery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2017년 기준 SMART는 미국 49개 주에서 

약 1063개의 회의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약 900개의 회의를 개

최했다.  SMART Recovery 참석자가 AA 참석자보다 훨

씬 높은 내적 통재 소재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4]. 

SMART Recovery로 알코올 사용 및 마리화나 사용을 줄

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SMART Recovery 참여 기간과 

금주 기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12단계 

회복 모임 참여자에 비해 SMART Recovery 참여자들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더 많이 보였고, 그 정도가 덜 

심각했다.

  종단연구에서는 상호자조회복집단으로 SMART Recovery, 

LifeRing Secular Recovery, Women for Sobriety, 그리고 

AA에 대한 중독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SMART Recovery

의 멤버들은 AA의 멤버들만큼 중독회복의 성공률이 유

지되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5]. 

  

Ⅲ. 결론 및 논의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중독 회복에 대한 다양한 프레

임을 가진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12단계 

중독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독자의 성향에 맞게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고, 신앙적 부담감 없이 셀프 임파

워링과 자립적인 회복을 지지하는 SMART Recovery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학적인 효과가 검증된 다양

한 회복 이론의 적용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느 때

나 필요한 사회적지지를 제공함으로 중독에서 회복에 길

로 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SR의 

장점들과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여 발전시킨다면 국내에서도 중독 회복을 위한 상

호자조집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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