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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김  낭  희

세계적으로 불법적 약물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심각한 약물

사용의 문제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인간행동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지만 전문적 치

료는 중독자의 행동변화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도울 수 있다. 약물중독에 대한 

전문적 치료서비스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약물사용자들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대

부분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이용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치료적 개입

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

의 개인 특성은 불변적 특성이 강해 현실적으로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

다. 하지만 약물사용자의 태도나 신념 등 인지적 차원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가

변적 특성이 강해 비용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와 달리 복잡한 인지적 판단과정에 의해 결정

되므로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서비스 이용 행동을 예측하는 중

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

적인 행동이론들이다. Andersen 모형으로 잘 알려진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은 

수십 년에 걸쳐 건강서비스이용행동을 예측하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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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해 왔으나 인간행동에 주요한 영향요인인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였다. 반면 계획행동이론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통해 인간행동의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으로 많은 연구에 적용되어 왔으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개인의 배경요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Bradley 등(2002, 2004)은 Andersen의 건강서비스

이용행동모형에 계획행동이론을 수렴한 통합모형으로 인간행동의 설명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통합모형은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개인 특성(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과 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국내 약물사용자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을 재정립한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을 분석틀로 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에 기반하여 약물사

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을 규명하고 태도 및 신념체

계 특성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셋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매개하는가.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전국 27개 기관을 통해 약물사용(경험)자 649명의 자

료를 수집하였고, 이상치를 처리한 610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 중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요인 중 성별, 과거치료경

험, 그리고 욕구요인 중 정신과적 진단, 불안·우울, 약물남용심각도로 분석되었

다. 개인 특성 중 가능요인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과 정신과적 진단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도는 간접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안·우울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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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경로를 통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정신과적 진단은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총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신과적 진단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실

질적인 유의미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중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으로 분

석되었다. 약물사용자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태

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감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도

는 약물남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고, 주관적 규범은 과거치

료경험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며, 약물남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과거치료경험과 약물남

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세 가지 요인은 과거치료경험과 약물남

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또는 완전매개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을 통합하여 ‘의도된 건

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으로 이론적 개념틀을 재정립하였으며, 약물사용자의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데 이론적 함의가 있

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으로는 단약동기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개입

관점을 치료의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약물

사용자의 치료의지 향상을 위하여 그들의 태도 및 신념체계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복지현장과 교정현

장에서 서비스제공자 입장이 아닌, 약물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프로

그램을 기획하는데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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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World Drug Report 2014’에 따르면 2012년 15~64세 세계 인구 중 최소 

1억 6,200백만 명이 불법약물을 사용하였으며 1,600~3,900만 명은 약물사용장

애나 의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14, p. 1). 미국의 경우는 2013년 12세 이상 인구의 

9.4%인 2,460만 명이 불법적 약물사용자로 추정되며 이 중 690만 명이 물질사

용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4, p. 15, 81). 국내 약물사용자의 수는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약물사용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강은영, 조소연, 2014).1) 조사 결과로 추정해보면 2014년 한국 성인 인구 중 

지난 1년간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인구는 약 138만 명, 물질관련장애 진단

가능성이 있는 인구는 약 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2) 

그렇다면 약물사용문제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UNODC(2014, p. 8)는 전 세계 약물사용자 6명 중 1명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했

다고 보고하였으며, 미국은 약물사용문제에 대한 치료욕구3)가 있는 760만 명 중 

150만 명이 전문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AMHSA, 2014, 

p. 96).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약물중독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약 15~20%가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법적규제가 되는 

1)「약물 이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국내 7개 대도시 만20~69세 성인남녀 4천 명을 대
상으로 마약, 향정, 대마, 유해흡입물질, 치료목적 이외 일반약물 오남용에 대해 조사하였다(강
은영, 조소연, 2014, p. 61, 131). 

2) 위 조사는 2014년 6월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약물사용자를 추정하였다. 지난 1년간 약물오남용을 포함
한 불법적 약물사용자는 153명, 물질관련장애가 있는 사람은 52명이다(강은영, 조소연, 2014, p. 
144, 146). 

3) SAMHSA(2014, p. 92)는 치료욕구가 있는 사람의 개념을 DSM-IV에 의한 물질관련장애 진단기준
을 충족하거나 전문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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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치료에 국한하여 집계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약물사용자는 241명에 불과하였다.4) 법적 규제대

상이 되는 약물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 중 약 19만 명이 물질관련장애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비하면 치료서비스 이용률은 0.1% 밖에 되지 않는 미미

한 수준이다. 

약물중독은 그 의미에 모호함은 있지만 통상 강박적 약물사용이 특징인 만

성 재발 뇌질환으로 개념화된다(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2014a, 2014b). 약물중독은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

문에 약물중독자의 회복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

는 평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Adams & Grieder, 2004; Fisher & Harrison, 

2009; NIDA,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1998)은 위와 같은 

회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여 재활개념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약물중독치

료를 정의내리고 있다. 약물중독치료란 약물중독자에 대한 판별, 원조, 건강 돌

봄,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향정신성물질 사용자가 건강서

비스제공자 및 지역사회서비스와 접촉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과정으로 개념화된다. 

때문에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약물을 중단하기 위한 치료서비스를 

의미하지만 대개 의료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 그리고 교육, 법률, 재정, 직업재

활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NIDA, 2012; WHO, 1998). 약

물중독의 회복은 약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된 행동에서 출발하는데 대부

분의 중독자에게 의도된 행동이란 치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Fisher & 

Harrison, 2009). 즉 약물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것은 약물중독회

복이 시작되는 유의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행동변화를 위한 원동력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지만 약물중독 

치료는 중독자의 행동변화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도울 수 있다.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효과성은 이미 광범위하게 입증된 바 있다(Hubbard, Craddock, & 

Anderson, 2003; McLellan et al., 1994; Prendergast, Podus, Chang, & 

Urada, 2002). 어떤 종류의 치료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치료서비

4) 검찰의뢰 치료보호 11명, 자의입원 치료보호 54명, 기소유예자 조건부교육 치료보호 140명, 치료
감호 36명(대검찰청, 2014, p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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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약물사용을 막는 기제로 작동한다(Brecht, Anglin, & 

Wang, 1993; NIDA, 2012). 약물중독치료의 중요성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

서도 논의되어진다. Marlatt, Tucker, Donovan, Vuchinich(1997)는 약물사용자

가 일반인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면서도 약물중독 전문치료의 이용률

이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약물사용자가 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적합한 치료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치료서비

스 이용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한 국

내 선행연구 동향을 보면 약물사범 치료체계에 대한 제도분석 연구가 대부분이

다(남선모, 2014; 박성수, 2013a, 2013b; 이효순, 2011; 황만성, 2014). 개별적

인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강선경, 2005; 강선경, 윤현준, 2004; 김용석, 2002; 조중현, 손정락, 2013, 박

상규, 2002; 홍세영, 김소진, 2010)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김낭희, 2008; 김희수, 2002; 하유정, 2008).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는 주로 형사처벌에 의한 강제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보호5), 치료감호, 교정처우, 보호관찰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제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중독 치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은 당연히 사법당국이 치료보다 처벌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사법당국

의 처벌선호 경향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에서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다(박성수, 2013a). 실제로 약물사범에 대한 사법적 처우로서의 치료서

비스를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약’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고 잡다한 프로그

램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은 무시되고 약물중독 

치료모델, 치료철학, 과학적 임상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한 흥미위주의 프로

그램이 펼쳐져 있어 현재의 치료체계 내에서 치료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박성수, 2013a, 2014; 이철희, 2009).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위 주장에 힘을 싣게 된다.6) 이미 약물사용

5) 치료보호는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의뢰 치료보호로 나누어진다(보건복지부, 2015, 
p. 195). 두 가지 모두 개인이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소유예부 검찰
의뢰 치료보호는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치료·교육 조건에 동의하
지 않으면 기소가 된다. 따라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치료로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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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대상에게 약물의 약리적 작용이나 신체적 폐해에 대해 교육하는 것

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약물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경험을 한 약물사용자

가 약물폐해교육을 통해 단약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 ‘임상경

험’이 있는 약물사용자에게 이론적으로 약리적 작용을 설명함으로써 약물사용자

로부터 ‘마약을 모르는 전문가’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이론적인 약물폐해교

육은 예방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약물사용자에게는 자칫하면 치료

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약물폐

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약물사용으로 인한 즐거움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 

많은 연구에서 국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제도 개편에 대한 대안으로 약물

법정, 임의치료제도, 전문인력 양성, 국가통제기구의 내실화, 민간치료시설 확충, 

교도소 내 치료공동체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강경래, 2013; 남선모, 

2014; 박성수, 2013a; 이효순, 2011; 장성원, 2011; 황만성, 2014). 십여 년 전

부터 학계에서 약물법정(drug court)과 같은 치료적 전환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

해 왔으나(강경래, 2013; 김성이, 김만지, 김은아, 2003; 장성원, 2011) 사법현

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한국 약물사용자

들의 하위문화에 대한 이해없이 국외에서 개입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치

료공동체(TC: Therapeutic Community)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려다(강은영, 신

성만, 홍민지, 2012) 중단되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제도 개선의 목소

리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거나 혹은 약물중

독 기제에 대한 이해나 한국 약물사용자 문화에 대한 충분한 임상경험 없이 무

모하게 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중독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NIDA, 2012).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시적으로는 약물법정 도입과 같이 약물사용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의 기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성질환이라는 중독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약물사용자 스스로 장기적으로 중독

6) 이철희(2009), 조성남(200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2015.07.25. 검색)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내용 참고. 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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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물사용자는 단약

을 결심해도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 중독행동을 중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ung & Shek, 2008; Horwitz, 1987; Howard et al., 2002; 

Marlatt et al., 1997). 많은 약물사용자가 중독의 강박적 기제를 이해하지 못하

고 중독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발을 경험한 

후 결국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며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단 몇 시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하고 회복할 수 있다

면 그토록 많은 약물사용자가 재범으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적 

처우현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물사용자들의 치료의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국외에서

는 관련 연구가 오랜 기간 수행되어 왔다. 인간의 건강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이

론적 모형으로 건강신념모형, 서치만모형,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Andersen 모

형), 질병행동모형 등이 있다(문창진, 2011; Becker et al., 1977; Conner & 

Norman, 2005; Veeder, 1975). 그 중 Andersen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은 

국가단위 내의 소규모집단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연구모

형이다(문창진, 2011, pp. 235-237; 이상용, 2004, pp. 12-16). 물론 약물사용

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연구에도 많이 적용되어 왔다. 연구에 의하면 약물

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은 인종,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수입, 보험, 

사회적지지 그리고 이전 치료경험이나 약물중독의 심각도, 범죄력 등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낭희, 2008; Carlson et al,. 2010; Hser, 

Maglione, Polinsky, & Anglin, 1998; Oser et al., 2010; Padgett, Struening, 

& Andrews, 1990; Saum, Hiller, Leigey, Inciardi, & Surratt, 2007; Webster 

et al., 2006).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

용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Andersen 모형은 주로 외

현적인 인간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잡한 인지적 판단과정의 결과로 나타

나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약물사용자의 약물중독 치

료서비스 이용 행동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기에도 부족하였다.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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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Bradley 등(2002, 2004)도 선행, 가능, 욕구요인으로 구

성된 세 가지 개인 특성 요인만으로는 의도된 인간행동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Bradley 등은 Andersen 모형

에 계획행동이론을 수렴한 확장모형을 제안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인간

의 행동은 의도와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의도는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

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Ajzen, 

2005; Fishbein & Ajzen, 2010). 

계획행동이론을 수렴한 Bradley 등(2002, 2004)은 외현적 인간행동에 초점

을 맞추던 기존 Andersen 모형과 달리 인간행동의 의도(intention)에 관심을 두

었다. 물론 기존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건강서비스이용의 실제 행

동 대신 의도를 측정하기도 한다(Galvin, Fu, Nguyen, Glasheen, & Scharff, 

2008; Pikington, Msetfi, & Watson, 2012). 특히 한국같이 약물중독 치료서비

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행동수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행동 대신 의도를 조사하기도 한다(김낭희, 2008; 김

희수, 2002). 하지만 서비스 이용 의도는 이용자의 미충족욕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 주기 때문에 때로 실제 서비스 이용 행동을 조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상

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또한 Bradley 등(2002, 2004)은 기존 

Andersen 모형에서 선행요인으로 구분했던 신념 요인을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하

여 서비스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으로 구체화하였다. 기

존 Andersen 모형에서 신념은 개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일반화된 신념

으로 이해되어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특정 행동에 대한 구체화된 태도 

및 신념체계이므로 행동 의도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와 달리 매우 복

잡한 인지적 판단과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비스이용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의 영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정(denial)’은 약물사용자의 대

표적인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이다(Howard et al., 2002).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약물사용문제를 부정하며 외부 도움에 적대적인 것이 

약물사용자의 일반적인 태도이다(Chung & Shek, 2008; Horwitz,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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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att et al., 1997). 때문에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연구에서 태도 및 

신념체계에 대한 관심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증진에 더 많은 임

상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서비

스 이용에 대한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나 치료개입적 측면에 

함의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의 개인 

특성은 불변적 특성이 강하여 현실적으로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하지만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같은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가변적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개입목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감의 변화에 개입했을 때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는 것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Stecker, Fortney, 

Hamilton, Sherbourne, & Ajzen, 2010). 

Andersen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장단점을 보완한 통

합모형은 개인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보다 다각적으로 발

전시켰다. 모형을 제안한 Bradley 등(2002, 2004)도 자신들의 모형이 인간행동의 

예측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국내 약물

사용자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서비스이용

행동모형을 통해 약물사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예측하는 개인 특성 요인을 규명하

고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행동 의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선행요인, 가능요인, 욕

구요인)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치료서비

스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개인 특성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인과관계에서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매개요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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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개인 특

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

이 있다. 궁극적으로 연구를 통하여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증진을 

위한 개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입증함으로써 향후 국내 약물사용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도 개선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 9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약물중독 회복과 치료서비스

1. 약물중독의 개념

WHO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약물중독(drug addiction)은 정기적 또는 만성

적 약물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약물중독자는 선

호약물에 대해 강박을 보이며 약물사용행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거나 바꾸는 데 

큰 어려움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전형적으로 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약물 

중단 시 금단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중독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다(WHO, 

1994, p. 6). 그러나 WHO는 1960년대부터 약물중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

하도록 권고하며 ‘질병 및 건강관련문제 국제진단기준(ICD-10)’의 진단용어7)로

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WHO, 1964). 임상현장에서 정신장애 진단기준으로 널

리 사용되는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 역시 중독을 진단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8) 

WHO와 APA는 중독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어진 바가 없고 그 의미가 모

호하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중독 대신 약물의존(drug 

dependence) 또는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진단용어로 사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독은 대중적 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는 의존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는 한다(APA, 2013; WHO, 2003). 

다른 한편으로 NIDA는 WHO나 APA와 견해를 달리하여 약물중독을 명확

7) ICD-10(Ver.2015)은 ‘V. F10-F19. 향정신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위군으로 급성중독(acute intoxication), 위해사용(harmful use), 의존증후군, 
금단상태 등 10개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WHO ICD-10 웹사이트, 2015.07.25. 검색

   http://apps.who.int/classifications/icd10/browse/2015/en#/F10-F19)

8) DSM-5는 알코올, 카페인을 포함한 10개 약물과 관련하여 물질관련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s)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물질관련장애는 ①물질사용장애, ②물질로 유발된 장애로 
구분된다. DSM-4에서는 물질사용장애를 의존, 남용으로 구분하였으나 DSM-5는 두 개념을 구분
하지 않고 통제력상실, 사회적 손상, 위험사용, 약리적기준에 따라 경도(mild), 중도(moderate), 
심각(severe)으로 구분하여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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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의내리고 있다. NIDA는 특히 약물사용충동에 대한 통제불능 상태를 강조

하며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는 만성(재발) 뇌질환’으

로 약물중독을 정의하고 있다(NIDA, 2014a, 2014b). 

한국은 정신의학 및 임상 영역에서 중독, 남용, 의존의 개념9)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중독, 섹스중독, 쇼핑중독 등 행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어 약물중독도 유사한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한국에서 ‘약물’10)이라 함은 통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물질을 

의미한다.11) 마약류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치료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 개념을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

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용어 정의는 다소 추상적이나 동규정 제11조에서 

마약류중독자 판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개월 이상 주

기적인 마약사용, 육안으로 확인되는 주사자국, 약물시약테스트 양성반응, 그 외 

전문가의 판단 등에 의해 마약류중독자 여부를 판단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한 중독자 판단기준은 치료보호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

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신의학계에서는 약물중독, 약물남용, 약물의존 등의 개념을 세

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제도운영이나 서비스제공 등 현실적인 사안에 있어서

는 사회적 용어로서 약물중독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WHO와 APA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약물중독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

념정의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와 같이 약물사용자로부터 자

료를 수집한 실증연구는 정신의학적 기준에 의한 개념보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되

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대중용어로서 중독의 개념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약물중독의 개념을 의도적인 비치료적 약물사

9) ‘의존(dependence)’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또는 나쁜 기분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용(abuse)’은 비의료적 목적으로 지속적·산발적으로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WHO, 1994, p. 4, 28).

10) ‘약물(drug)’은 의학적·약리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향정
신성, 불법적, 비의료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WHO, 1994, p. 34).

11)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질병 정보. ‘약물중독: 약물남용의 역사와 현황’. 
   2015.07.25. 검색 http://health.mw.go.kr/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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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강박적 약물사용, 통제불능의 약물사용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내

리고자 한다. 

2. 약물중독 회복과정에서 치료의 의미

정신건강 영역에서 회복의 개념은 단일한 용어로 정의내릴 수 없는 포괄적

인 개념이다(Ralph, 2000). 정신질환의 발병과 회복은 ‘고통과 번민―자각―통찰 

―행동계획―나아지기 위한 결단―만족과 회복’의 내적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개인의 내적 변화는 외적인 환경변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송

경옥, 2010). 때문에 정신질환의 회복은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개

인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체계 변화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실현가능

하다(Bonney & Stickley, 2008; Deegan, 1988; Onken, Craig, Ridgway, 

Ralph, & Cook, 2007). 약물중독 역시 정신장애의 한 영역으로 정신건강 회복

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약물중독자의 회복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을 넘

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평생의 과정이다(Adams & Grieder, 2004; 

Fisher & Harrison, 2009; NIDA, 2012). 회복의 시작은 약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된 행동에서 출발하는데 대부분의 중독자에게 의도된 행동은 치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Fisher & Harrison, 2009).

 약물중독자의 회복과정을 제시한 몇몇 연구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

다. Fields(1998)는 중독과 회복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단계적인 변화과정으로 보

고 그 과정을 ‘V’ 형태로 묘사하였다. Fields가 제시한 회복과정은 ‘진행―위기국

면–만성국면–재활–회복’의 단계로 이어지는데 만성적인 약물사용 단계에서 바

닥을 치고 재활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물사용자는 치료에 대한 열망을 느

끼게 된다. Rawson, Obert, McCann, Smith, Ling(1990)은 코카인중독의 회복

과정을 ‘금단―허니문―벽―적응―결단’의 다섯 단계로 제시했는데 약물사용자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결단의 단계에서 오히려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

하기도 한다. 한편 Battjes, Gordon, O’Grady, Kinlock, Carswell(2003)은 여러 

중독치료 관점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는 단계에서 변화와 도움요청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과정의 의미를 회복의 개념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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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약물중독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치료를 찾는 것은 회복과 별개의 것이 아니

라 회복과정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약물사용자는 외부의 도움이나 치료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연적 회복(natural recovery)을 경험하기도 한다(Sobell, Ellingstad, & Sobell, 

2000; Stall & Biernacki, 1986). 그러나 상당수의 약물중독자가 재발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IDA는 일반 만성질환과 약물중독의 재발률을 비교

하며 약물중독이 다른 만성질환과 유사한 재발률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NIDA, 

2012).12) 한국은 공식적인 약물중독 재발률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물사범

의 재범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40% 전후의 약물사범이 재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검찰청, 2014, p. 219).13) 약물중독의 재발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치료에 참여하는 것은 회복과정을 앞당기는 적절한 절차일 수 

있다. 특히 약물사용자가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치

료성과는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약물사용자의 자발적 치료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Shen, McLellan, & Merrill, 2000). 

3.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의 개념

WHO(1998, p. 3)는 약물중독치료를 정의내리는 데 광의의 재활개념을 적

용하여 ‘향정신성 물질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 판별

(identification), 원조, 건강돌봄,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

으로 약물중독치료를 개념화하였다. WHO에 의하면 약물중독치료는 향정신성 

물질사용자가 건강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접촉하면서부터 시작되

는 과정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치료목표인 건강,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치료개입이 시도될 수 있다(WHO, 1998). 이에 따라 약물중독 치료의 

주요 목표는 첫째,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둘째, 향정신성 물질사

용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셋째, 약물사용자가 자신의 신체적, 

12) 고혈압과 천식의 재발률은 50~70%, 당뇨병은 30~50%, 그리고 약물중독의 재발률은 40~60%로 
보고하고 있다(NIDA, 2012).

13) 대검찰청의 재범률은 마약류 투약 이외에 밀매, 소지, 밀수 등 마약류관련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밀매, 소지, 밀수 등의 범죄는 투약범죄와 완전 분리되어 일어나기 보다는 투약범
죄의 이차범죄 또는 중복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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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최대화하고 서비스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완

전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고 제언하였다(WHO, 1998). 한편 

NIDA(2012)는 약물중독치료에 대해 ‘중독된 개인이 강박적 약물사용 및 약물사

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며 비교적 협의의 개념으로 약물중

독치료를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약물중독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질병이므로 치료는 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

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NIDA, 2012, p. 31). 약물중독 임상현장에서 널리 알

려진 치료모델의 하나인 미네소타 모델은 질병모델의 개념을 수용하며 두 가지 

장기적인 치료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모든 약물을 중단하는 것

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생활양식의 개선이다(Cook, 1988). 단약은 치료의 최

종 성과라기보다는 회복의 기본이 되는 요구조건 중 하나이며 궁극적인 치료목

표는 약물사용자의 다차원적인 삶의 변화에 있다. 단약은 약물중독치료의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나 약물중독치료의 목표가 단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중독치료는 중독자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치료서비스의 내용과 범주도 매우 다양하다. NIDA(2012)는 포괄적인 약물중독

치료의 구성요소로 정신건강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HIV서비스, 법률서

비스, 재정서비스, 주거·교통서비스, 가족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직업교육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치료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장기거주치료, 단기거주치료, 외

래치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WHO는 치료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전문치

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일반건강서비스(general health service), 일차의료서비

스(primary health care)로 구분하거나, 치료방법에 따라 입원해독, 외래치료, 장

기거주재활, 메사돈유지치료 등으로 범주화하기도 한다(WHO, 2010, p. 37, 

43). 위와 같은 구분 외에도 치료설명요소인 치료양식, 철학, 단계, 세팅, 대상, 

제공자, 시간틀, 효율성, 비용, 접근성, 이용, 조직특성 등에 따라 치료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WHO, 1993). 다만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의 일차목적이 약물사

용을 중단하는 것에 있다고 했을 때 약물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건강서비스를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로 범주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tein, Andersen, 

Robertson, Gelberg(2012)는 건강서비스이용의 종류를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과 

바람직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과도한 약물사용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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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응급서비스나 병원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약물사용중단에 일차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중독·치료 모델이 중독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므로 구체적인 치료개입의 방향성 역시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Miller, 

2007). 예를 들면, 도덕모델은 약물사용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기 때문에 처벌

이나 구금으로 약물사용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반면, 의료모델이나 질병모

델은 중독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지 않는다. 뇌신경학적 변화, 생물학적 의존성 

등을 강조하며 중독을 완치불가능한 만성질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의사같은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으며 단약모임에 참여하고 동시에 약물처방을 받도록 한다. 

단주모임(Alcoholics Anonymous: AA), 단약모임(Narcotics Anonymous: NA)

과 같은 영적모델은 질병모델의 개념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지만 약물중독을 영

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중독행동의 직접적인 원인 제거보다

는 영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적 모델은 중독행동을 학습의 결여, 

정신병리, 인지적 사고의 결함 등으로 가정하여 보상과 처벌, 자아기능의 증진, 

인지치료 등을 통해 중독행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 중독이 사회문화

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모델은 특정문화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약물중독에 빠지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하위문화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함으로써 중독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최근에는 한 가지 치료

모델보다는 다양한 모델을 절충하여 치료에 접목하는 통합적 접근의 경향이 증

가하고 있다. 신체·심리·사회·영적-복합모델은 중독을 포함한 모든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적 관점으로 기존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절충하여 포괄적인 치료적 개

입을 시도한다(조근호 외, 2011, pp. 16-20; Fisher & Harrison, 2009, pp. 

62-82; Miller, 2007, pp. 9-13). 

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건강서비스 및 돌봄 제공체계는 공식체계와 비공식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Mojtabai, Olfson, & Mechanic, 2002; Rickwood, 

Deane, Wilson, & Ciarrochi, 2005).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

움이 발생했을 때 친구, 가족과 같은 일상적 도움제공자(natural helpers)에게 가

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의 도움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성직자, 전문가 등 

공식적 체계에 도움을 구한다(Hinson & Swanson, 1993). 특히 약물중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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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교기관, 자조모임은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서비스체계로서 약물사용자의 단약 및 회복을 지원한다. 자조집단은 치료서비스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Carlson et al., 2010; Oser et al., 2010), 

Pescosolido와 Boyer(2010)는 자조집단도 조직화된 서비스체계로 구분하였다. 특

히 약물중독과 관련한 치료 및 상담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NA(Narcotics Anonymous)와 같은 자조집단은 약물사용자에게 공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회체계로서 치료보호기관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식적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약물중독치료는 그 개념과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

정 서비스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정의내리는 것은 오히려 약물중독 치료서비

스의 개념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약물중독치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있지만 약물사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이용의 일차 목적은 약물사용 중단

에 있을 것이다. 즉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정의내릴 때는 약물사용중단을 돕는 

것에 치료의 일차 목적이 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대

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종교단체나 자조모임이 치료서비스 체계에 

포함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는 약

물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도움으로, 특정 서비스 내용에 국한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4.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현황

약물중독치료 및 치료서비스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치료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Babor와 Poznyak(2010), 

Babor, Stenius, Romelsjo(2008), WHO(2006) 연구에서 제시된 약물중독 서비

스체계 분석모형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구자들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체계를 크게 거시, 중

시, 미시체계로 제시하였다. 거시체계인 치료정책 하에 서비스의 구조적 자원

(structural resources)과 체계품질(system qualities)이 중시체계로 작동한다. 미시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특성이나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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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 

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체계모형 분석틀을 참고하여 한국 약물중독 치료서

비스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크게 6가지로 제시하였다.14) 이 중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활성화’라는 거시적 국가정

책 아래 공공·민간 영역에서 약물중독치료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

상 치료감호, 교정처우, 보호관찰(수강명령)은 강제치료로 구분된다(강은영, 조소

연, 2014, p. 99; 이인영, 2014; 황만성, 2014). 치료보호는 약물사용자의 동의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자의치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기소유예 치료보호의 경우 치료·교육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시 기소가 되

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강제치료라 할 수 있다. 교정처우는 수감된 약물사용자 

중 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만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치료감호와 교정

처우는 사회격리치료로 구분하며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은 사회 내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서비스 관리운영 주체를 보면 치료보호기관, 치료법무병원(치료감

호소), 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있다. 치료서비스 재원의 경우, 공공영역은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부담하며 민간영역은 중앙·지방정부 재원 외에 자체예산을 조달하여 운

영하고 있다. 

중시체계의 구조적 자원으로는 기관유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

고, 체계품질로 강제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치료서비스 기관유형은 크게 의료기

관, 상담기관, 교정기관15)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유형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

원, 외래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기관은 거주, 이용서비스, 그리고 교정기관은 주

로 거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관찰은 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프로

그램은 각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 구분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기관유형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은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처방

14) 식품의약품안전처(2014.12.12.).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http://www.mfds.go.kr

15) 법무부의 조직 차원에서는 교도소, 구치소만 교정기관에 해당되지만 본 영역에서는 조직차원보
다 교정·교화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보호관찰소를 교정기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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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신의학적 진단, 사정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교정기관은 대규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기관은 사회 내 

중독자와 가족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상담, 가족상담, 거주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치료보호기관과 중독관리통합지

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서비스 제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기

관도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중독분야 전문인력이나 성직자, 회복자 등이 서

비스 제공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시체계로 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제치료는 형사처벌 대상자이며 자의치료는 사회 내 약물사용자 및 그 가족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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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체계

국가정책
「2015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中」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제도

공공 민간

치료보호

치료감호 교정처우 보호관찰 중독관리
마약퇴치,
예방,치료

중독자 
치료재활자의입원

치료보호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관리
·운영

치료보호 
기관

치료보호 
기관

마약퇴치 
운동본부

치료 
법무병원

교도소
구치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민간단체

보호관찰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시도 & 
시군구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마약퇴치운
동본부

비영리
민간단체

재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시군구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체예산

시군구,
자체예산

중시
체계

기관유형
의료

(입원,외래)
의료

(입원,외래)
상담
(이용)

교정
&의료
(입원)

교정
(거주)

교정
(이용)

상담
(이용)

상담
(이용,거주)

상담
(이용,거주)

주요 
프로그램

의료처치
개인상담
집단교육

의료처치
개인상담
집단교육

집단교육
의료처치
개인상담 
집단교육

집단교육 집단교육
개인상담
집단교육
가족교육

개인상담
집단교육
직업교육

개인상담
집단교육
직업교육
가족상담

주요
서비스 
제공자

의료진
복지사
등

의료진
복지사
등

회복자 
복지사
등

의료진
복지사
등

복지사
등

보호관찰 
공무원
복지사
등

의료진
복지사
등

회복자
복지사
등

회복자
성직자
복지사
등

강제성 자의
자의
(동의)

자의
(동의)

강제
강제
(동의)

강제 자의 자의 자의

미시
체계

치료대상
사회내 

약물사용자
기소
유예자

기소
유예자

치료감호 
대상자

수감자 
중

희망자

수강명령 
대상자

사회내 
약물사용자

및 
가족

사회내 
약물사용자

및
가족

사회내 
약물사용자

및 
가족

<표 2-1> 국내 약물사용자 치료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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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같이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가 형식상 그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약물중독 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치료보호는 사법처리 대신 치료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으로 교도소 수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약물사용자의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경우는 입원환자 간에 약물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황만성, 2014). 2014년부터 외래치료가 가능하

게 되었으나 여전히 입원치료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접근성

의 한계도 있다.16) 또한 치료보호 서비스 이용자 명단을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

어 있어 절차상으로도 약물사용자의 자발적인 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

가 내포되어 있다.17) 

치료감호의 경우 약물사용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2004년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을 

통해 약물사용자 분리수용을 실시하고 있다(황만성, 2014). 그러나 치료감호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 제재의 성격이 강한 자유박탈 보안처분으로 약물사용자

의 자발적인 치료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인영, 2014). 특히 치료감호를 집행한 후에 남은 형기를 집행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더욱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다(이인영, 2014). 출소 후 사후 

외래진료가 가능하지만 수행인력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

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철희, 2009, p. 59)

교정기관 내에서의 약물중독 치료는 교정공무원의 권유와 수감자 본인의 동

의에 의해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교정처우도 치료보호와 마찬가지로 마

약사범이 집단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단순 사용사범이 밀매, 밀수 등 공급사범

과 연락처를 공유함으로써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황

만성, 한동운, 2005, p. 76). 때문에 단순 구금만으로는 마약문제가 오히려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이철희, 

16) 2014년 치료보호실적: 자의입원 51명, 검찰의뢰 15명, 외래 6명, 기타 1명(보건복지부, 2015, p. 
195). 

17)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치료보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치료보
호 후 경과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을 실시한다’(보건복
지부, 2015,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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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치료감호와 마찬가지로 출소 후 지역사회서비스와 전혀 연계가 되지 않

는 점도 교정처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응렬, 2006).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과하

는 특별준수사항이 대상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18)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치료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려워 수

강명령 집행에 한계가 있다(이인영, 2014). 치료서비스 제공인력이 충분하지 않

고 치료프로그램의 내용도 매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중독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황만성, 2005).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알코올상담센터의 기능을 개편

한 것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 대부분 알코올중독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질적으로 약물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19)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민간기구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가장 대

표적인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소유예, 보호관찰, 교정기관 수감자를 대상으

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같은 비영

리민간단체가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영역은 비제도권으로 

치료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평가가 제한

적이어서 관리운영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20) 

지난 10년간 약물사용자에 대한 처벌유형의 경향을 보면 치료보호나 치료감

호 등 치료지향적 처우보다는 처벌지향적 처우의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강은영, 조소연, 2014, pp. 96-97). 많은 연구에서 약물사용자에 대

한 국가정책은 처벌보다 치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

용사범은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한다는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 약물사용자가 직면하는 사법현장에서는 치료보다 처벌이 더욱 강화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 중심의 사법적 처우의 방향성은 약물중독 치료서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2015.07.25. 검색 http://www.law.go.kr

19)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www.nmhc.or.kr

20) 조민규(2015.02.11.). 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 제대로 운영 못하는데 성금 왜 내나. 쿠키뉴스. 
http://kukinews.com

   엄태선(2015.01.22.). 식약처, 마퇴본부 정기감사... 경고1, 주의2건 등 지적: 2013년도 감사결과, 
자체 지적사항 적절한 조치없이 종결 등 지목. 약사공론. http://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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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성수, 

2013a). 즉 치료서비스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인 치료개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불신은 법

원이나 검찰이 치료보다 처벌을 선호하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그러나 약물

중독은 단기프로그램 참여만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중독자 스스로 꾸준히 관리해

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교도소에서 단약중심으로 제공되

는 단기프로그램의 치료효과성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적 처우 현장에서는 강제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단약이라

는 단선적인 치료목표에서 진일보하여 출소 후 치료서비스 이용 증진을 도모하

는 계기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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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

1.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

약물사용자의 서비스이용 관련 연구는 도움추구(help-seeking), 치료추구

(treatment-seeking), 치료입문(treatment entry), 치료참여(treatment 

engagement), 서비스 이용(service use) 등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로 진행되어 왔

다(Carlson et al., 2010; Chung & Shek, 2008; Fiorentine, Nakasima, & 

Anglin, 1999; Hser et al., 1998; Kleinman, Millery, Scimeca, & Polissar, 

2002; Mojtabai et al., 2002; Oppenheimer, Sheehan, & Taylor, 1988). 

Andersen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은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연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행동이

론으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연구에도 많이 적용되어 왔다(김낭

희, 2008; Monaco, 2012, Oser et al., 2010; Saum et al., 2007; Webster et 

al., 2006). Andersen은 행동과학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인 특성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이 개인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Andersen & Newman, 1973). 1960년대부터 연구모형의 수정을 거쳐 2008년

에 [그림 2-1]과 같은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Andersen, 1968, 1995, 2008; 

Andersen & Newman, 1973). 

[그림 2-1]을 보면 거시적 환경 및 서비스제공기관 차원의 특성으로 구성된 

맥락적 특성(contextual characteristics)과 치료서비스 이용 후의 성과(outcomes)

까지 모형에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 단위의 횡단연구를 수행하

여 개인 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요인과 건강행동(health behaviors)만으

로 건강서비스이용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신념 등의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둘째, 보험, 소득, 사회적지

지와 같이 서비스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셋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욕구요인(need factors)이다.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대부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특성을 예측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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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대에 Gelberg, Andersen, Leake(2000)가 노숙인, 약물사용자 등과 같

은 취약계층에게 적용가능한 연구모형(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많은 연구가 전통

적인 Andersen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Babitsch, Gohl, & 

Lengerke, 2012). Gelberg 등(2000)이 제시한 모형에 따라 취약요인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의 특성을 선행, 가능, 욕구요인에 적절히 반영하면 서비스이

용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론적으로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의 개념틀

Andersen(2008), Figure 1 (p. 651). 

2. 계획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의도와 계획을 고려하여 

행동수행이 결정된다고 보는 심리사회이론이다(Ajzen, 1985, 1991, 2005). 계획

행동이론은 기대가치모델의 기본가정에서 출발하여 초기에는 합리적행동이론으

로 명명되었으나 이후 지각된 행동통제감 개념을 이론적 틀에 추가하면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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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론으로 재명명되었다(Ajzen, 1985, 2005).21) 계획행동이론의 개념적 틀은 

[그림 2-2]와 같다.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행동의 의도는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감의 세 가지 기본적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Ajzen, 2005; Fishbein 

& Ajzen, 2010). 첫째, 개인의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수행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기대 신념이다. 결과에 대한 성과기대는 개인의 태도를 결정한

다. 행동수행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태도 역시 호의적이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목표행

동을 승인 혹은 비승인하는지에 대한 신념, 나아가 목표행동에 대해 형성한 자

기 자신의 규범적 신념이다. 주관적 규범은 목표행동수행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

는 사회적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치료서비스 이용을 승

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행동수행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신념이

다. 환경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 자신

감, 효능감 등과 관련이 있다. 행동 의도가 강하다고 하여 반드시 행동을 수행하

는 것은 아니다(Ajzen, 2005). 왜냐하면 행동 의도에서 실제 행동수행으로 나아

가는 과정에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의 실질적 통제(actual 

control) 정도에 따라 행동수행이 달라진다. 그러나 실질적 통제를 측정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통제감 측정에 실질적 

통제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행동수행의 예측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2-2]에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이 점선화살표로 표현된 

것이 실제 행동수행은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실질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Fishbein & Ajzen, 2010). 일반적으로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목표행동 수행에 대해 주변인들로부터 압력

을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목표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행동 의

도가 강해진다. 계획행동이론의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감은 인간행동 의도의 변량을 39% 설명해 주며, 의도와 행동은 

21) 최근에는 실제 행동 수행 단계에서 행동수행을 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합리적행동접근법(the reasoned action approach)’으로 이론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Fishbein & Ajz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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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rmitage & Conner, 2001; Cooke 

& French, 2008).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도나 행동은 위 세 가지 신념구성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배경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인의 

신념은 성별, 연령, 인종, 그 외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과거경험, 사회적지

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행동 결정의 영향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경요인이 어떠한 신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Fishbein & Ajzen, 2010, pp. 24-25; Petraitis, Flay, & 

Miller, 1995). 

[그림 2-2] 계획행동이론의 개념틀

Ajzen(2005), Figure 6.1 (p. 118).

3.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

Bradley 등을 포함한 Andersen 연구팀은 2000년대 이후 의도된 인간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계획행동이론을 수렴하여 확장된 Andersen 모형을 제안하였다

(Bradley et al., 2002, 2004). 연구자들은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개념인 특정 행

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행동 의도의 네 가지 개념을 

기존 Andersen 모형에 추가하였다. Bradley 등(2002, 2004)은 특히 장기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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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비스는 개인의 태도나 신념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은 ‘신념’을 선행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된

(intended) 인간행동에 초점을 맞춘 Bradley 등은 계획행동이론에 따라 특정 행

동에 대한 구체화된 신념을 강조하며 이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념

화하였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은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에 선행하기보

다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신념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신념은 성별, 학력 등 다양한 배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나 어떠

한 배경요인이 세 가지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한 연구틀을 제시하지 않

았다. 반대로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배경

요인을 이론적 틀로 개념화한 반면 행동수행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Bradley 등(2002)은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에 계획행동이론을 수렴한 모형을 

확장된 Andersen 모형이라고 명명하고 확장된 Andersen 모형이 건강서비스 이

용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이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이용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하여 Bradley 등이 제안한 모형은 ‘의도된(intended) 서비스이용’

에 초점을 맞추며 실제적 행동이 표출되기 이전의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두었

다. 행동 의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행동이 사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결정론적인 관점을 벗어나 주관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행

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능동적 인간관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인 Andersen 모형은 서비스의 접근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 등 거시적 측면의 논

의가 핵심이었다면 Andersen 모형에 계획행동이론을 수렴한 모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거시적 논의와 더불어 개인의 인지내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논

의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3]에 Bradley 등(2002, 2004)이 노인장기돌봄서비스에 적용한 확장

된 Andersen 모형의 개념적 틀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개념적 틀은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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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결과로 도출된, 즉 노인장기돌봄서

비스에 최적화된 연구모형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도된 서

비스이용을 설명하는 일부 경로가 삭제되어 있다. 때문에 노인장기돌봄서비스 이

외의 다른 건강서비스 이용연구에 확장된 Andersen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Andersen 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기본가정에 기반한 통합모형을 재구

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 확장된 Andersen 모형의 개념틀: 노인장기돌봄서비스의 적용

Bradley et al.(2004), Figure 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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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

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이 있다. 약물사용자의 건강서비스 이용

경향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twood, 

McBride, French, & Comerford, 1999; French, McGeary, Chitwood, & 

McCoy, 2000; Juday, 2001; Knowlton, Hua, & Latkin, 2005). 그러나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Mojtabai et al., 2002, Oser et al., 2010).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령의 영향도 많은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데,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도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Mojtabai et al., 2002, Oser 

et al., 2010; Small, 2010). 그러나 일반 건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약

물사용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Adams et al., 

2011; Juday, 2001; Oser et al., 2010; Webster et al., 2005). 결혼상태는 약물

사용자의 건강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

되기는 하지만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은 거의 사

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일부 연구를 보면 배우자는 치료서비스 이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Mojtabai et al., 2002). 교육수준의 영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서비스이용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김

낭희, 2008; Padgett et al., 1990; Saum et al., 2007;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약물사용자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과 연령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기도 하

나 그 영향의 방향성은 연구에 따라 비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약물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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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 즉 배우자의 영향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 

치료서비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사용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약물사용 관련 특성과 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약물사용 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도 

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Gelberg 등(2000)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더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인구층의 서비스 이용에 관심을 가지며 취

약계층행동모형(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을 제시하였

다. 연구자들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 예를 들면 출생국, 성적지향, 

아동기경험, 노숙여부, 범죄력, 물질남용 등이 취약한 인구층의 건강서비스 이용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약물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거 치료력, 범죄력, 약물 사용력 등이 

약물사용자의 취약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Leukefeld, Logan, Martin, Purvis, 

Farabee(1998)는 문헌연구를 통해 약물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과거 

약물 사용력, 과거 치료력을 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실증연

구에 의하면 과거 정신건강서비스나 강제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et al., 

2010; Oser et al., 2010). 특히 과거 치료경험이 성공적일수록 약물중독 치료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Hser et al., 1998). 구속 및 유죄판결 등

의 범죄력도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일반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는 범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Juday, 2001; Webster et al., 2005)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범죄력이 치료서비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Webster et al., 2006). 그 외 사용약물과 관련한 특성도 약물사용자

의 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약물사용량이 많은 경우 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adgett et al., 1990). 반대로 만성적 

약물사용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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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약물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치료서비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횡단연구의 한계로 해석된

다. 

Gelberg 등(2000)의 주장대로 약물사용과 관련한 특성은 약물사용자의 욕구

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므로 치료서비스 이용과의 연관성도 전반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치료력 특히 과거 치료경험이 성공적이었을 때 이

후의 치료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범죄력이 많을수록 치료서비

스 이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약물사용량이나 약물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만성적 약물사용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영향의 방향성은 비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3. 서비스이용 자원과 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

약물사용자의 건강서비스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대표적인 자원으로 건강보험, 

소득, 고용상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보험적용여부는 약물사용자의 치료

서비스 이용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입증되었다(Hser et al., 1998; Monaco, 

2012; Padgett et al., 1990; Saum et al., 2007; Small, 2010). 소득수준은 대표

적인 자원요인이다. 그러나 약물사용자의 소득수준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Chitwood et al., 1999; 

French et al., 2000)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는다(김낭희, 2008; Mojtabai et al., 2002; Small, 2010; 

Wenzel et al., 1995). 또한 약물사용자의 고용상태도 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arlson et al., 2010; Hser et al., 

1998; Korthuis et al., 2008; Wenzel et al., 1995).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자원

요인으로 보험, 소득 등에 관심을 두었다면, 사회관계적 차원에서는 약물사용자

를 둘러싼 사회망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다. 일반적인 심리상담 영역에서 

사회적지지는 서비스 이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Angermeyer, Matsch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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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del-Heller, 2001; Birkel & Reppucci, 1983; Cramer, 1999). 그러나 약

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지지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인다. 김낭희(2008)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회적지지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

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료약물사용자의 사회적지지는 치료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그 특성에 

따라 약물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몇몇 연구에

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김낭희, 

2008; Leukefeld et al., 1998; Small, 2010). 

요약하면, 건강보험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으로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은 그 관련성이 점차 사라지

고 있으며 고용상태와 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

회적지지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약물

중독 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사회망 구성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 것

으로 보인다. 

4. 건강상태와 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

약물사용자의 건강서비스 이용 행동 연구의 일관된 연구결과 중 하나는 객

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건강상태가 서비스이용에 강력한 예측요인이 된다

는 것이다(Booth, Staton, & Leukefeld, 2001; Wenzel et al., 1995). Leukefeld 

등(1998)은 약물사용자의 인지된 증상, 약물중독 심각성, 심리적 건강상태, 신체

적 건강상태를 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약물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치료서비스 이용을 유의하게 

예측하기도 하지만(김낭희, 2008; Padgett et al., 1990) 많은 연구에서 객관적으

로 평가된 건강상태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입

증되고 있다(Mojtabai et al., 2002; Padgett et a., 1990;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약물사용자의 신체적 질병도 건강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신체적 문제는 주로 응급, 외래 등 일반 의료서비스 이

용의 예측요인이 되고 있다(Juday, 2001; Webster et al., 2005). 그 외 약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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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한 특성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약물중독의 심각도 역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Padgett et al., 1990;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건강상태는 주요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건강상태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건강상

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된 건강상태가 심각할수록 치료서비

스 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약물사용자의 주요한 특성인 

약물중독 심각도를 보면 약물문제가 심각할수록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과 치료서비스 이용의 관계

Bradley 등(2002, 2004)은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의도된 건강서비스 이

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제

시하였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분석에서 위 세 가지 요인을 고

려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Zemore와 Ajzen(2014)은 약물사용자의 물질남용치료

서비스 완료에 대해 연구했는데 치료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치료

를 끝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약물사용자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의도는 실제 치료서비스 완료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메사돈 유지치료 의

도를 분석한 Ataee 등(201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예측하며 의도는 실제 행동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도 서비스 이용대상이나 서비스 종

류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를 보인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요인의 영향

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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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 

6. 약물사용자 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실증연구 변인 구성

Babitsch 등(2012)은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의 주요 변인

구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선행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성별, 교육

수준, 인종을 가장 많이 측정하며, 가능요인으로는 수입, 건강보험, 돌봄서비스자

원, 마지막 욕구요인은 평가된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주로 측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연구도 일반적인 Andersen 모형 

적용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연구목적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행요

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의 구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약물사용자의 약물중독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분석에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연구의 변인 구성을 대

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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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 치료서비스 종류

Padgett 외(1990)
노숙인의 의료,정
신건강,알코올/
약물남용 치료
서비스 이용 연
구

연령
성별
결혼상태
인종*
교육수준+
언어

건강보험 (메디케
이드/메디케어)+

알코올문제+
우울+
정신증적 문제+
정신증입원+
신체상해/장애+
의료적 질병수+
의료적 입원-
약물사용양+
약물사용입원+
응답자평가욕구+
면접자평가욕구+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치료서비스
약물남용치료서비
스

Wenzel 외(1995)
노숙인 퇴역군인
의 서비스이용 
연구

- 입원/외래 비교
- 베테랑시설이

용자 /비이용자 
비교

입소나이
교육수준
인종
거주기간
지난달노숙-
교육수준+
일상적 수면장소

정규직고용
소득

신체적 상태+
정신의학적 상태+
물질남용상태+

정신과서비스
약물남용치료서비
스

Hser 외(1998)
치료의뢰자의 치
료참여 예측요
인 집단비교 연
구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법적상태+
결혼상태
고용상태

약물/알코올 사용
문제

가족/사회적문제
의료적 문제
주거 문제
심리적 문제-

약물남용치료 
 참여(vs 비참여)

이전의 성공적 치
료경험+

Leukefeld 외
  (1998)
약물남용 재소자
의 서비스 이용 
문헌 연구

<선행요인>
연령
성별
인종
지방/도시
교육수준
결혼상태
과거약물사용력
건강에 대한 태도

<자원/매개요인>
소득
건강보험
정기적돌봄자원
건강서비스에 대
한 인지된 욕구

건강신념
 (인지된 장벽,
  자기효능감 등)
사회적지지

<현재질병수준>
인지된 증상
약물중독심각성
심리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건강돌봄체계의 
특성

서비스 유형
 (약물남용치료, 
외래/입원,응급
실,일반의료진 
방문,정신건강
서비스)

<건강력 요인>
약물중독
주요질병
과거 치료력
 (입원,정신건강
치료,약물남용
치료) 

<표 2-2> 선행연구의 주요 변인 구성: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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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 치료서비스 종류

Webster 외(2006)
약물남용 재소자
의 전생애 정신
건강, 물질남용
치료 서비스 이
용 연구

<인구사회학적>
연령
인종*
교육수준+
지방거주+-
결혼상태

심리적 문제+
신체적 문제
물질사용문제+
만성질병+
심각한 질병경험+

정신건강서비스
물질남용치료서비
스<약물&범죄관련>

유죄판결+
사용약물(알코올,
마리화나-,코카
인)

다중약물사용

Saum 외(2007)
범죄연루 코카인
의존 여성의 치
료입문 연구

연령
인종*
교육수준+

고용상태+
건강보험+
양육아동수
돌봄필요아동수+
치료정보-
이전 치료경험

현재 만성질병
다중 만성질병
알코올사용일수+
마리화나사용일수
코카인사용일수

현재 약물남용 치
료 참여 여부

김낭희(2008)
마약류의존자 약
물중독 치료서
비스 이용에 관
한 연구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약물사용기간

소득
가구원친족구성
사회적지지
동료의존자지지+

평가된 욕구
인지된 욕구+

현재 입원·입소 
여부

현재 이용서비스 
수

향후 서비스이용 
지속의사

Korthuis 외(2008)
HIV 감염자의 물
질남용치료서비
스 이용 연구

연령
인종
성별
에이즈위험
교육수준

보험
HIV일차의료기관 
방문

교통지원
사례관리
기타지원서비스
고용상태
환자&제공자토론
+

CD4 nadir
약물사용심각도
현재약물사용
HBD(hazardous or 
binge drinking) 

물질남용치료서비
스

 (자조모임,메사
돈유지치료,물
질 남용치료외
래,주거치료 등
등)

Oser 외(2010)
지방 약물사용자
의 서비스 이용 
연구

연령+
성별(남성+)
결혼상태
교육수준

비약물사회망지지
서비스 인식
 (접근성,효과성)
전문가와의 의사
소통+

인지된 낙인

<건강력 요인>
과거정신건강치료
경력+

강제치료경험+

자조모임을 제외
한 약물남용치
료프로그램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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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 치료서비스 종류

Carlson 외(2010)
자극제 사용자의 
치료입문 연구

거주지역*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고용일수
사용약물
 (마리화나-,크랙
-,진정제+)

이전치료경험+
 (자조모임제외)

<자원/중재 요인>
가족문제
사회적 문제
법률적 문제+
인지된 치료욕구+

<현재 질병 수준>
SF-8 건강상태

초기인터뷰 이후 
치료입문여부

 (자조모임 제외)

Small(2010)
취약계층 정신건
강서비스 이용
연구

<전통>
연령(35세이상)+
성별
인종*
<취약>
노숙
주사기약물사용-
만성약물사용-
에이즈
폭력희생+

<전통>
비보험-
소득
정긱적 돌봄자원+
<취약>
공적급여수혜

지각된 건강상태 정신건강서비스

Monaco(2012)
필라델피아 회복
모델이 입원물
질남용치료 에 
미치는 영향 연
구

연령
성별
민족성*
인종*
결혼상태

공적보험-
이전치료경험-

<기타>
조사년도-

회복모델 참여후 
입원치료

 (vs 비집중치료
집단과 비교)

주1) 통계적 유의도 표시: ‘*’영향요인(집단차이), ‘+’정적영향, ‘-’부적영향
주2)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경우 모두 결과 표시를 하였음. 따라서 한 

연구에서 치료서비스 종류별, 집단별로 유의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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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 근거하여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초

점을 맞춘 연구 이외에도 다른 이론적 배경이나 분석틀로 약물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치료장벽, 치료추구이유 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Oppenheimer 등

(1988)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추구 과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특히 치료를 찾는 ‘이

유’, 치료와 관련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Hser 등(1998)은 Andersen 모

형에 의한 요인예측 이외에 치료를 찾은 이유와 치료의뢰 후에 실제로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하였다. Mojtabai 등(2002)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독자가 일단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후에는 정신

병리적 특성과 심각성이 치료추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보다는 치료에 대한 태도가 주요한 치료추구 결정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김희수(2002)가 재활의지와 치료기관 이용의사의 관계를 입증하였고, 

하유정(2008)은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장벽에 대해 조사하였다. Chung과 

Shek(2008)은 홍콩의 청년 헤로인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찾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며 바닥치기가설을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중국인의 체면

차리기나 집단주의 등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요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신체·심리·사회적 모형을 적용하여 여성범죄자의 물질남용 거주

치료 프로그램 유지 예측요인을 분석한 Adams 등(2011)은 연구를 통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치료나 회복에 대한 동기가 치료유지에 더욱 중요한 요

인임을 강조하였다. Ataee 등(2014)과 Zemore와 Ajzen(2014)은 계획행동이론을 

배경으로 치료서비스 이용 및 치료완료에 대해 연구했는데 두 연구 모두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일관되게 입증되었다. 선행연구의 주요 설명

요인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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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 설명요인 치료서비스 종류

Oppenheimer 외(1988)
도움추구 과정에 관한 연
구

우울, 개인성격 특성
서비스 이용 이유
치료에 대한 두려움

약물남용치료기관별
차이
 (약물치료센터,위기
개입센터,치료공동
체)

Hser 외(1998)
치료의뢰자의 치료참여 
예측요인 집단비교 연구

건강보험급여
치료를 찾은 이유(생활양식변화욕구,
법적강제,가족문제,건강문제 등)

의뢰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개인
의 특성,서비스이용장벽 등)

치료참여 vs 비참여

Mojtabai 외(2002)
인지된 치료욕구, 도움추
구에 관한 연구

여성+,연령-,결혼상태-,교육수준,소득,
건강보험

정신과진단+,기능손상+,자살생각+,신체
건강상태+

정신건강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지지적 관계(배우자-)
부모의 정신질환 병력+

자발적 전문가도움
추구, 지각된 치료
욕구

-정서적,물질남용문
제

-정신건강문제

김희수(2002)
마약류남용자 치료보호기
관 이용 연구

교육수준,종교유무+,건강질환유무+,가
족동거여부-,원만한 가족관계+,재활
의지+,교정기관 교육경험,치료기관 
정보 인지,의료인 신고의무 폐지내
용 인지

치료기관 이용의사

하유정(2008)
치료보호기관 이용 장애
요인 연구

<장애요인>
시설,치료서비스,개인환경,사회적지지,
제도(영역별 기술통계)

치료보호기관 이용

Chung 외(2008)
홍콩 청년 헤로인 중독자
의 치료를 찾는 이유 연
구

통제력 상실
신체적·현실적 문제
심리적 문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친
구의 영향 

가족적 위기
법률적 문제

치료추구

Adams 외(2011)
여성 범죄자의 치료유지 
예측요인 연구

환경적 요인(가족, 문화, 지역사회)
신체적 경로
사회적·행동적 경로
심리적 경로
아동기&성인기 트라우마·학대희생
정신건강문제
물질사용·남용

거주치료유지일수

<표 2-3> 선행연구의 주요 변인 구성: 기타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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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흐름을 정리해 보면, 초기에는 

주로 치료를 찾는, 혹은 치료를 찾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

차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Andersen 

모형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연구

자들은 약물사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를 연구하

면서 심각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찾지 않는 약물사용자의 미충족욕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십여년 사이에는 약물사용자의 사회망, 

인식, 신념, 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약물사용자의 자원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고 있다. 소득이나 교육수준, 보험가입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자원보다는 

개인의 내적 자원이 치료서비스 이용에 더욱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입증되고 있

다. 특히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는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증거기반 연

구가 부족하다. 

 

7. 약물중독 치료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는 주로 형사 처벌에 따른 강제치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제도분석에 초

점을 맞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분석 연구는 대체로 치료보

호, 치료감호, 교정처우, 보호관찰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가 처우 및 치료서비

연구 주요 설명요인 치료서비스 종류

Ataee 외(2014)
이란남성의 메사돈 유지
치료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메사돈 유지치료 이
용 의도

Zemore 외(2014)
물질남용치료서비스 완료
에 관한 연구

치료서비스 완료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물질남용 치료서비
스 완료 의도, 행
동

주1) 통계적 유의도 표시: ‘+’정적영향, ‘-’부적영향
주2)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경우 모두 결과 표시를 하였음. 질적연구, 

기술통계분석 등은 통계적 결과 표시를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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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법률 정비, 국가통제기구의 실질적 

운영, 전문인력양성, 민간치료시설 확충, 약물법정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강경래, 2013; 남선모, 2014; 박성수, 2013; 이효순, 2011; 황만성, 2014). 

이와 같은 제도연구는 국가의 법,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약물사

용자 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

러나 거시적 체계 개편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연구주제로 치료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인식조사 대상은 

약물사용자를 포함하여 일반인, 서비스제공자, 정책입안자 등 다양하다(강은영, 

이성식, 2004, 2005; 강은영, 조소연, 2014; 이미현, 2009; 이철희, 2009). 약물

사용자는 교정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정공무원 및 보호관찰관의 도움이 

자신의 약물중독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강은영, 이성식, 2005, 

p. 159). 약물사용자가 인식하는 치료필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처우가 열악하여 

약물사용자의 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물사용자, 

일반인, 서비스제공자와 정책입안자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통적인 제언은 

‘처벌이 아닌 치료’이다.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처

벌을 하되 강제치료, 약물법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약물중독 치료를 효율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강은영, 조소연, 2014, pp. 321-323; 

이철희, 2009, p. 180). 한편 서비스제공자와 약물사용자 간에 인식하는 치료서

비스 욕구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치료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물사용자

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미현, 

2009). 이러한 인식조사는 부분적으로 치료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대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에 구체적인 임상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단

약동기증진 프로그램, 치료적공동체 접근법 프로그램,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프로그램, 자기긍정 프로그램, 자기사랑 프로그램, 인지행동접근법 프로그램, 영

성적 관점 프로그램, 치료레크레이션 등 소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강선경, 2005; 강선경, 윤현준, 2004; 김용석, 2002; 박상

규, 2002; 박성수, 2013b; 이지영, 2011; 조중현, 손정락, 2013, 홍세영, 김소진, 

2010). 그리고 실증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무용치료, 긍정치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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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수양법 등 약물중독치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박상규, 2007, 2014; 이지영, 2011). 

미시적인 프로그램 적용가능성 탐색연구가 아니라 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수

(2014)는 학계, 전문기관, 공무원 등을 의견을 수렴하여 약물사용자의 효과적 치

료개입의 우선순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 강제명령치료보호, 직업재활

훈련, 지역사회 단기개입 기관 확충 등을 치료서비스 개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유정(2008)은 치료보호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장애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장애요인은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치료기관의 낮은 접근성, 입원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검찰신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치

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예측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김희수(2002)의 연구에 의하

면 약물사용자가 종교가 있고, 가족관계가 원만하며, 높은 재활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상 질환이 있을 때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김낭희(2008)는 동료

의존자지지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치료보호, 치료감

호, 교정처우, 보호관찰과 같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차원의 제도를 분석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도개편을 위한 노력으로 약물사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서비스 제공자, 정

책입안자, 전문가 집단의 인식이나 관련전문지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

리나라 치료서비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시적으로

는 약물사용자의 단약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치료개입방법을 소개하거나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있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소표본 조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약물사용자의 재범을 막고, 임상적 측면에

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안타까운 점은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학계 목소리가 십여 년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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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약물사범을 사법적 처벌대상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처우하는 약물법정과 같은 전환프로그램(diversion program) 도입의 주

장은 2000년대 초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공허한 외침에 불

과하였다. 반면 외국의 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충분한 검토없이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사회문제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2013년 50명 이내의 마약류전

담 재활센터를 설립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였다.22) 다행히 현

재는 설립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점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약물사용자의 약물네

트워크를 국가에서 유형적으로 조직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발상이었

다. 물론 약물사용자에 대해 체계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신

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치료시스템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지, 혹은 한국의 약물사

용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물리적인 체계만 구축하는 것

은 매우 무모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접근도 제도적 차원과 유사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약물사용자와 공적 접촉이 가능한 곳은 주로 사

법현장이다. 따라서 강제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사용자에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물리적 공간이 된다. 그러나 강제치료 현장에서는 대상

자 특성에 따른 선별 과정이 없으며 오로지 단약만 강조하고 있다(박성수, 

2013b; 이철희, 2009; 조성남, 2008). 또한 약물중독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없이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박성수, 2013a; 이법

호, 2011). 약물중독 치료개입에 있어 약물중독에 대한 특성이나 한국 약물사용

자에 대한 민감한 고려없이 외국의 약물중독 치료모델을 무모하게 도입하려 하

거나 잡다한 프로그램을 맥락없이 나열해 놓음으로써 치료효과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낮은 치료효과성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약물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박성수, 2013a). 

학계와 실천현장에서 약물중독은 처벌보다 치료적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약물사용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우 경향은 치료보다 처

22) “우리나라 역시 마약류사범 전담 교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3년 6월까
지 마약류투약수형자를 분리하여 집합 수용할 수 있는 50명 이내 소규모의 독립된 환경이 구비
된 수용동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직원 채용과 외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통일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
을 추진 중이다”(강은영 등, 201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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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더 강화되어 왔고 약물사용자는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사법적 처벌 대

상으로 내몰린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사정도 없이 천

편일률적으로 단약만을 강조하는 것은 약물사용자에게 치료서비스에 대한 부정

적 인상만 심어줌으로써 향후 자발적인 치료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

가 있다. 실제로 많은 약물사용자가 교정처우나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약물중독치

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강은영, 이성식, 2005, p. 159). 

지금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의 낮은 치료효과성은 그 책

임을 약물사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사법부도, 약물사용자 스스로도 ‘약

물중독은 죽어야 고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국외의 많은 연구에서 보

여주듯 약물중독은 당뇨,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사법현장의 치료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위해 개입의 목표를 무엇에 맞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 44 -

제4절 선행연구결과의 적용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를 큰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동향을 보면 주로 제도개편을 

위한 제언이나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약물중독 

치료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대부분 묵살되고 있으며, 실제 치료서비스 

제공현장에서는 약물중독 기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단약에만 치료목표를 집

중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의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입목표 설정은 낮은 치료효과성으로 귀결되고 

이러한 결과는 치료효과성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여 약물사용자를 치료

보다 처벌을 받는 처지로 다시 내몰고 있다. 강제치료 장점이 있는 사법적 치료

체계 하에서 치료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입 초점의 확대 또는 변화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치료서비스 이용 연구 대부분이 약물사용자의 외현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도된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은 행동과학에 기반하여 건강서비스이용행동에 대한 개인 특성 요

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Andersen 모형은 점진적으로 수정·확

장되었고 2000년대 이후 Bradley 등(2002, 2004)이 기존 Andersen 모형에 계획

행동이론을 접목한 확장된 Andersen 모형을 제시하면서 의도된 인간행동에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은 일반 의료서비스 이용에 비

해 매우 복잡한 인지적 판단과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의도된 치료서비스 이용 행

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Bradley 등(2002, 2004)이 제안한 통합모형은 노인장기돌봄서비스의 

의도된 서비스 이용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모형의 개념적 틀에 

의하면 욕구요인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관련이 없으며, 가능요인

은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노인, 그리

고 장기돌봄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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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의하면 Andersen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의 

주요 항목이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

경요인(background factors)으로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확장된 Andersen 모형

의 요인 간 관계는 연구대상, 서비스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방향

을 설정하였다. 

첫째, 약물사용자에 대해 강제치료가 가능한 사법적 처우 현장의 치료서비스 

개입목표를 단약에서 치료의도 또는 치료의지 향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며 

연구주제를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치료

효과성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치료체계의 개입목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약물사용자에게 치료적 처

우의 문을 더 활짝 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위와 같은 연구주제 선정 이유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수행에 있어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보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론적 배경에 따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와 실제 행

동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물중

독 치료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치료서비

스 이용 행동까지 포함한 연구수행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서비스 

이용 행동 이전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Bradley 등(2002, 2004)은 두 이론의 통합모형을 ‘확장된 Andersen 모형’으로 

명명하였으나 이러한 개념화는 모형의 분석범위를 거시적 환경 요인으로 확장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개념틀을 건강서비스이

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 또는 행동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

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the Intended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으로 이론적 개념틀을 재명명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계획행동이론에 따라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Bradley 등은 위 세 가지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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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으로 개념화하였으나 본 연구는 위 세 가지 요인을 태도 및 신

념체계 특성으로 개념화하였다. 그 이유는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위 세 가지 

요인은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 신념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심리사회적 특성’의 

용어로는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다.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은 태도와 같은 신념요인을 선

행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

형은 서비스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아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개입에 있어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치

료서비스 이용 의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입목표 설정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치료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하여 불변적 특성이 강한 개인 특성에 개

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변적 특성이 강한 태도, 신념체계에 대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치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방향성에 따라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 즉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을 연구의 이론적 개념틀로 설정하

고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태

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개인 특성 

요인의 영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각 요인의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포괄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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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과 가설

제1절 이론적 개념틀과 연구범위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약물사용자의 가장 궁극적인 행동변

화의 목표는 단약이지만 회복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차

원적인 삶의 변화 과정까지 포괄한다. 약물중독 회복과정에서 치료는 회복을 위

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회복의 시작점에서 약물사용자가 시도하는 의도된 행동변

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약물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생물학적인 측면 

외에도 심리·사회·영적 차원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약물중독 치료

는 다차원적인 개입이 요구되므로 치료서비스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부 약물사

용자는 치료 없이 자연회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약물중독의 개념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강박적 약물사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독심각성의 경중을 막

론하고 약물사용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

나 현재 국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체계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치료는 그 효과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약물사용자에게 단기적 

단약중심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약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치료가 가능한 사법적 처우 현장에서는 사법적 처벌 종료 후 

약물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중독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시적 제도개선이나 미시적 프로그

램 효과성 검증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증진에 함

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미진하였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 즉 Andersen 모형은 건강서비스이용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적 분석틀이다. 그러나 Andersen 모형은 행동과학에 기반한 

분석모형으로 주로 외현적인 서비스 이용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간의 의

도성이 내재된 서비스 이용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Bradley 등

은 의도된 서비스 이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Andersen 모형에 계획

행동이론을 수렴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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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 즉 본 연구에서 ‘의도

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the Intended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으로 명명한 모형의 이론적 개념틀은 [그림 3-1]과 같다. Andersen(2008)

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 기초하여 환경맥락적 특성, 개인 특성, 행동 수행 

요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Ajzen(2005)의 계획행동이론에 따라 태도 및 신념체

계 특성, 행동 의도를 구성하였다. 환경맥락적 특성, 개인 특성, 태도 및 신념체

계 특성의 각 하위요소들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3) 

두 이론을 통합한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은 제도, 정책 그리고 서비

스제공기관의 조직적 특성을 환경맥락적 특성으로 포함함으로써 거시적, 중시적 

차원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수행된 행동까지 모형에 포함하여 의도와 

행동의 차이(Gap) 연구를 통해 건강서비스 미충족욕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서 환경적 맥락 특성과 

실제 행동 수행 요소를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연구조사

의 현실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현재 국내 약물중독 치료체계 하에서 약물사용

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증진을 위한 치료개입에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 따라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구성된 개인 특성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매개요인은 계획행동이

론에 따라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으로 

구성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은 약물중독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로 설정하였다. 

23) 모형 그림의 간결성을 위해 [그림 3-1]에서 각 하위요소별 상관관계 경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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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의 이론적 개념틀과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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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틀에 따라 연구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은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된다. 선행

요인 중 성별, 연령, 유배우자 등 인구학적 특성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

용 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이 사회적으로 비지지적일 

수 있으므로 남성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여성보다 강할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다(Greenfield et al., 2007; Oser et al., 2010). 연령의 영향은 건

강서비스이용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 경향에 따라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도 강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Oser et al., 2010; Small, 

2010) 배우자의 영향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다(Mojtabai et al., 2002). 사회구조적 특성인 교육수준의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도 강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김낭희, 2008; Padgett et al., 1990; Saum et al., 2007;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과거치료경험

이 있는 약물사용자의 경우 과거치료경험이 없는 약물사용자에 비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물사용력과 범죄력이 증가할수

록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arlson et al., 

2010; Hser et al., 1998; Oser et al., 2010; Padgett et al., 1990; Webster et 

al., 2006).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가능요인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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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가장 주요한 경제적 영향요

인으로 건강보험이 강조되고 있다(Hser et al., 1998; Monaco, 2012; Padgett 

et al., 1990; Saum et al., 2007; Small, 2010). 그러나 한국은 2015년 현재 약

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시 개인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을 주

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보험 이외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태의 영향은 거의 입증되지 않고 있다. 분석모형의 간명성을 위하

여 고용상태의 영향은 검증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일반적인 건강서비

스이용행동모형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므로 탐색적 차원에서 그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Babitsch et al., 2012).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가능자원으로 소득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도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능요인 중 사회관

계적 특성으로 사회적지지, 비약물사회망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심리상담 영역에

서 사회적지지와 서비스 이용이 부적 관련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Angermeyer et 

al., 2001; Birkel & Reppucci, 1983; Cramer, 1999)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그리고 비약물사회망 구성이 약할수록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강

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 욕구요인으로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욕구, 주관적으로 평가된 욕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욕구요인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매우 강

력한 영향요인으로 입증되고 있다(김낭희, 2008; Mojtabai et al., 2002; 

Padgett et a., 1990;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본 연구는 정

신건강의 한 분야인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이므로 욕구요인 역시 약

물중독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단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약물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불안·우울 및 약물남용이 심각할수록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강할 것

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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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계획행동이론은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주관적 규범이 강하며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강할수록 행동 의도가 강해진다고 가정한다(Ajzen, 2005; 

Fishbein & Ajzen, 2010).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은 약물사용자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긍정적이거나 강할수록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역시 

강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을 

통합한 이론적 개념틀을 구성하였다(Bradley, 2002, 2004). 이론적 개념틀에 따

라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감)은 개인 특성(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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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설계

1. 연구대상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약물사용(경험)자이다. ‘약물사용자’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민법에 의거하여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

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였다. 과거경험약물의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이 지정한 마약류24)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환각물질25), 추가로 병원 

처방약 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포함하였다(강은영, 조수연, 

2014). 처방약 및 의약품의 오남용은 불법약물사용으로 국가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불법약물의 대체약물로서 처방약을 오남용하거나 반대로 의약품 오남용

이 불법약물사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차

명으로 의료기관을 ‘쇼핑’하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등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처방약 및 의약품의 오남용자도 약물사용자의 범주에 포함하

였다. 약물사용시기는 평생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국내거주 약물사

용자, 그리고 내국인으로서 국외 사법기관에 의해 국내로 추방된 자를 포함하였

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①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 ②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엑스터시 등 ③대마(대마초, 대마수지 
등). 2015.07.25. 검색 http://www.law.go.kr

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①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②제1호의 물질
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③부탄가스. 2015.07.25. 검색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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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19세 이상 성인 (민법 제4조)

성  별 남, 여 모두

사용 약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기타 처방약물 및 의약품의 오남용

사용 시기 제한 없음 (평생)

거주 지역
국내 약물사용자,

내국인으로 국외 사법기관에 의해 국내로 추방된 자

<표 4-1> ‘약물사용자’의 조작적 정의

2. 표본 설계

약물사용자는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모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표집방법으로 비확률 표본추

출 방법의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Rubin & Babbie, 

2010, p. 357). 의도적 표집방법은 연구자의 판단과 목적에 따라 표본을 선정하

는 방법으로 노숙자와 같이 모집단파악은 불가능하나 특정기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할 때 적용하는 표집방법이다. 약물사용자 역시 모집단 파악이 불가

능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공적 영역에서 약물사용자가 수감되어 있거나 입원,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치료법무병원(치료감호소), 치료보호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26) 등이 있다. 그 외 민간 영역에서 약물사용자를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 치료공동체, 자조모임(NA) 등이 있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고려하고 연구참여를 수락한 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기관의 설문참여율은 공식적인 요청보다 지인을 통한 비공식적인 요청

에 설문참여 반응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일반적으로 대표본을 필요로 한다(Kline, 2011, pp. 

11-12).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필요한 최소표본의 수는 달라지기 때문

26)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출소자 중 약물사용자가 있으므로 조사기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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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수적인 최소표본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정

모수의 수, 효과의 크기, 검정력, 추정법 등에 따라 최소 표본의 수가 달라진다

(Jackson, 2003; Westland, 2010). Jackson(2003)은 ‘N:q 가설’을 통해 모형의 

추정모수와 표본크기의 비(ratio)에 따라 표본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Jackson의 제안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관측사례와 추정모수의 비는 20:1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비는 10:1이다. 한편 Bentler와 Chou(1987)는 추정모수와 표

본크기의 적절한 비를 10:1로 보고 최소 5:1의 비율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Jackson(2003), Bentler와 Chou(1987) 등의 제안에 따라 추정모수와 표본수

의 비율을 최소 5:1로 적용한다면 91527)사례를 최소표본 크기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관점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의 전형적인 표본수를 200

사례로 제시하기도 한다(Kline, 2011, p. 12). 따라서 본 연구는 최소표본수의 범

위를 200~915사례로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절차

조사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을 사용

하였다(Rubin & Babbie, 2010, p. 384). 먼저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질문지 초안을 구성하고 형성연구(formative research)를 통해 질문지 내용을 구

체화하였다. 형성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집단인터뷰(FGI)를 실

시하였다. FGI는 2013년 10월 17일에 교정기관 수용자 2개 집단, 그리고 사회

내 치료공동체 회복자 및 실무자 1개 집단, 총 3개 집단에서 각 1회씩 실시하였

다. 형성연구는 총 29명이 참여하였다. FGI의 논의주제는 ‘약물사용자의 단약을 

위한 공적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FGI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재구성하였다.

형성연구를 통해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설문

에 보다 명확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제목을 수정하였다. FGI 논의과정에서 

‘공적 도움추구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있었다. 반면 약물중독치료서비스의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너무 구체

27) 추정모수 183개(5:1=9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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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비스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느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서

비스이용 의도에 그대로 표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와 같은 의견을 수

렴하여 ‘단약을 위한 공적 도움추구행동’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질문지 응답범주를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계

획행동이론 문항구성 지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

고 있으나 선택범주가 너무 많아 응답자가 양극단의 점수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

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점수범위가 커질수록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중독자의 

특성상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Allen, 1994)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 중 표준화된 척도이기는 하지만 한국어 번안이 필요한 사회적지지

(MOS-SSS-5), 불안·우울(PHQ-4) 척도는 다문화연구방법(Cross-Cultural 

Research)에 따라 번역-역번역을 실시하였다(Beaton, Bombardier, Guillemin, & 

Ferraz, 2000; Maneesriwongul & Dixon, 2004; Schuster, Hahn, & Ettlin, 

2010). 원척도 번역은 2차에 걸쳐 실시하여 번역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1차 

번역은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한 것을 13명의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생, 박사, 

교수가 번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회복지학과 외

국인 교수와 일반인 2명이 번역본을 감수하였다. 2차 번역은 사회복지전공자가 

아니면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전문번역가 2명이 번역을 하였고 이를 외국인 번역

감수전문가가 감수하였다. 2차에 걸친 번역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고 4명의 

한국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6명의 약물사용경험자 및 치료공동체 실무자, 1명의 

외국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의 영어권 체류 한국인(10년 이상), 총 12명의 검

토를 거쳐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최종 번역본의 역번역은 이중언어가 가능

한 전문번역가 2명이 역번역하고 외국인 번역감수전문가 1명이 감수하였다. 감

수완료된 역번역본을 원척도 개발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역번역본의 적합성

을 확인받았다.28) 

형성연구를 통해 수정·재구성한 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28) PHQ-4는 개발자로부터 역번역 척도의 적합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MOS-SSS-5의 개발자는
번역-역번역 연구절차를 거쳐 번역되었다면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번역척도를 사용할 수 있음
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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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개 교정기관 수용자, 1개 사회 내 치료공동체 이용자, 그리고 1개 회복자 

자조모임에 참여 중인 약물경험자 총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의 연구방법 매뉴얼에 따라 본 연구자가 개발한 약물중독 치료

서비스 이용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행동 의도 측

정도구의 탐색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 

4-2>와 같이 문항을 축소하여 최종질문지를 구성하였다.29) 

예비조사
문항수

주요인
수

예비조사
신뢰계수

문항축소후
문항수

문항축소후 
신뢰계수

태도 7 1 .96 5 .97

주관적 규범 6 2 .81 4 .92

지각된 행동통제감 6 3 .68 3 .76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5 1 .95 5 .95

N=38

<표 4-2>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의 예비조사 요

인분석과 문항축소 결과

설문지 배포·수거는 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의 상황과 요청에 따라 기관 담당자가 설문지 배포·수거를 대리하기도 하였

다. 외부인 접촉이 불가능한 교정기관이나 병원 외래 환자의 경우 연구참여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 수거를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동일

한 가격대의 기념품을 상이하게 제공하였다. 현물보상이 가능한 보호관찰소, 치

료공동체, 자조모임, 기타 약물경험자는 여행용구강선물세트를 기념품으로 제공

하였다. 교도소, 구치소, 치료보호기관, 치료감호소, 정신병원 등 직접적인 현물

보상이 어려운 경우는 수감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간식을 보상으로 제공하

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내부사정상 설문지 작성을 위해 연구참

29) 탐색적요인분석 및 문항축소 과정에 대해서는 본 장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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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었다. 반면 입원환자에게는 양말세트를 선물하는 등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연구참여자에게 보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기관 측에는 

방문시 간단한 다과와 현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4월 30일까지 8개월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연구참여자의 정보보호와 조사

참여기관의 정보비공개 요청에 따라 무기명으로 하였다. 다만 기관을 추정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 참여기관 및 연구참여자 수를 제시하면 <표 4-3>과 

같다. 연구참여기관 수는 총 27개이며, 연구참여자 수는 예비조사 참여자수를 제

외하고 총 649명이다.30) 

구분 조사참여기관 수 연구참여자 수

수감, 입원 기관
교도소, 구치소, 치료법무병원, 

치료보호기관
17 502

거주, 이용서비스 
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치료공동체, 쉼터, 자조모임 등
10 147

계 27개소 649명

<표 4-3> 조사참여기관 및 연구참여자 수 

4. 연구윤리에 대한 고려 

약물사용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연구에 대한 윤리준수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워크숍을 이수하였으며 본 연구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31)

연구윤리에 근거하여 설문참여자에게 개인동의서를 수령하여야 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약물사용자는 개인정보노출을 회피하여 현실적으로 동의서 수령이 

30)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기관대표, 실무자, 특히 설문에 참여해 준 모든 약물사용자 분들에게 진
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1) 서울대학교 IRB No. 131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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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하다.32) 때문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연구참여동의서 수령

을 면제받았다. 대안으로 설문지에 ‘연구참여자용 설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내용

을 자세히 읽고 숙지한 후 설문참여에 동의할 경우 「동의항목」에 체크 표시하

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용 설명서를 통해 연구와 관련한 주의사항 및 연구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술하였다.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중요시

하는 약물사용자의 문화를 고려하여 해당 설문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응답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설문응

답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연구자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특정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접촉해야 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복종에서 오는 취약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는 연구참여를 거

부할 권리가 있으며, 연구참여 거부가 기관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설명서에 제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설문조

사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였다. 

32) 서울대학교 연구참여 동의서 양식은 연구참여자의 이름, 연락처, 서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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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약물사용자는 일반인에 비해 설문조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문항

이 많거나 오랜 시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 처음부터 조사를 거절하거나 설

문지의 첫 장만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Allen, 1994). 약물사용자의 특성과 연구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변수설정과 설문문항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제2장 이론적 배경」의 선행연구 

결과와 국내 치료서비스 제공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약물사용자에게 구속수감되어 있는 시간은 약물사용 및 회복의 단계에서 단

절된 시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적 처우 하에 있는 연구참여자

의 경우 설문조사 시 ‘과거’는 구속·수감 전, 형 집행 전 시기를 고려하여 응답하

도록 하였다.

1. 외생변수

1) 선행요인

선행요인은 질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제된 개인 

특성으로 개념화된다(Andersen, 1995; Andersen & Newman, 1973). 성별, 연

령 등 인구학적인 일반적 특성이 선행요인에 포함되는데 약물사용자와 같은 취

약 인구층은 과거치료경험, 질병력 등 연구대상과 관련한 취약요인을 포함한다

(Gelberg et al., 2000; Leukefeld et al., 1998). 본 연구는 성별, 연령, 유배우

자, 대재이상학력, 과거치료경험, 약물사용년수, 유죄판결횟수를 선행요인으로 설

정하였다. 

‘성별’은 여성(=1), 남성(=0)으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조사시점의 나이를 측

정하였다. ‘유배우자’는 배우자있음(결혼,동거,재혼=1), 배우자없음(미혼,이혼,별

거,사별=0)으로 측정하였다. ‘대재이상학력’은 대학교재학이상(=1), 고등학교졸업

이하(=0)로 측정하였다. 

’과거치료경험’은 과거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경험유무를 파악하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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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및 강제적 치료서비스 이용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약물사용년수’는 최초 약물사용년도와 마지막 약물사용년도의 차이를 측정

하였다. 보다 정확한 약물사용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물사용량, 약물사용주기, 

약물사용횟수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나 형성연구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많은 약물사용자가 자신의 약물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어

려워 회상편이(recall bias)나 대충응답편이(prevarication bias)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처음 약물사용

나이’와 ‘마지막 약물사용 시기’를 측정하여 약물의 영향 하에 있었던 기간(년수)

을 계산하고 이를 약물사용년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유죄판결횟수’는 투약·흡입 범죄, 투약·흡입 이외의 범죄, 기타 약물관련 이

외의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횟수를 총합하여 측정하였다.33) 약물사용은 범죄와 

관련성이 높고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박성

수, 2010; 신의기 외, 2006) 약물범죄력만 고려하기 보다는 일반 범죄력까지 모

두 포함하였다. 현재 형 집행 중인 경우 현재 건도 포함하였다. 유죄판결 횟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구치소 수감자, 수강명령 대상자 중 미결수용자, 기소유예자

는 유죄판결횟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가능요인

가능요인은 실제적으로 치료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사회적

지지, 비약물사회망, 소득수준을 조사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보험적용여부

나 고용상태를 가능요인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약물중독 치료 시 

개인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아 보험적용여부가 치료서비스 이용과 상관이 없으

므로 보험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고용상태는 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

는 영향이 거의 입증되지 않아 연구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이 역시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33) 형성연구과정에서 응답자가 범죄력이 많은 경우 자신의 범죄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
종 나타났다. 교도소에서는 범죄횟수를 1범, 2범(재범), 3범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응
답자도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유죄판결횟수의 최대값은 9회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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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는 MOS-SSS(Medical Outcomes Study: Social Support 

Survey) 단축형 5문항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McCarrier et al., 2011; 

Ren, Skinner, Lee, & Kazis, 1999). 원척도는 구조적 사회적지지 1문항, 기능적 

사회적지지 19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herbourne & Stewart, 

1991). 국내에서는 임민경(2002), 임민경, 김명희, 신영전, 유원섭, 양봉민(2003), 

최미선(2012) 등이 번안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사회적지

지 19문항 중 하위항목별 대표문항으로 구성된 5문항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귀하가 필요로 할 때 아래의 지지(도움)를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습니까?’

로 질문하였다. 문항내용은 ‘귀하 자신이나 귀하의 문제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

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정서적 지지)’, ‘귀하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

람(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귀하가 아플 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실질적 

지원)’, ‘귀하가 개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정보적 지지)’, ‘귀

하가 사랑하고 귀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애정적 지지)’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점(전혀 없음)-5점(항상 있음) 리커트척도이며 총점으로 계산하였

다. 점수범위는 5~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비약물사회망’은 Witbrodt과 Romelsjö(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귀하와 가

까이 지내는 주변 사람들 중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의 질

문을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①약물사용자 없음-⑤모두 약물사용자로 측정

하고 역코딩하여 1점(모두 약물사용자)–5점(약물사용자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약물사회망 구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소득수준’은 지난 6개월 동안 월평균 가구 수입을 조사하였다. 소득응답의 

결측치 최소화를 위해 50만원 단위로 구분한 9점 평정척도로 조사하였다. 

3) 욕구요인

욕구요인은 전문가가 평가하거나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에 대

한 욕구를 의미한다. 약물중독은 정신건강 관련 질병이므로 객관적 정신건강상태

로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진단받은 정신과적 진단유무를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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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상태로 불안·우울, 약물남용심각도를 측정하였다.

‘정신과적 진단’은 객관적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사나 전문가로

부터 진단받은 정신과적 진단 여부를 조사하였다.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측정지표 중 약물사용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

과 진단인 ‘불안·우울’은 PHQ-4(Patient Health Questionnaire For Depression 

and Anxiety: PHQ-4)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Kroenke, Spitzer, 

Williams, & Löwe, 2009).34) PHQ-4는 PHQ-8과 GAD-7 척도에서 우울장애

와 불안장애의 핵심적 진단기준인 2문항씩을 추출한 PHQ-2, GAD-2를 조합한 

것이다. PHQ-4는 불안과 우울 각각 2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주간 불안, 우울 증상으로 며칠 정도 생활에 방해를 받았는지 질문한다. 

원척도는 증상에 대한 응답선택사항이 ‘전혀 없었음(0점)’, ‘며칠 정도(1점)’, ‘절

반 정도(2점)’, ‘거의 매일(3점)’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PHQ-4 응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응답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각 응답범주에 구체적인 일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35) ‘지난 2주 

동안 아래의 문제들을 며칠 정도 경험하였습니까’로 질문하였다. 불안의 문항내

용은 ‘신경이 과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 느낌’,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

절할 수 없음’으로, 우울의 문항내용은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스러

운 느낌’,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0~3점 리커

트척도36)이며 점수의 범위는 0~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우울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중 ‘약물남용심각도’는 DAST-10(Drug Abuse 

Screening Test-10) 척도의 국내 적용 타당화 검증을 마친 한글판 DAST-10을 

34) 원저자로부터 PHQ-8, GAD-7 한글판을 제공받았으나, 각 척도에서 두 문항씩을 추출하여 
PHQ-4를 구성했을 때, 어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등 문장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원저자가 
제공한 한글판 척도와 국내에서 표준화를 시도한 연구(안제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를 참고하여 번역, 역번역을 재실시하고 문장의 구조를 조정하여 본 측정도구를 작성하였
다.

35) PHQ-4 응답범주별 일수 제시: 전혀 없었음(0일), 며칠 정도(약1~5일), 2주 중 절반 정도(약6~10
일), 거의 매일(약11~14일)

36) 질문지 작성시 다른 다중지표 측정도구와 응답구성을 동일하게 맞추어 1~4점으로 구성하고 분
석시 0~3점으로 리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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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Kim, 2014; Korsmeyer & Kranzler, 2009, pp. 

45-46; Skinner, 1982). DAST 척도는 Skinner(1982)가 개발하였으며 원척도는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DAST는 DAST-30, 28, 20, 10 등 다양한 버전

이 있다.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축형 DAST-10의 타당도 역시 다른 버전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Yudko, Lozhkina, & 

Fouts, 2007). Kim(2014)이 DAST-10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 검증을 마쳤

으나 본 연구의 형성연구 과정에서 약물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37) DAST-10은 술을 제외한 약물에 대하여 지난 12개월 간 경험이

나 생각에 대해 질문한다. 약물에는 처방약의 오남용, 비의료적 약물사용을 포함

한다. 10개 문항이며 예/아니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DAST-10은 점수범위에 

따라 약물관련문제 없음(none=0점), 낮음(low=1~2점), 중간(intermediate=3~5

점), 상당함(substantial=6~8점), 심각함(severe=9~10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범위 0~10점의 총점으로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2.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으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세 가지이다. 문항구성은 Fishbein과 

Ajzen(2010)의 문항개발 연구방법과 예시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Fishbein과 

Ajzen(2010)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 등 각 개념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문항개발을 위한 

연구과정(형성연구, 사전조사, 본조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등)과 표준적인 문

항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외 건강서비스연구자를 위한 계획

행동이론 문항구성 매뉴얼과 건강검진, 암검사 등 자발적 치료서비스 이용과 관

37) Kim(2014)은 약물사용자 당사자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척도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DAST-10의 2번 문항 ‘Do you abuse more than one drug at a time?’ 중 ‘more than one’
을 ‘한 가지 이상’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은 한 가지를 포함한다는 지적이 있
었고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여 ‘more than one’을 ‘두 가지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한글판 6번 문항에서 ‘배우자(또는 부모님)가’라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읽기가 가능하도록 
‘배우자(또는 부모)가’로 수정하였다. 셋째, 한글판 10번 문항에서 의료적문제의 예시가 문장 
중간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자연스러운 읽기를 고려하여 원척도와 같이 문장 마지막에 예시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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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선행연구의 문항구성을 참고하였다(Francis et al., 2004; Hounsa, Godin, 

Alihonou, Valois, & Girard, 1993; Norman & Conner, 1996; Sheeran, 

Conner, & Norman, 2001). Fishbein과 Ajzen(2010)의 제안에 따라 형성연구

(FGI)를 통해 약물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 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attitude)는 수단적 차원(instrumental aspect)과 

경험적 차원(experiential aspect)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단적 차원의 

태도는 인지적 측면에 가깝고 경험적 차원의 태도는 정서적 측면에 가깝다

(Fishbein & Ajzen, 2010, p. 82).38) 수단적 측면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경

향을 보이며 경험적 측면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적이다. 

태도 측정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태도의 

수단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어 짝(pair) 21개를 선별하여 

어의차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s)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형성연구를 거쳐 

7개 문항을 선별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7개 문항이 1요인으로 추출되기는 하였으나 

예비조사 과정에도 제기된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먼저 ‘매우 좋다-매우 나쁘다’ 문항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의

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응답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응답의 신뢰

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제거하였다.39) 또한 ‘전혀 쓸모없다-매우 유용하다’ 문항

은 ‘매우 실용적이다-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문항과 의미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혀 쓸모없다-매우 유용하다’ 문항을 제거

38) FGI를 통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인생실패자 같이 느껴진다’, ‘자존심 상
한다’, ‘자유롭지 못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수단적, 경험적 차원의 태도라기보다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인지된 장벽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문항구성 내용에서 제외하였다(Fishbein & Ajzen, 2010).

39) ‘좋다’, ‘나쁘다’의 서술어는 ‘~이’ 좋다/나쁘다, ‘~에’ 좋다/나쁘다 등 앞말의 조사 성
격에 따라 문항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참여자들이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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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계획행동이론 문항구성 지침에 따라 태도 측정도구를 ‘어의차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약물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문구성으로 응답에 어려움을 호

소하여 일반인에게 익숙한 리커트척도로 측정도구의 형태를 재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긍정적 태도를 묘사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40) 

5개 문항으로 축소한 태도 측정도구의 탐색적요인분석 결과도 1요인으로 추

출되었으며 Cronbach΄s α=.97로 7개 문항의 신뢰도보다 약간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종적인 태도 측정도구는 수단적 차원의 태도로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의 3문항을 구성하였고, 경험적 차원의 태도

로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것은 가치있는 행동이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것은 

실용적이다’의 2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5개 문항,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2)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s)과 묘사적 규

범(descriptive norm)으로 구성된다. 명령적 규범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묘사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이 어

떻게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수행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압력과 같다(Fishbein & Ajzen, 2010). 

예비조사 자료로 ‘주관적 규범’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인이 2개로 

추출되었다. 주관적 규범의 두 가지 요소 중 묘사적 규범 2개 문항의 요인부하

량이 낮게 나타났다. 묘사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궁금

해 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되는데(Fishbein & Ajzen, 2010, p. 131) 지

금의 한국 현실에서는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묘사적 규범을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

40) 예: ‘전혀 가치가 없다 – 매우 가치가 있다’ →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것은 가치있는 행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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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묘사적 규범 2문항을 제외하고 명령적 규범 4문항을 주관적 규범 척

도로 구성하였다. 

4개 문항으로 축소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의 탐색적요인분석 결과는 1요인

으로 추출되었으며, Cronbach΄s α=.92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 문항은 ‘내게 중요

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약물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게 중요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약물중독 치료받기를 원한다’, ‘내게 중

요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약물중독 치료받는 것을 지지한다’, ‘나는 주

변 사람들로부터 약물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압력을 느낀다’의 명령적 규범 

4문항이다. 4개 문항, 5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인들에 의한 치

료서비스 이용의 지지와 압력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계획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특정 행

동을 수행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으로 정의하며 자

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Fishbein & Ajzen, 2010).41)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능력(ability)과 자율성(autonomy)으로 구성된다. 능력은 목표행동

을 수행하기 위한 자신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율성은 목표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예비조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능력과 자율성 각각 3문항씩 총 6문항을 

조사하였으나 요인분석결과 능력 1문항과 자율성 2문항, 총 3개 문항이 주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6개 문항 중 ‘내가 원하면 언제든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와 ‘내가 원하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의 능력 항목의 두 문항은 ‘내가 원하면(if I want)’이라는 가정 문구로 인하여 

응답에 왜곡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

41) 자기효능감은 특정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trecher, DeVellis, Becker, & Rosenstock, 1986). 때문에 일반적인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의 개념보다는 구체적 국면에 따른 자기효능감(phase-specific self-efficacy)을 통해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Fishbein & Ajz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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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어렵게 하는 외부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자율성 항목의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불가피하게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론적으로는 6

개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척도를 구성해도 무방하겠으나, 3개로 구성된 문항내

용 역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척도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3개 문항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측정하

였다.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각된 행동통제감 측정도구는 1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Cronbach΄s α=.78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적인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문항은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능력 1문항 ‘나는 약물

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자신이 있다’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에 대

한 자율성 2문항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

다’, ‘나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 주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3개 문항, 5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자율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3. 결과변수

1)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의 조작적 정의는 ‘마약 및 약물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개념에 대한 선행연

구와 치료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약물중독 치료

서비스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행동 의도(intention)를 측정할 때 표준화된 척도보다는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척도를 구성하거나 단일문항으로 측정해 왔다(양수

형, 2005; 이건세, 1999; Sheeran et al., 2001; Smith-McLallen & Fishbein, 

2009; Smith-McLallen, Fishbein, & Hornik, 2011).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측정도구로 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5개 문항이 1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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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으며, Cronbach΄s α=.95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5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약물중

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측정도구의 내용은 ‘나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

할 의향이 있다’, ‘나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 할 것이다’, ‘나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다’, ‘나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나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기꺼이 이용할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문항, 

5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

한다. 

4. 측정도구 구성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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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도구

외생
변수

개인 특성: 선행요인

성별(여성) 여(=1), 남

연령 조사시점의 나이

유배우자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미혼 포함)

대재이상학력 대학재학이상(=1), 고등학교졸업이하

과거치료경험 자발적 또는 강제적 치료경험유무(있음=1)

약물사용년수
마지막 약물사용 년도 – 최초 약물사용 년도
※최초약물사용년도는 조사년도, 나이로 계산

유죄판결횟수 유죄판결횟수(투약+투약외+기타, 0~9회)

개인 특성: 가능요인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MOS-SSS-5 (5문항, 5점리커트척도)

비약물사회망 비약물사회망 정도 (평정척도, 1-5점)

소득수준 지난 6개월 월평균가구소득 (평정척도, 1-9점)

개인 특성: 욕구요인

정신과적 진단 의사(전문가)로부터 받은 정신과적 진단유무(있음=1)

불안·우울 PHQ-4 (4문항, 4점리커트척도)

약물남용심각도 DAST-10 (10문항, 예/아니요, 0~10점)

매개
변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태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5문항, 5점리커트척도)

주관적 규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4문항, 5점리커트척도)

지각된 행동통제감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3문항, 5점리커트척도)

결과
변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5문항, 5점리커트척도)

<표 4-4>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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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려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검증 하는 것으로 재검사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동형검

사신뢰도(parallel-form reliability), 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로 구분된다(성태제, 2002, p. 44). 재검사신뢰도나 동형검사신뢰도 모

두 신뢰도추정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검자에게 중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내적일관성신뢰도는 한 번의 검사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적일관성신뢰도 중 

Cronbach에 의해 개발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검증방법(Cronbach΄s α)은 이

분점수와 연속점수의 구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신뢰도 추정 공식이 간

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뢰도 검증 방법이다(성태제, 2002, p. 91). 

Cronbach΄s α의 신뢰계수가 다른 신뢰도 추정식에 비해 과소추정되어 측정도구

의 엄격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는 Cronbach΄s α 내적일관성신뢰도 

검증방법을 통해 개념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지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신뢰계수 분석결과는 아래 

<표 4-5>와 같다. 약물남용심각도(DAST-10)를 제외한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계

수가 Cronbach΄s α>.80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분변수로 

측정하는 약물남용심각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65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수용할만한 수준의 신뢰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

정도구의 신뢰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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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항목수 사례수
신뢰계수

(Cronbach΄s α)

불안·우울(PHQ-4)  4 629 .910

사회적지지(MOS-SSS-5)  5 635 .919

약물남용심각도(DAST-10) 10 624 .677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5 636 .965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4 625 .939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3 633 .794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5 629 .976

N=649

<표 4-5> 다중지표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2. 타당도 분석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타당도 검증은 

다른 측면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타당

도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2014, p. 11). 이 중 준거타당도는 외부 준거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

한 한계가 있다(엄명용, 조성우, 2005, p. 73). 이에 본 연구는 준거타당도를 제

외하고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개념변수 중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구성개념이 검증

된 척도는 별도의 타당도 검증을 생략하였다. 그러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는 본 연구 목적에 따라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한 측정도구이므로 면밀한 타당도 검증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상기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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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지에 관한 것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질문지를 구성

하는 과정에서 약물사용자,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기관 실무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 및 교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계량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어휘, 문항유

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약물사용자 당사자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항내용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대표하고 있

는지 검증하였다.42)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의 요인수와 요

인구성 항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 개념구성 항목 간 상관계수가 .50 이상43)

으로 나타났으며(<표 4-6> 참조),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4개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개별항목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으로 각 측정항목이 모두 단

일차원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내용을 보면 1요인은 태도, 2요인은 의도, 3요인은 주관적 규범, 4요인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4-8> 참조). 

 탐색적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구조가 지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

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요인모형의 적합도는 =823.169(=113, 

N=649), =.000, IFI=.948, TLI=.929, CFI=.948, RMSEA=.098로 비교적 만족

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44) 따라서 계획행동이론에 의해 개발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는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

확히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2) 「제4장 1절 3.조사 절차」, 「제4장 2절 2.매개변수」 참조

43) 성태제(2002, p. 81)는 상관관계 추정에 의한 타당도 평가기준은 상관계수의 언어적 표현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상관계수가 .40 이상일 때 타당도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44)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시 결측치는 FIML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배병렬, 2014,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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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1

태도
2

태도
3

태도
4

태도
5

규범
1

규범
2

규범
3

규범
4

통제감
1

통제감
2

통제감
3

의도
1

의도
2

의도
3

의도
4

의도
5

태도1 1.000 .906 .825 .863 .795 .275 .262 .283 .113 .520 .425 .386 .483 .413 .357 .373 .400

태도2 .906 1.000 .863 .912 .809 .254 .249 .275 .102 .521 .444 .412 .499 .416 .365 .385 .409

태도3 .825 .863 1.000 .895 .831 .278 .283 .293 .156 .466 .380 .388 .469 .409 .365 .389 .416

태도4 .863 .912 .895 1.000 .889 .262 .266 .275 .108 .500 .432 .392 .474 .409 .359 .382 .423

태도5 .795 .809 .831 .889 1.000 .257 .258 .275 .098 .471 .427 .368 .455 .379 .334 .352 .393

규범1 .275 .254 .278 .262 .257 1.000 .893 .857 .699 .368 .210 .132 .519 .540 .548 .560 .546

규범2 .262 .249 .283 .266 .258 .893 1.000 .926 .723 .427 .210 .168 .569 .590 .594 .618 .591

규범3 .283 .275 .293 .275 .275 .857 .926 1.000 .688 .440 .230 .182 .585 .599 .604 .631 .605

규범4 .113 .102 .156 .108 .098 .699 .723 .688 1.000 .273 .079 .090 .391 .412 .440 .452 .437

통제감1 .520 .521 .466 .500 .471 .368 .427 .440 .273 1.000 .508 .634 .744 .680 .628 .621 .628

통제감2 .425 .444 .380 .432 .427 .210 .210 .230 .079 .508 1.000 .545 .438 .334 .299 .314 .325

통제감3 .386 .412 .388 .392 .368 .132 .168 .182 .090 .634 .545 1.000 .431 .411 .366 .339 .362

의도1 .483 .499 .469 .474 .455 .519 .569 .585 .391 .744 .438 .431 1.000 .898 .845 .853 .853

의도2 .413 .416 .409 .409 .379 .540 .590 .599 .412 .680 .334 .411 .898 1.000 .918 .909 .919

의도3 .357 .365 .365 .359 .334 .548 .594 .604 .440 .628 .299 .366 .845 .918 1.000 .929 .880

의도4 .373 .385 .389 .382 .352 .560 .618 .631 .452 .621 .314 .339 .853 .909 .929 1.000 .920

의도5 .400 .409 .416 .423 .393 .546 .591 .605 .437 .628 .325 .362 .853 .919 .880 .920 1.000

N=649

<표 4-6>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의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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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로딩 회전 제곱합 로딩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률(%)

1 8.941 52.596 52.596 8.941 52.596 52.596 4.629 27.228 27.228

2 3.221 18.945 71.541 3.221 18.945 71.541 4.583 26.958 54.186

3 1.554  9.144 80.685 1.554  9.144 80.685 3.539 20.820 75.006

4 1.001  5.887 86.573 1.001  5.887 86.573 1.966 11.567 86.573

N=649. 추출 방법: 최대 우도

<표 4-7>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의 설명된 분산

요인

1 2 3 4

태도1 .187  .888 .091 .191

태도2 .197  .908 .068 .205

태도3 .188  .901 .116 .136

태도4 .185  .931 .082 .172

태도5 .161  .883 .090 .174

규범1 .273  .144 .885 .053

규범2 .334  .123 .891 .078

규범3 .353  .138 .860 .091

규범4 .200 -.006 .828 .017

통제감1 .544  .311 .174 .578

통제감2 .113  .286 .099 .789

통제감3 .239  .216 -.008 .823

의도1 .806  .286 .276 .274

의도2 .888  .205 .284 .182

의도3 .882  .155 .309 .137

의도4 .880  .182 .332 .116

의도5 .867  .221 .306 .129

N=649. 추출 방법: 최대 우도.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멕스
6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음

<표 4-8>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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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방법

1. 분석과정 및 통계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자료입력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중지표 측정도구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내적일관성신

뢰도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일관성있게 측정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다중지표 척도에 대해 수행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다중지표 척도 중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타당도 검증이 된 척도

는 생략하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개발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

측을 위한 측정도구’에 대해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

지 전문가, 약물중독 치료기관 실무자, 약물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도구

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

당도를 검증하였다.45) 

두 번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의 이상치, 결측

치, 정규성을 검토하고 연구모형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완성한 후 표본의 일반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약물사용자의 주요 

특성인 약물사용 및 범죄관련 특성, 정신건강 특성,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방법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Anderson & Gerbing, 1988). 1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

구의 질을 평가하고 2단계로 구조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동

(interpretational confounding)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Kline, 2011, p. 267). 

45) 「제4장 1절 3.조사 절차」, 「제4장 3절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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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방법

측정모형은 연구모형의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의 잠재변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우종필, 2012, pp. 178-179). 위와 같은 측정모형 구성으로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판별타당도와 법칙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 

측정모형은 준거변수 설정법을 적용하여 잠재변수별로 설명력이 가장 큰 항목을 

준거지표로 설정하고 경로계수를 1로 제약하였다(배병렬, 2014, pp. 82-83). 

측정모형의 구성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잠재변수가 5개 

항목, 주관적 규범 잠재변수가 4개 항목, 지각된 행동통제감 잠재변수가 3개 항

목이며 마지막으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잠재변수가 5개 항목으로 총 

17개 항목, 4개 잠재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대로 잠재변수별로 설명력이 

가장 큰 항목을 준거지표로 선정하여 태도는 항목4, 주관적 규범은 항목2, 지각

된 행동통제감은 항목1,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항목4의 경로계수를 각각 1로 

제약하고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4-1] 참조). 

측정모형의 측정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나

타내주는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지표의 비표준화, 표준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등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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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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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약물

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수행을 위한 구조모형은 [그림 4-2]

와 같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의 가정에 따라 개인 특성인 선행, 가능, 욕구요인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외생변수 중 다중지표로 구성된 사회적지지, 불안·우울, 

약물남용심각도는 항목합산을 하여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 근거

하여 개인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으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각각 잠재변수화하여 매개변수로 설정하

였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역시 잠재변수화하여 결과변수로 설정하였

다.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으로 구성된 개인 특성은 각각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으로 구성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을 매개로 하여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

다. 모형 설정시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의 모든 관측변수에 공변량을 설

정하였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잠재요인 오차 간에 공변량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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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구조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최대우도

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14, pp. 206-209). ML 

추정량은 대규모 표본에서 일관적이고, 점근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Bollen, 1989). 본 연구의 표본은 400개 이상으로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였

으므로 ML 추정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이전에 추정모수에 위반추정치(offending estimate)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Heywood case와 같은 음오차분산, 표준화계수가 1.0에 가

깝거나 1.0을 초과하는 것,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큰 것, 측정오차의 분산이 0

에 가까운 것 등을 검토하여 모형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였다(배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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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 212).

구조모형의 분석이 적절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는  , GFI,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로 확인하였다(배병렬, 2014, pp. 

232-233; West, Taylor, & Wu, 2012).   검증의 영가설은 ‘모형이 변수 사이

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이다. 따라서 영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는 사례 수뿐만 아니라 다변량정규성 가정에도 민감하여   검증결과

만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배병렬, 2014, pp. 220-223; 

Kline, 2011; pp. 199-204).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켜도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병렬, 2014, p. 223). 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지수는 표준적인 임계치가 정

의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제시하고 있는 수용가능기준이 상이하다. 일반적

인 모형적합도 수용가능 수준을 살펴보면 GFI=.90, TLI=.90, CFI=.90 이면 모

형이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는 .05일 때 가장 이상적이지만 .10

까지도 수용가능하다(배병렬, 2014, p. 232; 우종필, 2012, p. 361; Kline, 2011, 

pp. 204-209; 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West et al., 

2012). 본 연구는 위 모형적합도의 수용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에 기반하여 설정한 이론적 모형이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경로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임의로 모형에서 삭제하지 않고 이론적 개념틀이 국

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

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4. 연구문제 검증방법

1)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에 기반하여 약물사용자

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구조모

형 분석틀 안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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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문제 1]의 개인 특성 요인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각 개인 

특성 요인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토하였다. 직접효과의 크기와 통계

적 유의도는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총효과와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횟수는 

Preacher와 Hayer(2008)가 제안한 최소기준에 따라 1000회로 설정하였다. 총효

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비편향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의 유의수준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간접효과 경로가 없으므로 구조모형의 직접효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2)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 

(1986), Mackinnon(2008)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의미한

다(Baron & Kenny, 1986).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가 존재하

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개변수가 설정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독립

변수-종속변수의 경로가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매개변수의 경로와 매

개변수-종속변수의 경로가 각각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앞의 두 경로를 통제했을 

때 이전에는 유의했던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경로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면 매

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경로값이 ‘0’이면 강력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구조방정식모형의 매개효

과분석 역시 위와 같은 Baron과 Kenny(1986)의 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MacKinnon(2008, p. 68)은 Banon과 Kenny(1986)가 주장한 매개효

과 검증 과정의 첫 번째 조건, 즉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비일관적인 매개효과(억

제효과)46) 때문에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

46) 비일관적 매개, 즉 억제모형(inconsistent mediation: suppression models)은 매개효과와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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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cKinnon(2008)의 주장에 근거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효과분

해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경로를 매개효과 검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효과분해 결과로 제공되는 간접효과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에 의한 총간접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경로에 대해 어떠한 매개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사후검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사

후검증대상이 되는 매개변수의 매개경로를 설정한 매개모형과 매개경로를 삭제

한 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세 번째, 사후검증대상 매개변수의 

매개경로를 설정했을 때 독립변수→매개변수의 경로(a), 매개변수→종속변수의 

경로(b) 각각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두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 비매개모형의 독립 → 

종속 변수의 경로(c), 매개모형의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경로(c΄) 회귀계수 크기

의 변화, 비매개모형의 직접효과 크기(c)와 간접효과의 크기(ab),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와 신뢰구간을 통해 매개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c보다 c΄의 효과가 감소했을 때, c보다 ab의 효과가 작을 때, 그리고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섯 번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매개경로에 대해 

비매개모형의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경로(c)와 매개모형의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경로(c΄)의 효과크기 및 통계적 유의도 변화를 비교하여 완전매개효과 혹은 부분

매개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비매개모형에서 유의했던 ‘c’ 경로의 통계적 유의

성이 매개모형에서 사라지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매개모형에서 유의했던 ‘c’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개모형에서 그대로 유지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감소한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Harnish, Dodge, & Valente, 1995; Holmbeck, 1997; Hoyle & Smith, 

1994). 앞서 개별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완전매개, 부분매개 여부를 판단할 수 

가 반대방향일 경우, 그리고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비매개모형의 직접효과 크기보다 클 
때 나타난다(배병렬, 2011, p. 430; Cheung & Lau, 2008; MacKinnon, 200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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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지만 효과크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완전매개, 부분매

개 검증과정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매개변수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다중매개모형(multiful 

mediate model)이라고 한다. 다중매개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비매개모형

과 매개모형 설정시 어떠한 경로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경

로 ‘a’, 즉 독립변수→매개변수의 경로를 삭제할 경우 모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통합적인 연구모형의 틀 안에서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김문근(2009, p. 81), Harnish 등

(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a’ 경로가 아닌 ‘b’ 경로, 즉 매개변수→종속변수의 

경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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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 결과

제1절 자료의 점검

1. 이상치 검토와 처리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수집된 표본자료가 모수를 추정하기에 적합한지 검증

하기 위해 자료점검(data screening)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취합된 

649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상치 검토에 앞서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통해 입력자료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일변량이상치와 다변량이상치를 각각 점검하였다. 먼저 연속변수에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치가 있는지 일변량이상치를 검토하였다(Kline, 

2011, p. 54). 일변량이상치는 일반적으로 z점수가 ±3 이상인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한다. 연속변수의 z점수를 검토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z점수가 ±3 이상인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해당 사례를 표본에서 

제거하거나, 둘째, 분석에서 영향을 덜 미치도록 이상치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

다. 후자의 극단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다음의 이상치와 같도록 측정값을 

바꾸어 주는 방법과 평균으로부터 3배 떨어진 표준편차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이 있다. 본 연구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사례를 제외하지 않기 위하여 이상치 

값을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이희연, 노승철, 2012, p. 284). 이상치 값을 

그 다음 이상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의 z 점수가 ±3 이하로 나

타나 이상치를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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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빈도
수정전 z-점수 수정된 z-점수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연령 645 -2.653 2.786

약물사용년수 597 -1.503 2.443

유죄판결횟수 643 -1.330 2.026

사회적지지1 639 -1.888 1.614

사회적지지2 638 -2.159 1.559

사회적지지3 638 -1.983 1.514

사회적지지4 638 -2.122 1.605

사회적지지5 639 -2.351 1.320

비약물사회망 611 -2.644 1.159

소득수준 542 -1.728 1.440

불안·우울1 638 -1.013 2.331

불안·우울2 633  -.890 2.323

불안·우울3 633  -.974 2.283

불안·우울4 635  -.973 2.273

태도1 640 -3.335  .964 -2.515 1.025

태도2 639 -3.481  .952 -2.589 1.002

태도3 637 -3.355 1.009 -2.400 1.043

태도4 638 -3.578  .938 -2.611  .974

태도5 638 -3.501  .916 -2.696  .972

규범1 631 -1.594 1.399

규범2 631 -1.571 1.417

규범3 630 -1.677 1.399

규범4 628 -1.315 1.846

통제감1 636 -2.591 1.237

통제감2 635 -3.404 1.142 -2.519 1.209

통제감3 634 -2.797 1.410

의도1 636 -2.388 1.138

의도2 634 -2.248 1.258

의도3 633 -2.103 1.315

의도4 633 -2.168 1.265

의도5 634 -2.226 1.225

N=649

<표 5-1> 일변량이상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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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량이상치를 보정한 후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극단치가 있는지, 혹은 

이 변수들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전형적인 패턴을 벗어난 이상치는 아닌지 다변

량이상치를 검토하였다.47) 다변량이상치는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D)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총 649사례 

중 39사례(5.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변량이상치로 판별되었다(<.001). 따

라서 다변량이상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39사례를 제외하고 610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결측치 검토와 처리

결측자료가 있을 경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발생

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치 후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 

중 결측률이 높은 문항의 양태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마지막 약물 사용 시기

(4.5%)’, ‘주선호약물(3.9%)’, ‘비약물사회망(3.4%)’, ‘정신과적 진단(3.4%)’ 순으

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의 결측률은 약 1~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배병렬

(2014, p. 154)은 결측치가 5~10%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

만 과반수가 누락된 변수의 경우 그 유용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결측치에 심각한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자료에 결측치가 없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결측치를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방식으로 처

리하였다. 회귀대체는 먼저 분석모형이 ML에 의해 적합되고 그 다음 모수가 

ML 추정치와 같도록 제약된다. 그리고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각 사례에 대해 관

측되지 않은 값을 예측하고 여기서 얻어진 관측치를 동일 사례에 대한 선형조합

으로 간주하여 결측치를 처리한다(배병렬, 2014, p. 165).

47) AMOS 프로그램은 결측치가 있으면 마할라노비스 거리분석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다. 때문에 회
귀대체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 88 -

3. 정규성 검토

ML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 추정은 연속형 결과변수의 다변량정규성

(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한다. 그러나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Kline(2011, p. 60)의 권고에 따라 일변

량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함으로써 다변량정규성 충족여부를 판단하

였다. 분포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도는 ±2~3, 첨도는 

±7~10을 초과할 때 분포의 정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Kline, 2011, 

p. 63; West, Finch, & Curran, 1995, p. 74). 분석결과 주요 변수의 분포가 왜

도 ±2 미만, 첨도 ±4 미만으로 나타나 일변량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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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왜도 첨도

연령 606 43.540  8.329 .3380 -.117 2.684

약물사용년수 563 16.000 10.690 .4510 -.014 1.996

유죄판결횟수 605  3.607  2.678 .1090  .658 2.395

사회적지지 597 16.530  4.712 .1930  .221 2.578

비약물사회망 574  3.796  1.036 .0432 -.575 2.703

소득수준 512  5.385  2.520 .1110 -.045 1.982

불안·우울 592  3.525  3.247 .1330 1.045 3.585

약물남용심각도 590  5.317  2.329 .0959 -.200 2.579

태도1 601  4.160  .817 .0333 -.741 2.984

태도2 600  4.185  .809 .0330 -.783 3.084

태도3 598  4.104  .852 .0348 -.654 2.698

태도4 599  4.190  .822 .0336 -.834 3.152

태도5 599  4.199  .811 .0331 -.772 2.983

규범1 592  3.206  1.308 .0538 -.258 1.948

규범2 592  3.194  1.305 .0536 -.239 1.921

규범3 591  3.235  1.281 .0527 -.339 2.007

규범4 589  2.718  1.245 .0513  .201 1.972

통제감1 597  3.760  .977 .0400 -.663 3.175

통제감2 597  4.037  .783 .0320 -.611 3.137

통제감3 595  3.691  .896 .0367 -.533 3.192

의도1 597  3.754  1.080 .0442 -.812 3.142

의도2 596  3.614  1.093 .0448 -.659 2.922

의도3 594  3.527  1.120 .0460 -.572 2.694

의도4 595  3.583  1.127 .0462 -.578 2.648

의도5 596  3.606  1.127 .0462 -.612 2.740

N=610

<표 5-2> 주요 변수의 일변량정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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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5-3>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93.3%, 여성이 6.7%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여성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접촉의 한계가 있어 조사율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약 44세이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43.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9%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5.6%로 가장 적

었으며 50대는 21.5%, 60대 이상은 2.8%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중퇴 포함) 학력이 47.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전문대재학이상 

학력은 21.5%로 조사되었다. 그 외 무학 0.3%, 초등학교 졸업 7.7%, 중학교 졸

업 22.6%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결혼, 동거, 재혼 등 배우자가 있는 경

우가 34.2%로 집계되었으며, 미혼 41.5%, 이혼, 별거, 사별이 24.4%로 배우자

가 없는 경우는 65.9%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22.9%, 동

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77.1%로 조사되었다. 지역크기별 주거주지역의 특성은 특

별·광역시 거주자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거주자가 18.6%, 그리고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2.8%로 집계되었다. 종교적 특성으로는 종교가 없는 경우

가 29.8%, 종교가 있는 경우가 70.2%로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 주요 취업상태

는 자영업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이 21.3%, 전일제가 12.5%, 시간제일

용직이 14.6%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6개월 간 월평균 가구수입은 401

만원 이상인 경우가 16.6%로 가장 많았으나 가구수입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도 

12.3%가 되었다. 14.1%는 월평균 가구수입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단속된 대검찰청 마약사범 9,74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48) 남성이 

86.2%, 여성이 13.8%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30~40대가 61.8%를 차지하며, 특

별·광역시 및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84.8%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 참

여자의 경우 남성이 93.3%, 30~40대가 71.1%, 그리고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가 97.0%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와 대검찰청 단속인원의 인구사회

48) 대검찰청.‘2014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2014.07.25. 검색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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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 30~40대 및 도시거주자의 비율이 비교적 과대

표집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569 93.3 

종교유무
종교없음 180 29.8 

여성  41  6.7 종교있음 424 70.2 

연령대
(평균44세)

20대  34  5.6 

주요
취업상태

무직 128 21.3 

30대 163 26.9 전일제  75 12.5 

40대 262 43.2 시간제,일용직  88 14.6 

50대 130 21.5 자영업 277 46.1 

60대 이상  17  2.8 기타  33  5.5 

교육수준

무학   2  0.3 

월평균
가구수입

0-50만원  45  7.6 

초등학교졸업  46  7.7 
51-100만원  28  4.7 

중학교졸업 136 22.6 

101-150만원  49  8.2 고등학교졸업 288 47.9 

전문대재이상 129 21.5 
151-200만원  78 13.1 

결혼상태

미혼 250 41.5 
201-250만원  66 11.1 

결혼,동거,재혼 206 34.2 

251-300만원  84 14.1 
이혼,별거,사별 147 24.4 

301-350만원  32  5.4 
동거가족

동거가족없음 138 22.9 

동거가족있음 464 77.1 
351-400만원  31  5.2 

주거주지역

특별시,광역시 476 78.4 
401만원 이상  99 16.6 

중소도시 113 18.6 

모름  84 14.1 
농어촌지역  17  2.8 

<표 5-3>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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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사용 및 범죄 관련 특성

연구참여자의 약물사용 및 범죄 관련 특성이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먼

저 연구참여자의 최초약물사용 연령을 보면 10대에 처음 약물을 사용한 참여자

가 29.3%, 20대가 37.1%로 조사되었다. 30대에 처음 약물을 한 경우가 21.0%, 

40대에 약물을 처음 사용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10~20대의 청소년 및 

청년초기에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6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약물사용 후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1년 미

만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 26.3%, 3년 미만 7.1%로 약물을 사용

한지 3년 미만인 약물사용자의 비율이 91.1%로 나타났다. 처음 약물사용나이, 

마지막 약물사용시기를 고려하여 평생 동안 약물사용의 영향 하에 있었던 ‘약물

사용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약물사용년수가 0~5년으로 비교적 단기인 경

우가 23.3%로 나타났다. 그러나 21년 이상 약물을 사용한 참여자도 약 38.2%로 

나타나 장기간 약물을 사용한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약물사용년수는 16년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오랫동안 약물을 사용한 

참여자는 42년간 약물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참여자가 가

장 선호하는 약물의 종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는 필로폰이 70.3%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마초, 허브, 스파이스를 포함한 대마류가 15.1%, 그

리고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유해화학물질)이 7.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한국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선호자가 0.7%, 기타 

누바인, 러미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선호하는 참여자는 3.4%,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 의약품 오남용을 선호하는 경우는 2.1%로 집계되었다. 

범죄관련 특성을 보면 투약흡입범죄 유죄판결횟수는 3회 이상인 참여자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등 투약흡입외 약물범죄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참여자의 비율이 67.8%로 나타났다. 약물과 상관없는 기타 범죄 역시 유죄판결

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62.1%로 조사되었다. 범죄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

을 때 2~3회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36.9%, 그 다음 6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

은 비율이 26.9%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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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최초약물사용
연령대

19세 이하 172 29.3 
평균 26세

표준편차 9세
최소 13세
최고 53세 

20대 218 37.1 
30대 123 21.0 
40대  63 10.7 
50대  11  1.9 

마지막 약물사용 
후 경과기간

(조사시점기준) 

1년 미만 311 57.7 
평균 15개월

표준편차 20개월
최소 0개월
최고 179개월 

1~2년 미만 142 26.3 
2~3년 미만  38  7.1 
3~5년 미만  33  6.1 
6~10년 미만   8  1.5 
10년 이상   7  1.3 

약물사용년수

0~5년 131 23.3 
평균 16년

표준편차 11년
최소 0년(1년미만)

최대 42년

6~10년  46  8.2 
11~15년  83 14.7 
16~20년  88 15.6 
21~30년 172 30.6 

30년 이상  43  7.6 

주선호약물

필로폰 396 70.3 
대마류  85 15.1 

환각물질(유해화학)  42  7.5 
마약   4  0.7 

기타향정신성의약품  19  3.4 
의약품오남용  12  2.1 
기타 약물   5  0.9 

투약흡입범죄
유죄판결횟수

없음  85 14.1 
1회 125 20.7 
2회  91 15.1 

3회 이상 302 50.1 

투약흡입 외 
약물범죄 

유죄판결횟수

없음 407 67.8 
1회  66 11.0 
2회  32  5.3 

3회 이상  95 15.8 

약물 이외 범죄 
유죄판결횟수

없음 374 62.1 
1회  44  7.3 
2회  42  7.0 

3회 이상 142 23.6 

전체 
유죄판결횟수

없음  53  8.8 
1회 102 16.9 

2~3회 223 36.9 
4~5회  64 10.6 

6회 이상 163 26.9 

<표 5-4> 연구참여자의 약물사용 및 범죄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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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특성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 측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설문지 

작성 시점에서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 

29.7%가 정신과적 진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개 진단을 받은 참여자는 

15.0%, 2개 진단을 받은 참여자는 9.1%로 조사되었다. 연구참여자 중 4.1%는 

3~4개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명 중 가장 많은 진단명은 

우울증으로 전체 연구참여자의 17.2%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불면증 등 수면장애 진단이 8.0%로 많았으며, 이어서 공황장애 5.4%, 조울

증 4.9%, 불안장애 1.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격·인격장애, 조현병(정신분

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6> 참

조). 약물을 사용한 이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30.5%가 자살

시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 1/3가량의 약물사용자가 약물사용이후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정신과적 진단유무
없음 416 70.3 

있음 176 29.7 

정신과적 진단갯수

없음 416 71.7 

1개  87 15.0 
평균 1.6개

표준편차 0.8개
최소 1개
최대 4개 

2개  53  9.1 

3개  22  3.8 

4개   2  0.3 

자살시도 경험
없음 421 69.5 

있음 185 30.5 

<표 5-5>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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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진단명 빈도(명) 비율(%) 정신과적 진단명 빈도(명) 비율(%)

우울증 105 17.2 간질 2 0.3 

수면장애  49  8.0 강박장애 2 0.3 

공황장애  33  5.4 대인기피증 2 0.3 

조울증  30  4.9 폐소공포증 2 0.3 

불안장애  11  1.8 피해망상 2 0.3 

성격·인격장애   6  1.0 신경과민 1 0.2 

조현병(정신분열)   6  1.0 적응장애 1 0.2 

충동조절장애   4  0.7 행동장애 1 0.2 

알코올사용장애   3  0.5 기타 4 0.7 

<표 5-6> 연구참여자의 정신과적 진단명 특성

4.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특성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이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과거 ‘자발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21.7%였으며, ‘강

제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4.6%로 집계되었다. 자

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26.7%로 연구

참여자의 약 1/4는 치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자발적 치료경험
없음 474 78.3 

있음 131 21.7 

강제적 치료경험
없음 515 85.4 

있음  88 14.6 

치료경험
없음 444 73.3 

있음 162 26.7 

<표 5-7> 연구참여자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경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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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모형

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1단계 측정모형분석을 

통해 측정의 질을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691.882(=113, 

N=610), =.000, GFI=.880, TLI=.954, CFI=.962, RMSEA=.092로 나타났다. 

GFI와 RMSEA 적합도 수준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하여 설정한 측정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

였다. 

측정모형의 적절성은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그리고 법칙타당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측정항목 간 상관이 높고 잠재변수에서 관측변수로 가는 요인부하량

이 중간수준 이상의 상관이 나타날 때(.50 이상)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판별타당도는 서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너무 높지 않으면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본다(.90 이하)(Kline, 2011, pp. 71-72). 법칙타당도는 이론적

으로 설정한 잠재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을 때 법

칙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는 확인

적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렴타당도 검증결과는 <표 5-8>과 같다. 수렴타당도는 측정항목의 요인부

하량 이외에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0 이상일 때,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0 이상일 때도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p. 166).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7 이상

으로 좋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임계비율은 14.727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C.R.>1.96). 평균분산추출 .623 이상, 개념신뢰도는 .826 이상으

로 나타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는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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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임계
비율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 
추출 
(AVE)

개념 
신뢰도 

수렴 
타당도

태도 → 태도1  .970 .017 56.564 .945***

.936 .986 있음

태도 → 태도2  .988 .014 68.430 .972*** 

태도 → 태도3 1.012 .018 57.021 .947*** 

태도 → 태도4 1.000 - - .969 

태도 → 태도5  .944 .018 51.104 .928*** 

규범 → 규범1  .943 .018 53.507 .926*** 

.759 .926 있음

규범 → 규범2 1.000 - - .983 

규범 → 규범3  .964 .013 71.527 .966*** 

규범 → 규범4  .729 .027 27.296 .754*** 

통제감 → 통제감1 1.000 - - .926 

.623 .826 있음통제감 → 통제감2  .494 .034 14.727 .572*** 

통제감 → 통제감3  .652 .037 17.517 .660*** 

의도 → 의도1  .912 .019 48.180 .919*** 

.901 .978 있음

의도 → 의도2  .977 .015 67.272 .972*** 

의도 → 의도3  .988 .016 61.539 .960*** 

의도 → 의도4 1.000 - - .966 

의도 → 의도5 1.003 .015 65.198 .968***

주) 수렴타당도 판별기준: ①요인부하량>.50 ②AVE>.50 ③개념신뢰도>.70

*** <.001. N=610

<표 5-8>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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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5-9>에 제시되어 있다. 판별타당도는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이외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이 평균분산추출보다 작고,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우종필, 2012, p. 171).49)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의도’ 두 잠재변수를 예를 들면 두 잠재변수의 상관계수는 .751, 상관계수의 제

곱의 값이 .564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평균분산추출 .623, 의도의 평균분산추출 

.901보다 작은 값을 보이므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각

된 행동통제감과 의도 간 상관계수 신뢰구간이 .647~.885로 1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상관계수 신뢰구간을 통한 검증에서도 두 잠재변수 간에 판별타당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5-10>의 상관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도를 통해 법칙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계획행동이론의 가정과 동일하게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므로 법칙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측정의 질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이 단일차

원성을 보이고, 동시에 잠재변수 간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

인되어 측정모형의 잠재변수들은 각각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아울러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계획행동이론의 가정을 충족하

고 있어 법칙타당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측정의 질이 적절

함을 확인하였으므로 2단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49) 판별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나 평균분산추출을 이용한 방법
이 보다 엄격한 방법이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p. 
688). 본 연구에서 평균분산추출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으므로 모형비교 
방법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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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 )

표준오차
(S.E.)

∅  평균분산추출
(AVE)

∅±2×S.E.
판별 

타당도

태도 ↔ 규범 .288*** .043 .083
  태도=.936
  규범=.759

.202~.374 있음

태도 ↔ 통제감 .603*** .036 .364
  태도=.936
통제감=.623 

.531~.675 있음

태도 ↔ 의도 .458*** .039 .210
  태도=.936
  의도=.936

.380~.536 있음

규범 ↔ 통제감 .437*** .054 .191
  규범=.759
통제감=623

.329~.545 있음

규범 ↔ 의도 .645*** .068 .416
  규범=.759
  의도=.901

.509~.781 있음

통제감 ↔ 의도 .751*** .053 .564
통제감=.623
  의도=.901

.647~.885 있음

주) 판별타당도 판별기준: ①∅<.90 ②∅ <AVE ③∅±2×S.E.=‘1’불포함

***<.001. N=610

<표 5-9>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상관관계 경로
이론적 

관계방향성
상관계수

잠재요인의
관계 방향성

법칙타당도

태도 ↔ 규범 + .288*** + 있음

태도 ↔ 통제감 + .603*** + 있음

태도 ↔ 의도 + .458*** + 있음

규범 ↔ 통제감 + .437*** + 있음

규범 ↔ 의도 + .645*** + 있음

통제감 ↔ 의도 + .751*** + 있음

***<.001. N=610

<표 5-10> 측정모형의 법칙타당도 분석 결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표 5-11>과 같다. 분석결과 위반추정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891.541(=282, N=610), =.000, GFI=911, 

TLI=.944, CFI=.964, RMSEA=.060으로 자료가 모형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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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모형의 외생변수에 의해 국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71.5%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quared Multiple Correlations=.715).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약물사용자

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의 예측요인은 유배우자, 사회적지지, 비약물사

회망, 약물남용심각도로 분석되었다(<.05).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

한 태도는 주변인들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126, <.01), 주변에 비

약물사회망 구성이 강할수록(=.109, <.05)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물남용심각도가 심각할수록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분석되

었다(=.112, <.05). 반면 유배우자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태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6, <.05). 

다음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예측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05). 구체적으로 여성보

다는 남성이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더 강하며(=-.195, 

<.001) 대재이상 학력보다 고졸이하 학력의 약물사용자가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

한 주관적 규범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00, <.05). 과거치료경험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은 치료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치료서비스 이용경험

이 있는 사람이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169, <.001).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은 약물남용심각도가 심각할수록(

=.126, <.01)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예측요인은 과

거치료경험, 사회적지지, 비약물사회망, 소득수준, 약물남용심각도로 분석되었다

(<.05). 과거치료경험이 있을수록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증가하며(=.116, <.05),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117, <.05), 주변에 비약

물사회망 구성이 강할수록(=.115, <.05)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행동통제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소득수준과 약물남용심각도도 약물사용자

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092, 

<.05), 그리고 약물남용심각도가 심각할수록(=.137, <.01)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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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성별과 정신과적 진단, 그

리고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중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05). 먼저 성별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치

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073, <.01), 전문가로부

터 진단받은 정신과적 진단이 있는 약물사용자가 정신과적 진단이 없는 약물사

용자에 비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056, 

<.05).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 중에서는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

범이 강할수록(=.317, <.001),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강할수록(=.580, 

<.001)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비율 유의도
표준화
계수

성별(여성) → 태도  .235 .134  1.754 .080   .074

연령 → 태도  .006 .005  1.233 .218   .062

유배우자 → 태도 -.177 .072 -2.461 .014  -.106* 

대재이상학력 → 태도 -.080 .084 -.944 .345  -.041 

과거치료경험 → 태도  .120 .078  1.536 .125   .067

약물사용년수 → 태도 -.002 .004  -.379 .705  -.021

유죄판결횟수 → 태도  .004 .015   .237 .813   .012

사회적지지 → 태도  .021 .007  2.871 .004   .126** 

비약물사회망 → 태도  .084 .037  2.256 .024   .109* 

소득수준 → 태도  .020 .015  1.358 .175   .059 

정신과적 진단 → 태도 -.118 .078 -1.516 .130  -.067 

불안·우울 → 태도 -.008 .011  -.741 .459  -.032 

약물남용심각도 → 태도  .038 .016  2.402 .016   .112* 

성별(여성) → 규범 -.989 .194 -5.101 .000  -.195*** 

연령 → 규범  .005 .007   .660 .509   .030 

유배우자 → 규범 -.086 .104  -.825 .409  -.032 

대재이상학력 → 규범 -.311 .122 -2.545 .011  -.100* 

<표 5-11>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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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비율 유의도
표준화
계수

과거치료경험 → 규범  .486 .113  4.305 .000   .169*** 

약물사용년수 → 규범  .012 .006  1.934 .053   .097 

유죄판결횟수 → 규범  .024 .021  1.114 .265   .050 

사회적지지 → 규범 -.015 .011 -1.368 .171  -.054 

비약물사회망 → 규범 -.097 .054 -1.798 .072  -.078 

소득수준 → 규범 -.016 .021  -.768 .443  -.030 

정신과적 진단 → 규범 -.163 .113 -1.446 .148  -.058 

불안·우울 → 규범  .012 .016   .740 .459   .029 

약물남용심각도 → 규범  .070 .023  3.021 .003   .126** 

성별(여성) → 통제감  .119 .160   .742 .458   .033 

연령 → 통제감  .005 .006   .913 .361   .049 

유배우자 → 통제감 -.081 .086  -.940 .347  -.043 

대재이상학력 → 통제감 -.072 .101  -.709 .478  -.033 

과거치료경험 → 통제감  .234 .093  2.516 .012   .116* 

약물사용년수 → 통제감  .006 .005  1.263 .207   .074 

유죄판결횟수 → 통제감  .003 .018   .167 .868   .009 

사회적지지 → 통제감  .022 .009  2.520 .012   .117* 

비약물사회망 → 통제감  .101 .045  2.250 .024   .115* 

소득수준 → 통제감  .035 .017  2.009 .045   .092* 

정신과적 진단 → 통제감 -.019 .093  -.205 .838  -.010 

불안·우울 → 통제감  .022 .013  1.678 .093   .078

약물남용심각도 → 통제감  .053 .019  2.791 .005   .137** 

성별(여성) → 의도 -.318 .115 -2.753 .006  -.073** 

연령 → 의도  .002 .004   .549 .583   .017 

유배우자 → 의도  .110 .060  1.830 .067   .048

대재이상학력 → 의도 -.041 .071  -.585 .559  -.016 

과거치료경험 → 의도 -.024 .066  -.358 .721  -.010 

약물사용년수 → 의도  .002 .004   .646 .519   .022 

유죄판결횟수 → 의도  .017 .012  1.368 .171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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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 정리하면 [그림 5-1]과 같다(

<.05).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지지, 비약물사회망, 

유배우자 등 주변인과의 관계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약물사용자의 주관적 규범은 주로 성별, 학력, 과거치료경험 등 선행적 특

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주요 예측요인

은 자원요인인 사회적지지, 비약물사회망, 소득수준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통제

감은 활용가능한 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치료경험

도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보습득의 차

원에서 서비스 유경험자는 서비스 이용 시 요구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각된 행동통제감 수준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욕구요인 중 약물남용심각도는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세 가지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을 모두 예측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특

성의 상관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 중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비율 유의도
표준화
계수

사회적지지 → 의도 -.008 .006 -1.340 .180  -.036 

비약물사회망 → 의도  .012 .032   .390 .697   .012 

소득수준 → 의도  .007 .012   .549 .583   .015 

정신과적 진단 → 의도  .134 .065  2.065 .039   .056* 

불안·우울 → 의도  .015 .009  1.702 .089   .045

약물남용심각도 → 의도  .016 .013  1.208 .227   .034 

태도 → 의도  .047 .048   .979 .327   .034 

규범 → 의도  .270 .028  9.565 .000   .317***

통제감 → 의도  .705 .056 12.520 .000   .580***

*<.05, **<.01, ***<.001. N=610

=891.541(=282), =.000, GFI=911, TLI=.944, CFI=.964, RMSEA=.060
‘의도’의 다중상관자승(SMC)=.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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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국내 약물사용

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조모형

에서 설정한 구조회귀경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도 있었으나 전반

적인 적합도지수 검토 결과, 자료가 구조모형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경로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임의로 경로를 삭제하지 않고 구조모형에 기

반하여 연구문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림 5-1] 구조모형 분석결과 

*<. 05, **<.01, ***<.001. N=610

=891.541(=282), =.000, GFI=911, TLI=.944, CFI=.964, RMSEA=.060

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 표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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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문제 검증

1. 개인 특성 요인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구조모형의 분석틀 안에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표 5-12> 참조). 약물사용

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설명하는 총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개인 특성 요인은 선행요인 중 성별, 과거치료경험, 욕구요인 중 불안·우울, 

약물남용심각도로 분석되었다. 욕구요인 중 정신과적 진단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

도에 미치는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특성 요인의 효과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성별(여성=1)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113

(<.0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효과는 -.073(<.05), 간접효과는 -.040

(>.05)으로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간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별은 다른 요인들을 거치지 않고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113(<.01)이며 

이 중 직접효과는 -.010(>.05), 간접효과는 .123(<.01)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직접효과에 비해 

크며 통계적 유의도도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치료경험은 약물사

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과거치료경험이 

있으면 태도 및 신념체계가 강화되고 그 결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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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안·우울 수준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099(<.05)이며 

이 중 직접효과는 .045(>.05), 간접효과는 .053(>.05)으로 분석되었다. 약물사

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신건강 상태인 불안·우울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에 미치는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효과를 분해해서 살펴봤을 

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불

안·우울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드러나

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158(<.01)로 

분석되었다. 이 중 직접효과는 .034(>.05), 간접효과는 .124(<.01)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약물남용심각도는 

약물중독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약물남용

심각도가 심각할수록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가 강화되고 그 

결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신과적 진단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직접효과가 .056(<.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신과적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에 의해 정신과적 진단의 직접효과가 일부 억제되어 정신과적 진

단의 총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약물사용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강한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거치료경험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과거치료경험이 있는 사람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나 신

념체계 특성이 강화되고 그 결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약물남용심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없으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약물남용심각도가 심각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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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강화되고 그 결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약물사용자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인 불안·우울은 그 영향이 분명히 나

타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는 통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전반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적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는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에 의해 일부 억제되어 

총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경로
표준화계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선행요인

성별(여성) → 의도    -.113*    -.073*    -.040 

연령 → 의도     .057     .017     .040 

유배우자 → 의도     .009     .048    -.039 

대재이상 학력 → 의도    -.068    -.016    -.052 

과거치료경험 → 의도     .113**    -.010     .123** 

약물사용년수 → 의도     .095     .022     .073 

유죄판결횟수 → 의도     .063     .041     .021 

가능요인

사회적지지 → 의도     .019    -.036     .055 

비약물사회망 → 의도     .057     .012     .046 

소득수준 → 의도     .060     .015     .046 

욕구요인

정신과적 진단 → 의도     .030     .056*    -.026 

불안·우울 → 의도     .099*     .045     .053 

약물남용심각도 → 의도     .158**     .034     .124** 

*<.05, ** <.01, *** <.001. N=610 

=891.541(=282), =.000, GFI=911, TLI=.944, CFI=.964, RMSEA=.060

<표 5-12> 개인 특성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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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5-13>과 같다.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

한 약물사용자의 태도가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

은 .317(<.001),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580(<.001)으로 두 요인 모두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치료

서비스에 대한 약물사용자의 태도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

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로
표준화계수

(총효과 & 직접효과)

태도 → 의도 .034 

주관적 규범 → 의도    .317***

지각된 행동통제감 → 의도    .580***

*<.05, **<.01, ***<.001. N=610

=891.541(=282), =.000, GFI=911, TLI=.944, CFI=.964, RMSEA=.060

<표 5-13>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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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은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효과분해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를 대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였다. <표 5-12>의 효과분해 결과를 보면 ‘과거치료경험→의도’, ‘약물남용심각

도→의도’ 경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연구문제 3]의 가설검증을 위해 간접효과가 유의한 두 경로에 대해 세 가지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개별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개별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c-c΄ 효과크기를 비교하여 부분매개 또는 

완전매개 여부를 판단하였다. 

1) 매개모형과 비매개모형의 적합도

매개효과 검증 이전에 비매개모형과 매개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먼저 검

토하였다. 비매개모형은 매개변수→결과변수의 경로(b)를 삭제(0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즉 ‘태도→의도’, ‘주관적 규범→의도’,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의 3개 직접경로를 삭제하여 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매개모형은 비매

개모형에서 개별매개효과 검증 대상이 되는 매개변수→결과변수의 경로를 추가

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매개모

형은 비매개모형에서 ‘태도→의도’ 경로만 추가하여 자유추정하는 방법으로 설정

하였다. 주관적 규범 매개모형, 지각된 행동통제감 매개모형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비매개모형과 각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5-14>와 같

다. 전반적으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어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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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GFI TLI CFI RMSEA

구조모형  891.541*** 282 .911 .944 .964 .060

비매개모형 1433.997*** 285 .885 .895 .931 .081

태도매개모형 1252.688*** 284 .891 .911 .942 .075

규범매개모형 1181.812*** 284 .897 .918 .946 .072

통제감매개모형  976.563*** 284 .902 .937 .959 .063

***<.001. N=610

<표 5-14> 비매개모형 및 매개모형의 적합도 

2) 개별매개효과의 검증

 개별매개효과의 검증은 Baron과 Kenny(1986), MacKinnon(2008),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매개

효과의 결과는 비표준화계수로 제시하였다. 

먼저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표 5-15> 참조). 비매개모형에서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총효과는 c=.279(<.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다음 태도매개모형에서 태도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영향은 

a=.12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의도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태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672(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c΄=.198(<.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태도매개모형에서 직접경로

와 간접경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198, ab=.080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매우 작은 부분만이 태

도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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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역시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 -.021~.180으로 1을 포함하며 

=.141로 나타나 과거치료경험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태

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비매개모형에서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약물

남용심각도의 총효과는 c=.074(<.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 태도매개

모형에서 태도에 대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영향은 a=.038(<.05)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태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672(<.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그리고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약

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c΄=.049(<.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태도매개모형에서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

스 이용 의도 간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049, ab=.026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태도에 의한 매개효과는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

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 .002~.050으로 1을 포함하지 않으며 

=.034로 나타나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 태도의 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리하면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도 모두 비매개모형에서 총효과(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매개모형에서는 a, b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역

시 ‘약물남용심각도→태도→의도’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태

도는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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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

비매개모형
비표준화계수

태도 매개모형
비표준화계수

매개모형
Bootstrapping 
간접효과

-value
(신뢰구간)c c΄ a b ab

과거치료경험 .279** .198* .120 .672*** .080
.141

(-.021~.180)

약물남용심각도  .074***  .049**  .038* .672***  .026*
.034

(.002~.050)

*<.05, **<.01, ***<.001. N=610

<표 5-15> 태도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

<표 5-16>에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주관적 규범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비매개모형에서 치료서비스 이용 의

도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총효과는 c=.279(<.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

음 매개모형에서 주관적 규범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영향은 a=.485(<.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의도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주관

적 규범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537(<.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통제했

을 때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c΄=.018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규범 매개모형에서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018, ab=.26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거치

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상당 부분을 주관적 규범이 

매개함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결과 역시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 .146~.403으로 1을 포함하지 않으며 =.002로 나

타나 과거치료경험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주

관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비매개모형에서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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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총효과는 c=.074(<.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규범 매개모형에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영향은 a=.037(<.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영향

을 통제했을 때 주관적 규범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537(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c΄=.037(<.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주관적 규범 매

개모형에서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037, ab=.038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물남용심각도가 치

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주관적 규범에 의한 매개효과의 크기는 

직접효과의 크기와 거의 비슷함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

의도 검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 .014~.063으로 1을 포함하지 않으

며 =.005로 나타나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

도 모두 비매개모형에서 총효과(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모형에서는 

a, b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

의도 역시 ‘과거치료경험→주관적 규범→의도’, ‘약물남용심각도→주관적 규범→

의도’의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규범은 과거치료경

험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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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

비매개모형
비표준화계수

주관적 규범 매개모형
비표준화계수

매개모형
Bootstrapping 
간접효과

-value
(신뢰구간)

c c΄ a b ab

과거치료경험 .279** .018 .485*** .537*** .261
.002

(.146~.403)

약물남용심각도  .074***  .037* .070** .537*** .038
.005

(.014~.063)

*<.05, **<.01, ***<.001. N=610

<표 5-16> 주관적 규범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

<표 5-17>에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먼저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비매개모형에서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과거치료경험의 총효과는 c=.279(<.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 지각된 행동통제감 매개모형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대한 과

거치료경험의 영향은 a=.229(<.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의도에 대한 과

거치료경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969(<.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치료서비스 이

용 의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과거치료경험이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c΄=.056(>.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지각된 행동통제감 매개모형에서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크기를 비교

해 보면 c΄=.056, ab=.222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

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상당 부분이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매개됨을 의

미한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결과 역시 95% 신뢰수준

에서 신뢰구간 .044~.396으로 1을 포함하지 않으며 =.014로 나타나 과거치료

경험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매개모형에서 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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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도에 대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총효과는 c=.074(<.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감 매개모형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대한 약물남용

심각도의 영향은 a=.052(<.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

도에 대한 약물남용심각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치료서비

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969(<.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

고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약물

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c΄=.024(>.05)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행동통제감 매개모형에서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024, 

ab=.051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한 매개효과는 직접효과 크기의 두 배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결과 95% 신

뢰수준에서 신뢰구간 .013~.088로 1을 포함하지 않으며 =.006으로 나타나 약

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도 모

두 비매개모형에서 총효과(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모형에서는 a, b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역시 ‘과거치료경험→지각된 행동통제감→의도’, ‘약물남용심각도→지각된 행동통

제감→의도’의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과거치료경험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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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

비매개모형
비표준화계수

지각된 행동통제감 매개모형
비표준화계수

매개모형
Bootstrapping 
간접효과

-valuec c΄ a b ab

과거치료경험 .279** .056 .229* .969*** .222
.014

(.044~.396)

약물남용심각도  .074*** .024  .052** .969*** .051
.006

(.013~.088)

*<.05, **<.01, ***<.001. N=610

<표 5-17>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

3)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의 검증

본 영역에서는 앞서 검증한 개별매개효과가 완전매개효과인지 부분매개효과

인지 검토하였다. 최종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5-18>과 같다. 비매개모형의 

직접효과(c)와 매개모형의 직접효과(c΄)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과거치료경험

→주관적 규범→의도’, ‘과거치료경험→지각된 행동통제감→의도’, ‘약물남용심각

도→지각된 행동통제감→의도’의 3개 경로에서 비매개모형의 직접효과(c)의 통계

적 유의도가 매개모형(c΄)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하여 태도 및 신념체

계 특성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약물남용심각도→태

도→의도’, ‘약물남용심각도→주관적 규범→의도’의 2개 경로는 비매개모형의 직

접효과(c)보다 매개모형의 직접효과(c΄)의 크기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개모형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정리하면 첫째,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는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

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완전매개하며,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감은 과거치료경험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약물남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



- 117 -

향을 모두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를 모

두 포함하여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5-2]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매개모형
직접효과

(c)

매개모형 
직접효과

(c΄)
직접효과
감소크기
(c-c΄)

매개효과 
판단

약물남용심각도
→ 태도 → 의도

   .074***    .049** △.025 부분매개효과

과거치료경험
 → 주관적 규범 → 의도

   .279**    .018 △.261 완전매개효과

약물남용심각도 
→ 주관적 규범 → 의도

   .074***    .037* △.037 부분매개효과

과거치료경험 
→ 지각된 행동통제감 → 의도

   .279**    .056 △.223 완전매개효과

약물남용심각도
 → 지각된 행동통제감 → 의도

   .074***    .024 △.050 완전매개효과

*<.05, **<.01, ***<.001. N=610

<표 5-18> 최종 매개효과 분석 결과

[그림 5-2]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의 매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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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로 연구목

적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

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둘째, 약물사

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분석하였다. 셋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을 통합한 의

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을 분석틀로 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전국 27

개 기관을 통해 약물사용(경험)자 64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상치를 처리한 

610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 중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요인 중 성별, 과거치료경험, 그리고 욕구요인 

중 정신과적 진단, 불안·우울, 약물남용심각도로 분석되었다. 개인 특성 중 가능

요인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성별과 정신과적 진단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도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안·우울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치료서비

스 이용 의도에 대한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약물사

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적 진단은 직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실질적인 유의미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중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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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약물사용자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태

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

도는 약물남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고, 주관적 규범은 과거

치료경험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며, 약물남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부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과거치료경험과 약

물남용심각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

하면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세 가지 요인은 과거치료경험과 약

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또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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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의

1.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은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직·

간접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개인 특성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결과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정교화하였다. 분석결과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은 선행요인 중 성별과 과거치료경험, 욕

구요인 중 정신과적 진단, 불안·우울,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

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보다 남성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Oser et al., 2010).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치료서비스 이용에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Carlson et al., 2010; Hser et al., 

1998; Monaco, 2012; Padgett et al., 1990; Small, 2010). 이는 여성에 대한 

한국의 약물사용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Greenfield 

등(2007)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물중독 치료참여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

나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치료에 대한 가족과 남편의 사회적지지도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은 일명 ‘섹스드러그(sex drug)’로 통한다. 때문에 

필로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가와 상관없이 여성은 필로폰사용이 노출되면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선입견으로 그 자체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장

정연, 2013). 때문에 한국에서 여성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낮은 것

은 사회적 억압의 결과일 수 있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인 

현시점에서 여성이, 그리고 ‘섹스드러그’인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중, 삼중

의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경우 남

성보다 치료서비스 이용 장벽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약물사용자의 과거치료경험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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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거행동이 미래행동을 예측한다

는 일반적인 행동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Kelly, Deane, McCarthy, & 

Crowe, 2011; Ouellette & Wood, 1998). 이것은 한국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

스 경험이 향후 치료서비스 이용을 이끌어낼 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치료경험, 특히 성공적인 치료경험은 이후 치료서비스 이용과 정

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경험이 부정적이라면 이후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Hser et al., 1998). 물론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간접효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나, 과거치료경험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는 현재 한국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체계의 비효과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약물사용자의 욕구요인은 치료서비스 이용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Mojtabai et al., 2002; Padgett et al., 

1990;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본 연구결과 역시 세 가지 

욕구요인 모두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각 욕구요인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조금씩 차이를 보

인다. 불안·우울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직·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지만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안·우울 증상이 있는 

약물사용자는 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치료서비

스 이용 의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안·우울

의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만큼 불안·우울 증상이 심각한 약물사

용자에게도 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신념체계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약물남용심각도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심각한 약물사용자의 경우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정(denial)’은 약물사용자

의 주요한 인지적 특성인데 본 연구결과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다. 한국의 약물사용자 역시 약물남용문제가 심각해도 그것만으로는 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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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도가 동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

계를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약물사용자가 ‘부정’의 인지적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태도 및 신

념체계에 변화를 시도한다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이 동기화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약물사용자의 가능요인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서 가능요인 중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차이는 약물사용자의 서비스이용 형평성과 관련

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

어 치료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논의할 만큼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보

험, 소득 등 약물사용자의 경제적 자원이 서비스이용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도

출되기도 하여 향후 국내에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치료비용을 개

인이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이다. 

2.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검증을 통해 약물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이 치료서

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치료서비스 이용

에 대한 태도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태도의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Fishbein과 Ajzen(2010, p. 20)에 의하면 태도는 목표행동 수행 결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목표행동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태도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인간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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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벽 등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후 행동하게 되는데 태도는 그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없이 평가되는 경향

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같이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

적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와의 상관성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한국의 약물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

망 속에서 치료에 대한 지지와 압력을 많이 느낄수록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획행동이론 적용연구를 메타분석한 Armitage와 

Conner(2001)에 따르면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예측력은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집단의식이 강하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동

양문화권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중동문화의 이란인을 대상으로 메사돈 

유지치료 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

용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Ataee et al., 2014). 즉 약물사

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의존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약물사용자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매

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약

물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의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taee et 

al., 2014; Zemore & Ajzen, 2014). 계획행동이론은 목표행동에 따라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는데(Ajzen, 2005, pp. 117-119)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재입증한 것이다. 계획행

동이론에 의하면 태도나 주관적 규범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거쳐 행동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의도와 행

동, 양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중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복지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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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3.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을 통해 개인 특성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효과분해 결과 과거치료경험과 

약물남용심각도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 두 변인에 대해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태도는 약물남용

심각도의 영향을 매개하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과거치료경험과 

약물남용심각도의 영향을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및 신념체계 특

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요인의 경우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영향

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의 검증과정에서 약물

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한 [연

구문제 3]의 결과를 보면 태도는 약물남용심각도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관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에 대한 태도의 영향은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약물남용심각도

의 영향을 받아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준 결과이다. 

둘째, [연구문제 1]의 효과분해 결과를 보면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

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태도 및 신념체계

를 통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만약 과거치료경험과 약물중

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 관계에서 태도요인의 매개효과가 입증된다면, 즉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치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치료

서비스 체계가 비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과거치료경험과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간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효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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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치료서비스 체계가 약물사용자의 치료서

비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

켜 주는 증거이다. 

 셋째, 주관적 규범은 과거치료경험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완전매개하며,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과거치료경험, 약물남용심각도가 치료서

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치료서비스 제공 환경에서는 단순히 과거 약물중독 치료경험이 있다고 

하여 혹은 약물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주관적 규범이나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강화를 통해서만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 약물사용자에 대한 실증적 근

거 없이 과거행동이 미래행동을 예측한다는 일반적인 행동논리(Ouellette & 

Wood, 1998)나 약물남용문제가 심각하면 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Padgett et al, 1990; Webster et al., 2006; Wenzel et al., 1995)

에만 의존한다면 한국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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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장단점을 상호보

완한 통합모형을 분석틀로 하였다. 이로써 인간행동의 예측력을 높이고 동시에 

인간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 개입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의도된 건강서비

스이용행동모형(the Intended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을 이

론적 개념틀로 재정립하였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은 개인 특성에 따라 서비

스 이용의 차이를 밝혀내는 ‘예측’ 모형으로서 의의가 있다면, 계획행동이론은 

인간행동의 의도와 인지적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처방’을 제시할 수 연구모형이

라는 점에 이론적 의의를 둘 수 있다. 두 모형은 통합한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

행동모형’은 예측과 처방이 가능한 연구모형으로써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보편적

인 건강행동이론 및 사회심리이론을 접목한 것으로 일반적인 건강서비스이용행

동 연구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을 위한 측정도구

를 개발하고 표준화하였다는 데 이론적 함의가 있다.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문항내용을 구성하고 형성연구, 예비조사, 본조사 과정을 거쳐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까지 완료하였다.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간단한 측정도구를 통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연구의 이론적 함의가 있다. 

셋째, Bradley 등(2002, 2004)이 노인장기돌봄서비스에 적합한 확장된 

Andersen 모형을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에게 적합한 의도된 건강서

비스이용행동모형을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

과 계획행동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그 유용성을 검증받아왔기 때문

에 보편적인 이론적 모형으로 학계에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건강서비스이용

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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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연구 등 몇몇 연구에 불과하여 증거기반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약

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분석한 선행연구(Ataee et al., 2014; 

Zemore & Ajzen, 2014)와 본 연구의 공통된 결과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약물

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

나 태도나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비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연구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모형의 수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수정모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약물사

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분석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기틀이 될 것이다. 

2.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는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연구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약물

사용자에 대한 치료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실천적 함의가 있다. 약물사용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교정현장이다. 

교정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단약(斷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약물중독이 만성적 재발 뇌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정현장에서 실시하

는 단기적인 단약프로그램만으로는 약물중독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약물

중독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약이지만 단약을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이 종료된 

후에도 약물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중독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현장에서는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 이외에 

치료의지향상 프로그램과 같이 치료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

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관적 규범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약물사용자 가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가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넌 단약할 수 있어’, 

‘당신은 약을 끊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약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자녀나 배우자

를 더욱 심각한 중독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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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 규범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는 일반적인 사회적지지 개념이 아닌 주변인들의 치료참여에 대한 사회적지지를 

통해 약물사용자의 치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모든 자발적 치료는 압력, 설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때로 결별, 이혼 등 부정

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치료압력이 되기도 하지만 치료참여에 대한 지인들의 

설득, 권유는 긍정적인 치료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Marlowe et al., 1996; 

Stevens et al., 2006; UNODC, 2010; Wild, 2006). 약물사용자 가족으로서 자

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르는 가족을 위해, 단약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재발하는 중독자를 보며 이혼을 결심하는 중독자 배우자를 위

해 중독자가족 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영향이 매우 강력

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약물사용자에 대한 치료개입 방안으로 치료행동효능

감향상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Ajzen(2005, pp. 

117-119)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자기효능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며, 

아무리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압박이 강해도 

개인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인식수준이 낮으면 강한 의도를 가질 수 없다고 보

았다. 따라서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치료서

비스 이용 의도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입증된 바, 무엇보다 이들이 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생활영역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 증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효능감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효능감

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독자의 효능감은 회복과정에 따라 대처효능

감, 치료행동효능감, 회복효능감, 통제효능감, 단약효능감 등으로 구분된다

(DiClemente, Fairhurst, & Piotrowski, 1995; Marlatt, Baer, & Quigley, 

1995). 중독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단약효능감이다. 스스로 약물을 조절할 수 

있다는 중독자의 인지적 특성인 부정(denial)과 단약효능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숙련된 전문가의 민감함이 요구된다. 그에 반해 대처효능감, 치료행동

효능감 등은 개입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최

대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치료행동효능감향상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프로그램 도입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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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증진에 약물사용자의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예

측요인으로 입증된 바 주관적 규범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시도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다. 특히 사회

적 규범의 영향을 받기 쉬운 행동은 더욱 그러하다(Bandura, 1997). 사회적 규

범을 변화시키는 예로 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들 수 있다. 한국

은 지난 수십 년 간 마약을 하지 말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다. 1차 예방의 차원

에서 마약근절 캠페인도 의미가 있지만 2차, 3차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중독 치

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약물중독치료를 보편적인 정신건강서

비스로 이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약물중독 회

복자를 발굴하여 치료서비스 제공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수행의 의도가 강화될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이것을 묘사적 

규범(descriptive norm)으로 정의하고 있다(Fishbein & Ajzen, 2010). 약물중독

자의 12단계 회복철학의 마지막 12단계가 ‘메세지를 전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약물중독 회복자가 치료기관의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약물사용자의 회복을 

돕고 동시에 자신의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받을 수 있다. 위와 같

은 노력으로 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그 사회에 속

한 개인의 주관적 규범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실천적 

근거로 본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약물사용자 치료개입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및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약물사용자가 가장 먼저 치료세팅에 노출되는 교정기관, 보호관찰 치

료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약물사용자의 

성공적인 치료경험은 향후 치료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ser et al., 1998). 일반적으로 과거행동은 미래행동의 강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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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과거치료경

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전의 긍정적인 경험이 이후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보편적인 논리이므로 약물사용자의 치료경험은 이후 치료서

비스 이용 의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약물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치

료에 노출되는 교정현장의 프로그램은 초기에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Booth 등(2001)은 전통적인 약물중독 치료프로그

램이 이질적인 치료대상, 각기 다른 치료적 차원에 있는 대상에게 동일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치료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

하였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최

적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처음 치료에 참

여하는데 약물사용자의 치료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거나 치료프로그램이 진

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약물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치료경험만 각인시켜 

향후 치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약물사용

자의 변화단계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선별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집단 특

성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를 개별화하는 등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약물중독 치료기관 및 치료서비스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보건복지부의 치료보호사업을 보면 2015년 현재 전국 21개 정신의료기관에 

321병상을 지정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5, p. 196). 기존에는 입원치료만 가능했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외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p. 195).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강하면 환경적 치료장벽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사람은 환경적 장벽이 너무 높으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있어도 실제로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Fishbein & Ajzen, 2010, pp. 21-22). 따라서 

지각된 행동통제감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을 위해 치료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허

물고 보다 쉽게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약물사용자 중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약물을 사용

하는 경우도 많다. 즉 약물중독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는 것은 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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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약물중독을 만성질환이라고 본다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가 실제 행동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물중독 치료서

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화하고, 외래, 정기적 단약모임 등 보다 접근용이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증의 약물사용자가 치료기관 외래를 통해 중독질환을 관리한다면, 

중증의 심각한 약물사용자는 고도의 집약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사

회 거점의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 주관적 규범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입

증되었다. 중증의 약물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환경적인 통제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환경적 통제란 단순히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기관격리만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물리적 통제는 그 환경을 벗어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환경적 통제는 물리적 통제보다는 인적 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약물사용자가 자기 주변에서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사람을 보

면서, 또 치료참여에 대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주관적 규범을 형

성하여 물리적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회복자, 가족 등의 사회망을 통한 개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보다는 가족과 중독자가 수시로 치료세팅에 노

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의 

보편화를 추진함으로써 약물중독 치료는 국민 누구나 접근용이한 서비스라는 사

회적 규범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으로는 약물사용자의 지각된 행동통제감

을 강화함으로써 치료서비스 이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거시적 차원에서는 

약물사용자가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중독문제가 사회이슈화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약물

중독에 대한 스티그마가 매우 강한 한국에서 약물사용자의 센터 이용률은 저조

할 수 밖에 없다. 약물사용자가 사법적 처벌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

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스티그마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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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치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물중독은 

만성질환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약물중독치료에 대한 스티그마를 줄이는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약물사용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보

다 먼저 효과적인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약물사용자

가 치료서비스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해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건강관리행동

이라는 사회적 규범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교정처우 이후 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사

법부의 강제치료명령에 의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치료보호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15)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의료기관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뿐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50여개가 설치되어 있어 각 지

역의 교정기관과 접근성도 매우 용이하다. 또한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사용자가 교정기관을 출소한 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후속적인 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교정처우와 사회내치료는 연계성 없이 분

절되어 있어 약물사용자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센터를 방문하는 약물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

를 넘어 지역에 위치한 교정기관과 연계하여 교정치료 및 사후개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실천적 적용과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실천현장에 적용해 보면 다음

의 같은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불법 약물사용은 곧 형사처벌 대

상이 되기 때문에 약물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은 대부분 사법현장이 

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사법부에서 강제치료명령을 통해 약물사용자가 처벌보다 

치료에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처벌보다 

치료라는 정책기조가 단지 구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판사나 검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하기보다 강제치료명령에 대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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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물사용은 일반 범죄와의 관련성도 높기 때문에 

약물법정제도를 통해 강제치료명령집행과 동시에 사법적 처벌이 균형적으로 집

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정현장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제공자는 면담과 선별도구를 통해 내담자

의 약물중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사용자는 자신의 

약물문제를 부정하며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서비스 제공자는 

DAST-10과 같은 객관적인 선별도구를 통해 중독여부를 판별하고 중독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독질환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 그래서 교도소 출

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

록 중독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별 결과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선별

과정과 면담을 통해 자신의 중독문제를 인식한 내담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 증진을 위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신이 약물중

독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화단계모형(stages of change)에 따른 행동

변화 프로그램이나 그 외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기관에서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의도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약물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집단구분은 크게 다

음 네 집단으로 특화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집단이다. 한국의 약물사용 환경에

서 여성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장벽이 있음을 고려

하여 여성에 대한 민감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둘째, 과거치

료경험이 없는 약물사용자 집단이다. 약물중독 치료경험은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

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통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증가에 기여

한다. 그러나 치료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이후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경험이 없는 약물사용자에 대해서는 흥

미롭고 매력적인 프로그램 설계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약물남용 수준이 심각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태

도 및 신념체계 특성 변화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경우 향후 치료서비스 이용 의

도의 치료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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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치료참여에 대한 주변인

들의 사회적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가족개입, 선임 회복자 매칭, 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등 집중적인 치료의지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적으로 불안·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프

로그램 참여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의 태도 및 신념체계에 

대한 개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목표는 치료행동효능감 향

상으로 초점화 할 수 있다. 치료행동효능감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치료서비스 이

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지적 장벽을 제거하여 치료행동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례로 현재 한국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재원을 정

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약물사용자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사용자가 느끼는 인

지적 장벽을 낮추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정현장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하며 동시에 교정현장 외

부에서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약물사용자 가족집단을 구

성하여 약물사용자의 회복과정에서 가족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약물사용자에게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물사용자 

가족에게도 약물중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약물중독 회복에 오랜 시

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가족은 약물사용자

에게 무조건 약물을 끊으라고 하기보다는 약물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서비

스를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적합한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바로 지역 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될 것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 치료보호기관,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강제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자의 거주지역에서는 가족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약물사용자의 강제치료명령이 종료되는 시점에 중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면 중독자 및 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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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적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되는 치료서비스는 철저한 효과성검증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중독분야의 전문가로 배치하여 치료서비스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약물중독 회복자를 준전문가로 발굴하

여 각 센터에 배치하여 약물사용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나서 치료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

고 먼저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서비

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법부와 

약물사용자로 하여금 약물중독 치료서비스의 효과에 대해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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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분석 시 대상, 행

동, 맥락, 시간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서 행동 의도와 실제 행동 수행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

째,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중 주관적 규범 측정항목에 묘사적 규범이 제외된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목적에 따라 약물사용자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

도에 초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약물사용자의 개인 특성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더 풍부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비확률표집으로 일반화의 한계와 표집편향(sampling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연구한계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언한 바대로 구체적인 대상, 행동, 맥

락,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행동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분

석틀인 의도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은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 계획행동이

론을 접목한 것이다. 계획행동이론은 목표행동이 구체적일 때 의도가 행동을 보

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약물사용자를 위한 

치료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론적 제언에 따라 구체적인 

TACT(target, action, context, time)를 고려한 행동 의도 연구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였다.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의 용어 

대신 ‘매주 목요일 7시 단약모임에 참여하기’ 등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으로 측정 

내용을 변경한다면 TACT를 고려한 치료서비스 이용 행동 의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횡

단연구로서 행동 의도와 실제 행동 수행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의도와 행동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관계가 입증한 바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자적 모순(literal 

inconsistency)’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Ajzen, 2005, p. 104). 예를 들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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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도가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 환경적 장벽에 따

라 행동수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물사용자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실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쉬운 것이므로 중간 정도의 서비스 이용 의도를 보이는 사람

은 실제 행동수행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향후 동일대상에게 반복측정이 

가능한 패널조사 연구환경이 마련된다면 의도와 행동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계획행동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다음 두 가지 규범으로 측정한다. 첫 

번째는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s)으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그 행

동을 수행하기 원하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묘사적 규범(descriptive norms)

으로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국내 현실로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묘사적 규범 문항이 삭제되고 명령적 규범으로만 측정도구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집단의식이 강한 문화 속에서 주관적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입증된 것은 명령적 규범뿐만 아니라 묘사적 

규범까지도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주관적 규범 측

정항목에 묘사적 규범을 포함한 수정된 측정도구로 보완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어 개인 특성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

한 이론적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위와 같은 한계는 계획행동이론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이

다(Fishbein & Ajzen, 2010; Petraitis et al., 1995).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결

과를 통해 개인 특성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다. 태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은 성별, 사회적지지, 유배우자, 약물남

용심각도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의 예측요인은 성별, 과거치료경험, 교육수

준, 약물남용심각도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예측요인은 과거치료경험, 

사회적지지, 비약물사회망, 소득수준, 약물남용심각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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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개별요인 간의 인과관계는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각각의 개인 특성 요인이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더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개인 특성 

요인과 태도 및 신념체계 특성 요인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가 요구

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약물사용자 모집단 파악의 어려움으로 비확률 유의표집방

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약물사용자에게 일반화하

기 어려우며 표집편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선행연구 대비 비교적 많은 사례수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표본이 사법적 처우 현장에서 수집되어 전체 약물사용자, 예

를 들면 사법적 처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약물사용자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등 대국

민조사에서 약물사용자에 대한 조사항목을 심도있게 다룬다면 일반화 및 표집편

향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도 요구되며, 십여 년 

간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요인은 연

구모형에서 과감히 삭제하여 보다 간명한 연구모형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

도 연구에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모형인 의도된 건강서

비스이용행동모형을 적용한 최초 연구로 향후 사회복지현장과 교정현장에서 서

비스제공자 입장이 아닌, 약물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기

획하는데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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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김낭희, 010-0000-0000)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약물사용자들의 단약을 위한 공식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과거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약 915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설문 문항에 따라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과
정은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8월 31일내에 귀하가 계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3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
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과거 약물사용 경험, 범죄력 등을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응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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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
보는 약물사용자들의 치료재활서비스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
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김낭희 (010-0000-0000)
입니다. 본 연구는 귀하의 개인식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
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 개인의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캐비넷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파일로 작
성된 자료는 문서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책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문지 자료보
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3년간 보관되며 이후 문서파쇄기로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귀하에게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다만 물품 수령이 불
가한 경우는 제외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낭 희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본인은 연구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설문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안 함           □ 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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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서비스 이용 선호도 조사

a. 성별 ··········································································································· 남성�         여성�

b. 나이 ···························································································································· (         )세

c. 학력 ·······························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 검정고시 학력 포함                                  (중퇴 포함)           (중퇴 포함)          (중퇴 포함)         (중퇴·재학·수료 포함) 

d. 결혼상태 ·········································· 미혼�         결혼·동거·재혼�        이혼·별거·사별�

e. 함께 사는 식구수 ·················································································· 본인 포함 총 (        )명
    ※ 수감(입소,입원) 중이라면 수감 전

f. 주거주지역 ·········································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g. 종교 ············································································································· 있음�        없음�
 

h. 주요 취업상태(지난 6개월) ·········································································· ※수감중이라면 수감전 6개월

    무직�      전일제�      시간제,일용직�      자영업�      기타:                 

i.  월평균 가구 수입(지난 6개월) ···································································· ※수감중이라면 수감전 6개월

    0~50만원�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300만원�   301~350만원�    351~400만원�    401만원이상�    모름�

j. 현재 이용/거주 기관 ·········································································································· ※모두 표시

    교도소,구치소�   치료감호소�   치료보호기관�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치료공동체�    재활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정신병원,정신과의원�    NA�

    거주·이용기관없음�        기타:                           ※직접기록. 기관명을 기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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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심리, 정서적 상태와 사회적 지지(도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1주일 동안 귀하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5

5

5

5

5

5

5

5

5

5

5

5

2. 지난 2주 동안 아래의 문제들을 며칠 정도 경험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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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받은 정신과적 진단이 있습니까?(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중독 등)

있다� ·················· 진단명: (                                                           )

없다�    

4. 귀하가 필요로 할 때 아래의 지지(도움)을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습니까?

5

5

5

5

5

※ 다음은 귀하의 약물사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약물’이란!!!

법적 처벌을 받는 마약류·환각물질, 그리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포함합니다.(‘술’은 제외) 

(예시: 필로폰, 대마, 본드, 엑스터시, 러미라, 코카인 등의 마약류. 살빼는약, 감기약, 졸피뎀 등의 의약품 등등)

5. 처음 약물을 시작한 나이 ···························································································· (        )세

6. 마지막으로 약물을 사용한 시기 ··············································· 대략 20(        )년 (        )월

7. 가장 선호했던 약물 이름은? 선호 순서대로 3가지만 ························· ※사용약물이 1개면 ‘첫번째’만 기록 

1 2 3

※ 진단명 모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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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횟수는? ····················································· ※형집행 중이면 현재 건 포함

   1) 투약·흡입 건 ···················································· 1회�      2회�     3회이상�    없음�

   2) 투약·흡입 이외의 건 (판매, 밀반입 등) ········  1회�      2회�     3회이상�    없음�

   3) 약물 관련 이외의 건 ·····································  1회�      2회�     3회이상�    없음�

9. 귀하와 가까이 지내는 주변 사람들 중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약물사용자  없음        ②대부분 비약물사용자      ③약물사용자와 비사용자가 반반
    ④대부분 약물사용자       ⑤모두 약물사용자

10. 귀하는 약물을 사용한 이후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11. 귀하의 약물사용과 관련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수감중이면 수감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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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이란!
마약 및 약물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과거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 자발적 치료서비스 이용횟수 (        )회

없다�

13. 과거 강제로 약물중독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 강제적 치료서비스 이용횟수 (        )회

없다�

14.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5

5

5

5

15. 약물중독 치료에 대한 귀하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등)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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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귀하의 통제감 정도는 어떠합니까?

17. 향후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18. 아래 약물중독 치료서비스 기관 각각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5

5

5

5

※직접기록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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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9. 약물사용 및 치료와 관련한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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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by Kim Nang-hee

A Doctoral dissertation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illegal drug users has continued to rise globally,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use treatment services for 

their serious drug use problems is very low. Changes to human behavior 

ultimately depend on individual capabilities, but professional treatment can 

facilitate the behavioral changing process of addicts. Professional treatment 

service for drug addiction has been emphasized for its importance in the 

reduction of social costs, which calls for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treatment service uses. 

Many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the uses of treatment service by drug 

users, but most of them focused on their overt behavior of using the service 

and thus had limitations with proposing an alternative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Su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marital status have such strong unchangeable features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alistically expect the effects of intervention from 

them. Cognitive elements such as the attitudes and beliefs of drug user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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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illegal drug users has continued to rise globally,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use treatment services 

for their serious drug use problems is very low. Changes to human behavior 

ultimately depend on individual capabilities, but professional treatment can 

facilitate the behavioral changing process of addicts. Professional treatment 

service for drug addiction has been emphasized for its importance in the 

reduction of social costs, which calls for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treatment service uses. 

Many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the uses of treatment service by drug 

users, but most of them focused on their overt behavior of using the service 

and thus had limitations with proposing an alternative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Su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marital status have such strong unchangeable features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alistically expect the effects of intervention from 

them. Cognitive elements such as the attitudes and beliefs of drug users, on 

the other hand, have relatively strong changeable features and thus make a 

cost effective intervention. Drug users’ behavior of using treatment services is 

determined based on their complex cognitive judgment processes unlike 

general medical service, which means their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can be important explanatory factors to predict their behavior 

of service use.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re two of the primary behavioral theories to explain 

human behavior. Well-known as the Andersen model,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has theoretically established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to predict the behavior of health services use over the last decades 

but lacked explanations about the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major influential factors of human behavio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n the other hand, has been much applied as a theory to predict 

human behavior and the intention behind it through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but had a limitation of not clearly 

propos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dividual background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radley et al. (2002, 2004) made an attempt 

at increasing the explanatory power of human behavior with an integrated 

model between the two. The integrated model assumes that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medi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and need factors) on the service use intention. 

This study found an analysis framework in “the Intended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that reestablished the integrated model 

between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order to analyze the behavior of treatment service uses 

for drug addiction among drug users in Korea. The study identified the 

major predictive factors of intention of drug users to use treat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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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and analyzed the mediated 

effects of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factors. The study 

examined the thre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the objectives: 

first, what kind of effect d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have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for drug addiction? Second, what 

kind of effect do the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have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for drug addiction? Third, 

do the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medi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for drug addiction?

The investigator collected the data of 649 drug users (or the ones with 

such experiences) from 27 institutions around Korea through purposive 

sampling and used those of 610 in analysis after removing outliers. Th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gender and past treatment experiences of the 

predisposing factors turned out to have direct and indirect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long with psychiatric diagnosis, 

anxiety and depression, and severity of drug abuse of need factors. Their 

enabling factor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Gender and psychiatric diagnosi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treatment service use, and past treatment experiences and 

severity of drug abuse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it. Anxiety and 

depression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it, but 

its total effects on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suggests that they affect the treatment service use of drug 

users through various paths. Psychiatric diagnosis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it, but its total eff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ndicates that its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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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of the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turned out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The higher their level was of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 stronger their intention was to use treatment services. Attitude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Finally, the study also tested whether the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would mediate the effects of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ir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nd found that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all had mediated 

effects between them. Specifically, attitude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severity of drug abuse on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subjective 

norm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past treatment experiences on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nd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severity of drug abuse on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nd finally, 

perceived behavior control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both past 

treatment experiences and severity of drug abuse on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In short, the three factors of drug users’ attitude and 

belief system characteristics partially or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past treatment experiences and severity of drug abuse on the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The present study reestablished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the 

Intended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by integrating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eveloped a measuring tool to predict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thus holding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study 

claims its significance by creating a chance to shift the focus from the 

motivation to stop using drugs in the old intervention perspective to wil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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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in terms of social welfare practice and policy. Furthermore, it 

emphasizes a need for efforts to change the attitude and belief system of 

drug users to promote their determination to get treatments. The findings 

will hopefully serve as empirical base data to plan a program that considers 

drug users in their shoes rather than the service provider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and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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