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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항불안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뛰어난 효과를 평가 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약물도 장기간 사용될 경우에는 치료용량이라 하더라도 정신
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으며 금단증상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항불안제 남용 상황은 심각
한 수준이며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으로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항불안제 투약을 지속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약물 의존
도를 높이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안장애환자
를 대상으로 이들의 항불안제 사용 경험을 파악하여 처방용량을 지키는
요인과 약물 남용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설계는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통해 처방용량을 지
키게 하는 요인과 남용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이며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불안장
애를 진단받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 중인 불안장애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개별심
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면담은 1~2회로 진행되었고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며 모든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여 필사한 후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참여자들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에 관한 주제는 항불
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는 요인과 항불안제 남용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
었으며, 이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경험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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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이
‘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찾음’,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
가 있음’, ‘증상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약 대신 다른 대처방법을 찾아봄’,
‘약 조절에 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함’, 경험적 요인이 ‘과거에 약물
을 남용한 경험이 없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함’, ‘약의 효과로
이전의 나를 찾아감’,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돕는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함’, ‘의료진을 신뢰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함’,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음’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항불안제 남용 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약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
이 부족함’, ‘처방약의 효과를 맹신하며 약을 끊을 의지가 없음’,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다님’, ‘약 조절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함’, 경험적 요인으로 ‘과거에 약물
을 남용한 경험이 있음’, ‘약물 부작용보다 불안증상이 더 고통스러움’,
‘급격한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며 점차 의존적이 되어감’, 환경적 요인으
로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함’, ‘의료진을 불신하여
의사소통이 부재함’,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함’
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의료 환경의 특성에 따른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통해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며 복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항불안제 남용의 계기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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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항불안제 남용 예방을 위한 간호학적 교육이나, 중
재 및 재활, 그리고 대상자 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불안장애,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남용, 질적 연구
학 번 : 2009-20461

iii

목 차

국문초록 ..................................................................................... ⅰ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문헌 고찰 ............................................................................ 4
1. 항불안제의 사용 실태 ............................................................... 4
2. 항불안제 의존성........................................................................ 7
3. 항불안제 남용과 관련된 요인 ................................................. 11

Ⅲ. 연구 방법 .......................................................................... 13
1. 연구 설계 ................................................................................ 13
2. 자료 수집 ................................................................................ 13
3. 자료 분석 ................................................................................ 17
4. 연구의 질 확보 ....................................................................... 18
5. 윤리적 고려 ............................................................................ 20

iv

Ⅳ. 연구 결과 .......................................................................... 21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1
2.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 ....................................... 22

Ⅴ. 논의 .................................................................................. 54
1.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 ....................................... 54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 62
3. 연구의 제한점 ......................................................................... 64

Ⅵ. 결론 및 제언 ..................................................................... 65
참고문헌.................................................................................. 67
부록 ........................................................................................ 72
Abstract ................................................................................. 78

v

List of Table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22
Table 2. Reasons for Anti-Anxiety Agents Proper Use/Abuse ... 23

List of Appendixes

부록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72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 74
부록 3. 면담 요약지 ............................................................................ 77

vi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증가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 점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자극에도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되는 병적 불안은
부적응적인 정서반응을 일으켜 불안장애를 발생시키며(홍지영, 2017)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쉽게

만성화가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최강록 et al., 2013).
대표적인 항불안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1950년대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민성길,

1991).

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은 항불안제로 사용되었던 바르비투르산염에 비해 독성과 잠재적
의존성이 낮으며 효과는 뛰어나다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이 약물도
장기간 사용될 경우에는 치료용량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으며, 공황 증상, 불면, 우울, 진전, 식은땀,
두근거림

등과

함께

환각,

감각

과활성,

섬망,

경련,

혼돈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Ashton, 2005). 이런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한 기존의 원인 증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약물의존으로 인한 2차
질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약물 의존은 또 다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

과정

또한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들어 항불안제 약물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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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며 약물의 남용 문제가 대두 되었고 현재 그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채수미, 2015; Coben et al., 2010).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늘고 있으며 약물 남용에 대한 심각성은 약물 의존의 진단과
관리, 그로 인한 위험성, 원인, 약물 처방의 딜레마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Longo & Johnson, 2000; de
las Cuevas, Sanz, & de la Fuente, 2003; Ashton, 2005; Chen et al.,
2015). 특히 외국에서는 많은 ‘Benzodiazepine Withdrawal Support
Group’들을 통해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사용과

의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민성길, 1991; 권진원 et al., 2012; 박소윤, 2015). 그러나
다른 정신과 영역에 비해 관련 연구가 적을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용자들의 약물 치료 방향의 결정 권리가 간과된 채
여전히 수동적인 복용 자세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남용 문제는 통합적인
삶 자체에 초점을 두는 간호 영역에서 처방 약물의 정확한 복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갖고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다.
이를 위해 불안 증상 완화로 인해 항불안제 복용을 시작하였지만 증상이
잘 낫지 않거나 장기화 되었을 때, 불안장애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투약을

지속하는지

일차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항불안제를 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불안장애 환자를 통해 실제
환자들의 약물 복용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 약물에
대한 지식, 약물 사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 약물 중단에 대한 인식 등
약물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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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지키며 투약하는 경우와 항불안제를 남용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물 남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간호중재는 단순히 약을 잘
복용하도록 하는 복약 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방에 따른 투약
용량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남용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약물로 인한 2차 질환의 예방하고, 약물 의존을
조기 발견하여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질을
보호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과 남용
요인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두고, 항불안제 복용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과 남용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항불안제 약물 남용에 대한 간호학적 예방을 위해 기초적인 조사로, 이
연구결과는 1차적으로 항불안제 사용에 대한 인식과 남용을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2차적으로 항불안제 남용
예방을

위한

간호교육이나

중재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항불안제 사용
경험을

파악하여

처방용량을

지키는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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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약물

남용의

요인을

Ⅱ. 문헌 고찰
1. 항불안제의 사용 실태
우리나라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약물은 정신신경질환자는 물론 신체적 질환자에게도 처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인들에게서 두드러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회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청구한 18세 이상 환자 수는 총 22,361,449명이었다. 성분별로는
장기작용 제제인 디아제팜, 속효성 제제인 알프라졸람 순으로 많았으며
그 중 1년에 90일 이상 처방이 4.7%, 180일 이상 처방이 3.2%였다.
전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명세서

중

17.8%가

정신과에서

처방되었고 82.2%는 비정신과에서 처방되었으며 질환 별로 분류하면
정신신경질환보다는 위∙십이지장 질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권진원
et al., 2012). 또한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외래
환자의

벤조디아제핀계

요양급여비용
알프라졸람,

약물

심사청구자료를
에티졸람

순으로

처방
통해

양상을
조사한

처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서도

많았으며

디아제팜,

소화성궤양

및

염증질환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박소윤, 2015).
미국의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7년간 진정제, 신경안정제 등에 의해
중독된 경우는 37%나 늘었으며 이는 다른 물질에 의해 중독된 것보다
16%나 높은 수치라고 하였다(Coben et al., 2010). 이렇게 이들 약물에
대한 중독 사례가 증가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임상에서의 처방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이들 약물의 빠른 작용, 경미한 부작용,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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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남용 가능성과 의존으로의 연관성 때문에 처방하기 쉬운 약은
아니라고 하였다(Davidson et al., 2010). 또한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병원에서 항불안제를 처방한 건수는 대략 4만3천 건에서
7만천 건으로 65%나 늘었다. 지난 1999년 약 1만 건에 달했던
항불안제에 의한 약물중독이 2006년에는 2만4천 건으로 증가했다고 한
연구를 통해 약물의 남용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Coben et al., 2010).
국내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4년 만 20세 이상
성인 4095명 중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오남용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7%인 697명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약물로는
신경안정제가 3.4%이며 수면제는 2.8%로 처방약물로 인한 오남용도
상당수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불법약물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처방의약품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남용은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채수미, 2015).
태국에서도 수면제와 항불안제와 같은 처방된 약물에 대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수면제와 항불안제
오남용의

빈도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낮으나

소폭으로라도

감당하기

힘든

그

결과를

빈도가
초래할

증가한다면
것이라고

본다(Assanangkornchai, Sam-Angsri, Rerngpongpan, & Edwards,
2010).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약물 오남용 정도의 파악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서 진정수면제 및 항불안제의 의존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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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사용이 필요하나 그 의존의 위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의하면, 항불안제 중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알프라졸람의
청구 현황이 2006년 상반기에만 50만여 건이나 되었다. 특히 이
약물은 하루 최대 4mg을 투여할 수 있고 의사의 판단 시 치료반응에
따라 3~4일 간격으로 6mg까지 투여할 수 있는데 처방내역 중 가장
많은 처방을 받은 자의 처방전을 확인해 본 결과 6개월 동안 336정이나
초과 처방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모두가 보험급여로 지급되었을 정도로
이들 약물들이 환자에게 처방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2010년

보험적용기준이

1월에는

신설되어

항불안제의

의약품

처방,

처방일수를
조제

제한하는

지원서비스(DUR)의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급여기준 변경 후
처방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권진원 et al., 2012).
일부에서는 약물 처방 규제로 인해 병원에서 추가로 처방 받기 어려운
항불안제

약물의

벤조디아제핀계

불법
약물은

유통

또한

의사로부터

성행하고
처방을

있는데,
받는

이에

대해

약이므로

불법

약물들과는 달리 안전하며 더 나아가 처방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조차 똑같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de las Cuevas et al., 2003). 국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은 그 종류와 사용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용으로
인한 효과가 강력할 뿐 만 아니라 부작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사용자의
피해가 매우
국내외의

크다(김소연, 이종석,

항불안제 남용은

& 한동우, 2013).

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인데 비해 이에 대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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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남용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2. 항불안제 의존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경구

투여

후

30분에서

8시간

안에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여 평안과 이완을 가져온다.
또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며 근이완, 항경련, 심지어는
단기 기억장애에도 효과가 인정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약물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항정신성 약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이외의 분야, 즉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등에서의
사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민성길, 1991).
그러나 1980년대에 장기 처방 환자들로부터 약물로 인한 위해성이
보고되었는데 사용할 때마다 늘이지 않으면 투약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과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는

금단증상이 보고되면서 이들 약물의 중독성이 드러났다(Ashton, 2005).
약물의존은 자주 약물을 찾고 갈망하게 하는 정신적 의존과 신체적으로
금단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는 육체적 의존으로 나뉘며 중독이란 정신적
의존을 말한다. 내성이란 종전과 같은 양을 써서는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원하는

효과를

위해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이동국, 2013).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2~4주 이내로 제한해서 쓸 때만 약물의
위험성보다

장점이

크다(Lader,

2011).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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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에서의
6~10주 후부터는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치료를 위해 항우울제 단독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환자들이 항불안제를 중단하기 원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Starcevic, 2012).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작용 중 수면 효과에
대한 내성은 단 며칠에서 몇 주의 정규 투약만으로도 빠르게 발생한다.
그리하여 환자들은 처음에 불면에 대한 즉각적인 약물 효과를 보지만
점차 같은 용량 약물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다. 항불안 효과에
대한 내성은 몇 달에 걸쳐 더 느리게 발생하지만 장기 복용 시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약물의 증량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이들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음 처방이 의도한 데로 불안을
줄이는데 작용하기 보다는 약물에 대한 금단 증상을 막기 위해 약물을
지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Longo & Johnson, 2000). 그렇게 약물에
대한 내성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면 용량과 투약 기간을 늘리게
되어 의존이 생기게 된다.
경구 투여 시 지질 용해도가 더 큰 약물일수록 위장관 내에서의 흡수
속도가 빨라 약물의 효과도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이 더
커지는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대부분 지질 용해도가 크다. 특히
디아제팜이나 알프라졸람 등의 지질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 남용 위험도가 커진다(김소연 et al., 2013).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금단증상은 일반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 증상,
불면, 우울, 진전, 식은땀, 두근거림 등과 함께 환각, 감각 과활성, 섬망,
경련, 혼돈, 심한 경우 사망으로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금단 증상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사용량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데 장기 복용자가 약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고 부작용만
일으킴을 알고 복용을 중단하고자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단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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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함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단 증상의 발생
정도는 장기 사용, 고용량, 단기작용약물, 복용자의 특정 성격유형, 불안
정도에 따라 다르다(Ashton, 2005).
약물 남용의 과정은 일단 약을 수면용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점차 낮에
불안 해소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 증량하게 되며, 그러다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증상을 불안, 불면의 재발로 오인하고
약을 다시 먹게 되며 급기야 최대효과를 위해 정맥주사 등 무리한
방법이 동원된다. 이때 과량에 의한 중추신경계 독성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였다(민성길, 1991).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기에 약물에 대한 의존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워지며 의학적인 전문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Ashton(2005)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의존

환자를

3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치료용량 의존, 둘째, 처방 고용량 의존, 셋째, 쾌락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남용이다(Ashton,

2005).

특히

쾌락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남용은 약물을 반복투여 하는 가운데 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민감화 반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약이 아닌 추가적 약물 복용이 발생한다(이동국, 2013).
또한 일반적으로 단독 투약보다는 다른 약물들, 주로 아편유사제,
암페타민, 코카인, 술, 다른 불법 약물과 병용 투약을 함으로서 약물의
불법

유통과

마약

투여

등의

사회적

위법

행위까지

발생하게

된다(Ashton, 2005). 이렇게 약물 남용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간장
질환, 신장질환, 뇌손상 등의 신체적인 증상은 물론이고 부정과 자기
합리화로 인해 사회적 상호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더
나아가 가족의 붕괴와 사회경제적 손실도 가져온다(최화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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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불안장애 치료와 관련된 몇몇 다른 연구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의존성은 인정하나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하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약물남용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안장애 증상 치료를
위해 이들 약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Goodman, 2004;
Cook, Marshall, Masci, & Coyne, 2007; Davidson, 2009; Davidson et
al., 2010).
이와 같이 항불안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관련 의견은 현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술, 담배, 마약류
등의 남용 물질의 위해성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항불안제 약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부재는 이들 약물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어 처방을 받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이들
약물을 구하기 위해 한 가지 증상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 방문하여 중복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 유통된 항불안제 약물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라도 복용하는 등 그 폐해가 보고되었다(채수미, 2015).
이러한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실제 불안장애 환자들의 약물남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의 심각성 인식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소하게

약물남용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나

그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처방을 해야 할 만큼 이들 약물의 효과는 현재 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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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불안제 남용과 관련된 요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내성과

금단증상을

발생시키는

약리학적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GABA 수용체의 형태적 변화에 의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의 결합이 줄어들면서 같은 용량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민성길, 1991).
특히 약물 사용기간, 하루 약물 용량, 약물의 반감기, 작용시간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므로 2~4주의 짧은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물의
우수한 효과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들 약물의 처방은
딜레마에 있다(Sim, Khong, & Wain, 2007).
고용량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의존 환자의 약물 사용 시작, 약물
소지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질적 연구에서는 약물 사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4주제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신적

고통과

정신질환에 적응하기 위함, 둘째,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신체적
증상을 관리하기 위함, 셋째, 물질관련 질환의 증상을 줄이기 위함, 넷째,
오락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으로 분류되었다(Liebrenz et al., 2015).
약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용과 중독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만 생기는데 남성, 중독 가족력이 있을 때 중독 위험성이 더
커진다(이동국, 2013). 약물 오남용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자 개인적인
요소로는 수동성, 감정동요, 충동성, 무책임감, 지지체계 부족, 통증,
공황증상이 있다(Sussman, 1993). 이는 단지 같은 조건의 약물을
복용했을지라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약물 의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물질남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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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자의 인식도 약물을 복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사용자에 대한 2004년도 조사 연구에서 45명의
환자 중 23명(51%)이 이들 약물을 끊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왜냐하면 이 약물은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었으며 약물을 끊게 되면
증상이 재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Voyer et al., 2004). 약물
복용자의 절반 이상이 약물의 유해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복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하였다. 이는 약물의 처방과 상관없이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물 복용을 지속할 수 있는 환자의
위험 요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7개

도시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2004년~2014년
사이에 약물에 관한 태도가 관대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약물 사용의
이득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약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으며 평소 약물에 호기심을 가졌거나 유혹을 느껴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강은영 & 조소연, 201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항불안제 복용자들은 약물 투약의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복용을 지속하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며
약물 복용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약물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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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통해 처방용량을
지키게

하는

요인과

남용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이다.

불안장애의 발병 후 지속적으로 종합병원 정신과 입원치료나 외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항불안제 투약을 유지하고 있는 불안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안에서
개념을

식별,

분석하여

주제를

찾아내려는

서술적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자료 수집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이 높고 현상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참여자를 목적표출법(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해 선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불안제 복용 경험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 중인 불안장애환자로
한다. 원칙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6~10주 이내로 약을 사용해야 한다(Starcevic, 2012). 또한 여러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남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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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3달

이상

약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약물의 안정 효과가 거의 줄어든다고 서술하고
있다(Cook, Biyanova, Masci, & Coyne, 2007; Chen et al., 2015).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항불안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한 환자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현실 지각이 손상된 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서울

소재

일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입원

병동에서

항불안제 처방을 받는 불안장애 성인 환자 중에서 위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예비 참여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전문의와 입원병동 주치의
및

간호사를

통해

추천받았다.

추천

받은

예비

참여자는

외래의

전문의나 입원병동 주치의 및 간호사로부터 연구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상태이므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취지 및 연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접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면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7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었다. 그 중 조절이 안
되는 불안 증세로 인해 면대면 심층 면담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4명을
제외한 총 13명이 면담을 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내용의 포화시점에 이르게 되었고 연구 참여자 모집을 종료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1) 면담 시간 및 장소
외래 진료 환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외래 내 면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내 면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1~2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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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고

면담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2시간

40분까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불안장애 특성상 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심층 면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면담실에서 면담을 한
후 추가로 병원 내를 걸으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2) 면담 방법
연구 대상자와 개별 심층 면담을 위해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 내용은 녹취될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추후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이에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불안을

표현하는

대상자들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안정감을 유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질문은 “항불안제를 복용한 경험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항불안제 약물의 장기 사용과 중단에 대한
관점을 노인 환자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제시된 ‘Semi-Structured
Qualitative Patient Interview Guide’를 재구조화하여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반구조화 면담 질문을 이용하였다(Cook,
Biyanov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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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복용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② 이 약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③ 이 약을 드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④ 혹시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⑤ 이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⑥ 그러면 처음 이 약을 먹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⑦ 이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⑧ 이 약을 먹을 때나 아니면 먹지 않았을 때,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⑨ 특히 이 약을 드시는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나요?
⑩

이 약을 한 병원에서 처방 받은 것 이상 구해서 드신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구하셨나요?

⑪

이 약을 실수로든,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빼먹은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떠셨어요?

⑫

이 약을 늘리거나 줄여서 먹었을 때는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⑬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말고 혹시 이 약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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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마치며 정확한 약물 복용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증상을
위해 처방된 약물 용량 이상으로 복용하거나 갑자기 중단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약물복용 원칙을 설명하였다.

(3) 면담 자료 필사
면담 자료는 녹음된 참여자의 표현한 언어 그대로를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면담 도중의 웃음이나 행동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기록하였다. 여기에 면담 시 참여자가 강조한 내용이나 연구자의 느낌을
기록한 연구자의 메모도 함께 기록하였으며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내용은 기호화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3. 자료 분석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은 지식과 새로운 관점, 사실의 재해석, 행동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로부터 주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서술하는 방법이다(Elo & Kyngas, 2008).
자료 분석은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우선 내용과 친밀해지기 위해 심층
면담한 녹음파일을 듣고 필사본을 여러 번 읽었다. 연구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경험을 공감하며 관련된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문장과 구절을 선택하여 코드화하였다. 추출된 코드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만들어 의미를 구성한 후 범주화하였다.
주제들을

재검토하고

각

특성에

따라

명명하였다.

이렇게

명명된

주제들을 관련 있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17

4.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빙성(Credibility),

적합성

(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Conformability)
의 질적 연구의 기준을 따랐다(Sandelowski, 1986).

(1) 신빙성(Credibility)

신빙성은

현상에

서술되었는지를

대한

의미한다.

기술과

해석이

신빙성을

현실에

확보하기

가깝고

위해

충실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치의와 상의하여 현실 지각이 가능하고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이용함으로써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한 채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한 후 면담을 시행한 연구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참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였다. 면담 도중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들도 함께
기록하여

현상을

생생하게

서술하여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필사본을 확인하는 참여자 검증을 하였다.

(2) 적합성(Fittingness)

적합성은 연구 결과가 다른 대상자들의 맥락에도 적용 가능한지,
비슷한 환경의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가 있다고 여기면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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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연구 결과를 보여주어 면담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내용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면담을 하여 항불안제 복용 경험에
대해 최대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감사가능성(Auditability)

감사가능성은 자료 수집과 해석,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을 때 확보된다. 본 연구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15년간 근무한 간호사로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 과정의 질적 연구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대한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서 다수의 학술대회와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며
자료

수집에서

자료

분석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 방법을 충실히 따랐다(Braun &
Clarke, 2006). 또한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와 질적 연구자 동료에게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4) 확인가능성(Conformability)

확인가능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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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확립되면 연구의 확인가능성이
확립되었다고 보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삼성서울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와 승인(No 2016-11-083)
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 자발적 참여의 동의, 중도 포기 가능성, 참
여 시 예상되는 이익과 불이익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자가
직접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된 동의를 서면으로 얻
은 뒤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알려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녹음
된 음성 녹음 파일에는 개인의 신원을 유추할 만한 개인식별정보(연락처)
가 포함되지만 연구에 직접 이용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연구로 인
해 획득되는 자료와 대상자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면
담 종료 후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를 하였으며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약물 복용 정보를 제공하였다. 필사본에는 개인식별정보
가 모두 기호화된 상태에서 텍스트로 분석되기에 연구 참여자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수집된 음성 녹음 파일과 필사본 자료는 연구자의 비밀번호
가 부여된 PC에 저장하며, 필사본 각 파일 별로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0

Ⅳ.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참여자는 항불안제를 3개월 이상 복용 중인 불안장애환자 13
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녀 성비는 남성은 5명, 여성은
8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41세에서 59세이며 평균 연령은 51세로 이중
11명이 기혼이고 2명이 미혼이다. 참여자 중 5명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
으며 학력은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3명, 대졸 5명, 대학원졸이 3명
이다. 항불안제의 복용 기간은 3개월~1년 미만이 4명, 1년 이상~3년
미만이 2명, 3년 이상이 7명이다(Table 1). 참여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항불안제 약물은 로라제팜, 에티졸람,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플루라제
팜이며 참여자3, 참여자7, 참여자13은 항불안제 부작용(금단증상, 내성)
을 주증상으로 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다. 또한 의료인인 연구자가 인
터뷰를 통해 봤을 때 남용의 증거가 없고 증상도 조절되면서 비교적 건
강에 대해 통제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7명이며 6명은 항불안제
남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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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항불안제

성별

나이

결혼

직업

학력

1

여자

41

기혼

있음

고졸

4개월

2

남자

42

미혼

없음

대학원졸

7년

3

여자

51

기혼

없음

중졸

7년

4

여자

59

기혼

없음

초졸

3년

5

여자

50

기혼

없음

고졸

1년

6

남자

53

기혼

있음

대학원졸

3년

7

여자

57

기혼

없음

전문대졸

3년

8

여자

52

기혼

없음

대졸

3개월

9

여자

55

기혼

없음

고졸

4개월

10

남자

54

기혼

있음

대졸

5개월

11

남자

50

미혼

있음

대졸

2년

12

남자

46

기혼

있음

대학원졸

10년

13

여자

56

기혼

없음

대졸

6년

복용기간

2.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통한 남용요인 이해를 위해 13
명의 연구 참여자의 면담자료 내용을 주제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
된 참여자들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에 관한 주제는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는 요인과 항불안제 남용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이 요인들
은 크게 개인적 요인, 경험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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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asons for Anti-Anxiety Agents Proper Use/Abuse

항불안제 처방용량을

항불안제 남용 요인

지키는 요인

개인적
요인

경험적
요인

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약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

찾음

함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처방약의 효과를 맹신하며 약을

있음

끊을 의지가 없음

증상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약 대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신 다른 대처방법을 찾아봄

끊임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다님

약 조절에 관한 주도권을 유지하

약 조절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려고 함

맹목적으로 의지함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없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

음

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함

약의 효과로 이전의 나를 찾아감

환경적
요인

약물 부작용보다 불안증상이 더
고통스러움
급격한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며
점차 의존적이 되어감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돕는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설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함

명이 불충분함

의료진을

의료진을

신뢰하여

의사소통이

불신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함

부재함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 사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의

람들의 지지가 있음

지지체계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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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는 요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불안 증세를 겪으며 정
신과 병원을 찾아와서, 막상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매우 놀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항불안제에 대해
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정신질환이 빠르게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내과에서 감기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듯이 항불안제 복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 경험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
류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항불안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참여
자들은 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처방 용량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1) 개인적 요인

항불안제 처방용량을 지키게 되는 개인적 요인에는 ‘약에 관심을 가지
고 관련 지식을 찾음’,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있음’, ‘증상의 고
통을 극복하고자 약 대신 다른 대처방법을 찾아봄’, ‘약 조절에 관한 주
도권을 유지하려고 함’ 등의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 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찾음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를 접하며 대상자들이 갖게 된 기본적인 인식
과 접해보지 못했던 약에 대해 주어진 정보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불안장애환자들이 항
불안제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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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참여자의 경우에는 약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들은 약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약물 작용 시간을 재기도 하고 인터넷 등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내려고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미뤄보니까 이 약 때문에 가라앉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중략) 제가 호흡장애 있을 때 먹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약을 복용하고 저한테는 한 40분 정도 있다가 효과가 발생
하는 것 같은 느낌. (중략) 그리고 다시 재발을 안 하는 거지 발생하는 걸 확
낮춰주는 것 같진 않아요. 신랑하고 많이 세봤거든요. 궁금해서. (참여자 1)

인터넷에서 보죠.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먹는 약은 거기에 올려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 다 읽어보죠.
(중략) 그러고 그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약의 그 회사의 설명 나와있는
자료를 봐요. 그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
게 믿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내준 정보에 대한 약 자료를 믿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몇 퍼센트 임상 실험했더니 몇 퍼센트에서 이게 나왔다
고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낸 자료잖아요. (참여자 7)

한 참여자는 자신이 약의 부작용을 느끼고 위험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
에 약에 대해 일일이 찾아보고 복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 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성을 모르며 알려고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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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신경안정제에 대
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인터넷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찾아본다면 그렇게 안
먹죠. (중략)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나 뭐
이 정도 먹어서 내게 무슨 일 있을까라는 안이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러고 감기약 3~4일 먹는다고 그렇게 평생을 중독돼서 괴롭게 안 살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신경안정제라는 게 찾아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본인들이 알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겠죠. (참여자 7)

•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있음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의 위해성에 대해 인식을 한 참여자들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약을 조절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불안장애환자들이 항불안제 중단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참여자 스스로도 약물 복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약을 줄이거나 끊
으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처방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줄이고
자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슷한 증상의 주변 사람들이 약을 쉽
게 복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따라 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는 기준을 스스
로 정하여 이를 따르려고 애썼다.

증상이 확 와서 힘들어 질 때가 있고 확 왔다가 가라앉을 때도 있어서
이렇게 보고 이제 막 오는지 안 오는 지까지 보고 먹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불안해요. 이 약이 자
꾸 의존성. 약을 조금 약간 의심을 해요. (중략) 그래서 안 먹었었고. 자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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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 왠지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항불안제 그런 거 보다 약 자체가
의존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참여자 1)

병동 선생님이 약에 대해서 매주마다 환자들한테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
었는데 제가 먹는 약은 중독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뭐 약을 그래도 먹지 말아야지 뭐. 약 먹는 게 뭐 좋아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자꾸 노력을 했죠. (참여자 6)

• 증상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약 대신 다른 대처방법을 찾아봄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가 불안증상을 해소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위해
성을 인식하여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참여자들의
현실적 대처방식에 관한 것이다.
항불안제를 끊고 싶어하지만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약을 끊는 경우
는 많지 않았다. 막연하게 약을 끊겠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약의 중
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며 실패했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한 반면, 구
체적으로 운동이나 호흡조절, 상담치료 등 약이 아닌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경우 약물을 처방 용량 내로 유지 하였고 남용하
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요번에 나가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교수님하고 진료를 하고 또 교수님
소개를 받아서 부부상담 받는데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상담
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은 좀 안 먹어 보려고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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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을 운동으로 극복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운동을 해서 고단하게
해서 잠을 잔다던가 해서 극복을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피로를 느끼니까,
15층 계단을 오르는데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몸 상태가 좀 정상괘도로
올라와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약을 좀 안 먹
고 내 스스로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1)

• 약 조절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유지 하려고 함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 복용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나 약물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조절하려는 개인의 성향과 관
련된 것이다.
참여자는 혼자서는 참기 어려운 불안 증세를 경감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하지만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하며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약에 의해
유지되는 삶을 살게 된 상황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스스
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약물 복용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주도
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 약보다 공황장애가 언제 나을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약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제가 내 스스로 바꿔야겠다.
내 생각이 바꿔야겠다 맨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내
가 이걸 못 이겨내는구나 그래서 약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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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인생에
한 20퍼센트는 루저, 패배자.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
게 되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못사니까 약 먹고 사는 병신. 그런 느낌이 자
꾸 들잖아요. 먹는데 먹을 때마다 슬픈 느낌이 각각 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나에게 배터리라고 생각해요. 배터리 떨어지면
기계가 서잖아요. 이 약이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약한
테 뺏겼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되겠다, 그게 나답다’ 그랬었죠. 그렇잖아요?
‘약이 아니면 난 죽는다’ 그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언젠가는 내 힘
으로 약 끊고 최소한으로 먹고 살겠다는 게 제 꿈이에요. (참여자 6)

한편 참여자들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정신질환 스티그마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로 취급받을까봐 걱정하며 불안감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보였
으며 이로 인해 약을 끊고 싶다고 하였다.

귀찮은 것도 있지만 내가 꼭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 그냥
감기약 같으면 감기가 나서려고 먹어야 되는데 이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병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봐 그것도 걱정되고. (중략) 제가 아직도
나이는 적잖아요. 살 일이 많은데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더
좀 우울할 때가 많아요.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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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적 요인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항불안제 처방용량을 지키게 되는 배경에는 과
거 경험에 근거한 요인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험적 요인에
는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없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함’,
‘약의 효과로 이전의 나를 찾아감’ 등의 3개의 하위 주제가 속한다.

•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없음

이 하위주제는 참여자들이 과거에 임의로 약을 조절한 경험이 있었
는지를 확인하여 그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약물 사용을 해왔는지에 대
한 것이다.
항불안제를 처방 받은 용량 이상으로 복용한 경험에 대해 13명 중 7
명의 참여자가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면서도 남용 경험이 없다고 하였
다. 아무리 불안 증상으로 인해 견디기 힘들더라도 약을 먹는 것이 좋을
게 없다며 처방 용량에서 굳이 약의 용량을 늘려서 먹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고 용량을 오히려 줄이거나 복용 시간을 조금 당겨서 먹은 적은 있
지만 늘려서 먹는 것은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그 순간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가겠다든지,
술 먹겠다든지, 극장가겠다든지, 뭐 그랬지 약을 찾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네요. 한번도. 힘들 때 (의사가) 먹으라고 한 약도 없었고.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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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개 이상은 먹어본 적은 없어요. 추가해서 먹어본 적은 한번도 없
어요. (참여자 11)

•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함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불안 증상 완화 여부
와 관련 없이 추가로 겪게 된 고통스러운 부작용 경험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안장애환자들이 약물 사용의 단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
항불안제를 투약하며 이전에는 없던 심한 어지러움이나 기억력 저하
등의 이상 증세가 생겼고 항불안제 투약을 지속하며 같은 용량을 먹어도
더 이상 증상이 낫지 않는 내성을 겪거나 약을 줄이면서 금단 증상을 겪
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약을 끊고 나서 부작용을 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한
테 다 온 거에요. 그냥 뭐 복부도 막 팽만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
고, 발에도 모래주머니가 탁 매달려 있는 거 같고. 그리고 통증도 다 돌아
다니고 머리에서는 막 이명이 크게 들리고. 혀는 말려 들어가서 물을 못 삼
킬 정도로다가 심하고. 말이 안 나와요. 달마돔을 한 7년째 먹고 있었으니
까. 이렇게 오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는 너무 치명적인 금단현상이, 아주 달마돔에 금단과 관련된 것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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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자는 약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약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약임에도
약물 용량의 조절 없이 투약해왔다는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병이 독
해서 기운이 없구나.’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의 약을 오랜
세월 먹은 걸 방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좀 후회하고 있죠. 조절을
못하고. (참여자 7)

• 약의 효과로 이전의 나를 찾아감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를 복용함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
는 경험을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처방에 따라 복용함으로써 기대됐던 약
물 효과가 나타나고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불안장애환자들이
항불안제를 적절하게 복용해 온 이유를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항불안제를 먹더라도 기분이 과도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
라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항불안제 오남용에 대해 매스컴에서 보도
하는 경우 마약과 같이 정신적 욕망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데 실제 복용을 해보면 병으로 인해 생겼던 불안 증상이 나아지
며 병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증상 때문에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것이지 약이 좋아서 찾게 되는 것
은 아니라며 약을 줄일 수 있길 바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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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먹으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뭐
안 아플 때랑 똑 같은 컨디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 약은 비상
시에만 써야겠다. 힘들 때. 힘들 때만 써야겠다 생각했었죠. 정신과 약이니
까 이게 뭐 치료약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힘들 때 먹지 그랬죠. 지속적
으로 안 먹고. (참여자 8)

그냥 (약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기본, 병이다 하기
전에 삶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가는 거지. 기분이 업 되가지고 기분이
막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되는 그런
거에요.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지. 그냥 그 약을
먹어서 업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걸 좋다고 먹겠어
요? 솔직히. 병자니까 먹지. 병자니까. (참여자 9)

(3) 환경적 요인

개인적, 경험적 요인뿐만 아니라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의 환경
적 요인도 처방용량을 지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이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에는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돕는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함’, ‘의료진
을 신뢰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함’,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 사람들
의 지지가 있음’ 등의 3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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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돕는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함

이 하위주제는 필요에 의해 처방된 항불안제를 처음 접하면서 약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약물 의존성에 대해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설
명을 충분히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항불안제를 처방 받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약을 장기 복용할 시 중독
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관련 설명을 들은 참여자들은 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급적이
면 약을 먹지 않으며 절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복용 용량
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정확한 약물 이름과 용량에 대해 기억
하며 처방용량 내에서 증상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약물에 대해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투
약하게 된 약에 대한 정보와 투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
며 잘못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약을 조절
하려고 하였다.

8월에 진단받고 처음에 몰랐다가 공황장애 진단 후에 의사선생님께서
계속 먹는 것은 아니고 힘들 때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처방 해주셨는데 이
게 의존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면서 많이 먹어 좋은 것은 아니고 하루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데 그게 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씀 해주셨
고.. (중략) 저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많이 먹진 않게 되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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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을 신뢰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함

이 하위주제는 항불안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신뢰를 통해 자신의 모든 증상으로 표현하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약을 조절함에 대한 것이다.
항불안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면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싶
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임의로 약을 조절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과 약물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
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치료과정에 동참하고 약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 약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
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스스로도 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고 있어야 가능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함께 대처를 하는 경
우에는 의료진이 설명한 약물 조절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약에 자꾸 의존을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느 순
간에는 끊어야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오늘 그러면 그걸 빼고 먹어보라고
해서 그러려고요.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니까 힘들
때는 그걸 먹는 게 맞는데 크게 안 힘들다 그러면 빼고 먹어보고 불안하시
면 먹고 그러라고 하더라고. (중략) 텀을 그렇게 해야 의존성을 줄일 수 있
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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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음

이 하위주제는 약을 제공하는 의료진 못지 않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환자의 부족한 지식이나 행동 의지를 지지해 줌
으로서 증상 완화를 돕게 됨을 의미한다.
참여자가 불안 증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가족
들이 항불안제 투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경우 약에만 의존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증상이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상황을 객관적으
로 볼 수 있는 주변 사람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며 약을 조절할 수 있
게 도와주면 이에 힘을 얻어 약을 찾지 않고 증상을 견뎌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가족은 저희 남편하고 큰딸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도 매우 잘해주고
큰딸도 워낙 괜찮고. 좀 어른스러워서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병이 있고 혹시 아빠 없을 때 엄마 힘들면 여기 약이 있으니까 엄마가 얘
기하면 이 약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신랑은 (약의 의존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서 (약물 작용)시간도 재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을 저
희는 많이 믿고 있고 그렇게 남용하진 않을 꺼 같아서. (참여자 1)

우리 식구들은 무슨 무슨 약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은 우리 딸 밖에 몰라요. 약 성분 뭐 이런 거 딸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몰라요. 약 이름도 잘. 전문가 쪽은 아닌데 항상 적어놓고 메모를 하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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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해 놓더라고요. (중략) 상담 받으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약을 잘라서 1/4쪽만 드려 보시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참여자 9)

2) 항불안제 남용 요인
항불안제를 처방 받은 용량 이상으로 늘여서 복용한 경험에 대해 묻
는 질문에 13명 중 6명의 참여자가 남용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항불
안제 남용은 심각한 불안 증상으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 참기 어려울 때 처방 용량 이상으로 추가 투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에 의해 약을 추
가로 복용해보고 약의 효과를 느끼며 점차 용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었
다. 항불안제 남용 요인 또한 개인적 요인, 경험적 요인, 환경적 요인
으로 분류되었다.

(1) 개인적 요인

항불안제 남용을 하는 개인적 요인에는 ‘약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함’, ‘처방약의 효과를 맹신하며 약을 끊을 의지가 없음’,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다님’, ‘약 조절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함’ 등의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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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함

이 하위주제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로서만 인식하고 그 약의 성분이나 투약 용량, 특성 등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복용함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불안장애환자들이 가
지고 있는 항불안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로 부족할 수 있는지 보
여준다.
참여자들은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통해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처방약은 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 자체에 대해 관심
을 보이지 않았다. 항불안제의 의존성에 대해 알지 못하여 처방약이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진통제처럼 필요할 때마다 먹거나 혈압약처럼 무조건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비타민처럼 먹었다며 건강
보조제 정도로 여기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항불안제를 처방 없이 약국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몸에는 뭐 특별하게야 머. 그냥 감기약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몸에는
뭐 나쁜 건 없는 거 같아요. 일단 공황이 오는걸 순간적으로 완화시켜주니
까. (참여자 2)

뭐 제가 약사 될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약의 종류 많겠죠. 안정제도,
치료제도. 모르겠어요. 저는 처방을 해주는 대로. 저는 증상만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걸 공부할 생각은 없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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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진이 약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도 관심 있게 듣지 않아 약을
잘못된 시간에 투약하거나 2배 용량을 투약하는 등 잘못 복용하는 경우
도 여러 명 있었다.

여기서 약을 주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3년 전에 줬던 거,
‘급할 때는 이 약을 먹어라’한 약(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똑 같은 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mg을 먹다가 10mg을 더 먹은 거에요. (참여자 4)

• 처방약의 효과를 맹신하며 약을 끊을 의지가 없음

이 하위주제는 자신이 경험한 약물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전문적 의학
지식에 근거한 처방약이라는 이유로 투약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
며 복용을 지속함에 관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불안장애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 중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합법적으로 의사를 통해 처방 받은 항불안제는 비교적 안
전하다고 생각하며 약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힘들 때마다 복용하는
등 약을 끊을 의지가 없었다. 이유가 있으니 약이 처방된 것이라고 여기
며 증상 때문에 힘든데 이를 억지로 참으며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환자의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할 수 있음에
도, 심지어는 자신이 증상이 없는데도 의료진이 약을 권하자 그대로 약
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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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 정신과 옛날이야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요즘에는. 전 별 생각
없었는데. 먹으니까 아무래도 졸리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중략) 약은 좋은
거죠. 아픈데 안 먹을 거 있나요? 저는 약에 거부감 없는데. 왜냐면 약을
먹어가지고 유지만 되면 좋죠. 모든 약이라는 게. 나중에 그게 뇌에 내성
이 생기고 그런 건 안 아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누가 뭐 먹고 싶어
서 먹냐고. 힘드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중략) 만약 계속 그러면 저는 평
생 먹으라고 그러면 계속 먹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먹어서 유지
가 되면. (참여자 10)

또한 한 참여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제조해서 처방전에 무
슨 약을 넣었는지도 모르지만 언제 다시 불안 증상으로 인해 힘들지
몰라 약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며 약을 처방 받은 상황이나 날짜도 기
억하지 못하여 약의 보관상태도 적절하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그 약들
을 복용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약을 버리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또 심해지면 먹어볼까 약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지금도 약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약이에요. 병원이
달랐고. 병원 약은 병원 자체에서 약을 받았기 때문에 처방전에 무슨 약
을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져다 드리면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저야 모
르죠.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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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다님

이 하위주제는 불안 증상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 행동을 보이나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의료진이 처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여러 병
원을 방문하여 과잉진료를 받는 대처방식에 대한 것이다.
건강하던 자신이 갑자기 불안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나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된 약을 복
용해도 쉽게 차도를 느끼지 못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증상이 심하다는 생
각보다는 약과 의료진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여러 병원을 찾
았다. 다른 의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을 시도해보고 약이 효과가 없
다며 쉽게 포기하고 약을 끊거나 한약과 항불안제 등 여러 가지 약을 혼
용해서 사용하는 약물 복용으로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이
에 약물의 종류나 용량은 늘어가고 약 부작용도 생기며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약을) 1주일 치를 받았는데요. 한 2번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
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녔
죠. 그래서 가정의학과로 안가고 또 뭐 **대 병원에 잘한다고 그래서 또 거
기 가고 그랬어요. (참여자 8)

여기는 좋은 병원이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환자 본인이 또 안
내키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가 ‘약을 계속 먹어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느끼니까 처방해주실 때는 먹다가 먹다 보면 먹기 싫은.
(중략) 그래서 큰 병원에 찾아오는 거고.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불안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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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그러길래 또다시 한방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약
을 계속 먹었죠. 한약하고.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죠. (참여자 11)

또한 병을 고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쳐가다가 겨우 어렵
게 증상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두 번을 바꾸고 여기 와서는 수긍하고 그냥 약을
계속 먹는 거고. 지금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면 증상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냥 알아서 약을 먹어요. (참여자 11)

• 약 조절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려고 함

이 하위주제는 불안장애와 항불안제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
들이 의료진에게 권위를 느끼고 자신이 복용하는 항불안제에 대한 주체
성을 상실한 채 수동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는 의존적, 회피적 개인 성향
에 대한 것이다.
자신의 불안 증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의료진에
게 의지하며 무조건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참여자들은 약 조절과 관
련하여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처음 항불안제를 복용하
는 참여자들 보다는 약을 임의로 조절하며 재발을 경험하여 약물 복용이
장기화된 참여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약을 수동적으로 처방 받아 투
약하다 보니 약 조절도 하지 않은 채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 남용의 위험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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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뭐 선생님이 주는 대로 먹으니까 내가 ‘이 약을 더 주세요.’ ‘저 약
을 더 주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몸이 더 편해졌으니
까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참여자 5)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만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이런 계통에서는 또 잘 하신다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있
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약을 주시는 것에 대해. 물론 예전 선생님도
전혀 의심치 않고 무기력하고 자꾸 기억력 떨어지지만 내가 경련을 안 한
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먹은 거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쳤
고. (참여자 7)

부작용, 그런걸 다 주셨는데 주의 깊게 읽지 않았고, 또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협조를 해야지 환자가 협조를 안 하면 또 그것도 하기 어려운 거잖아
요.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제가 뭘 알겠어요.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
냥 의지하고 있어요. (참여자 13)

(2) 경험적 요인

항불안제 남용을 하는 요인에도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 이 경
험적 요인에는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음’, ‘약물 부작용보다 불
안증상이 더 고통스러움’, ‘급격한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며 점차 의존적
이 되어감’ 등의 3개의 하위주제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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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음

이 하위주제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약물 남용 성향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신과나 정신과 외의
외래 진료를 통해 추가 처방을 받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투약하기도 하
고 자신이 처방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약을 어떤 약인지도 모른 채 복
용하기도 하였다. 주사제 경우는 응급실에서 추가 투약을 해야 하는데
의료진이 처방을 잘 해주지 않아 투약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
으나 경구약은 추가 처방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한 봉지에 들어 있음에도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약을
구분하지 않고 두 봉지를 한꺼번에 먹거나 효과가 더 좋다고 느끼는 저
녁 약을 추가로 투약하는 등 항불안제 외에 정밀한 용량으로 조절해야
하는 다른 치료제까지 고려하지 않고 투약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약에
는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내과계 약물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참
여자는 항불안제 주사제만 찾게 된다며 응급실을 가기 위해 새벽에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자신을 찾으러 오는 남편에게 잡히지 않
기 위해 마구 달려 택시를 잡는 등 2차적인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
보였다.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한 봉지 이렇게 먹으면 효과를
못 느껴가지고 두 봉지를 같이 뜯어먹죠. (중략)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 가
지고 잠 안 오나 싶었는데 한 애가 수면제 처방 받아서 10알 정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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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거든요. 잠자기 전에 하나씩 먹는데 2개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2개 먹
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와. 불안한 게 완전히 없어지고 좋습니다. (참여자 2)

그때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이 없었을 거에요. 그때 1주일 치밖에
안 받았고 그리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내과에서 자낙스를
알약으로 몇 개 받았었거든요. 그거 힘들 때 먹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하루에 심할 때는 3개까지 먹었지만 그날은 한 알, 두 알 이
렇게 먹었는데. (참여자 8)

잠자는데 뭐가 쿵 떨어져요. 그럼 깨는 거죠. 초조 불안해서 왔다갔다하
면 남편이 일어나요. 그럼 막 손잡고 걷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멀리도
갔다 오고. 그래도 잠도 안 와요. 별일도 다 있다 하시겠지만, 현관 앞에다
이불 펴고 잔 사람이에요. 남편이. 제가 주사 맞으러 갈까 봐 막느라고.
근데 그것도 홀딱 넘어 갖고 뛰쳐 나가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중략)
저는 빨리 병원 가려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려. 빨리 아티반을 맞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평균 한 달에 4~5번 갔거든요. 네댓 번 간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에요. 매일까지 됐으니까. (참여자 13)

참여자들은 이전에도 힘들면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을 많이 먹었었다며
과거 다른 약물 남용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약을 먹으면 덜 힘
들고 좋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약물을 복용
하는데 있어 거부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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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은 좀 많이, 계속 먹는 약은 없는데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씩 막
먹어요. (중략) 약을 안 먹어야지 생각을 하는데도 먹어. 힘드니까. 내성이
생길까 봐서 그 부분이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감기 걸
려가지고 약을 안 먹고 버틴 적은 별로 없어요.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덜 힘드니까. 회사는 가야 되니까. (참여자 10)

그때부터 편두통이 생겼어요. 희멀건 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바
로 학교 앞에 의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맨날 주사를 맞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편두통을 가라앉히는 진통제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맨날 걱정하셨
어요. 그만 맞아야 되는데. 대학 4학년 때부터니까 엄청난 거였죠. (중략)
제가 판토를 먹기 시작한 게 저희 할머니께서 틈만 나면 그걸 드시더라고
요. 머리 아프시다면서. (중략)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자주 접하니까 접
할 수 있는 게 어색하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참여자 13)

• 약물 부작용보다 불안증상이 더 고통스러움

이 하위주제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불안 증상의
호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약물의 효과를 더 부각시키며 복용을 지속하
는 경험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불안장애환자들이 항불안제 복용의 장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심한 정도의 약물 부작용이 아닌 이상 스스로 약물 부작용
을 인식하기 어려워하며 증상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병이 낫지 않
는다며 약을 더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스스로는 불안 증
상이 약물의 부작용보다 훨씬 더 참기 어렵다고 인식하였고 일단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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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밖에 없다고 정당화 하였다. 불안 증상의 고
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알 수 없다며 나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내가 10년 살 꺼 5년만 살래. 편하게.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는 못
살아요. (중략) 이건 아파 본 사람이 알아요. 내일 죽을 망정 먹어야지 어
떡해. 그냥 뭘 그렇게 훔쳐서 죄 지은 거라면 참을 수 있지. 상상할 수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게.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뛰어내려요, 그게 괴로
워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저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스타일이거든
요. 그런 게 좀 강해요. (참여자 4)

한 참여자는 불안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약물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약의 안 좋은 측면을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보이며 항불안제 투약을 합리화 하였다.

뭐 지금은 너무 제가 괴로우니까 그런 부작용까지 생각하면서까지, 부작
용 있으니까 안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
까. 내가 불안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
냥 안 해요. 그나마 (처방약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약국에
서도 그냥 판다고 하더라고요. 처방전 없이. 자낙스인가 그거요. 누군가 그
랬어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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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며 점차 의존적이 되어감

이 하부주제는 항불안제를 복용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 의존
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뛰어난 약물 효과 경험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안장애환자들이 항불안제 복용을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불
안의 고통 속에서 증상을 거짓말처럼 사라지도록 만드는 약의 효과를 보
게 되었다. 불안 증상으로 인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약을 복용함
으로써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며 얼마 만에 웃게 된 것인지 모
르겠다고 하였다. 약의 효과는 그만큼 뛰어났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
험한 참여자들은 힘들 때마다 별 다른 생각 없이 약을 찾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약보다도 주사가 빠르다고 주사를 한대 맞으라고 하
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어요. 5분도 안됐는데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
에요. 너무 좋은 거에요. 집에 갈 정도로.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 딴 세상
같아요. (웃음) 이게 웃어본 게 언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주사는 자주
맞으면 안된데요. 그 다음날인가 내가 “아우 그 주사 맞았을 땐 좋았는데.
한대 더 놔주면 안 되요?” 그랬더니 그거 자주 맞으면 안 된다고, 약발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참여자 4)

이것만, 주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이
렇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걔랑 친하게 된 거에요. 처음부터 아티
반 주사를 맞았고 약도 먹고. 이게 나한테 맞는 약인가 보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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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벨을) 눌러서 ‘아티반 주세요’ 그러면 오셔서 주사 한대 놓고 가
고 그랬어요. (참여자 13)

(3) 환경적 요인

항불안제를 남용하는 환경적 요인은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설
명이 불충분함’, ‘의료진을 불신하여 의사소통이 부재함’, ‘증상을 이겨내도
록 돕는 주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함’ 등의 3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함

이 하부주제는 항불안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용을 시
작하였지만 약을 제공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아예 듣지 못하였거나
위해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분치 못한 설명을 들은 경험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항불안제에 대해 의료진이 먼저 의존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약을 처방 받으며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
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약에 대해 설명
을 안 해주고 심지어는 참여자가 느끼기에 의료진이 자신을 예민한 사람
으로 여기며 질문을 싫어하여 묻기도 어려웠다고 하였다. 약을 처방 한
의료진으로부터 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약을 장기간 복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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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주만 딱 먹었어요. 그래서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요?” 하니까 본인 의지에 달렸다니까. 전 약을 이렇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먹는 것은 몰랐어요. 그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요. 이거 제대로 안 먹으면 (증상이) 또 나타난
다고 했으면 내가 아마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었겠죠. (참여자 5)

약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들은 다 설명을 안 해주시죠. ‘ (중략) 일일이
그런 얘기를 또 해봐야. 음. 좀 성격이 다른 분보다 예민하다 내지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의
문제보다 나의 예민한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만
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약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
략) 이런 대학병원은 (약의)이름이 노출이 되지만 작은 개인병원은 자기네들
이 직접 지어서 주니까 약 이름을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
는데 선생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면서
알게 되가지고 심각한 약이다, 바꿔야지 하면서 바꿨어요. (참여자 7)

의료진으로부터 항불안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장기투
약을 해 온 한 참여자는 심각한 부작용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
며 의료진이 약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해주었다면 자신이 그런 고통은 겪
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스러워 하였다. 의료진이 약을 처음 환자에게
처방할 때는 환자가 투약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약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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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들이
알면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처음에 의사들이 욕심을 내고 환자를 고쳐
보겠다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약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
게 오히려 환자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찾아보기 전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는 방침까지 내주면 훨씬 치
료가 단축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참여자 7)

• 의료진을 불신하여 의사소통이 부재함

이 하부주제는 진료 시 의료진에게 약물 복용 후 겪은 모든 변화를 상
담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라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구분해 용량을 조절하
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의 감정과 함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 경험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의료진은 들으려 하지 않는
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변화된 증상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현 상태에 맞지 않는 약을 처방 받아 증
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경험하며 그 결과 더욱 의료진을 불신하게 되었
다.

포항의 의사선생님께 이런 증상이 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누구나 그런 거에요’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
하고 싶어도 암말 안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하고 싶어도 뭐 딱 받아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약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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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가 끝이니까. 그 이상 얘기해도 똑 같은 약 처방 해줄 꺼 얘기해서 뭐
하냐 그런 거에요. 그래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약만 받아오는 것 그게 다죠.
(참여자 11)

또한 진료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고 의
료진도 권위적이며 여유가 없어 보여 소소하게 느껴지는 사항들은 더욱
더 이야기를 안 하고 임의로 약을 조절했다고 하였다. 또한 약을 조절한
것을 의료진이 알면 자신과의 믿음이 깨지게 된다며 의료진에게 그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아 증상이 심해져도 의료진이 변화 이유를 알기 어려웠고
증상에 대한 추가 처방으로 약 용량은 더욱 늘어가게 되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말을 못하게 해요. 너무 그 분이 **
명예교수님이신데 권위적이고. 제가 얘기를 하면 눈빛만 보고 얼굴 표정만
봐도 자기가 약을 다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의 이
름을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셨던 분이라.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주
신 약을 1/3씩 줄여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그런 얘기하면 그건 또 믿음이 깨지는 거니까. (참여자 7)

•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함

이 하위주제는 불안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자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 증상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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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아무리 자신은 힘들고 아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
해 보이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사회적으
로 팽배해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걱정된다며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참여자들과 가까이 있지만 항불안제 복용에 경각심을 갖고 있기
보다는 관심이 없어 참여자가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면 약을 복용하라며
오히려 아무 때나 항불안제 복용을 권하였다. 힘들더라도 약을 먹지 말고
참아보자고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경우와 달리 항불안제 복용을 권하는 사
람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불안과의 외로운 싸움을 하며 항불안제를
쉽게 남용하였다.

“엄마 조금 참아” 그러는 둥 처음에는 많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요. 집에서 쉬고 있다가 “엄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태워다 주고
가고. 그런데 뭐 특별히 약이 나쁘다고 안 그래요. 엄마가 아프니까 먹는 거
구나 그래요. (참여자 3)

딸도 관심 없던데. 내가 뭐 특별히 얘기 안 하니까. 약 먹는 거야 뭐 치료
제니까. 와이프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족 중에도 아는
사람이 없지요. 친동생은 그냥 제가 입원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약 먹는 거 있냐 그래서 약 하나 주더라 그랬죠. 안정제인가. 치료제는 잘
모르죠. 공황장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냥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했었
어요. 제 동생은 신경안정제 한 20년 먹었는데도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나보고 3개월 먹은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래서.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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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불안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항불안제 사용 경험을 파
악하여 약물 남용의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 질적 연구이다. 항불안제 복
용경험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 항불안제 남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복용경험을 통해서 항불안제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과 처
방용량을 준수하게 돕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요인들은
남용 가능성 또는 치료준수를 높이는 개인적인 특성들(개인적 요인), 남
용 또는 치료준수에 선행하는 경험들(경험적 요인), 그리고 남용 또는
치료준수를 돕는 주변의 도움과 지지(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
불안장애환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요소로는 항불안제 처방용량을
지키는 요인에 ‘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찾음’,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있음’, ‘증상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약 대신 다른 대처방
법을 찾아봄’, ‘약 조절에 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함’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항불안제 남용 요인은 ‘약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함’, ‘처방약
의 효과를 맹신하며 약을 끊을 의지가 없음’,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끊임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다님’, ‘약 조절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게 맹목적으로 의지함’으로 도출되었다.
항불안제를 복용하며 약에 대한 관심과 지식 추구 여부에 따라 불안장
애환자가 갖추게 되는 지식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약물의 위험성
에 대한 지식이 있는 참여자들은 약을 남용하지 않고 최소량을 유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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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을 보였다. 반면 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참여자들은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고 의료진의 설명이나 매스컴,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부
정확하거나 자신과 관계없는 정보를 거르지 않고 받아들였다. 약이 불안
증상 외에 다른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느껴 약의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
를 하기도 하며 임의로 끊거나 남용하는 등 잘못된 복용 형태를 보였다.
이는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약을 끊을 의지가 없다는 선행
연구(강은영 & 조소연, 2015; 신경림, 김정선, 김진영, & 이혜련, 2015;
채수미, 2015; Cook, Biyanova, et al., 2007; Canham, Gallo, &
Simoni-Wastila, 2014)와 같은 결과로서, 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약물교육이 남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중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항불안제 약물 중단에 대한 의지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참여자가 있었던 반면 처방약의 효과를 맹신하며
약을 끊을 의지가 없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처방용량 이상도 안전
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de las Cuevas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정확한 정보와 낮은 의지로 인해 약
을 임의로 조절하려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하여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정확한 정
보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대처방식에 따라서도 항불
안제 남용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호흡조절이나 인지행동치료 등 투약
외에 다른 대처방법을 찾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끊임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다니며 심층적인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약만 추가하며 복용하는 참
여자도 있었다. 선행연구(홍지영, 2017; Bone et al., 1995)에서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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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환자들에 대한 약물 이외의 중재를 강조했듯이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항불안제 복용에 대한 부작용 등의 위기
대처나 중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 된다. 진료 시간이 짧은 처
방의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정신전문간호
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불안장애환자들을 지지하
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성향도 항불안제 복용 방식에 영향을 주었는데 삶의 주도성을
중요시하는 독립적 성향의 참여자들과 의존적인 성향의 참여자들은 약을
복용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본 연구결과 의존적인 성향은 본
약에 대한 맹목적 신봉을 하게 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
은 약을 복용하여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약물 의존이 생기게 되며, 약물
남용의 원인 중 개인적인 요소로 수동성, 감정동요, 충동성, 무책임감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강은영 & 조소연, 2015; Sussman, 1993; Voyer
et al., 2004)와 일치된다. 특히 본 연구의 의존적인 성향의 참여자들은
약물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그러므로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불안장애환자를 위한 약물교육
시에는 불안장애 환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도 고려하여 맞춤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맞춤식 교육은 독럽적
성향의 환자는 스스로 약을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므로 주도성을 격
려하며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의존적 성향의 환자
는 약물 남용 위험성이 높으므로 약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대처방법 위
주의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참여자가 정신질환 스티그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성향에 따라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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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로 더욱 더 고통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지지와 전문적인 치
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안위를 도모해야 한다.
불안장애환자가 과거에 겪은 경험적인 요인에는 항불안제 처방용량을 지
키는 요인이 ‘과거에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없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함’, ‘약의 효과로 이전의 나를 찾아감’으로 도출되었다. 그에 반해
항불안제 남용 요인은 ‘과거에 약물을 경험한 경험이 있음’, ‘약물 부작용
보다 불안증상이 더 고통스러움’, ‘급격한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며 점차
의존적이 되어감’으로 도출되었다.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며 복용하고 있는 집단은 의존성이 있는 약
물을 장기적으로 투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약물 투약과 크게 다르지 않
게 복용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서만 남용과 중독이 생기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
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동국, 2013; Ashton, 2005). 즉 벤조
디아제핀계 약물의 의존성은 존재하지만 약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
할 경우 약물 남용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Goodman, 2004;
Davidson, 2009; Davidson et al., 2010). 그러나 그 중 6명의 환자는
약물 남용의 형태들이 보여지며 그들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은 크게 상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물질남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약물남용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선행연구
를 뒷받침한다(Sussman, 1993). 이들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
가능했으며 모든 것이 약을 투약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항불
안제 남용을 초래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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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의 부작용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남용 여부가 크게 달라졌다.
견디기 어려운 약물의 부작용과 더욱 심각해진 증상의 재발 등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약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약물 복용에 주의하지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 증상보다 심
하지 않다며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구나 이런 경우 항불안제
부작용조차 불안증상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항불안제 복용을 더욱 늘이기
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복용중인 노인환
자들의 약 복용과 중단에 대한 관점 연구에서 환자들이 약에 대해 부작
용은

경시하고

증상으로

인한

고통은

강조한다는

연구결과(Cook,

Biyanova, et al., 2007)와 일치한다. 또한 약을 끊게 되면 증상이 재발
할 것이기 때문에 약을 끊지 않겠다고 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사용자에
대한 선행연구(Voyer et al., 2004)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불안장애환자
들에게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인 항불안제의 효과 크기에 따라서도
남용 여부가 달라졌는데 급격한 효과를 느낄수록 남용에 대한 정도가 커
졌다. 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민감화 반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약물 복
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이동국, 2013). 항불안제를 복
용하며 이전의 삶에 가깝게 돌아간 참여자들은 약물로 인해 삶이 바뀌긴
했지만 이는 특별히 기분이 크게 좋아진다거나 병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 이전 자신의 삶이기에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생명이 줄어들더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뛰어
난 약물의 효과를 본 경우에는 약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을 이끌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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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러한 경우 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약물 정보 제
공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전문적인 정신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불안장애환자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항
불안제 처방용량을 지키는 요인은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돕는 의
료진의 설명이 충분함’, ‘의료진을 신뢰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함’,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음’으로 도출되었다. 그에 반
해 항불안제 남용 요인은 ‘약물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
함’, ‘의료진을 불신하여 의사소통이 부재함’, ‘증상을 이겨내도록 돕는 주
변의 지지체계가 부족함’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항불안제 복용을 시작할 때 의료진의 설명 여부에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에 대한
지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진의 의학적 견
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는
항불안제 처방 시에 부작용과 복용 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한 약물교
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본다. 특히 여러 참여자가 의료진의
전문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며 추가로 설명 듣기를 원하였다. 환자교육은
전통적으로 핵심적인 간호기능으로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적
인 정신 간호기능으로 환자 교육을 강조해왔다(손경희 & 배정이, 2000).
이는 간호사가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약
물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약물관리 교육을 통해 환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증상관리 교육이 우선시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맥
상통하다(손경희 & 배정이, 2000). 또한 교육을 통해 환자들이 수동적
인 약물 복용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면 약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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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불안장애환자(Neale & Smith,
2007; Tamburin et al., 2017)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 여부는 항불안제 남용 여부에 크게 영
향을 주었다. 특히 의료진과 소통하며 약물을 조절해온 참여자들은 의료
진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며 약 복용 후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며 약물 치
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다른 참여자들은 약물 복용과
관련된 의료진과의 소통이 우리 나라의 병원 진료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하였다. 약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치료를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의
료진과의 상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정신질환자의 항정신약물 복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정옥 & 김주현, 2016)에서 의료진에게 약에
대해 요구를 해도 쳐다보기만 했다는 참여자의 경험이 있었지만 구체적
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본 연구의 경우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은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은
아직도 환자는 비권력 집단이고 의사는 권력집단으로서 일방적인 의사소
통이 많다(박원필, 2007). 의료진과의 소통 부재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의 특성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스스로 통제
가 어려운 약물 남용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채수미, 2015) 위기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안장애환자들이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개
별 교육의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들
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상담과 교육을 위한 전문집단인 정신전
문간호사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확대한다면 남용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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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지지체계의 역할 또한 참여자들의 약물 복용 방식에 영향을 주
었다. 참여자의 가족들은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참여자가 약을 줄일
수 있도록 지지하며 함께 노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참여자
가 증상을 호소하면 약을 가져다 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약물오남
용의 위험을 낮추는데 가족의 지지나 응집력이 도움을 주지만(유지희,
우영섭, 한창태, 최지욱, & 고효진, 2010) 반대로 가족이 약물오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약물을 오남용하며
전문가와 상담이나 진료를 통해 약물 사용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는
16.2%에 불과하다는 선행 연구도 지지하였다(채수미, 2015). 이는 간호
사가 돌봄의 철학에 입각하여 전인적 관점으로 환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지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을 지닌 대상
자를 약물처방 시에 파악하여 사전에 약물 교육 및 남용 예방 중재를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항불안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약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남용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경험적 요인들에 대한
중재를 위해 항불안제 약물에 대한 정보 교육뿐 아니라 복약 방법과 부
작용 대처방법 교육도 강화하여 목적에 맞는 약물 복용을 하도록 하고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잘못 인식하여 남용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급격한 불안 증상이 발생했을 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마
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남용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지
닌 대상자에게는 이를 낮추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는 고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들끼리 항불안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간 지

61

지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체계에 기반을 둔 지지그룹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안장애
환자가 전문가 상담을 위해 접근하기 쉬운 정신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통해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며 복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항불안제 남용의 계기에 대해 심
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항불안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인식과 의료 환경의 특성을 통해 불안장애환자가 겪는 어
려움에 대해 파악하여 약의 남용을 촉발하는 현상에 대해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호실무와 간호연구, 그리고 간호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적용
간호사는 약을 직접 투약하고 환자의 증상과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진이다. 환자의 관점에서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을 복용하는 삶에 대해 이
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항불안제 남용 예방과 중재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환자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환자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남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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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실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는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복용 방식에 따라 분
석하여 남용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똑 같은 항불안제 약물을 투

약하더라도 환자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의미와 행위가 달라진 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세분화된 약의
남용 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는 더 나
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항생제나 진통제 등 다른 약물의 오남용
의 계기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교육 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항불안제 남용 요인을 기반으로 환자가 적절
하게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투약 간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항불
안제 남용을 예방하고 최선의 약물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
겠다. 또한 정신과 임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나 정신보건전문가
에게 교육을 하여 항불안제의 위험성에 대해 치료진들이 인식할 수 있도
록 한다면 항불안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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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참여자가 처한 진료 상황이나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특정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불
안장애환자들로서 이들이 놓인 환경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시 말
해 참여자들은 병원 진료를 지속하며 기본적인 정신과 치료를 유지해가
는 소수의 환자들로서 복약 순응도가 비교적 높다고 보여지기에 다양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환자들을 모두 대표하기 어렵다. 또한 심각한 항불
안제 남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기에 본 연구결과 확인된
남용요인에 대한 탐색은 부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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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통해 남용요인을 탐
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들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경험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항불안제 처방 용량을 지키는 요인과 항불안제 남용 요인으
로 10개의 대비되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항
불안제 남용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불안장
애 환자를 통한 약에 대한 인식과 대처, 약물 복용 양상과 그로 인한 결
과를 알아보고 항불안제 처방용량을 지키는 요인과 항불안제 남용 요인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항불안제 남용을 하는 참여자들은 약물의 위해성
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약물을 접하며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의 뛰어난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였다. 또한 의료진과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신
하여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다 약의 효과를 경험하면서부터는 무조건적
으로 약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항불안제 남용 형태가 있었
고 이는 단순히 약의 복용 여부의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유형의 형태가 불안장애환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불안제 남용 예방을 위한 간호학적 교육이나, 중재 및
재활에 대한 기초 조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 별로 차
별화된 접근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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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불안제 남용의 경험을 다각도로 비교해보기 위해 병원 규모와
지역별 차이가 있는 심각한 항불안제 남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벤조다이아제핀은 다양한 질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남용
의 폐해가 큰 만큼 처방률이 높은 불안장애 외의 다른 정신질환이나 내과
등의 다른 분야 환자들의 약물 남용 정도를 비교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여전히 벤조다이아제핀에 대한 의학적, 간호학적 견해가 다양한
만큼 의료진들의 항불안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일률적인 약물교육과 달리 환자들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약물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환자들끼리 항불안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간
지지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체계에 기반을 둔 지지그룹 마련 노
력과 함께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안장애환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전문적 상담을 위해 정신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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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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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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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3. 면담 요약지

[진단]
진단명:
발생일 (YY/MM/DD)

____ /____ /____

[투약]
복용 약물:
[인터뷰 질문항목]
•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복용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이 약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이 약을 드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 혹시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 이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 그러면 처음 이 약을 먹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 이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 약을 먹을 때나 아니면 먹지 않았을 때,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 특히 이 약을 드시는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나요?
• 이 약을 한 병원에서 처방 받은 것 이상 구해서 드신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구하셨나요?
• 이 약을 실수로든, 아니면 일부러 그랬든 빼먹은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떠셨어요?
• 이 약을 늘리거나 줄여서 먹었을 때는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말고 혹시 이 약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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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xiety Disorder Patients
Experience and Abuse Factors of
Taking Anti-Anxiety agents

Nam, Kis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Sungjae, PhD, RN
In modern society, anxiety seems to be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typical anti-anxiety agent, benzodiazepine, is widely used
because of its excellent effects. However, long-term use of this
drug may result in phys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dependence,
even when used in therapeutic doses, and can lead to serious
consequences including withdrawal symptoms. Currently, abuse of
anti-anxiety agents domestically and abroad is serious,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crease drug dependency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patients during the use of antianxiety agents to analyze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ti-anxiety agents

78

proper use factors and anti-anxiety agents abuse factors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taking anti-anxiety agents in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The design of the study is qualitative research and explores
anti-anxiety agents proper use factors and anti-anxiety agents
abuse factors from the experience of anxiety disorder patients, and
it uses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presented by Braun and Clarke
(2006).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16 to May
2017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3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anxiety disorder and taking benzodiazepines for
more than 3 months. Each interview was conducted in one to two
sessions, and interviews took an average of one hour. All of the
interview data was recorded and analyz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articipants ’
experience of taking anti-anxiety agents is classified into two main
areas: anti-anxiety agent proper use factors and anti-anxiety
agent abuse factors, which are divided into personal factors,
experienti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ti-anxiety agent
proper use factors include “finding relevant information along with
an interest in medicine”, “willingness to reduce or stop taking
prescribed medicine ” , “ looking for alternative non-medicine
remedies”, and “trying to maintain control of medicine usage”
for personal factors, “ no history of abusing medicines ” ,
“experiencing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and “finding a
sense of previous self through the effects of medicine ”

for

experiential factors, and “enough explanation from medic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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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ug dependency awareness, “seamless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because of trust” and “support from people around
me to help overcome symptoms” for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other hand,

anti-anxiety agent abuse factors include “ lack of

knowledge or interest in medicine”, “unwillingness to stop taking
prescribed medicine due to blind trust”, “continuously searching
for other doctors to relieve severe symptoms ” , and “ relying
blindly on medical staff for control of medicine ” for personal
factors, “ history of abusing medicines ” , “ anxiety symptoms
worse than medication side effects”, and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experiencing rapid medicine effects” for experiential
factors, and “inadequate explanation from medical staff about drug
dependency”, “no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because of
mistrust”, and “lack of support from people around me to help
overcome symptom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can

be

useful

as

it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nti-anxiety agent abuse factors compared to
proper use of anti-anxiety agents from the experience of taking
anti-anxiety agents of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within the
medical environment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data

program

for

nur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policy

intervention,
making

as

rehabilitation,
part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eventin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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