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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학습 목표목표학습학습 목표목표::

11.. 약물남용약물남용 및및 약물의존에약물의존에 관련된관련된 의학용어를의학용어를 바르게바르게 이해한다이해한다..

22.. 약물의존의약물의존의 원인을원인을 파악한다파악한다..

33.. Ethanol,Ethanol, nicotine,nicotine, opioidsopioids,, marihuana,marihuana, amphetamine,amphetamine, 그리고그리고 caffeinecaffeine등등
의의 h i lh i l d dd d 와와 금단증상금단증상 ( ithd l( ithd l d )d )의의 특징을특징을 이이의의 physicalphysical dependencedependence와와 금단증상금단증상 (withdrawal(withdrawal syndrome)syndrome)의의 특징을특징을 이이
해한다해한다..

44 위에위에 열거된열거된 약물들의약물들의 약물남용의약물남용의 효과적인효과적인 치료법을치료법을 파악한다파악한다44.. 위에위에 열거된열거된 약물들의약물들의 약물남용의약물남용의 효과적인효과적인 치료법을치료법을 파악한다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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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약물약물 남용남용

주어진주어진 문화문화 내에서내에서 공인된공인된 의학적의학적 또는또는 사회적사회적 양식으로부터양식으로부터 벗어난벗어난
약물의약물의 사용사용 방법방법

1.1. 실험실험 (curiosity, peer pressure)(curiosity, peer pressure)
2.2. 오락적인오락적인락적락적
3.3. 정황적인정황적인 (ex. truck driver)(ex. truck driver)
4.4. 집중적인집중적인
55 강제적인강제적인5.5. 강제적인강제적인
Cocaine, amphetamine, ethanol, Cocaine, amphetamine, ethanol, opioidsopioids 그리고그리고 nicotinenicotine은은 nucleus nucleus 

accumbensaccumbens에서에서 dopamine leveldopamine level을을 증가시킴증가시킴..

AA.. 상습적인상습적인 남용남용::AA.. 상습적인상습적인 남용남용::

BB.. 내성내성::

CC 육체적육체적 의존성의존성 vsvs 정신적정신적 의존성의존성::CC.. 육체적육체적 의존성의존성 vsvs.. 정신적정신적 의존성의존성::

DD.. 중독중독::



II. II. 사람사람 또는또는 약물약물??

III. III. 누가누가 무엇을무엇을 사용할사용할 것인가것인가??

IV. IV. 내과내과 의사와의사와 약물약물 남용남용



V. V. 육체적육체적 그리고그리고 정신적인정신적인 의존성의존성



A.A. 물질물질 의존성의의존성의 근원근원

B. B. 육체적육체적 의존성의존성
금단금단 증상들증상들

PropranololPropranolol -------->  >  치료상의치료상의 약물약물. . 그러나그러나 약물약물 남용은남용은 아님아님..pp



VI. VI. 임상적임상적 문제들문제들

A.A. AlcoholAlcohol

55--10%   10%   남성남성

33--5%     5%     여성여성



-- BenzodiazepinesBenzodiazepines의의 교차내성교차내성; ; 그러나그러나 오직오직 금주하는금주하는 동안만동안만....
--술을술을 마시는마시는 동안동안 benzodiazepinebenzodiazepine의의 상승으로상승으로 치명적치명적pp
--만성적인만성적인 알코올알코올우울우울 Suicidal Suicidal 증가증가
--영양영양 결핍으로결핍으로 인한인한 기억력기억력 장애장애
--태아태아 알콜알콜 증후군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Fetal alcohol syndrome);태아태아 알콜알콜 증후군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Fetal alcohol syndrome);

정신적인정신적인 방해의방해의 큰큰 원인원인

-- 약리학적약리학적 조정조정

1) 1) 알코올알코올 중독중독 치료치료
a) thiamine (vitamin)a) thiamine (vitamin)
b)b) oxazepamoxazepamb) b) oxazepamoxazepam

2) 2) 완전한완전한 절제를절제를 위해위해, , 
DisulfiramDisulfiram: alcohol: alcohol 대사대사 통제통제 acetaldehydeacetaldehyde 증가증가DisulfiramDisulfiram: alcohol : alcohol 대사대사 통제통제 acetaldehyde acetaldehyde 증가증가

불쾌한불쾌한 flushing flushing 반응반응

3)3) N lN l i f i ii f i i 감소감소3) 3) NaloxoneNaloxone: reinforcing properties : reinforcing properties 감소감소



B. Benzodiazepines: B. Benzodiazepines: 몇일몇일 동안은동안은 OK. OK. 그러나그러나,  ,  몇개월몇개월 동안동안 사용사용 후후,,

약물의약물의 용량을용량을 줄이거나줄이거나 중단하면중단하면 나타남나타남약물의약물의 용량을용량을 줄이거나줄이거나 , , 중단하면중단하면WS WS 나타남나타남..



B B di iB B di i 몇일몇일 동안은동안은 OKOK 그러나그러나 몇개월몇개월 동안동안 사용사용 후후B. Benzodiazepines: B. Benzodiazepines: 몇일몇일 동안은동안은 OK. OK. 그러나그러나,  ,  몇개월몇개월 동안동안 사용사용 후후,,

약물의약물의 용량을용량을 줄이거나줄이거나 , , 중단하면중단하면WS WS 나타남나타남..

--약리학적인약리학적인 조정조정;;

1) 1) 만약만약 불안할불안할 경우경우, , buspironebuspirone ((nonbenzodiazepinenonbenzodiazepine))를를 처방처방 함함..

2)2) 용량을용량을 감소감소 (d t ifi ti )(d t ifi ti )2) 2) 용량을용량을 감소감소 (detoxification)(detoxification)

3) 3) FlumazenilFlumazenil ((bezodiazepinebezodiazepine 수용체수용체 억제제억제제))



CC.. NicotineNicotine

80% 80% 흡연자들이흡연자들이 금연시금연시 갈망함갈망함..
오직오직 35%35% 실제로실제로 노력함노력함오직오직 35% 35% 실제로실제로 노력함노력함..
5% 5% 미만이미만이 성공함성공함..

))자극자극 효과효과 ll bb 에서에서 i idi id 와와 l ti idl ti id 의의 분비분비a)a)자극자극 효과효과: nucleus : nucleus accumbensaccumbens에서에서 opioidsopioids와와 glucocorticoidsglucocorticoids의의 분비분비
b)b)진정효과진정효과: : 근육근육 이완이완



--약리학적인약리학적인 조정조정;;약리학적인약리학적인 조정조정;;

1) Nicotine 1) Nicotine 대체대체 이론이론
2)2) ClonidineClonidine2) 2) ClonidineClonidine

-- alpha2alpha2--noradrenergic noradrenergic 수용체수용체 작용제작용제

-- 불안함불안함 감소감소, , 갈망갈망, , 과민성과민성



E. Cocaine E. Cocaine (psychostimulant)(psychostimulant)

C iC i 금단증상과금단증상과 신호신호Cocaine Cocaine 금단증상과금단증상과 신호신호

불쾌감불쾌감, , 우울장애우울장애

졸음졸음, , 피로피로

Cocaine Cocaine 갈망갈망

느린맥느린맥



--약리학적인약리학적인 조정조정;;

1) cocaine 1) cocaine 중지중지))
2) 2) 재활치료재활치료
3) 3) desipraminedesipramine ((항히스타민항히스타민 작용을작용을 하는하는 항우울제항우울제))
4)4) amantadineamantadine ((dopaminergicdopaminergic 약물약물))4) 4) amantadineamantadine ((dopaminergicdopaminergic 약물약물))
5) 5) fluoxetinefluoxetine
6) 6) buprenorphinebuprenorphine ((부분적인부분적인 opioidopioid 수용체수용체 작용제작용제))



FF.. MarijuanaMarijuana

--수용체수용체 찾고찾고 클론클론 됨됨..
AnandamideAnandamide 는는 내재성내재성

Marijuana Marijuana 금단금단 증상들증상들

가만히가만히 있지있지 못함못함
AnandamideAnandamide 는는 내재성내재성
ligandligand

--약리학적약리학적 효과효과:: 상태의상태의

가만히가만히 있지있지 못함못함

과민성과민성

변화변화,, 지각지각,, 자극자극

--내성은내성은 빠르게빠르게 발전함발전함

약간의약간의 불안불안

불면증불면증

수면수면 EEGEEG 방해방해수면수면 EEG EEG 방해방해

메스꺼움메스꺼움, , 구속구속

--약리학적인약리학적인 조정조정;;

특별한특별한 치료가치료가 없음없음..
다수의다수의 사용자들은사용자들은 우울증을우울증을 수반하며수반하며 고통받고고통받고 있음있음;; 이러한이러한 사례로사례로,,다수의다수의 사용자들은사용자들은 우울증을우울증을 수반하며수반하며 고통받고고통받고 있음있음; ; 이러한이러한 사례로사례로,,
항우울항우울 제제를제제를 사용하지만사용하지만, , 개별적인개별적인 관찰과관찰과 결심이결심이 있어야있어야 함함..



GG.. 기타기타 물질들물질들

1. Caffeine; 약한 자극. NE의 증가와 신경적 활성.

Cross BBB와 태반 장벽Cross BBB와 태반 장벽

Adenosine에 대항하는 억제효과

빠른 내성이 일어남빠른 내성이 일어남

금단 증상들: 

피로와 진정 두통 그리고 메스꺼움피로와 진정, 두통, 그리고 메스꺼움

은 중독성 자극의 카테고리에 포함 되지 않음.

2. Amphetamine



3 MDMA ("Ecstacy")와 MDA;3. MDMA ( Ecstacy )와 MDA;

1) 중추신경계 흥분제

2) 환각 유발 물질2) 환각 유발 물질

3) 빈맥, 구강 건조증, 근육통. 

높은 농도에서 시각성 환각 불안 고열높은 농도에서, 시각성 환각, 불안, 고열

4) serotonin 뉴런의 퇴화? 

4. PCP;

1) 마취제와 같이 발달함. 그러나, 수술후의 환각과 함께 망상이 오
는 이유로 버려짐. “해리성 마취제”

2) NMDA 수용체의 통제와 i 수용체2) NMDA 수용체의 통제와 sigma 수용체

3) 장기적인 정신병 환자의 행동; haloperidol로 치료 가능.



5. 흡입제;  

1)Toluene: 심장병, 골수기능 억제, 대뇌 변성을 앓는 아이들이 사
용하는 용매

2) Kerosine:

3) Gasoline:

4) Carbontetrachloride:

5) Amylnitrate: 민무늬근의 팽창. 협심증의 치료에 사용됨. 남성
동성애자의 민무늬근의 이완에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 사용. 

6) Nitrous oxide:  희열과 진통효과



VII.VII. 약물약물 남용의남용의 치료와치료와 중독중독VII. VII. 약물약물 남용의남용의 치료와치료와 중독중독

--2828일일 입원환자입원환자 재활재활 프로그램프로그램자자 재재
--외래환자의외래환자의 장기간장기간 치료에치료에 필요함필요함..
--장기간장기간 치료치료장기간장기간 약물요법약물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