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중독 치료용 약물 정보 

이름 기능  복용 방법  선택 이유 참고 사항 

아캄프로세이트 

상표명: 

Campral 

금주하려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금주와 관련된 

특정 증상(예: 불면, 

불안)을 완화시켜 줍니다. 

하루에 3 회 경구 

복용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가족 

이력이 있는 경우, 강한 음주 

욕구가 있는 경우. 음주 중단 

시 금단 증상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 약물은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3 회 복용해야 하므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디술피람 

상표명: 
Antabuse 

술을 마시면 아픕니다. 
하루에 1 회 경구 

복용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가족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경우. 과거에 

디술피람을 복용했던 적이 있는 

경우. 약물 복용을 지원해줄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이 약물은 간 또는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심장 질환 또는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문제가 있는 

경우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술을 마시면 

병이 나게 되므로 음주를 완전히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날트렉손 

상표명: 

경구용: ReVia 

주사용: Vivitrol 

금주하려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강한 음주 욕구가 

사라집니다. 술을 마셔도 

쉽게 그 효과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1 회 경구 

복용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주입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가족 

이력이 있는 경우 매우 유용. 

강한 음주 욕구가 있는 경우 다소 

유용. 음주량을 줄이려는 사람과 

절주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나 현재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물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주사로 

주입 받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주사 주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통증 때문에 오피오이드를 

복용해야만 하는 경우, 효과가 크게 

없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출처: SAMHSA/CSAT TIP 49에서 수정, 2022년 9월 업데이트됨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에 대한 중독 치료용 약물 정보 

출처: SAMHSA/CSAT TIP 49에서 수정, 2022년 9월 업데이트됨 

이름 기능  복용 방법  선택 이유 참고 사항 

부프레노르핀  

상표명: 

경구용: 
~Suboxone  
~Zubsolv 
~Subutex 
~기타 

주사용: 
~Sublocade 

오피오이드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오피오이드 금단 

고통을 줄여 줍니다. 

오피오이드 사용 시 

과다 복용 위험을 

부분적으로 막아 

줍니다. 

박막 또는 알약 

형태로, 하루에 

1 회 이상 혀 

아래에 놓고 

녹여서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주입 

받습니다. 

오피오이드 갈망 및/또는 오피오이드 

금단으로 고심하는 경우. 

임산부이거나 모유수유 중인 경우, 이 

약물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약국 약 처방을 

받으려는 경우. 매일 약물을 경구 

복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주사로 

약물을 주입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작 시 오피오이드를 사용 중인 

경우 이 약물이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돈 

오피오이드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이 발생하지 

않게 해줍니다. 

오피오이드 사용 시 

과다 복용 위험을 

부분적으로 막아 

줍니다. 

하루에 1 회 경구 

복용합니다. 보통 

마실 수 있는 액상 

형태로 

제공됩니다. 

오피오이드를 주사 형태로 주입 받는 

경우. 오피오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없거나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 

오피오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한 

금단 증상이 있는 경우. 임산부이거나 

모유수유 중인 경우, 안전한 옵션이 될 

수 있음. 오피오이드 사용을 

중단헀다가 다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다른 약물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경우. 

이 약물은 과다 복용을 유발하거나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특히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에 

심장 문제나 호흡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처방 받으려면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OTP)에 참여해야 합니다 –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약물이 아닙니다(OTP 에서 가정 복용을 위해 

약물을 받아오는 것은 가능함). 

날트렉손 

상표명: 
Vivitrol 

오피오이드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오피오이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주입됩니다. 

오피오이드 갈망 및/또는 오피오이드 

금단으로 힘들어 하고 있고 다른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는 경우. 약물을 

주사로 주입 받을 수 있는 경우, 매일 

약물을 경구 복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메타돈이나 부프레노르핀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나 현재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물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피오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 

약물을 시작하면 심각한 오피오이드 금단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로 주입 받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주사 주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통증 때문에 오피오이드를 

복용해야만 하는 경우, 효과가 크게 없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약물을 중지할 경우,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