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중독재활센터 소식

중독심리 상담은
중독재활센터로 연락주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는 마약류 중
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02-6929-3192

▧ 센터 등록 대상자 대상 심리적 불편감 조사 실시 결과
구분

자신감 저하

불안·우울

불면·강박적 행동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건수

129건

179건

178건

76건

100건

※중복체크포함

* 476명중 305명이 심리적 문제호소 : 63.4% (중복체크포함)

▧ 심리 상담을 체계화한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불편감 문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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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구조화

상담목표 설정

상담실행

추후상담

• 상담시간 및 일정, 비
밀보장, 동의서 등 상담
안내

• 심리검사 6종(MMPI2, TCI, SCT, K-IIP, HTP,
KFD)을 활용해 심리적
불편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상담목표 설정

• 상담사별 주요 이론에
근거한 심리상담(게슈탈

• 상담 종결 후 일상생
활 유지 및 고위험 상황
상담

트 정신역동, 현실요법 등)
• 심리상담 10회(주 1회,
30-50분) 제공
※추가 필요시 20회까지 가능

회복의 희망편지
상 담 소 감

사 례 1

처음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방문하게 된 것은 변호사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양형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가 모두 고갈된 빈 깡통 같은 사람이었고, 해당 센터에서 받을 재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양형자료를 늘리기 위해 본 센터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저 답지 않게 날카롭게
바늘같이 따가운 자세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차가 거듭될수록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간 피해왔던 문제
들과 직면하는 등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던 상담이었지만 어느샌가 상담 날짜를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까닭 중 하나는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
기 전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나의 문제에 대해 직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실연할 때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 상담을 통해
앞으로 마약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담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혹시 주위에 저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본 중독재활센터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 담 소 감

사 례 2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살면서 29살이 될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리고 늦었
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의 20대의 마지막에 저는 요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신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내 모습 속에서 저는 이제야 ‘나’와 진실되게 마주하고 또 대화하며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 치 앞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나는 처음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
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에 대한 믿음을 보기 좋게 ‘패기’라는 단어로 둔갑하여 내 스스로를 방어해왔고, 이제야 저는 ‘나’와
마주하며 나에 대한 오류들을 마주하고,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며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
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동안 나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 ‘나’와 마주하며 저는 스스로 성장하고 또 조금
씩 성숙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매주 상담할 때마다 나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심리상담이었는데 전 상
담과정은 지금 이 시점의 ‘나’에게 꼭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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