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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의 도움을 

받으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약물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은 체포 또는 재체포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이 범죄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으나, 체포가 됨으로써 약물이나 알코올을 끊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석방되거나 구금되는 것에 상관없이, 약물 

또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형사사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약법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에 약물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를 받으러 가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거나 

기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기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복역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형기를 복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is brochure informs peopl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ir families about substance abuse 
treatm ent resources in prison and in the community. It describes what can be gained through substance abuse 
treatm ent while a person is incarcerated, on probation, or on parole. It encourages people to seek help for 
substance use disorders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family support when seeking this assistance. To view 
the English version, please visit http://www.kap.samhsa.gov/products/brochures/consumer/index/htm.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치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료의 

의미는 

● 약물 남용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 

● 문제성이 있는 사람, 장소,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 

● 담당 카운셀러와 협력하여 삶의 변화를 주려는 노력   

● 분노관리와 취업기술을 익히므로 더 많은 삶의 선택권을 

배우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겹고 싫증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계속적인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게 마약 또는 알코올 문제에 관해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원 직원에게 그 지역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거나 이 안내책자의 뒷표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지원기관을 찾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입니다.  

 ● 1-800-662-4357 로 전화하면 교환원이 가까이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또는 http://dasis3.samhsa.gov/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 Alcoholics Anonymous 와 Narcotics Anonymous 같은 익명 자조 
 단체들은 전화번호부의 개인별 가입자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다른 약물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들은 업종별 번호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약물 남용”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관공서 전화번호부의 “지역 보건 기관” 

 항목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담당 카운셀러와 사생활 보호권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약물남용 
 치료는 더 나은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brochure was created to accompany the publication Substance 
 Abuse Treatment for Adul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44 in the 
 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s 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 series.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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