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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자 부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임세미1), 박규희2), 김유정3)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Alcholic Couple: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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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
검색은 2001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Science Direct,
CINAHL을 이용하였고,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RISS, Dbpia를 이용하였다. 검색된 자료는 총
2,226편이며,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라 최종 19편을 선정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의 기법으로는 행동
주의적 커플치료, 알코올 행동주의 커플치료, 부모기술훈련과 행동주의적 커플치료, 알코올 중독자에
게만 적용되는 개인기반 치료, 알코올에 집중을 둔 커플치료 등이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재프로그램은 행동주의적 커플치료로 나타났다. 중재프로그램의 분석결과 알코올 중독자의 단독 치
료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중재프로그램이 음주감소와 부부관계 적응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중재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부부가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기대할 수 있
다.
핵심어 :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 체계적 문헌고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evious studies on intervention programs for alcohol-addicted couple. Data
from January 2001 to November 2016 were searched. PubMed, Science Direct and CINAHL were used as
foreign search databases, and RISS and Dbpia were used as domestic search databases. A total of 2,226
papers were searched, and 19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exclusion
criteria. In the intervention programs, there were Behavioral Couple Therapy(BCT), Alcohol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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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 Therapy(ABCT), Parent Skills with Behavioral Couples Therapy(PSBCT), Individual-Based
Therapy(IBT) which is applied only to alcoholics and Alcohol Focused Spouse Involvement(AFSI) and so
on. Out of them, the most commonly used intervention program was the Behavioral Couple Therapy(BCT).
Analysi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programs that the spouse participated had
a more positive influences on decreasing alcohol consumption and enhancing marital relationship adjustment
level than treatment of the alcoholics only, and that the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couples were
important. Therefor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intervention programs to allow the spouse to
participate in together, should be also developed in Korea, and for this purpose, it is expected to try to
perform various studies.
Keywords : Alcohol, Alcoholic, Couple, Intervention Program, Systematic Review

1. 서론
한국음주문화센터의 2014년 결과에 의하면 2001년 한국인의 성인 고도위험 음주율이 전 인구의

19.6%에서 2005년에는 26.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알코올 중독자의 수도 약 220만 명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은 한국인의 정신질환 중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질병에 대한 인식과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여 치료율이 낮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도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알코올 중독은 질병의 특성상 재발률이
높아 잦은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본인 뿐 만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도 많은 정신
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감을 초래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죄책감, 낮
은 자존감[1], 우울증, 완벽주의, 충동성을 호소하며 알코올 중독자를 대신하여 가정의 경제를 책임
져야 하는 경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수용과 회복노력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가 음주문제로 인한 일차적 피해자인 동시에 음주 문제를
지속시키는 역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단주 동기나 유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4]. 따라서 알
코올 중독자의 치료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하는 부부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국외의 경우 미국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 기관(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은 부부치료 및 가족치료를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묘사하며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5]. 그 중에서도
행동주의적 부부치료(Behavioral Couple Therapy: BCT)는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 횟수를 감소시키
고, 음주에 대한 절제력과 부부관계 적응수준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6].
반면, 국내의 경우 단일 부부상담치료가 대부분으로 중재연구는 1편[7]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알코올 중독자 부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수집, 분석, 종합하여 향후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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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2.2 자료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본 연구의 분석논문으로 선정된 대상 논문의 수는 총 19편이었으며, 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은

2001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ㆍ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며, 연구대상자로 알코올 중독
자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고, 알코올 중독자 부부에게 부부치료 및 중재프로그램을 수행한 논문으
로 선정하였다. 제외기준은 검색결과 중복된 논문과 문헌고찰 및 조사연구는 제외하였고, 알코올
중독자 부부 사례연구는 중재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제하였다.

2.3 자료검색 및 분석절차
국ㆍ내외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로 2001년에 연구가 처
음 시작되어, 자료검색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하였다.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
는 PubMed, Science Direct, CINAHL을 이용하였고,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RISS, Dbpia를 이
용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검색어는 국외논문의 경우 ‘alcoholic’, ‘alcohol use disorder’,

‘couple’, ‘marital’, partner’, ‘therapy’, ‘intervention’의 단어로 검색하였으며, 국내논문의 경우 ‘알
코올중독’, ‘배우자’, ‘부부’, ‘부부치료’, ‘중재’의 단어로 검색하였다. 초기에 검색된 논문은 총 2,226
편이며, 검색된 자료를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라 부부대상이 아닌 것(1,699편), 알코올 중독 부
부대상이 아닌 것(408편), 중복되는 것(30편), 부부 중재프로그램이 아닌 것(72편)은 배제하였다. 그
결과 18편과 수작업한 것 2편을 합하여 최종 20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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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 선정 과정
[Table. 1] Process of data selection

Citation retrieved by the research strategy
Period from 2001~2016
(n=2,226)

Excluded (n=1,699)
irrelevant to couple intervention
Title reviewed
(n=527)

Excluded (n=408)
It is not an alcoholic couple intervention
Abstracts reviewed
(n=119)
Excluded (n=30)
Duplicated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89)
Excluded (n=72)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Research
∙Qualitative methodology
Remainig papers included in literature for
final review
(n=17)
Included (n=2)
by hand search from
reference lists
remaining papers included in literature for
final review
(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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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중재프로그램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발표 연도별
분포는 2001년~2005년 6편(31%), 2006년~2010년 7편(37%), 2011년~2016년 6편(31%)이었다. 대상자
수는 4명~169명으로 다양했으며, 연구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14편(74%), 대조군 실험연구

2편(10%), 단일 실험군 연구 2편(10%), 파일럿 연구는 1편(5%)이었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가 15
편(79%)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 2편(10%), 네덜란드 1편(5%), 한국 1편(5%)으로 나타났다. 중재기
간의 범위는 최소 8주에서 최대 22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남성 알코올 중독자 부부, 여
성 알코올 중독자 부부, 여성 동성애자 부부, 남성 동성애자 부부, 알코올 중독자 부부와 그들의
자녀 등으로 다양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치료기법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시행되었고, 중재가 이루어진
장소는 주로 병원 외래나 센터와 같은 임상에서 이루어졌다. 중재프로그램은 매일 또는 주 2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횟수는 8회기부터 32회기까지 다양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은 프로그램 시
작 전과 종료 후에 실시하거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중재프로그램 시행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최대 2년
까지 측정한 연구도 있었고, 평가횟수는 다양했다.
중재프로그램의 기법으로는 행동주의적 커플치료(Behavioral Couple Therapy: BCT), 알코올 행
동주의 커플치료(Alcohol Behavioral Couple Therapy: ABCT), 부모기술훈련과 행동주의적 커플치
료(Parent Skills with Behavioral Couples: PSBCT), 알코올 중독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기반 치료

(Individual-Based Therapy: IBT), 가족체계치료(Family System Therapy: FST), 알코올에 집중을 둔
커플치료(Alcohol Focused Spouse Involvement: AFSI), 심리교육 주의통제치료(Psychoeducational

Attention Control Therapy: PACT), 음주달력작성(Time Line Follow Back interview: TLFB), 알코
올 중독자 결혼을 위한 상담(Counselling for Alcoholics’ Marriages: CALM), 행동주의 커플치료,
단기 관계치료(Brief Relationship Therapy: BRT) 등이었다.
[표 2] 부부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Table. 2] Information about Couple Intervention Program

Publication
year

Authors

Participant

2001

Halford
et al.

n=61
married
women
w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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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esign

Period of Intervention

RCT

12 sessions of
(a) supportive
counseling
(b) stress management

Significant Result
ㆍFew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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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4

2005

386

Fals-St
ewart
&
Birchler

Yoon

Rotund
a et al.

Walitze
r &
Dermen

Fals-St
ewart
et al.

husbands
are
alcohlic

(c) CALM BCT alcohol
–focused couples
therapy

n=48
alcoholic
men and
their
intimate
partners

RCT

20 weekly session of 32
session in total
(a) 4weeks of
treatment+12 weeks of
24 session BCT and
individual counseling
session+4weeks of
treatment(discharge
phase) 60-minute
individual counseling
session

ㆍPartners who received
BCT from the bachelor'sand master's-level
counselors reported
equivalent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reatment, marital
happiness during
treatment.

Singlegroup
pre-post
test

8 sessions of
(a) 1st day:pre testing
(b) 2st~4th sessions
for separate education
for husband and wife.
(c) 5th~7th session for
collective education.
final day:post testing
(d) Last session of
the Joint Meeting
Couple

ㆍImproving
understanding over wife's
recovery process and
couple relation.
ㆍWife's mental health is
improving at early stage.
ㆍHusband's mental
health is continuously
improving over time.

n=4
alcoholic
clients and
their
partners

n=42
alcoholic
clients and
their
partners

n=64
male
problem
drinkers
and their
spouses
n=100
alcoholic
male
participant
s and
non-

Singlegroup
pre-post
test

RCT

RCT

CALM Program

10 weekly of 2hour
group sessions of
(a) IBT
(b) C/AF
(C) C/AF+BCT
18 sessions during the
course of 12weeks
(a) BRT
(b) IBT
(c) PACT
24 sessions, with 2

ㆍAt some point in the
relationship of alcoholism
treatment clients need to
do is to partner and
place of duty, and five
partners with clients to
drink or use other drugs
or alcohol to cover the
problem of one person to
another person helped
make excuses or lie.
ㆍThe C/AF+BCT group
had fewer heavy drinking
days and more abstinent
and light drinking days in
the year following
treatment.
ㆍBRT and S-BCT
Participants had
equivalent posttreatment
and 12-month follow-up
in reducing heavy
drinking and dya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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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abusing
female
partners

2006

2008

2008

Fals-St
ewart
et al.

n=138
married or
cohabiting
female
alcoholic
clients and
non-substa
nce
dependent
partners

Lam et
al.

n=30
Alcoholic
men and
their
female
partners

Vedel
et al.

n=64
alcoholic
clients(n=3
0) and
their
partners
(n=34)

2009

Lam et
al.

2009

McC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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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0
fathers,
their
female
partners,
and a
custodial
child 8-12
years old
n=102

RCT

sessions per week for
12weeks
(d) S-BCT

outcomes.
ㆍBRT was significantly
more cost effective than
the S-BCT, IBT, or
PACT.

12
(a)
(b)
(c)
32

ㆍDuring treatment,
participants in BCT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in
dyadic adjustment than
those in IBT or PACT.
ㆍDuring the 1-year
posttreatment follow-up,
Participants received BCT
compared to other groups
(a) fewer days of
drinking, (b) fewer
drinking-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c) higher
dyadic adjustment, and
(d) reduced partner
violence.

sessions of
CALM BCT+IBT
IBT
PACT
sessions in total

12weekly sessions of
(a) PSBCT
(b) BCT
(c) IBT

ㆍOnly PSBCT
participants reported
significant effects on all
child measures
throughout the 12-month
follow up.

RCT

10 sessions of
(a) BCT(90min)
(b) CBT(60min)

ㆍBCT and CBT both
effective in changing
drinking behavior after
treatment.
ㆍPosttreatment, BCT
more effectively
increased couple
satisfaction than CBT.

RCT

12
(a)
(b)
(c)

ㆍOnly PSB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all
child measures
throughout 12 month
follow-up.

RCT

20 sessions of

pilot
study
RCT

weekly sessions of
PSBCT
BCT
IBT

ㆍDuring trea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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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chumn
et al.

n=103
female
alcoholic
patient
and male
partner

2009

Fals-St
ewart
et al.

2012

Schumn
et al.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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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with AUDs
and their
partner

Walitze
r et al.

Schumm
et al.

Gay(n=52)
and
lesbian(n=
48) with
alcohol
use
disorder
and
non-substa
nce-depen
dent
partners
n=20 dual
problem
couple,
n=386
only one
partner

n=64
male
clients
and their
female
partners

n=105 al
women
with AUD
and their
male
partners
without

(a) ABCT : female
participant and their
partners, 90min
(b) ABIT : female
participant, 60min

experime
ntal
design

RCT

experime
ntal
design

20~22 weekly sessions
of BCT
In year 1~2 following
BCT

32, 60min session
over a 20-week
period of
(a) BCT+IBT
(b) IBT only

20~22 weekly sessions
of BCT

RCT

10 weekly 2-hour
group sessions
(a) PDO
(b) C/AF
(c) C/AF+BCT

RCT

60min therapy sessions
over the course of 20
weeks
(a) BCT +
12-step-oriented IBT
(b) IBT

increase women PDA,
PDH decreased.
ㆍVisible to improve
significantly greater in
ABCT than in ABIT.
ㆍAfter a year of
partner violence
decreased and the patient
is relaxed in the case of
alcoholism clinically
significant levels of
violence decreased.
ㆍFor both gay and
lesbian participants, BCT
had a significantly lower
percentage of heavy
drinking day a during
year after treatment than
IBT-only group.
ㆍBCT group had higher
levels of relationship
adjustment at the end of
treatment and in the
year after treatment.
ㆍDual-problem and
single-problem coupl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on degree of
improvement in
abstinence following.
ㆍCouples whose partners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 made fewer
negative statements
during a couple conflict
communication task
following treatment.
ㆍBCT reduced couples’
negative communication
and increased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ㆍCompared to IBT only,
BCT plus IBT had
significantly better
primary outcomes of
higher PDA and fewer
substance-related
problems during the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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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period
ㆍCompared to IBT only,
BCT had significantly
higher male RHS during
the 1-yr follow-up
ㆍWomen with lower
pretreatment DAS had
significantly higher DAS
following BCT versus IBT,
and there was an
increasing advantage for
BCT on female DAS over
the follow-up

SUD

2015

2016

2016

Ladd et
al.

n=169
couples
4 couples
type
(a)avoider
(b)validator
(C)hostile
(d)ambivale
nt-detached

McCrady
et al.

n=59
women
with AUDs
and their
male
partners

O'Farrell
et al.

n=101 with
alcohol
dependence
and their
heterosexual
relationship
partners
without
substance
us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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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ssion behavioral
data
from the ﬁrst treatment
session were available.

ㆍCouple type was
associated
with baseline relationship
satisfaction, but not
alcohol use.

RCT

90min, 12sessions
(a) ABCT, 5 session
individual CBT & 7
sessions of ABCT
(b) Blended-ABCT

ㆍlower in baseline
sociotropy had lower
heavy drinking days
across treatment weeks
1–8 in Blended-ABCT
than ABCT
ㆍlower in self-efficacy
had lower heavy drinking
days during follow-up in
Blended-ABCT than
ABCT

RCT

23sessions
(a) G-BCT +
12-step-oriented IBT,
nine 90-min
(b) S-BCT + IBT, eleven
60-min

ㆍsubstance and
relationship outcomes
were significantly worse
for G-BCT than S-BCT
in the last 6-9 months of
the 12-month follow-up
period

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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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재프로그램의 결과
중재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행동주의적 커플치료(BCT)는 단주를 위한 지지와 관계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와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파트너를 치료에 포함시킴으로써 의
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결혼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재발할 위험이 낮다
고 가정한 치료법이다. 알코올 행동주의 커플치료(ABCT)는 술과 관련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특
수한 기술을 배우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금주를 강화하는 방법, 음주를 촉발시키는 행동
을 감소시키는 방법, 음주상황에 관한 염려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방법, 술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해 반응하는 방법 등을 배우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이다[8]. 부모기술훈련과
행동주의적 커플치료(PSBCT)를 함께 받은 알코올 중독자 부부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주었고,
자녀 측면에서도 기능의 향상을 볼 수 있었다[9], [10]. 알코올 중독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기반 치
료(IBT)는 알코올 중독자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부부관계에는 효과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체계치료(FST)는 개인적 수준보다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내의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였다[7].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 행동주의적 커플치료(BCT)를 다른 중재프로그
램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결과 효과성도 다른 중재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주의적 커플치료(BCT)는 음주에 중점을 둔 중재방법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중재방법 2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음주에 중점을 둔 중재방법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금주한
날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심하게 음주하는 날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11-14].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중재방
법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부부의 행복지수, 부부관계 적응수준,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배우자 폭력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성이 보고되었다[10-17].

4. 논의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 부부 중재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알
코올 중독자 부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개별상담, 부부치료로 진행되었으며, 부부치료에서는 기
본적인 알코올 교육과 남편의 음주 시 대처방법, 의사소통기술에 대해 다루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재프로그램인 행동주의적 커플치료(BCT)는 이성애 부부나 동성애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감소와 부부관계 적응수준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치료비용면에서도 비용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었다[12].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처음 진행된 중재프로그램에 이어 심층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알코올 중독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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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기적으로 부부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에서는 행동주의적 커플치료(BCT) 뿐 아니라 다른 치료에서도 개인보
다는 부부가 함께 참여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센터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개별상담과 집단교육, 자조
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에게는 알코올 교육 및 자조모임이 시행되고 있다. 이
는 각자의 지식확장 및 적절한 대처법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의 심리 행동적 변화와
상대방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주율을 높이고 부부관계
적응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부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재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알코올 중독자의 단독 치료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중재프로그램이 음주감소와 부부관계 적응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연구가 부부중심의 문화권에서 진행되었고, 우리나라는 부부중심이라기보다는 가족중
심 문화권으로 자신의 부부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여겨

2003년의 연구[7] 이후로는 국내에서 집단 부부 중재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음주감소와 부부관계 적응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정신건강, 영
적영역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중재프로그램이 주로 외래나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3)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럿 연구의 반복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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