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 ML Comm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1;50:139-147
ISSN 1015-4817
www.knpa.or.kr

한국판 치료용 변화준비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국립서울병원 중독정신과,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2
한별정신병원 정신과,3 아산정신병원 정신과4

이태경1·황재연2·김설연3·정영철4·강웅구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Treatment Version
Tae Kyung Lee, MD, PhD1, Jae Yeon Hwang, MD2, Seol Yeon Kim, MD3,
Young Chul Jung, MD4 and Ung Gu Kang, MD, PhD2
1

Department of Addiction Psychiatry,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3
Department of Psychiatry, Hanbyul Mental Hospital, Gimpo, Korea
4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ntal Hospital, Asan, Korea
2

ObjectivesZZ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Treatment version (RCQT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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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ethodsZZThe participants were 92 patients who were seeking treatment of alcoholism in two
hospitals for alcoholism.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whether the factor
structure of the RCQTV-K was consistent with the English version. Convergent validity was assessed by correlating the scores on the RCQTV-K with those on other scales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ResultsZZThe factor structure of the RCQTV-K was consistent with the three-factor structure established for the original RCQTV. Cronbach’s α was high, indicating that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for each subscale was satisfactory. Allocated stage of chan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cores on the other scales.
ConclusionZZ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the RCQTV-K is an effective and valid scale for evaluating the stage of readiness to change in patients seeking treatment for alcoholism.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RCQTV-K is a promising assessment tool for use in the treatment and study of alcoh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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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분위기 조성은 치료자가 중독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필수
적인 과제 중의 하나다. 그렇지만 고착된 행동양식은 어느

중독질환은 정상인에 비해 약물이나 특정행위에 대한 추

한순간에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거친

구하는 갈망이라는 일관된 행동을 보인다. 즉 중독의 정신병

다고 생각되고 있다.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리 행태는 복잡한 동기 유발 방식이나, 행동양식이 소실되고

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어떤 변화에 대해 그런 변화가 자신에

대부분의 시간을 남용물질이나, 행동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

게 필요한지 또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게 된다. 이런 정신병리행태는 일관성 있고, 변화에 대해 저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

항적이며 고착화되어 있다.1) 따라서 회복은 이런 고착화된

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치료자는 각 변화단계에 대

양식을 흔들어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독자가 나타내는 각

2,3)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Prochaska 등 은 그들의 임

변화단계에 맞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상적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지 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이다. 또한 중독자의 변화단계에 맞춰서 측정도구를 다르게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화를 유도하는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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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변화 단계를 설명하는 모형들이 제시

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변화도를 측정하기

되어 왔으며,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위한 것이었다면, 치료판은 음주문제 자체를 치료받기 위해

Prochaska와 DiClemente가 제시한 횡이론적 변화단계모형

서 내원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단계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2)

이다. 중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생물사회심리학적 기본

개발된 척도다. 분명히 아니다(-2점)에서 분명히 그렇다(2

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

점)까지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숙고전(PC)’, ‘숙고

는가’ 하는 것에 대한 18개의 심리학 및 행동학 이론들을 연

(C)’, ‘실행(A)’ 등 세 개의 하위척도가 있으며, 세 개의 하위

구하여 통합 구성되었기 때문에 ‘횡이론적 변화단계모형’이

척도 별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의 하위척도를 현

4)

라는 명칭이 주어졌다. 따라서 어떻게 중독자가 회복의 과

재 변화단계로 결정한다. 본 연구는 치료용 변화준비도척도

정에서 변화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수

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두 곳 알코올치료 병원에 내원한 알

있다. 이 모형의 가장 큰 매력은 환자의 단계에 따라 그 단계

코올의존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신뢰성 및 타당성

에 적합한 치료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러한 낙관은 환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 지 정확하게 평가 할

방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알코올 중독분야에서 횡이론적 변
화단계 모형에 따른 변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ollinick 등5)이 개발한 변화준비도검사(Readiness to Change Qu-

법

대 상

estionnaire, 이하 RCQ)가 있으며, Miller와 Tonigan 등6)이

본 연구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서울

개발한 변화동기척도(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

시내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외래에 알코올의존의 진

eatment Eagerness Scale, 이하 SOCRATES)가 있다.

단으로 방문한 환자와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내 대형정신병

SOCRATES는 알코올 의존자 보다는 문제성 음주자의 변
화 동기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선 Chun

원인 ○○병원의 중독병동에 알코올의존으로 입원한 환자
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등7)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국내 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외래환자의 경우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알코올 클리

문제음주자가 아닌 알코올사용장애자의 변화동기를 평가하

닉에 적어도 2회 이상 방문한 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

도록 구성되었다.

여 DSM-IV의 알코올의존의 진단이 내려지고 Korean Ver-

Rollinick 등 이 개발한 RCQ 역시 또한 알코올중독 치료

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이하 AU-

를 받기 위해 정신과나 중독치료센터를 찾은 사람들이 아니

DIT-K) 점수가 12점 이상인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환자를

라 일반종합병원에 입원한 과음주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대상으로 하여 총 5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AUDIT-K의

것이다. Prochaska와 DiClemente의 변화단계에서 숙고전

절단점을 12점으로 하는 것은 국내 표준화 연구에 따랐다.10)

(Pre-contemplation, 이하 PC) 단계, 숙고(Contemplaltion,

입원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병원 중독 병동에 입

이하 C) 단계, 실행(Action, 이하 A) 단계의 어디에 속하는지

원한 환자들 가운데, 입원한지 최소 2주가 지나 알코올의 급

를 측정할 수 있고 세 개의 하위척도별로 4개씩 모두 12문항

성중독현상이나 금단현상이 없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5)

8)

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Yoo 가 번안한 것이 사

DSM-IV의 알코올의존 진단이 내려지고 AUDIT-K 점수가

용되고 있다.

12점 이상인, 18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RCQ가 개발된 후 RCQ를 음주문제 자체를 주소로 진료를

4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 모두에서 연구 내용에 대

받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해서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교육연한이 6년 미

얻었는데 특히나 RCQ가 개발될 때 대상자들이 자신의 음주

만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정신병적 장애나 치매 등 기질성 정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목표가 술을 줄

신장애가 있거나 지난 1년 이내에 다른 약물 의존이나 남용

여 마시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단주를 치료 목표로

의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았다.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이전에 연구

이러한 이유로 인해 치료판변화준비도척도(A Treatment Ver-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

sion of the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는 RCQ가

다.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어

9)

나온 이후에 Heather 등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변화준비성

떠한 경우라도 치료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헬

척도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RCQ가 일반

싱키 선언을 준수하였으며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

병원에서 음주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입원한 사람

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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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대한 취약성(susceptibility to drinking cues or cue strength)
을 보고자 하였는데, 이 설문에서는 1점(술 마시고 싶은 유혹

치료대상자를 위한 변화준비척도 한국어판(RCQTV-K)

치료대상자를 위한 변화준비척도(Treatment version of the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이하 RCQTV)는 Pro-

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5점(술 마시고 싶은 유혹을 극도
로 심하게 느낀다)까지 측정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그 환자에
서는 음주유발자극 유혹의 정도가 적은 것을 나타낸다.

chaska and DiClemente의 횡이론적 변화 단계모형에 근거

이 설문에서 제공되는 20가지 상황은 각각 5개의 항목으

한 변화단계에 대상자 특히 자신이 중독문제가 있다는 것을

로 구성된 4개의 하위 그룹 즉, 1) 부정적 정서(negative af-

인식하고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단계에

fect) 2) 사회적 단서(social clues) 3) 신체적 증상과 기타 걱

9)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Heather 등 에 의해 개발되었다.
알코올의존치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5)

정(physical and other concerns) 4) 금단증상과 음주충동(withdrawal and urges)로 다시 나뉜다. 부정적 정서 상황은 대

대상으로 Rollinick 등 이 개발한 RCQ의 경우, 개발시작 단

인관계에서와 개인 마음 속(intrapersonal)에서 부정적인 정

계에서는 5개 변화단계를 선별해내려고 하였지만 여의치 않

서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사회적 단서의 상황은 사회적 상황

아 숙고전(PC), 숙고(C), 실행(A) 및 유지 단계의 세가지 하

(social situation)에 따라 마시게 되는 경우와 긍정적인 기분

위척도만이 사용되었는데, RCQTV 역시 처음 개발 단계에

상태를 촉진하기 위해 음주하는 상황을, 신체적 증상과 기타

서는 5개 변화단계를 모두 선별하려고 하였으나, 준비(Prepar-

걱정은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ation)단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

걱정이 있거나 술을 마시는 꿈을 꾸게 되어 마시게 되는 상황

였으며, 유지(Maintenance) 단계의 경우는 실행(A) 단계 문항

을, 금단증상과 음주충동은 금단 증상과 갈망감, 그리고 음주

과 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개발

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는 상황을 대변한다.

자들은 대상자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

이들 척도는 환자의 취약성과 자기효능감을 쉽게 파악할 수

로 추론하였다. 결국 RCQTV의 하위척도는 숙고전(PC) 단

있어 치료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해

계, 숙고(C) 단계, 실행(A) 단계의 세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

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를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

어 있다.

될 수 있다.

하위척도 중 숙고전(PC) 단계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변화의 단계에 따라 유혹의 정도와 자기 효능감을 살펴본

경우 변화에 대한 관심이나 확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된

연구에 의하면, 실행(A) 단계에 가까울수록 보다 현실적인

다. 숙고(C) 단계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변화를 결정함

유혹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고,13) 오랫동안

에 있어서 양가감정을 보여준다. 활동단계 하위척도에서의

금주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에 오랫

높은 점수는 현재 변화 수행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동안 금주를 한 그룹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연구도 있
었다.14) 국내에서는 Kim,15) Chun16) 등이 번안하여 연구에 사

단주효능감척도(AAS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이하 AASE)는

용된 바 있으며, 금번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0.761에서 0.905 범위로 신뢰도가 나타났다.

11)

DiClemente 등 이 음주유발자극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유혹
의 정도를 같이 측정하기 개발한 척도이다. 자기효능감(self12)

Beck우울척도(BDI)

efficacy)은 Bandura 의 사회인지이론의 중심 개념으로, 그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로서 우울

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행동변화의 주된 결정인자로 작용

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하며 인간의 행동변화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해낼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1년 개발된 이래17) 전 세계적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증상의 정도를 Likert 척도가 아

이 척도는 음주를 유발하는 단서(drinking cue)를 나타내

니라 증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하게

는 20가지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서 개인이 느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하는 데서

끼는 자기효능감과 유혹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도록 한다. 자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기효능감의 측정과 유혹의 측정에 모두 동일한 질문이 제공

국내에서 Han 등18)에 의해 한글로 번안되고 Lee와 Song19)

되며, 각 질문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

에 의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벡씨 우울 척

ales)를 이용하여 대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를 사용하였다.

유혹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해서, 음주유발 단서에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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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Beck불안척도(BAI)

Beck불안척도는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상태 불안의 심각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

검정을 하였다. RCQTV-K의 각 하위척도 점수와 AASE 하
위척도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AUDIT-K,
BDI, BAI 총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고형 검사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과

변화단계간의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기 전, 먼저 본 연구대

우울한 정서를 최대로 구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BAI는 지

상의 수가 비교적 적음으로써 발생할 2종 오류를 줄이기 위

난 한 주 동안 불안을 경험한 정도를 4점 척도상에 평정하며

해 RCQTV-K의 하위척도에 대한 각 변인들을 Shapiro-Wik

0~63점까지 분포된다. 본 연구에서는 Kwon20)이 번안한 한

법을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규분포

국어판을 사용하였다.

를 보이고 있는 나이 및 AUDIT-K 총점에 대해서는 T 검정
을 시행하였으며,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 BDI, BAI 총점,

한국어판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검사(AUDIT-K)

일반 의료기관에서 알코올사용장애는 물론 위험한 음주
등을 간편하게 선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1989년 WHO에

AASE 하위척도간 점수에 대해서는 맨-휘트니 U검정을 통
해 비교하였으며, 성별, 결혼, 종교에 관해서는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이하 AUDIT)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 척도의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가

를 개발하였다. AUDIT는 핵심질문(core questionnaire)과

졌는지를 보는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로 구하

보조적인 이학검사(complementary physical examination)로

였다. 문항과 하위척도 전체점수의 상관은 Pearson 상관분석

구성되어 있으며, ICD-10의 진단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을 실시하였다.

도구는 지난 1년간의 음주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으로 이루

결

어져 있으며 알코올사용장애와 위험한 음주 모두를 선별한

과

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Lee 등10)이 번안한 AUDIT-K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구참여자 97명 중 설문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치료대상자를 위한 변화준비척도 한국어판(RCQTV-K) 제작

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92명(94.8%)이었는데, 이

을 위한 절차

중 대다수가 남성으로 84명(85.7%)이었다(표 1).

이중언어 사용자인 정신과 의사 5명이 원 척도 문항을 한
글로 번역을 하였다. 그 후 원래 척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

척도 신뢰도

중 언어 사용자가 이를 다시 영어로 역 번역을 하였다. 역 번

RCQTV-K의 전체점수 및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역 작업에서 원 척도의 그 뜻이 다소 미흡하게 전달되었다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 점수의 내적 일치도는

고 판단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번역과 역 번역 과정을 거

0.973이었으며, 3개의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숙고전(PC),

쳐서 최종적으로 역 번역된 척도가 영문판 원 척도가 의미하

숙고(C), 실행(A) 단계에서 각각 0.940, 0.938, 0.967을 보여

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RC-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QTV-K의 번역 작업을 마쳤다. 이를 5명의 알코올의존 환자

척도전체점수와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0.766~0.901 수

에게 예비 설문하였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지적하는 항목에

준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척도별 문

대해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RCQTV-K를 완성하였다.

항간 상관 정도는 숙고전(PC)의 경우 0.677~0.711 수준이었
고, 숙고(C)의 경우 0.771~0.815, 실행(A)의 경우 0.798~

분석방법

0.880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2).

RCQTV-K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이 사용되었다. 첫째 설문 항목들의 구성 타당도(construct

구성타당도

validity) 검정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선행연구들의 요인은 3요인 분류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었

인 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법을

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표본

이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

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

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교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였

quacy)는 0.936으로 변수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5 이상인

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여부를 보는 Bartlett의 구상검정치

항목만을 추출하였다. 둘째,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

(Bartlett’s Test Spheriticity)는 1478.722(p＜0.001)로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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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umber (%)

Mean

SD

012.35

03.54

Amounts of drinking per day (gram)

230.96

06.48

AUDIT-K

025.65

06.48

The age of the first drinking

019.74

03.98

The Age of the onset of problem drinking

034.85

11.81

Total (N)

92

Age (year)

47.16

9.72

Education (years)
Gender
Marital status

Religions

Male

84 (85.7)

Female

08 (8.2)

Never married

24 (24.5)

Married

56 (57.1)

Divorced

07 (7.1)

Separated

02 ( 2.0)

Bereaved

03 ( 3.1)

None

57 (58.2)

Protestantism

16 (16.3)

Buddhism

10 (10.2)

Catholicism

09 (9.2)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Item contents and rotated factor loading pattern
No.  Item content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1 : Precontemplation (PC)

α
0.940

7. 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음주자이다.

0.852

4. 내가 술 마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0.850

10. 술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0.775

1. 나는 술 문제가 전혀 없다. 술 문제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0.708

13. 사실은 내 음주습관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다.

0.681

F2 : Action (A)

0.967

6. 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많지만,

0.805

나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15. 나는 적극적으로 나의 음주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0.761

12. 나는 술을 줄이거나 끊을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0.750

3. 나는 술을 끊거나 전보다 적게 마시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0.734

9. 나는 지금 현재 내 음주습관을 바꾸고 있다 (줄이는 것이든 끊는 것이든).

0.730

F3 :Contemplation (C)

0.938

14. 가끔 나는 내가 술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0.826

8. 나의 음주는 가끔 문제성이 있다.

0.764

5. 나는 가끔 내가 술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0.688

2. 나는 술을 즐기지만 가끔은 너무 많이 마신다.

0.676

11. 나는 지금처럼 술 마시는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0.579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성되어 있는 데 이는 음주행동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

났다. 3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84.677%였다.

고 있는 숙고전(PC) 단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에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모두 0.50 이상으로 높은 유

는 ‘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

의성을 보였으며, 구성하는 3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수

람은 많지만, 나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적극적

는 각각 5개 문항으로 원 척도의 하위척도 구성과 동일한 구

으로 나의 음주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등 5개의

성이었다. 요인 1에는 ‘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음주자이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음주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활

‘내가 술 마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

동으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실행(A) 단계 개념으로 구성된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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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인 3에는 ‘가끔 나는 내가 술 마시

적 변수와 각 척도 점수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정 및 맨-

는 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음주는 가끔

휘트니(Mann-Whitnney) U 검정을 이용하여 확인하여 보

문제성이 있다’, ‘나는 가끔 내가 술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고

았다.

생각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음주문제에 인식이
있고,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음주

성별, 연령, 학력, 처음 음주를 시작한 연령, 문제음주가 시
작된 연령, 일일 음주량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는 숙고(C) 단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검정을 이용한 AUDIT-K 총점을 비교에서, 숙고(C) 단
계군은 27.96±4.68로 실행(A) 단계군(24.60±6.94)보다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00, df=78, p＜0.05).

변화단계별 배치

BAI, BDI 총점을 맨-휘트니 U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

‘숙고전(PC)’, ‘숙고(C)’, ‘실행(A)’ 등 세 개의 하위척도 별 평

는데, 숙고(C) 단계군이 실행(A) 단계군 보다 높은 점수를 나

균점수는 각각 -4.75±3.955, 4.59±2.876, 4.74±3.917이었다.

타내었고,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변화단계 배치는 원 척도에서 제시한 것에 따라 각 하위척도

역시 맨-휘트니 U검정을 이용하여 AASE의 하위척도별 평

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하위척도를 대상자의 현재 변화단

균비교를 하였을 때, 숙고(C) 단계군이 실행(A) 단계군에 비

계로 결정하였다. 각 하위척도 별 최소 3문항 이상 응답한 경

하여 모든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우에 척도별 평균 점수를 선출하여 사용하였다. 동점이 있는

단서(social cue)’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경우는 더 높은 단계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간주하여 변화
단계 중 높은 단계로 판정하였다(the forward rule).5,9,21) 이러

공존타당도

한 방법에 의거하면 실행(A) 단계는 55명(56.1%) 이 해당 하

RCQTV-K의 하위척도와 AASE의 하위척도 간의 Pear-

였으며, 숙고(C) 단계는 25명(25.5%)이 해당되었다. 그러나

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AASE의 부정적 정서(negative af-

숙고전(PC) 단계에 배치된 경우는 없었다.

fect)는 p＜0.05 수준에서 RCQTV-K의 하위척도 중 숙고(C)
단계와는 정적(positive) 상관(r=0.246)을 보였으며, 반면 실

변화단계군간 변별 타당도

행(A) 단계와는 r=-0.279로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보였

숙고전(PC) 단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

다. 신체적 증상과 다른 걱정(physical and other concern)의 경

에, 숙고(C) 단계군과 실행(A) 단계군 양군간에 사회인구학

우는 실행(A) 단계와 r=-0.285(p＜0.05)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Table 3. Comparing between stages of change by Mann-Whitney U test
Variables
BAI

BDI

Stage

Sig

N

Mean

SD

Mean rank

Mann-whitney U

Wilcoxon W

Z

C

25

17.12

09.91

49.26

468.500

2008.500

-2.276

0.023

A

55

12.80

11.21

36.52

Total

80

C

25

25.88

10.94

52.64

384.000

1924.000

-3.152

0.002

A

55

17.07

12.03

34.98

Total

80

C

25

16.40

05.35

51.66

408.500

1948.500

-2.907

0.004

A

55

12.58

05.12

35.43

Total

80

C

25

10.56

03.71

48.62

484.500

2024.500

-2.125

0.034

A

55

08.89

03.00

36.81

Total

80

C

25

13.56

05.01

44.16

596.000

2136.000

-0.953

0.341

A

55

12.22

04.16

38.84

Total

80

C

25

13.32

10.89

49.04

474.000

2014.000

-2.225

0.026

A

55

04.72

04.13

36.62

Total

80

of change

(2-tailed)

AASE
Negative affect

Physical concern

Social clue

Craving or 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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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와의 상관관계에서 하위척도 숙고전(PC) 단계는 r=

서, 신체적 증상과 기타 걱정, 금단증상과 음주충동 등에서

-0.298로써 부적상관, 실행(A) 단계는 r=-0.322(p＜0.01)를

실행(A) 단계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Proch-

나타내었으며 BAI의 경우는 숙고전(PC) 단계에서 p＜0.01

aska와 DiClemente2)에 의하면, 숙고(C) 단계에 있는 환자는

수준에서 -0.395을 보여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변화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하

AUDIT 점수와의 상관계수에서 숙고전(PC) 단계의 경우

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함

r=-0.358(p＜0.01)로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실행(A)

에 따라 발생하는 양가감정이 나타남으로써 불안정한 시기

단계의 경우 역시 p＜0.05 수준에서 r=-0.241을 나타내었다.

로 진입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에게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행

하루 섭취하는 음주량과의 상관에서는 숙고전(PC) 단계는 p

동양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부지불식간에 느

＜0.01에서 -0.316을 보여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숙고(C)

끼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변해야 하는 문제행

가 0.23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p＜0.05)를 나타내었다

동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즉 숙고(C) 단계에서는 확실하

고

찰

게 자신의 문제행동양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
라, 변화를 시도하려고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애매모호한

본 연구는 치료대상자를 위한 RCQTV를 한국어로 번역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하여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RC-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는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소견으

QTV-K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을 구한 결과 전

로 생각된다.

체점수뿐 아니라 하위척도 각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수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연

을 나타내어 동일한 개념을 지니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변화단계를 분류하였을 때, 숙고전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타당도 부분에서 구성타당성에 대

(PC)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어서 숙고전(PC) 단계와의

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원 척도에서 나타났던

비교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Heather 등9)이 원 척도

세가지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세 가지

를 개발했을 때도 같은 현상을 보였는데, 치료기관을 찾는

요인은 총분산의 84.68%의 설명량을 보여 적절한 요인이 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해당 요인에서 문항별 요인

목적상 이미 숙고전(PC)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

적재값(factor loading)은 모두 0.50 이상을 보여 매우 높은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금번 연구에 참여했던 두 병

유의성을 보여 주었으며, 해당 문항수는 각각 5문항으로서

원은 모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래 내원하였거나 혹은 입

동일하였는데 이는 원 척도의 하위척도 구성과 동일한 구성

원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숙고전(PC) 단계군이 나타나지 않

으로서 원 척도의 이론적 배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연구대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부

알 수 있었다.

분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문항의 구성에서 성별에 의해 견해

공존타당성을 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분석에서 RC-

가 현저히 다를 수 있는 문항이 있지는 않지만 여성을 대상한

QTV-K의 하위척도 중 숙고전(PC) 단계와 실행(A) 단계는

경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확

AUDIT-K 총점과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실행(A) 단계는 단

인이 필요하겠다. 셋째는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 각 변화

주를 위한 구체적 실행(A)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

단계에 해당되었던 대상자들의 경과를 파악하는 점을 이루

서 총점이 높을수록 알코올 중독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

지 못하여 현재 변화단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

로 나타나는 AUDIT-K 총점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할

한 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

수 있다. 반면 숙고전(PC) 단계가 AUDIT-K와 부적상관을

여 향후 연구참여 대상 및 참여기관을 확충한 후속 연구가 필

보인 것은 본 척도점수가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숙

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고전(PC) 점수가 높을수록 숙고전(PC) 단계 중 숙고(C) 단계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AUDIT-K 총점

결

론

과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숙고(C) 단계군과 실행(A) 단계군 간 척도간 비교에서, 숙

중독의 정신병리는 고착화 되어 있으며, 변화에 대해 저항

고(C) 단계에 속한 대상자 들이 알코올 중독검사인 AUDIT-

적이다. 회복은 고착화 된 양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

K의 총점이 더 높고, 불안,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서 치료자는 환자가 반복되는 강박적 알코올남용이란 병리

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AASE) 척도에서도 부정적 정

적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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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고착된 행동양식은 어느 순간
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
다. 그런 변화단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Prochaska와 DiClemente에 의해 제시된 횡이론적 변화단계모형이다. 횡이
론적 변화단계 모형에 근거해서, 일반 과음주자들을 대상으
로 한 RCQ가 개발되었는데, 이후에 일반 과음주자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상
담소를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화준비척도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치료대상자를 위한 RCQTV’가 개발되었
다. 본 연구는 RCQTV-K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
보고자 시행되었다. RCQTV-K는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
를 보여주었으며 향후 병원과 치료소를 찾는 알코올중독 환
자들의 변화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단계에
따른 연구 및 치료에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심 단어 : 알코올중독·한국판 치료대상자를 위한 변화준
비단계척도·신뢰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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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분명히
아니다

01
02
03

아니다

잘모르
겠다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나는 술 문제가 전혀 없다. 술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P

것은 시간낭비다.
나는 술을 즐기지만 가끔은 너무 많이 마신다.

C

나는 술을 끊거나 전보다 적게 마시려고 시도하는

A

중이다.

04

내가 술 마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P

05

나는 가끔 내가 술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C

06

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싶다고 말만 하는

A

사람은 많지만, 나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07

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음주자이다.

P

08

나의 음주는 가끔 문제성이 있다.

C

09
10
11

나는 지금 현재 내 음주습관을 바꾸고 있다(줄이는

A

것이든 끊는 것이든).
술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은 나와는

P

관계없는 이야기다.
나는 지금처럼 술마시는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C

저울질하고 있다.

12

나는 술을 줄이거나 끊을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A

13

사실은 내 음주습관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다.

P

14
15

가끔 나는 내가 술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C

생각을 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나의 음주문제를 해결하려

A

노력하고 있다.
P

C

A

-2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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