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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의 재발가능성과 심리적 위험요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
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코올의존의 재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역
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및 우울을 측정하였고, 종속변인은 재발경고 척도를
이용하였다. 먼저,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우울 및 재발가능성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고,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및 우울이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관련 신념들과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입원치료중인 알코올의
존 환자 147명이었다. 연구 결과, 알코올의존의 재발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심리적
요인은 우울, 음주촉진 신념, 그리고 역기능적 태도였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재발가
능성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기능적
태도와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였고, 음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주요어 : 역기능적 태도, 음주기대, 음주촉진 신념, 우울, 재발가능성, 알코올의존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채숙희, 다사랑중앙병원 임상심리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10번지
E-mail : cshcp@yahoo.co.kr, Fax : 031-340-5001

- 179 -

인지행동치료

알코올의존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능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치료를 통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음주함으로써 신체적,

해 비교적 변화가 용이한 심리적 변인에 초점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을 두고자 하였다.

초래하는 정신장애이다. 미국의 알코올 역학

알코올의존에 대한 심리치료 중 가장 각광

조사에 의하면 알코올 관련 장애의 평생 유병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지치료이다. 인

율은 18.2%였고, 이 중 알코올의존이 13.3%,

지치료의 초점은 환자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

알코올 남용이 4.9%였다(Grant, Peterson, Dawson,

래하는 기저 신념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이런

& Chou, 1994).또한 국내 역학 조사에서 알코

기저 신념을 확인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올 관련된 장애는 서울과 시골 지역이 각각

담자의 심리적 부적응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21.7%와 22.4%, 전국적으로는 22%로 높게 보

것이 인지치료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

고되었다(이정균, 이규항, 1994). 알코올의존은

서, Beck(1995)은 개인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

유병율이 높고, 사회적 손실 규모도 크며, 그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신념,

영향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퍼져있어서 상

즉 핵심 신념(core belief)의 수정이야 말로 인지

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알코올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지적하였다. 기저

존 환자의 만성적인 재발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 원인에 대한 인지치료의 이 같은 관점은

치료된 알코올의존 환자의 50%-60%가 3개월

인지치료가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 이론으로

이내에 재발한다(Brown, Vik, Patterson, Grant, &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

Schuckit 1995). 국내 추적 연구에서도 알코올

고 있다. 즉 아동기 때부터 발달되어온 성격

의존 환자의 13%만이 1년 이상의 단주율을

특성 및 핵심 신념, 또는 도식(schema)이 평생

보였으며, 재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3-4개월

동안 나타나고, 생활에 심각한 장애 및 알코

이내에 집중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김종성, 1999).

있었다(Babor, Hoffman, & Delboca, 1992). 알코

알코올의존 환자의 치료 및 향후 관리를 위

올의존에 대한 인지적 발달 모델은 초기 경험

해 재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및 기본적 신념과 도식의 발달에 주의를 기울

들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이러한 변인들의 심

이며, 자기 자신, 세계, 타인 및 미래에 대한

리적 경로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도식과 믿음이 알코올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

시급하지만, 국내에서 알코올의존의 재발에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

중독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삶에 대한

(김정수, 한상익, 김광수, 1994; 성상경, 방양원,

전반적인 부정적 신념뿐만 아니라, 알코올의

함웅, 1993). 알코올의존의 재발 요인에는 사

존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3가지 유형의 중독

회 인구학적 변인, 유전적인 변인, 환경적 변

신념이 있다고 보았다(Beck, Wright, Newman,

인 그리고 심리적 변인들이 있다. 사회 인구

& Liese, 1993). 이는 예기 신념, 구원 지향적

학적 변인 및 환경적 요인은 연구마다 결과가

신념, 허용적 또는 촉진적 신념이다. 예기 신

다소 상이하고, 특히 유전적 변인이나 사회

념은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일컫는다. 즉

인구학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은 변화가 불가

음주를 통해 얻는 만족을 통해 ‘술을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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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 질거야’ 와 같은 신념이다. 구원 지향

으로 역기능적 태도만을 측정하였으며, Beck

적 신념은 알코올이 불편한 상태를 없애주거

등(1993)의 인지모델에서 강조하는 좀더 실질

나 경감시켜 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신념

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음주촉진 신념을

이다. 즉 알코올이 금단증상을 줄여 주거나

다루지 못했다. 이덕기 등(2002)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된다. 허

초기 부적응적인 핵심 신념이 알코올의존 환

용적(촉진적) 신념은 자신의 음주관련 문제에

자들의 일반적인 정신병리와 상관이 높다는

대한 부인과 음주 행동에 대한 정당화에 관련

것을 보고하였다. 음주관련 신념을 직접적으

된 것들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중독 신념

로 측정하는 국내 도구가 희박한 상황에서 김

과 대비하여 Beck 등(1993)은 통제 신념을 언

진숙과 양익홍(2002)은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급하고 있는데, 통제 신념은 알코올을 포함한

대상으로 음주행동 촉진신념 척도를 개발하였

약물 사용과 남용을 감소시키는 신념으로서

다. 음주촉진신념은 알코올조절력에 대한 무

‘알코올은 나에게 위험한 것이야’, ‘나는 충동

기력,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한 부인, 음주행

을 참아낼 수 있어’, ‘잠깐 동안 이 갈망을 참

동에 대한 정당화의 내용으로 음주에 관련된

는다면 갈망이 사라질거야’ 등의 내용이 해당

역기능적 신념이다. 이러한 음주촉진신념은

된다. 따라서 환자들이 중독 신념을 통제 신

재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실

념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재발이 줄어든다고

증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볼 수 있다. Beck 등(1993)이 제안한 알코올의

음주에 대한 기대는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지

존의 재발에 관한 인지적 모형에서는 알코올

속적인 음주에 중요한 인지적 변인으로 간주되

의존 환자의 재발에 부정적 신념, 특히 음주

어 왔다. 알코올의존 환자는 술이 긴장, 불안,

관련 신념, 자동적 사고, 그리고 음주 허용(촉

또는 기타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진적)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증가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다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알코올의존에 대한 인지

(Brown, 1985; Brown, Christiansen, & Goldman,

치료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사고

1978; Brown, Goldman, Inn, & Anderson, 1980).

과정을 다룬다. 즉 음주를 촉진시키는 기대

하지만 정상 집단에 비해 알코올의존 환자 집

신념과 해소-지향적인 신념, 음주를 용인해주

단이 알코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더

는 중간 신념을 통제 신념으로 대치시킴으로

낮게 하지는 않는다는 연구(황인복, 이민규,

써 금주를 유지하게 만든다(Beck et al., 1993).

주경채, 1993)가 있으며, 이는 임상 실제에서

재발과 부정적 신념과의 직접적 관계에 대

도 자주 확인된다. 즉 알코올의존 환자들은

한 연구는 드물지만, 삶에 대한 전반적인 역

음주가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기능적 태도와 부정적 신념이 없는 한, 반복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발한다. 이에 대

적이고 자기 학대에 가까운 자기-파괴적인 중

한 한 가지 원인은 이들이 음주의 긍정적인

독 습관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임영란(2001)은 부정적 신념이 대처방식과 부

는 점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거쳐 음주 문제에 영

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데 비해 긍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부정적 신념

정적인 효과는 즉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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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

다고 보는 것이 스트레스-부정적 정서 모형이

인 기대에 비해 우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에는 구체적으

다. 따라서 재발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음주 효

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이 매

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정도에 따라 더욱

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알코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불안,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임상

우울 및 분노였으며, 이 중에서 우울이 가장

적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우울과 불안이 매우

강력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Colder & Chassin,

높으며(김석산, 신재정, 황인복, 채숙희, 2002;

1993). 따라서 전반적인 역기능적 신념과 음주

채숙희, 2005; 채숙희, 오수성, 2005), 알코올의

에 관한 역기능적 신념인 음주촉진신념 및 음

존 환자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음주 촉진 요

주기대가 우울의 매개효과를 통해 알코올의존

인으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부정적

의 재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Velasquez, Maurer,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의 치료 및 사후 관리

Crouch, & DiClemente, 2001/2003). 또한 다양한

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심리적 재발

음주 동기 중 알코올의존으로 발전할 위험성

가능성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알코올

이 가장 높은 음주 동기가 부정적 정서를 처

의존의 재발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알코올

리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이다(Carey &

의존 환자들의 음주관련 신념 및 기저에 있는

Correia, 1997; Cooper, Russel, Skinner, & Windle,

부정적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

1992). 선행 연구에서는 재발 사건의 33%～

다. 이에 음주관련 신념인 역기능적 태도, 음

67.5%가 부정적 정서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주 기대 그리고 음주촉진 신념을 조사하고,

(Hodgins, el-Guebaly, & Armstrong, 1995; Maisto

알코올의존의 재발가능성에 중요한 매개 역할

et al., 1988; Mckay, O'Farrell, Maisto, & Connors,

을 할 것으로 보이는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하

1989). Marlatt과 Gordon(1985)의 연구에서는 대

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대부분이 재발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

알코올의존 환자의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험하였으며, 우울, 고독, 분노, 좌절 및 불안

음주 촉진 신념, 우울 및 재발가능성을 측정

등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재발 집단과

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2) 음주관련 신념

비재발 집단의 불안, 우울 및 신체적 증상을

인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및 음주촉진 신

비교한 연구에서도 재발 집단의 부정적 정서

념이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 비재발 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

검토하고자 하였다. 3)알코올의존 환자의 음주

(Finney & Moos, 1991). 부정적 정서가 음주를

관련 신념인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및 음

촉진시킨다는 것은 스트레스-대처 이론(stress-

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성 사이에서 우울이

coping theory)에서 출발하였다. 알코올은 스트

매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본다.

레스로 인해 야기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이때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
스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정서가 이를 매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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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들이었다. 두

방 법

부 외상이나 현저한 기질적 장애의 증거가 있
거나, 의식장애가 동반된 환자, 과거나 현재

연구 대상

알코올의존 이외의 심한 정신과적 질환을 갖
연구 대상은 DSM-Ⅳ와 정신과전문의에 의

고 있거나 알코올 이외의 다른 향정신 약물을

해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받았으며, 알코올의존

남용한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수

선별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National

거된 자료는 200부 였으나, 빠진 문항이 많고,

Seoul Mental Hospital)에서 알코올의존일 가능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는

성이 높게 나온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방

자료를 제외하고 총 1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소재 알코올전문병원과 경기도 소재 알코올전

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4.9(±8.4)세였

구분

사례수

비율(%)

으며, 남성이 129명(87.8%), 여성이 18명(12.2%)

남

129

87.8

으로, 여전히 알코올 치료 기관에는 남성이

녀

18

12.2

훨씬 많았다. 학력은 고졸(47.6%), 대졸 이상

무학

3

2.0

초졸

16

10.9

중졸

26

17.7

고졸

70

47.6

대졸 이상

32

21.8

기혼

74

50.3

람들이 55.1%이고 첫 입원이 44.9%였다. 3개

결혼

이혼/별거

49

33.3

월 단주 경력이 있는 경우가 51.7%, 없는 경

상태

미혼

22

15.0

우가 48.3%에 해당되었다.

기타

2

1.4

1회

66

44.9

2회

34

23.1

3회

16

10.9

4회

7

4.8

5회

9

6.1

6-9회

10

6.7

10회 이상

5

3.4

3개월

있음

76

51.7

단주 경력

없음

71

48.3

성

학력

입원
횟수

(21.8%), 중졸(17.7%)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
혼(50.3%), 이혼/별거(33.3%), 미혼(15%) 순이었
다. 특히, 기혼 상태라 하더라도 이혼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아, 알코올의존 환자들이 원
만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
어 보인다. 입원 횟수는 2회 이상 입원한 사

측정 도구
알코올의존 선별 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National Seoul Mental Hospital: NAST).
김경빈 등(1991)이 개발했으며, 총 12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고, 4개 문항에 해당되거나 가
중치 점수가 11점 이상이면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 내
적 일치도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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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우울척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속적

Beck 등(1961)이 제작한 것으로 전반적인 우

으로 재발한다. 따라서 그들의 재발에 주로

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코올에 대한 부정적 기

구에서는 한홍무 등(1986)이 번안한 것을 사용

대보다는 긍정적 기대라 생각되므로, 본 연구

하였다.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

에서는 긍정적 기대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김

커트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0-63점까지이다.

석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했으나, 원척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

의 내적 일치도는 .92였다.

구에서는 원척도를 따라 6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결과에 대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

해 긍정적 기대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Weissman과 Beck(1978)이 개발한 척도를 권
석만(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

음주촉진 신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7

음주촉진 신념 척도는 음주 행동을 촉진하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거나 허용하게끔 하는 왜곡된 신념을 측정하

부정적인 도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

는 도구이다. 김진숙과 양익홍(2002)이 제작하

미한다.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

여,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

영란(2001)의 연구에서는 평가, 인정, 완벽주

증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의의 3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축 요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들

인 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과 사각회전

의 연구(김진숙, 양익홍, 2002)에서 요인분석

(Orthoblique)을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결과, 이 척도는 음주행동 조절에 대한 무기

시한 결과, 평가, 인정, 완벽주의의 3요인이

력, 음주 문제의 부인(denial), 음주 행동에 대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3

한 정당화의 3요인으로 구성되었고, 내적 일

이었다.

치도는 .73이었다. 이 척도에 대한 선행 연구
가 척도 제작 연구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

음주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

다. 본 연구에서 주축요인 분석과 사각회전을

음주 기대 척도는 음주를 한 후에 나타날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및 긍정적 결과들

치가 1이상인 요인이 5개 추출되었다. 하지만,

을 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Leigh

고유치의 하락율을 고려한 Scree 검증 결과 3

와 Stacy(1993)가 개발한 척도를 김석도(2000)가

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알코올의 긍정적 효

척도가 개발될 때 음주행동 조절에 대한 무기

과를 기술하는 문항 19개와 부정적인 효과를

력, 음주 문제의 부인, 음주 행동에 대한 정당

기술하는 15개 문항을 합하여 총 34문항으로

화의 3개의 척도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요인

구성되어 있다.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경우, 부

수를 3개로 고정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1번 문항(나는 절대로 술을 조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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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수 없다)은 원척도에서는 음주 행동에

문항은 직접 음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항

대한 무기력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

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

에서는 ‘부인’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부인’

서는 제외시키고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7

의 요인에 해당될 경우, 채점은 역방향으로

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문항 자체의 의미가 음주

능성이 높다.

행동의 조절에 대한 무기력을 나타내지만, 병

알코올의존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척도에

식(insight)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고에 해당하

대한 예비연구를 한 결과, 재발 척도 27문항

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촉진 신념으로 해석하

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5였고, 재발 척도 점

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수의 범위는 최하 46점부터 최고 138점까지였

20문항으로 구성된 음주촉진 신념 척도의 요

으며, 평균 점수는 92.33(±20.20)이었다. 재발경

인을 3개로 고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으로 실시

고 척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1요인이 확인

하였다. 김진숙과 양익홍(2002)의 연구에서와

되었고, 본 연구에서 주축요인 분석과 사각회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

전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와

이고 있었으며, 요인 1은 ‘음주행동 조절에 대

같이 1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당해 보인

한 무기력’, 요인 2는 ‘부인’, 요인 3은 ‘정당

다. 요인 수를 하나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

화’ 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24, 20, 18, 26이 요인
부하량 .30 이하로 떨어져 있고, 예비연구에서

재발경고 척도(Advance Warning of Relapse

도 이 네 문항이 모두 총점수와 상관이 낮은

Questionnaire version 3.0: AWARE Questionnaire-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3.0).

연구의 분석에서는 23문항을 사용하였고, 내

이 척도는 재발 경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재발가능성이 높

적 일치도는 .90이었다. 척도의 내용 및 요인
부하량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Gorski와 Miller(1982)
가 제안한 37가지 재발 경고 증상을 토대로

자료 수집 및 분석

Lowman, Allen 그리고 Miller(1996)가 척도화한
것이다(Advance Warning of Relapse). 이를 Miller

알코올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지방 소재 알

와 Harris(2000)가 요인분석 및 타당화 연구를

코올전문병원 및 경기도 소재 알코올전문병원

통해 28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재발에 임박했음을 나

다. 본 연구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연구자가

타내며, 재발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알려졌

직접 설명하였으며, 병동 환자들의 경우는 집

다(Miller & Harris, 2000; Miller, Westerberg,

단으로 설문지를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통계

Harris, & Tonigan, 1996). Miller와 Harris(2000)의

분석은 빈도분석, 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분

연구에서 단일 요인이 확인되었고, 내적 일치

석,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

도는 .92-.93이었으며, 두 달 간격으로 실시한

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28문항 중 마지막

한 회귀분석 및 공식을 적용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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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였다.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우
울 그리고 재발가능성의 관계

결 과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우울 및 재발가능성의

환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차이

표 2이다. 표 2에 의하면 알코올의존 환자들
의 재발가능성의 평균 점수는 82.66, 역기능적

환자의 성별, 학력, 결혼상태, 입원 횟수 및

태도는 149.00, 음주기대는 67.37, 음주촉진 신

3개월 단주경력에 따른 재발가능성 척도에서

념은 56.82, 우울은 15.99였다. 재발가능성은

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모든

역기능적 태도(r=.35, p<.01), 음주 기대(r=.24,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1), 음주촉진 신념(r=.42, p<.01), 우울

F(1, 145)=.23, n.s., F(5, 141)=1.14, n.s., F(3,

(r=.47,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143)=1.01, n.s., F(10, 136)=.87, n.s., F(1, 145)=

역기능적 태도 중 완벽주의, 음주촉진 신념

.59, n.s.

중 부인은 재발가능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

표 2.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우울 및 재발가능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연구 변인

re

re

-

das

.35**

da

**

dl
dp
ae
tat
tr
td

.41

**

.21

.12
**

.24

**

.42

**

.43
-.00

das

dl

dp

ae

tat

tr

td

th

bd

**

-

**

.54

.85
.84

**

**

.26

.22**

.07

.13

.07

-.12

-

.07

-.02

.40

.13
.10

**

-

.52

-.03
**

da

*

.19

*

.21

.00
*

*

.02
-.02

-

-.03
-.08

*

**

-

**

.91**

**

**

.42

.21

**

.60

**

**

.42

**

-

th

.47

.20

.19

.17

.07

.22

.69

.52

-.03

-

bd

.47**

.28**

.29**

.06

.39**

.05

.20*

.17*

.06

.20*

M

82.66

149.00

51.48

65.05

32.46

67.37

56.82

23.47

14.09

19.26

15.99

SD

21.25

23.44

11.68

12.01

6.54

15.86

14.39

7.54

5.67

6.05

11.49

-

주. re: 재발 척도, das: 역기능 태도(하위요인은 da, dl, dp임), da: 수행평가, dl: 인정욕구, dp: 완벽주의, ae:
음주기대, tat: 음주촉진신념(하위요인은 tr, td, th임), tr: 정당화, td: 부인, th: 무기력, bd: 우울.
*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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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역기능적 태도는 음주촉진 신념중 무기

많을수록(β=.21, p<.01),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력(r=.20, p<.05), 우울(r=.28, p< .01)과, 음주

재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대는 음주촉진 신념(r=.40, p<.01)과, 음주촉
진 신념은 우울(r =.20, p<.05)과 유의한 상관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과

관계가 있었다. 알코올의존 환자의 역기능적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및 우울이 재
발가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및 음주촉진 신

알아보기 위해 재발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

념과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

고, 나머지 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

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Kenny(1986)의 제

적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이다. 표 3

안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

에 의하면,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재발가능성

개 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안된

에 대해 우울이 22%, 음주촉진 신념이 11%,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공

역기능적 태도가 4%를 설명하였다.

식은 다음과 같다.

음주 기대는 재발가능성에 유의한 예측력을
2

2

2

2

2

2

z = ab/sqrt(SEa SEb +a SEb +b SEa )1)

갖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 연구 변인들의 재
발가능성에 대한 설명량은 37%였다.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β=.34, p<.001), 음주촉진 신념

역기능적 태도와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

이 많을수록(β=.33, p<.001), 역기능적 태도가

울의 매개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
과가 표 4이다. 표 4에 의하면, 역기능적 태도

표 3.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는 재발가능성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및 우울로부터 재발가능성을 예언하는 단계적 중

고, 우울과 역기능적 태도는 모두 재발가능성

다회귀 분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언
변인
1
2

3

우울
음주촉
진신념
역기능
태도

β

2

R

2

Adj.R

∆R2

매개변인인 우울이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F

을 배제할 경우, 역기능적 태도가 재발가능성

***

.22

.21

.22

39.96

***

.33

.32

.11

35.44

.37

.36

.04

28.00

.34
.33

**

.21

***

***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다(R2이 12%에서
5%로 감소함).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와 재발
가능성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한다고 볼 수 있

***

다. 직접적으로 공식을 적용한 결과, 매개 효
과가 유의하였다, z=3.12, p<.01.

주. β=최종 회귀 모형에서의 각 변인들의 표준화
2
회귀계수. R =block 들의 투입 후 누적 설명변
2
량. Adj.R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들
2
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변량. ∆R =block 투입
후의 설명량의 변화. F=각 단계에서의 전체
모 형의 유의미성 검증치.
**
***
n=147, p < .01, p < .001

음주 기대와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가
1) a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
수이고, b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SEa는 a의 표준오차, SEb는 b의
표준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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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역기능적 태도와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표 6. 음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재발

역기능
태도
역기능

우울

태도

재발

우울

가능성

역기능
태도
**

p < .01,

2

β

R

.347***

.120

19.824***

.284

***

.080

12.688

.399***

.216

39.963***

종속변인 독립변인
가능성

2

**

.234

.266

∆R

F

재발

음주촉진

가능성

신념

***

.050

우울

음주촉진
신념

재발

우울

가능성

음주촉진

***

26.134

신념
*

***

p < .001

p < .05,

2

∆R2

β

R

.424***

.179

31.71***

.20

*

.040

6.06

.396***

.216

39.96***

***

.330

종속변인 독립변인

.344

**

p < .01,

F

*

.114

***

35.44

***

p < .001

표 5. 음주 기대와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

않아서 우울이 매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

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접적으로 공식을 적용한 결과, 매개 효과가

β

종속변인 독립변인
재발
가능성
우울

2

R
***

2

∆R

유의하지 않았다, z=.64, p>.05.

F

.058

8.886

음주기대 .054

.003

.425

.216

39.963

재발

우울

가능성

***

.453

**

음주기대 .216
**

p < .01,

.262

음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

**

음주기대 .240

울의 매개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
과가 표 6이다. 표 6에 의하면, 음주촉진 신념
은 재발가능성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

.046

고, 우울과 음주촉진 신념은 모두 재발가능성
에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인인 우울이 재발가

***

25.626

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경우, 음주촉진

***

p < .001

신념이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
2

다(R 이 17.9%에서 11.4%로 감소함). 따라서

표 5이다.
표 5에 의하면, 음주 기대는 재발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음주 기대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울과 음주
기대는 모두 재발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음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성간의 관계를 우울
이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공식
을 적용한 결과, 우울의 매개 효과가 유의했
다, z=2.22, p<.05.

리고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인 우울
이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경우,
음주 기대가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논 의

2

감소했다(R 이 5.8%에서 4.6%로 감소함). 그러
나 두 번째 단계에서의 회귀 분석이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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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심리학적 위험요소들을 조사하여,

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재발가능성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알코올의존 환자의 역기능적 태도, 음주

입원 횟수에 있어서, 2회 이상 입원인 경우가

기대, 음주 촉진 신념, 우울과 재발가능성을

55.1%였고, 특히 5회 이상 입원인 경우가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

16.2%로 나타나는 등 알코올의존의 재발의 심

중 재발가능성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신

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입원한 알

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알코올의존

코올의존 환자의 절반 가량이 재발 환자들이

환자의 음주관련 신념인 역기능적 태도, 음주

며, 이 중 상당수는 만성적인 재발 환자들임

기대 및 음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성의 관계

을 고려할 때, 알코올의존 환자의 치료에 있

에서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어서, 재발 예방 및 재발 환자들을 위한 프로

하였다.

그램의 연구 및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대상은 147명의 알코올의존 환자들 이

본 연구에서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우울은

었고, 성별은 남성이 87.8%, 여성이 12.2%로,

평균이 16점으로서, 17점-22점을 보인 선행 연

이전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구(김석산 등, 2002; 채숙희, 2005; 채숙희, 오

아직도 알코올의존 치료 현장에는 남성이 절

수성, 2005)보다 다소 낮았지만, 알코올의존

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

환자들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남성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숫자가

었다.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역기능적 태도의

여성 알코올의존 환자들보다 많다는 의미도

평균 점수는 149점이었다. 김은정(1994)의 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의존 환자들이

구에서 임상적 우울집단 및 비임상적 우울 집

제대로 치료에 개입되지 못하고 가정에 방치

단의 역기능적 태도 점수가 각각 127점, 108점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한 측면을 반영한 것

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으로도 볼 수 있겠다. 학력은 고졸이 47.6%로

역기능적 태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50.3%로 가

있었다.

장 많았고, 이혼 및 별거 상태가 33.3%, 미혼

Miller와 Harris(2000)의 연구에서 재발 척도

이 15%, 기타가 1.4%였다. 기혼 상태인 경우

28문항을 사용했을 때의 평균 점수가 95점이

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이미 깨져있는

었고, 본 연구에서 한 문항을 제외하고 27문

경우가 많고, 치료 중에 이혼이 진행되는 경

항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이 92.33(±20.2)으로

우도 많았다. 이는 알코올 문제로 인해 가족

나타나, 외국의 알코올의존 환자들과 국내의

내에서 역기능이 초래되고, 가정 폭력에 의해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재발 가능성 점수가 비

가족 해체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Arbuckle et

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al., 1996)와 일치한다. 이는 알코올 문제로 인

재발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영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 우

적 문제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변화들과 관련

울과 재발가능성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

이 깊어 보인다. 따라서 심각한 음주 문제는

계를 나타냈다. 이는 Beck 등(1993)의 알코올

원만한 가정생활 자체에 상당히 위협적인 것

사용의 인지적 모델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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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자가 선정한 변인들이 모두 재발

을 하기 때문에, 우울 정서에 대한 효과적인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

치료가 향후 재발가능성을 줄이는데 매우 중

다. 알코올의존 환자의 역기능적 태도, 음주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음주 기대와

기대, 음주촉진 신념 및 우울이 재발가능성에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 역할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

하지 않았다. 우울과 음주 기대는 각각 독립

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

적으로 재발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울, 음주촉진 신념, 역기능적 태도가 유의하게

알 수 있었다. 즉 우울하다고 해서 음주기대

재발가능성을 예측해 주었으며, 총 설명력은

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7%였다. 음주 기대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못했다. 이는 알코올의존 환자의 음주 기대가

첫째, 치료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심리적 변인

치료 효과를 예언해주고, 긍정적인 음주 기대

을 연구 관심사로 하였기 때문에, 임상 실제

가 저하될수록 음주 수준이 저하된다는 연구

에서 재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재발과 관련된

(Connors, Tarbox, & Faillace, 1993)와 일치되지 않

심리적 변인을 교정한다는 치료적 목표를 적

는 결과이다. 한편 음주 행동에 대한 여러 선

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행 요인들에 대해 음주 기대가 매개 변인으로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중요한 신념 체계라고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다(Henderson, Goldman,

할 수 있는 역기능적 태도, 음주촉진 신념, 그

Coovert, & Carnevalla, 1994; Smith & Goldman,

리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대해 통합적

1990). 따라서 음주 기대가 재발가능성과 상관

으로 연구함으로써 알코올의존의 재발가능성

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에 대한 기대 자체가

과 관련된 세부적인 신념 체계를 밝히려고 시

재발가능성을 예측하기 보다는 다른 심리적

도했다는 점이다. 즉, 알코올의존 환자들에게

변인들과의 상호 작용하여, 재발 과정에 영향

알코올과 관련된 음주촉진 신념, 음주 기대,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음주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역기능적 태도, 음주 기대, 음주촉진 신념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신

재발가능성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 역할을

념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취약

하는 지에 대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한 인지 구조, 신념 체계들에 대한 기초 연구

방식으로 회귀분석 및 공식에 의한 z값 산출

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기능적 태

코올의존 환자들의 치료에서 중독적 신념을

도와 재발가능성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

교정하는 인지치료가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임영란(2001)의 연구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역기능적,

결과와 유사하다. 음주촉진 신념과 재발가능

부정적인 신념, 음주와 관련된 중독적 신념(부

성의 관계에서도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정, 회소화, 합리화 등)을 통제 신념으로 바꿀

이는 역기능적 태도와 음주촉진신념을 삶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알

대한 건강한 신념과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신

코올의존 환자들의 역기능적 태도, 음주촉진

념으로 인지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

신념과 재발가능성의 관계에 우울이 매개 역

국 우울이라는 정서변인이 중요한 매개 역할

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즉,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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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신념과 음주관련 사고

에서는 척도에 대한 타당도 연구 및 실제 재

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차원이 중요한 조절

발군과 회복군의 비교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
독적 사고를 바꿔주는 인지치료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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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variables
and relapse possibility into alcohol dependence
-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

Suk Hi Chai

Soo Sung Oh

Dasarang central

Department of Psychology,

Hospita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ibility of relapse into alcohol
dependence and the psychological risk factors. Based on previous studies, we measured dysfunctional
attitude, alcohol expectancy, alcohol facilitating belief, depression as psychological risk factors and relapse
possibility scale as dependent variable. First,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ysfunctional attitude,
alcohol expectancy, alcohol facilitating belief depression and relapse possibility. Relative effects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alcohol expectancy, alcohol facilitating belief, and depression in the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on relapse possibility were examin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related belief and relapse possibility were also examined.
The subjects were 147 inpatients in alcohol hospitals. The result was that the reliable predictors for
relapse possibility of the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were depression, alcohol facilitating belief and
dysfunctional attitude. The positive alcohol expectancy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for relapse
possibility. Depression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dysfunctional attitudes and relapse possibility and
between alcohol facilitating belief and relapse possibility.
Key words : dysfunctional attitude, alcohol expectancy, alcohol facilitating belief, depression, relapse possibility, alcoho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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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재발경고 척도의 요인 부하량
번호

문 항

15.

나는, 마치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함정에 빠졌거나 곤경에 처했다는 느낌이 든다.

.771

11.

나는 혼란스럽다.

.751

13.

나는 화가 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751

9.

나는 정신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일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몽상에 빠지게 된다.

.703

27.

나는 미쳐버리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668

21.

내 자신이 딱하다고 느낀다.

.665

2.

내 인생에는 문제들이 많다.

.630

6.

나는 울적하고, 게으르고 또 우울하다고 느낀다.

.600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4

나는 꿈같이 바라는 생각(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진다.

.578

19.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차라리 술을 마시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낀다.

.559

25.

나는 전반적으로 세상에 대해 화가 나있다.

.493

17.

나는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478

16.

나는 잠자는 데 어려움이 있다.

.451

나는 혼자있는 편이어서 외로움을 느낀다.

.432

나는 친구들이 짜증나거나 귀찮다.

.426

3.

나는 과잉반응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425

1.

내가 술 끊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좀 두렵다.

.420

14.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404

22.

나는 술 마실 생각을 한다.

.381

8.

내가 세운 계획들은 성공한다.

.354

5.

내 삶이 한 분야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336

2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320

24.

나는 희망차고 자신감이 있다.

.228

20.

나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다.

.182

18.

무슨 일이 일어나건 정말로 신경쓰지 않는다.

.038

26.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에 몰입한다.

-.072

10.
7.

4.
12.

고유치

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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