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복지학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23, 2007. 11. 1. pp. 1-33.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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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제음주자 139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들이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
증하였다. 또한 욕구요인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음주자들의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이 지역
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대해서 욕구요
인 중에서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β = -2.28)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문제음주자들의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지역
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음주자의 욕구요인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이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해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
적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음주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준다
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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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
비스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제음주자,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총 이용기간, 사회적 지지

Ⅰ. 서론
문제음주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 등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으로서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이다(Institute of Medicine, 1990). 이와
같은 문제음주는 치료 및 재활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성상경․방양원․함웅, 1993;
김정수․한상익․김광수, 1994; 김한오, 2004),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정신건강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문제음주의 재활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문제음주로부터의
재활이 장기적인 기간과 단계별 과업이 필요한 과정인 만큼(Humphreys, Moos and
Cohen, 1997; Timko, Moos, Finney, Moos and Kaplowitz, 1999; McAweeney, Zucker,
Fitzgerald, Puttler and Wong, 2005)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은 중요한 과
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음주자의 재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1)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실증적
1)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라는 개념은 생소하며 어디까지를 서비스에 포함시켜
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이나 학문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외국문헌에서 사용된 개념을 외국의 현실
과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란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재
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란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등에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주간재활서비스(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관리, 재발 및 알코올관련교육, 운동이나 여가활용프로그램, 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 등 각종
집단프로그램)와 사례관리, Alcoholics Anonymous(A.A.), 기타 비공식적 서비스(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서비스, 종교기관의 음주관련서비스 등)를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문제음주자가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서비스를 의미하며, 입소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아직까지 거주 등 입소중심의 알코올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 연구의 초점이 문
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알코올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개념정의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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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증되면서(Castaneda, Galanter and Medalia, 1992; Ito and Donovan, 1986;
Simpson, Joe, Rowan-Szal and Greener, 1995), 이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는 문제음
주자들의 재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음주자들을 위한 지
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유채영, 2002; 윤명숙, 2004; 기선완,
2004),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과 실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제음주자들의 재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
역사회 알코올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기관들과 서비스들도 급속도로 팽창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일례로, 알코올상담센터의 경우에 2000년도에는 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3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96개소로 확장될 예
정에 있다(보건복지부, 2007).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관련기관과 서비스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자인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은 어떠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할 문제음주자들의 서비스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자인
문제음주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치료중단이 65-70%
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외래치료이용도 13.9%-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윤명숙, 1999; 권용실․이해국․이지현․이정태, 2002; 성상경․문황선․김한오․이
규항, 2003).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들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서비스 중 하나인 단주
친목회(Alcoholics Anonymous)에 참여하는 비율도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중도탈
락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원철, 1999). 흔히,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사들도 문제음주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중도탈락이 높아 서비스실행조차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
고 있는 실정이다2).
2) 통계자료가 워낙 미흡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여러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관
련기관 등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사 모임 등에 참여해보면, 사회복지사 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음주
자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들을 개발하더라도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
움이 있어서 서비스시행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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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수많은 국내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이 병원입원치료를 한
이후에 외래 재활서비스나 A.A. 등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들을 이용하면 할수록 단주
나 음주문제의 감소, 심리사회적 기능 향상 등 임상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성상경․전동환․이정균, 1995; 성상경 외, 2003; 천덕희, 1998;
문요한․김길숙․오동열, 1998; 정윤철, 1999; 윤명숙, 2001; 권용실 외, 2002; 정경수,
2006; Tonigan, Toscova and Miller, 1996; Humphreys et al., 1997; Timko et al.,
1999; Moos and Moos, 2003; McKellar, Stewart and Humphreys, 2003; Weisner,
Ray, Mertens, Satre and Moore, 2003). 또한, 문제음주자들은 입원치료를 하는 것보다
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인 것
으로 제시되고 있어서(Allen and Phillips, 1993; Janesz, 1999),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알코올
관련정책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 2007),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음주자들의 서비스이용은 활성화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활성화가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과 관
련된 문헌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래치료 참석률, 단주친목회
참석이 알코올중독회복이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 있었으나(성상
경, 1995; 성상경 외, 2003; 천덕희, 1998; 문요한 외, 1998; 정윤철, 1999; 권용실 외,
2002; 정경수, 2006),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자들의 특성이나
일부 효과성을 제시하였을 뿐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단주친목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으나(윤정섭․박유문․석재호, 1992; 정원철, 1999), 이들 연구에서는 사
례 수가 매우 적었고 주로 몇몇 개인적 요인들만 검증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반
면, 현재 외국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실정이다. 최근 외국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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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들로써, 문제음주자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환경,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여건 등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 검증하고 있다(Schmidt and Weisner,
1999; Tucker and King,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이용의 활성
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
간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개념정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외국의 선행연구에
서는 Formal Service, Outpatient Service, A.A.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서비스형태
별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었다(Tucker and Gladsjo,
1993; McKay, Mclellan and Alterman, 1998; Janesz, 1999). 이러한 연구들에서 Formal
Service나 Outpatient Service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념이
정의되고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A.A. 등 비공식적 서비스와 구분하여 시도된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가서비스와 A.A. 등 자조그룹까지 포
함한 비공식적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알코올서비스로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서
비스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였다(Timko, Finney, Moos, Moos and Steinbaum.,
1993; Ogborne and Dewit, 1999; Polcin and Weisner, 1999; Cohen, Richard and
Kranzler.,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되, 연구의 초점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초점은 문제음주자를 위한 병
원이나 시설의 입소중심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의 이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를 활성
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
로 하였다. 문제제기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는 지역

- 5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23 집

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등에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주간재활서비스(인지행동치료, 스트레
스관리, 재발 및 알코올관련교육, 운동이나 여가활용프로그램, 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
등 각종 집단프로그램)와 사례관리, Alcoholics Anonymous(A.A.), 기타 비공식적 서비
스(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서비스, 종교
기관의 음주관련서비스 등)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문제음주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서비
스를 의미하며, 입소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A.A., 종교기
관의 음주관련 서비스 등 기타 비공식적 서비스 등을 포함시킨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서 지역사회 알코올관련전문기관(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등을 이용하고 있
는 문제음주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 알코올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서비스 이용
을 서비스 이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즉, 서비스이용여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측정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Hingson, Mangione, Meyers and Scotch, 1982; Finney and
Moos, 1995; Hajema, Knibbe and Drop, 1999). 하지만, 보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문제음주자의 재활성과에 서비스의 이용여부보다는 이용시간(treatment retention)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면서(McKay, Alterman, Mclellen and Snider, 1994;
McLellan, Alterman, Metzger, Grissom, Woody, Loborsky and O'Brien, 1994;
Nakashima, 1996; Hu, Hunkeler, Weisner, Li, Grayson, Westphal and Mclellan, 1997;
Ritsher, Moos and Finney, 2002; Moos, Moos and Timko, 2006) 이용시간이 강조되
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직까지 상당수의 연구에서 이용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라는 측면
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측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Janez, 1999). 문제음주자의 서비스이용수준을 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으로 측정한 연구
들이 있었고(Mertens and Weisner, 2000; McCaul, Svikis and Moore, 2001; Moos
and Moos, 2004) 6개월이나 일년 등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이용일수로 측정한 연구들
이 있었다(McCaul et al., 2001; Dobkin, Civita, Paraherakis and Gill, 2002; GreenHennessy, 2002; Weisner et al., 2003; Moos and Moos, 2007). 이밖에도 총 서비스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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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서비스 참여횟수에 따라서 서비스이용 거부자, 중단자(초기중단자나 말기중단자),
완수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구별한 연구(Rees, 1985; Noel et al., 1987; Pekarik
and Zimmer, 1992; Loneck, 1997; Kolden et al., 1997; Janesz, 1999)들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지역사회 문제음주
자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한 총 시간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문제음주자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총 이용한 기간으로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알코
올서비스이용을 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개념에 공통적
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이용시간의 길이이고 이것을 늘리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한
것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문제음
주자의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는데 주로 활용되어 온 서비스이용모델
로는 건강신념모델(Rosenstock, 1966; Rees, 1985), 베크만과 코셀모델(Beckman and
Kocel, 1982), 앤더슨의 모델(Andersen, 1995)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국
내에서도 보건이나 복지서비스이용 관련문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앤더슨의 모델
(박경숙, 2003; 김혜경, 2004; 이인정, 2004)을 기반으로 하되, 알코올서비스이용과 관련
된 문헌에서 검증된 내용들을 포함시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앤더슨의 모델은 본래 1960년대 초에 개인의 보건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었다(Anderson
and Newman, 1973; Andersen, 1995). 이와 같은 앤더슨의 모델은 알코올서비스이용연
구에서도 활용되었었다(Frost, 1984). 앤더슨의 모델에서는 개개인의 서비스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며(Andersen and Newman,
1973; Andersen, 1995),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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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서비스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Andersen, 1995).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음주자의 알코올서비스이용연구에서 검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
앤더슨의 모델에서 선행요인은 특정질환이나 기능손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
는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 개인적 특성과 건강에 관련된 태도 등을 포
함하고 있다(Andersen, 1995).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문제음주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
른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성별, 연령, 직업
유무,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변수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성별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여러 연구에서는 남성 문제음주자일수록 외래재활서비스, A.A. 등 지역사회 알코
올서비스를 좀 더 이용하거나 장기간동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Mammo et al., 1993; McCaul et al., 2001; Cohen et al., 2007). 그러나 오히려 여성
문제음주자인 경우에 외래재활서비스, A.A. 등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Timko et al., 1993; Green-Hennessy, 2002; Yeom,
2004). 연령별로는 고연령의 문제음주자일수록 외래재활서비스, A.A. 등 지역사회 알코
올서비스를 좀 더 이용하고 있었고(Pekarik and Zimmer, 1992; Hajema et al., 1997;
Allgood, 2003; Cohen et al., 2007) 외래재활서비스의 조기탈락위험도 적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Steinberg, 1999). 직업유무와 관련해서는 직업이 있는 문제음주자일수
록 외래재활서비스를 좀 더 이용하고 이용시간이 길었다는 연구들도 있었으나(Noel et
al., 1987; Timko et al., 1993; Veach, Remly, Kippers and Sorg, 2000; McCaul et al.,
2001), 오히려 직업이 없는 경우에 주간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도 있었다(Hajema et al., 1997). 또한, 직업유무와 알코올서비스이용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들도 있었다(Finney and Moos, 1995; Rees, Beech and Hore,
1984). 이밖에도 교육수준이 높은 문제음주자일수록 외래재활서비스를 좀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imko et al., 1993; Pekarik and Zimmer, 1992), 결혼하여 배
우자가 있는 경우에 외래재활서비스를 좀 더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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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Pekarik and Zimmer, 1992; Ogborne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문제음주자의 성별, 연령, 직업유
무, 교육수준, 배우자유무를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였다.
2)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s)
앤더슨의 모델에 따르면, 가능성 요인은 개인의 서비스이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자원을 의미하며 가족수입, 사회적 지지, 거주지역,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의 유무 및 특성, 서비스이용의 접근편의성 등을 포함한다(Andersen
and Newman, 1973; Andersen, 1995).
먼저, 여러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이 가족, 친구, 동료 등으로부터 외래재활서비스
나 A.A. 등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었다(Schmidt and Weisner, 1999; Tucker and King, 1999). 그러나 아직까
지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실증적 연
구는 부족하였고 일관성이 없었다. 가족, 친구나 친지 등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으로
부터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지를 받고 있는 문제음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문제
음주자들에 비해서 외래재활서비스 등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었다(Frost, 1984; George, 1994; George and Tucker, 1996). 더
프킨(Dubkin et al., 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기능적인 사회적 지지
인 도구적, 평가적, 정서적 지지를 받는 알코올남용자들일수록 외래재활 서비스의 이
용일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의
사회적 지지가 문제음주자가 외래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들도 상당수 있었다(Beckman and Amaro, 1986;
Bardsley and Beckman, 1988; Finney and Moos, 1995; Hajema et al., 1997).
다음으로 여러 연구에서는 알코올서비스의 접근편의성이나 기관 직원의 행동과 태
도, 서비스비용에 대한 인식 등이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Beckman and Kocel, 1982; Beckman and Amaro, 1996;
Schmidt and Weisner, 1999; Tucker and King, 1999). 칼슨과 가브리엘(Carlson and
Gabriel, 2001)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이 서비스접근성과 서비스효과성에 대한 만
족이 높을수록 6개월 후 외래재활서비스, 자조그룹 등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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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적 지지, 서비스이용지지, 서비스
만족도를 가능성요인으로 포함시켰다.
3) 욕구요인(need factors)
앤더슨의 모델에서 욕구요인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요인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질환과 기능손상에 대한 인식으로써 개인이나 가족
의 주관적 인식과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포함한다(Andersen, 1995).
욕구요인과 관련하여 문제음주자의 알코올의존증상이 심각할수록 알코올서비스를 시
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지만(Finney and Moos, 1995; Hajema
et al., 1997), 알코올의존의 객관적인 심각성자체는 외래재활서비스 등 지역사회 알코
올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Polcin and Weisner,
1999; McCaul et al., 2001). 오히려 알코올문제가 심각하지 않을수록 외래재활서비스
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Simpson et al., 1995;
McKay et al., 1998; Mertens and Weisner, 2000).
다음으로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가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문
제를 경험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외래재활서비스, A.A. 등 지역사회 알
코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gson et al., 1982;
Frost, 1984; Rees, 1985; Bardsley and Beckman, 1988; Tucker and Gladsjo, 1993;
George, 1994; Finney and Moos, 1995; Tucker, 1995; George and Tucker, 1996;
Hajema et al., 1997; Ogborne et al., 1999; Polcin and Weisner, 1999). 그러나 문제음
주자들이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수록 외래 재활 서비스 등 지
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Simpson et al., 1995; McKay et al.,
1998; Mertens and Weisner, 2000)들도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신건강요인
도 있었다. 우울증상이 있는 문제음주자일수록 외래재활서비스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Noel et al., 1987; Araujo et al., 1996) 정신질환 증상이 있을수록 외래 재활
서비스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Gottheil et al., 1997; Steinber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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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n, 2004).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는데, 정신질환증상이 있
는 문제음주자일수록 다양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도 있었다(Polcin and Weisner, 1999; Green-Hennessy, 2002; Cohen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을
욕구요인으로 포함시켰다.
4) 욕구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앤더슨의 모델에서는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들이 서비스이용행동과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이라는 반복된 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Andersen, 1995). 또한, 최근의
서비스이용 관련 연구에서는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간의 연결을 밝히고 이러
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증하
는 작업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욕구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일부 검증되었다(이인정, 2004). 이에 본 연
구에서도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음주자의 총 이용기간에 있어서 욕구요인(알
코올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도는 아직까지 문제음주자의 서비스이용요인들의 상
호작용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문제음주자
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변
수들을 찾고자 탐색적으로 시도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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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2) 문제음주자의 욕구요인(알코올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
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상
호작용효과를 보이는가?

2. 표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문제음주자로써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1) 과거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알코올의존이나 알코올남용으로 진
단을 받은 자로써 (2) 현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경우 (3) 본인이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경우로 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자는 다음
의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우선, 전국의 알코올상담센터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담
당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있는가와 조사
에 대해 협조가 가능한가를 물었다. 그리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허락한 곳에 한하여 연
구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질문지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
하고 이들을 통해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시행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편의표집방법을 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설문조사가 상당히 어
려웠기 때문인데, 문제음주자들이 자신들이 연구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기피하는 곳이
많았고 음주문제와 관련한 설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85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총 139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이다. 구
체적으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은 설문조사에서 문제음주자의 지역사
회 알코올서비스의 예들을 제시하고(즉, 주간재활서비스는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
터 등에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관리, 재발 및 알코올관련교육,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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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여가활용프로그램, 직업재활관련프로그램 등 각종 집단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
으로 제시를 하였으며, 사례관리는 전문가가 일대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담을 의미
하는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타 비공식적 서비스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서비스로써 종교기관의 음주관련서비스 등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이용기간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여 합하였다.
2) 독립변수
(1) 선행요인
독립변수로써 선행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배우자유무를 선정하
였다. 문제음주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기입하는 것으로 하였고 연령은 나이를 그대
로 기입하는 것으로 하여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퇴 및 졸업,
중졸 중퇴 및 졸업, 고졸 중퇴 및 졸업, 대졸 중퇴 및 졸업 등 다섯 가지 수준으로 측
정하였다. 직업유무는 현재 어떠한 일이든 일을 하고 있는가의 유, 무로 측정하였으며,
배우자유무는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가의 유, 무로 측정하였다.
(2) 가능성요인
가능성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서비스이용지지, 서비스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조사대상자가 사회적 지지망의 주요 원천별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측면에
대해 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움의 정도를 말한다(남기철, 2000).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
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인숙(1994)이 기존의 사회적 지지를 재검토하여
16개 문항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측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기철(2000)의 연구에서 노숙자 중 문제음주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용되었으
며,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별로 가족과 친척, 노숙을 하지 않는 친구와 동
료, 노숙을 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 지지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총합하여 사회적 지지
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와 가족, 음주문제가 없는
주변 친구나 동료, 음주문제가 있는 주변 친구나 동료 등 지지의 원천별로 파악하고
이를 총합하여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사결과는 .9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이용지지는 문제음주자가 가족, 친구, 주변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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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부터 얼마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하도록 지지받고 있는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니와 무스(Finney and Moos, 1995)의 연구와 바드스레이와 베크만
(Bardsley and Beckman, 1988)의 연구에서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의 서비스이용지지
와 관련하여 활용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지의 원천을 배우자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구와 동료 및 친지 등 두 가지로 구별하고 이들이 음주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가로 질문한 후 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음부터 매우 그러함)로 측정하여 총합하는 것으로 하였다.
서비스 만족도는 칼슨과 가브리엘(Carlson and Gabriel, 2001)의 연구에서 문제음주
자들의 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서비스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
된 문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만족도를 다음의 3가지 문
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효과성,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의 항목
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귀하가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에 참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귀하가 이용하고 있
는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는 효과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지역
사회 알코올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물었으며 주간재
활서비스, 사례관리, A.A., 기타 비공식적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5점 척도(매우 만족하
지 않음부터 매우 만족함, 매우 효과적이지 않음부터 매우 효과적임 등)로 측정하고
이를 총합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욕구요인
욕구요인으로는 알코올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을 선정하
였다. 알코올의존증상은 한국형 알코올의존 선별검사도구(National Alcoholism Screening
Test: NAST)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국의 6가지 알코올의존 선별도구에 기초하
여 김경빈 외(1991)의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로써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
의 선별을 위해서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에 응답자가 ‘예’, ‘아니오’로 답하며, ‘예’를 1점으로 처리하여 4점 이상이면
알코올의존 고의심군으로 선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결과 .90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조지와 터커(George and Tucker, 1996)의 연구에서
활용된 Drinking Problem Scale(DPS)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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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음주문제로 인해 친밀한 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기능, 재정상태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6가지 영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부
터 매우 그러하다)로 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음주자가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사회적문제가 심각할수록 점수가 높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결
과 .93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문제음주자가 지각하는 정신증상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
채영(2000)이 문제음주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광일 외
(1989)의 ‘Symptoms Checklist-90-Revision'의 재표준화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
록검사를 재구성한 척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유채영(2000)은 문제음주자의 신
체화 증상과 정신적 증상의 정도를 균형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각각 10개의 문항으
로 구성을 하였으며, 오늘을 포함하여 일주일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의 0점에서 ‘아주 심하다’의 4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화
증상과 정신적 증상의 정도는 0점에서 80점의 범주에서 구하여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 한 후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 선행요
인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을 센터링하고 센터링한 변
인들을 서로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회
귀시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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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문제음주자의 성별분포
는 남자가 92.8%, 여자가 7.2%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40대(39.6%)와 50대(37.4%)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18.7%), 60대(4.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
상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43.2%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27.3%,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8%,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6.5% 순
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문제음주자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
로 직업이 있는 문제음주자가 52.9%. 직업이 없는 경우가 47.1%로 나타나 문제음주자
의 상당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
려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유무를 살펴보면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 중 48.2%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1.8%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9)
항목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배우자유무

빈도

백분율(%)

남

129

92.8

여

10

7.2

30대

26

18.7

40대

55

39.6

50대

52

37.4

60대

6

4.3

무학

2

1.4

초등중퇴/졸업

9

6.5

중등중퇴/졸업

25

18.0

고등중퇴/졸업

60

43.2

대학중퇴/졸업

38

27.3

대학원이상

4

2.9

유

72

52.9

무

64

47.1

배우자 유

67

48.2

배우자 무

72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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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이용 특성
연구대상자인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 특성
요인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43

.00

9.81

25.76

사회적 지지

5.00

1.02

3.25

.84

서비스이용지지

5.00

1.00

4.04

.96

서비스 만족도

5.00

2.00

4.23

.72

알코올의존증상

1.00

.00

.46

.36

음주로 인한 심리 사회적 문제

5.00

1.00

3.77

1.13

정신건강

2.40

.00

.69

.57

연구대상자인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의 평균은 9.81개
월로써 약 10개월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능성 요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
에 3.25로 나타나서 다소 낮았고, 서비스이용지지는 4.04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3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욕구요인 중에서 알코올 의존증상은 1점 만점에 평균 .46으로
나타났고,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5점 만점에 평균 3.77로 나타났으며, 정신건
강은 3점 만점에 평균 .69로 나타났다. 따라서 욕구요인 중에서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
적 문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
시되고 있는 선행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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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인

선행요인

모델 1
t

β

t

β

t

연령

.00

.06

.03

.37

-.00

-.07

성별

.03

.37

.03

.33

.07

.73

배우자유무

.02

.27

-.00

-.07

.00

.06

교육수준

.07

.80

.06

.61

.05

.57

직업유무

.05

.56

.05

.48

.03

.32

.14

1.43

.08

.87

-.06

-.60

-.05

-.54

.08

.08

가능성요인 서비스이용지지
서비스만족도

.09

.96

알코올의존증상

-1.00.

-.1.15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문제

-.20

-2.28*

정신건강

.01

-.43

R²

.012

.036

수정된 R²

-.025

-.023

.042

.024

.063

.604

3.001*

R²변화량
F

* p< .05

모델 3

β

사회적지지

욕구요인

모델 2

.327

.063

+ p< .10

선행요인만 투입된 모델 1과 가능성 요인이 첨가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욕구요인이 첨가된 모델 3은 p<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요인과 가능성 요인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알
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선행
요인들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Mammo et
al., 1993; McCaul et al., 2001; Cohen et al., 2007)과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Timko
et al., 1993; Green-Hennessy, 2002; Yeom, 2004)이 혼용되어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능성 요인들이 지역사회 알코올 서
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Dubkin et al., 2002)들과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는 연구(Beckman and Amaro, 1986; Bardsley and Beckman, 1988; Finney and Moos,
1995; Hajema et al., 1997)들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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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욕구요인 중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β = -2.28)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문제음주자들의 음주로 인한 심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수록 외래 재
활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Simpson et al., 1995; McKay et al., 1998; Mertens
and Weisner, 2000)들이 있었고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
사회적문제를 경험하거나 인식할수록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더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었고(Hingson et al., 1982; Frost, 1984; Rees, 1985;
Bardsley and Beckman, 1988; Tucker and Gladsjo, 1993; George, 1994; Finney and
Moos, 1995; Tucker, 1995; George and Tucker, 1996; Hajema et al., 1997; Ogborne et
al., 1999; Polcin and Weisner, 1999), 본 연구의 결과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처음으로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속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4.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있어서 욕구요인과 사회적 지지
의 상호작용효과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있어서 욕구요인인 알코올
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
건강상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되었다.
첫째, 알코올 의존증상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
형의 F값은 p<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VIF계수가 2이하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2.036으로 나타나 문
제가 없었다.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대해 알코올 의존증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주효과(β = .106)와 상호작용 효과(β =
-.123)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알코올 의존증상, 사회적 지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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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4> 알코올 의존증상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요인
1단계

알코올의존증상
사회적 지지
알코올의존증상

2단계

사회적 지지
알코올의존증상 × 사회적 지지

* p< .05

β

t

-.124

-1.426

.122

1.409

-.129

.139

.106

.227

-.123

.148

R²

.052

수정된 R²

.031

R²변화량

0.15

F

2.485+

+ p< .10

둘째,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F값은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VIF계수
가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2.070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리
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주효과(β = .15)와
상호작용효과(β = -.37)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총 이용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회적 지
지가 높으면 서비스 이용기간을 늘릴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음주로 인한 심리사
회적 문제가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이용기간을 줄이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사
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
각할수록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음주자들의 사회
적 지지망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다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기간을
늘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증결과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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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β

t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문제

-.21

-.2.49**

사회적 지지

.13

1.58

요인
1단계

2단계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14

-1.83+

사회적지지

.15

2.02*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문제 × 사회적 지지

-.37

-4.70***

R²

.197

수정된 R²

.179

R²변화량

.131

F

11.032***

*** p < .001 ** p < .01 * p< .05

+ p< .10

셋째, 정신건강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
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F값은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연 것으로 나타났고, VIF계수가 2이하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2.006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
다.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대해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주효과(β = .14)와 상호작용 효과(β = -.19)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이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불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자들이 정신
건강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다면, 이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기간
을 늘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증결과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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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β

t

정신건강

-.07

-.82

사회적 지지

.14

1.55

정신건강

-.10

-1.19

사회적 지지

.14

1.67+

정신건강상태×사회적 지지

-.19

-2.20*

요인
1단계

2단계

* p< .05

R²

.062

수정된 R²

.041

R²변화량

.034

F

2.953*

+ p< .10

결과적으로,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있어서 알코올 의
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절변수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문제음주자의 사회적 지지가 강화된다면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총 이용기간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검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로써 선행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사회 알
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이중에서도
욕구요인이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
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사
회 알코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39명의 문제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요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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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지고 있는 선행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요인만 투입된 모델 1과 가능성 요인이 첨가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욕구요인이 첨가된 모델 3은
p<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욕구요인 중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
리사회적 문제(β = -2.28)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문제음주자들의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지역사회 알코올서비
스의 총 이용기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에 있어서 알코올 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을 검증한 결과,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이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
스 총 이용기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해 줄 수 있음이 검증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의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지
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알코올분야의 실천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적으로 음주
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음주자들의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좀 더 고립되
어 방치되어 있기가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알코올분야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들은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음주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
치를 통해 사례를 발견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 지역사회 알코올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적 상담과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의 욕구요인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 총 이용기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았다. 이중에서
도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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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 함의하고 있는 바가 큰
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문
제음주자들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용후란, 1996). 특히, 가족은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
비스이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들에 대한 개입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윤명숙, 2001). 앞으로 문제음주자들이 지
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음주자들의
가족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 지지망에게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의 필요성을 교육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자들의 정신건강이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총 이용기간에 영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
도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분야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문제음주자들
의 경우에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문제음주자들의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에 좀 더 관심
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문제음주자들의 가족 및 사회적 지
지망들에게 정신건강과 음주문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의 중요성등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과 협조하여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이용을 촉진시킬 필
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써 위와 같이 의미있는 결과들을 검증하였으나,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었다. 먼저, 편의표집에 의해서 표본을 선
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문제음주자들의 협
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웠고 지역사회 알코올관련기관을 이용하는 문제음주자들의 수
도 적었기 때문에, 비록 비확률표집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
는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때문에 표본 사례수도 적
었고 표본선정시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이외에도 외국의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전문가 서비스, A.A. 기타 비공식적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분화하여 검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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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서비스들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사
회 알코올서비스로 함께 묶어서 분석을 하였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에
서처럼 보다 큰 사례수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음주자들의 알코올서비스이용을 보다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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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Community Alcohol Service
Utilization by Problem Drinkers
Park, Jung-Im ․ Choi, Youn-Jung
This study explored two issues in regard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community alcohol service utilization among problem drinkers. First, the influences
of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 variables on the duration of
community alcohol service utilization among problem drinkers were examined.
Seco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eed factors and social support factors of
problem drinkers were examin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39 problem
drin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ndings suggested that problem drinkers who had more psychological problems
were less likely to use community alcohol servi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eed variables(psychological problems, mental health problems) and social support
of problem drink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the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problems and mental health problem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alcohol service utilization among problem drinkers. According to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Keywords: problem drinker, community alcohol service utilization,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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