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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중심 알코올 의존 치료의 30개월
외래추적률 및 관련 요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백 명 재·강 웅 구

Thirty-Month Follow-Up Rate and Predictors of Outcome
in Outpatient Based Alcoholism Treatment
Myung Jae Paek, MD and Ung Gu Kang,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ObjectivesZZThe patient with alcohol dependence needs continuing care in an outpatient treatment setting. This naturalistic retrospective study is the first report investigating the long-term
follow-up rate and predictors of outcome in outpatient-based alcoholism treatment in Korea.
MethodsZZWe conducted a chart review of patients, who visited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alcohol clinic from 2005 to 2007. All patients diagnosed with alcohol dependence were enrolled.
Patients were evaluated using a customized alcoholism evaluation package. Demographic factors, clinical data and self rating scales were included in the evalu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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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esultsZZOf 109 patients, 27 (24.8%) adhered to our outpatient-based treatment for 30 months.
The mean follow-up duration of participants was 11.1 months. A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showed that comorbidity, initial treatment on admission, previous treatment history and family
history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follow-up duration. Age, sex, alcohol history, motivation,
AUDIT-K, BDI, BAI and RTCQ-TV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llow-up duration.
ConclusionZZComparing to outcomes of previous inpatient alcohol treatment in Korea, long
term follow-up rate in outpatient treatment was superior, and abstinence/controlled drinking rate is
not inferior. This finding suggests that outpatient based alcoholism treatment has sufficient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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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ZZAlcohol dependence · Outpatient based alcoholism treatment ·
Long term follow-up rate.

하는 지점들이 많다.3)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 목표가 영구적

론

증상소거가 아니라 정상 혈압 혹은 혈당 수치로 조절된 상태
알코올의존은 음주조절 능력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질

를 유지하는 것인 것처럼, 알코올의존 치료의 목표도 완치로

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평생 유병률이 10.3%(알코올남용

서의 단주에서 음주 및 음주관련 행태를 정상범위로 조절하

포함 시 25.5%)로 정신질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에 속

고 이를 유지시키는 조절음주로 옮겨질 수 있다.4) 이러한 패

한다.1) 이로 인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

러다임의 변화는 음주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인 nal-

2)

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의 부담도 크다. 알코올

trexone 및 acamprosate 등의 등장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게

의존은 “치료 후”에도 재발률 또한 높아, 치료진을 치료적

되었다. 인슐린 및 혈당강하제의 도입 이후 당뇨병 환자도 정

허무주의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상인과 같은 식이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볼

알코올의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알코올의존은 의학적인 모델의 만성
질환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즉, 알코올의존도 개인의 책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조절음주를 1차 치료목표로 삼
는 외래 중심 치료도 현실화될 여지가 마련되었다.5)
그러나 알코올의존이 다른 내과적 만성질환과 결정적으

쾌락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절제여부보다 유전적요소, 병태생

로 다른 점이 있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

리, 약물치료 반응 등의 개념과 관련해 설명하려 하며, 이러한

관없이 보호자에 의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동의가

개념들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의 내과적 만성질환과 공유

부족한 상태에서 중장기 입원 위주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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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허용적인 음주문화로 인해,6) 자

실정이라 외래중심 알코올의존 치료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신의 음주행태를 문제성 있다고 보지 못하여 알코올의존에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래중심 알코올의

대한 병식과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존 치료에서의 외래추적률과 관련인자를 알아봄으로써 외

인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

래 중심 알코올의존 치료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요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의존 환자는 다른 만성질환에 비

방

해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내의 경우, 알코올의

법

존 환자에 대한 유지치료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유
지치료에 대한 임상적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국내의 치료경

대 상

과에 대한 추적 연구들은 입원환경에서 중장기간 치료를 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행한 후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지속적인

알코올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 중 정신과 전문의가 DSM-

외래추적관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연구자들이 전화로 재발

IV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알코올의존으로 진단한 모든 환자

유무를 확인하였다.7-9) 외국의 경우, 외래중심치료의 자연경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래추적률을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과관찰을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4회기 이전에 52~

목표이며 다른 정신과적, 신체적 질환이 동반되는 것이 외래

10)

75%의 알코올의존 환자가 중도 탈락한다고 보고되며 적어
11)

도 2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였다.

추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변인이 되므로 동반질

반면, 한

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1회 이상 알코올클리닉을 방문한 환

전향적 연구에서는 11개월 동안 외래에서 집중적인 정신사

자는 모두 포함시켰다. 단 알코올의존이 강하게 의심되더라

회적 치료를 시행한 후 2년 동안 58%의 환자가 단주를 유지

도 보호자만 방문하고 본인이 한차례라도 방문하지 않은 환

12)

하기도 하였다.

자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30개월 동안의 장기간 외래추적이

우리나라의 알코올의존 치료는 정신과 전문병원 및 알코

가능하여야 하므로 2007년까지 방문한 환자들로 대상을 제

올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주를 목표로 진행되는 중장

한하였다. 최종적으로 109명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기 입원중심의 치료 프로그램들이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본 연구는 연구자들 소속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프로그램들은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집단치료, 인지행동치료,

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기술훈련 등 정신사회적 치료를 포함한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12%만이 2개월 이상 외래를 방문하는 등
유지치료는 일부 환자에서만 이루어지며 재발 환자의 88.1%
7,9,13)

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을 하였다.

방 법
해당기간에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의 병록지를 연구자

또한 알코올의

가 직접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대상 환자들의 구조화

존 진단 하에 입원 중인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214.8~396.7

된 병록지에 기록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회인구학적 특징,

일(중앙값 83~123일)로 장기입원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부

음주력 및 음주행태, 신체 및 정신과적 공존질환, 가족력, 과

14,15)

작용 또한 가지고 있다.

거입원유무, 정신과적 약물사용력, 병식, 치료동기와 내원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가 진행된 국가에서는 이미 알코올뿐

작성했던 자가보고식 설문지 등을 조사하였다. 치료의 효과

16)

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장애 치료가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는 외래경과기록 중 환자 및 보호자가 보고한 음주량을 토대

외래환경은 입원환경보다 접근성, 경제성이 뛰어나고 정신

로 단주군, 조절음주군(moderate drinker, 적어도 1 standard

과 환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낙인(stigma)이 덜하다는 장점

drink(이하 SD)/day 이상, 6 SD/day 미만 : 6 drink는 소주 1

이 있다. 외래에서 치료자는 알코올선별검사, 음주력, 음주

병에 해당), 비조절음주군(heavy drinker, 6 SD/day 이상)을

로 인한 문제행동, 사회적, 정신과적, 내과적 문제들뿐만 아

군으로 분류하였다.19)

니라 가족력, 성격적특성, 환자 및 보호자의 병식 및 동기 등
에 대한 다면화된 개인 맞춤형 평가를 하고 치료계획을 세

외래중심 알코올클리닉

운다. 또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질병교육, 동기강화를 위한

본 클리닉은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독, 심한

단기중재(Brief intervention) 등을 시행한다. 이후 지속적인

금단 증상 예방 및 공존질환 평가 등 입원이 필요하다고 평

외래 추적을 통해 환자의 음주행동을 피드백하고 치료적 효

가된 경우에 한해서 개방병동에서 단기간 입원을 한다. 첫

17,18)

과를 재강화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알코올의존의 외래

방문시 구조화된 양식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중심치료가 점차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래중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진단적 평가와 향

심치료의 추적률 및 관련인자 등의 기본적인 연구는 전무한

후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질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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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교육, 동기강화를 위한 단기중재를 시행한다. 단기중재

나 환자들이 자가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의 주안점은 “단주”보다는 “다음 회 방문” 및 “지속적 투약”

그런 경우에는 정보가 존재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통계처

에 둔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의존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

리를 하였다.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에 따

고 AUDIT-K, RTCQ-TV, BAI, BDI 등 자기보고식 설문지

른 외래추적기간을 Kaplan-Meier 생존분석과 Log-rank

를 작성해 오도록 숙제를 준다. 항갈망제 및 금단증상 예방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중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게

을 위한 벤조디아제핀 등을 처방하며, 실험실검사도 시행한

나온 변수(p＜0.05)들은 Cox regression으로 교란변수의 영

다.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의 숙제를 함께 검토

향을 보정하였으며 상대위험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AUDIT,

한 후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면담을 시

BAI, BDI 등의 연속변수와 외래추적기간의 상관관계를 Li-

행하고 지속적으로 외래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세 번

near regression을 통해 알아보았다. 자료들에 대한 통계처

째 방문부터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맞추어 면담을 시행하

리는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였다.

며 약물 유지치료를 한다. 추적 간격은 초기 1주일에서 시작

결

하여 유지기에는 통상적으로 1~3개월이다.
한국형 알코올중독 간이선별 검사법(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표 1은 대상자 109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의존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로

평균 나이는 49.9세이며 남성이 87명(79.8%)이었다. 대상자

알코올의존 3문항, 해로운 음주 3문항, 위험한 음주 4문항 등

의 절반 가량(51.4%)이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었으며 그

20)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Lee 등 이 표준
)

화하였으며 최적 절단점은 12점이다.

대부분은 기분장애로 나타났다. 본 클리닉에 방문하기 전 알
코올 문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35.2% 포함되
었다. 또한 알코올클리닉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내원동기,

변화를 위한 준비설문지(Readiness To Change

치료에 대한 태도, 알코올의존에 대한 병식, 타과질환 유무,

Questionnaire Treatment Version)
환자의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precontemplation), 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109)

M/N (SD/%)

화를 할 생각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 망설이는 상태(contem-

Age at baseline, mean (SD), y

plation), 실천에 옮길 자세가 있는 상태(action) 3단계로 알

Men

87 (79.8)

Comorbidity

56 (51.4)

21)

코올의존 환자의 치료 의지를 나눌 수 있는 설문지이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총점이 높은 단계를 평가
할 수 있다. 이 척도의 국내 표준화는 현재 투고 중이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등이 고안한 Beck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
는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
도이다.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0~3점으
로 평가되어 합산한다. 국내에서는 Rhee 등22)이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하였다.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불안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Yook과 Kim 등23)이 번안하
였다.
통계 분석
대상자 109명의 병록지 검토시 임상적 정보가 누락되었거

Depression/Dysthymia

49.9 (11.4)

40 (36.7)

Bipolar disorder

5 (4.6)0

Anxiety disorder

3 (2.7)0

Schizophrenia

3 (2.7)0

Others

5 (4.6)0

Mode of first visit (N=82)
Voluntary

33 (40.2)

Family’s recommendation

36 (43.9)

Professional advise

13 (15.9)

Attitude to treatment (N=85)
Active

33 (38.8)

Passive

41 (48.2)

Negative

11 (12.9)

Insight (N=74)
Denial

9 (12.2)

Slight awareness

43 (58.1)

Full awareness

22 (29.7)

Previous treatment history (N=88)

31 (35.2)

Medical history (N=85)

47 (55.3)

Family history (N=78)

52 (66.7)

M : Mean, N : The number, SD : Standard deviation, y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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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외래추적률

가족력 등도 보여준다.
표 2는 대상자 109명의 음주력 등 임상적인 특성을 보여준

그림 1은 대상자 109명에 대한 30개월 외래추적률의 생존

다. 문제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34.8±12.6세, 문제음주 기간

곡선이다. 36명(33.0%)이 1개월 이내, 47명(43.1%)이 2개월

은 14.6±11.6년이었으며 일회 음주시 음주량은 13.7±7.7 dr-

이내, 그리고 대상자의 절반인 54명(49.5%)이 3개월 이내에

ink였다. 자가설문지를 제출한 대상자들의 AUDIT는 24.4±

외래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탈락률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

6.5, BAI는 13.4±9.5, BDI는 18.5±11.6으로 나타났다.

여 10개월 이상, 20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외래 추적을 한 대

RTCQ-TV은 표 1의 치료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비율로 나

상자는 각각 40명(36.7%), 30명(27.5%), 27명(24.8%)이었다.

타났다.
대상자들의 평균 외래 지속기간은 11.1개월이었다. 환자

외래추적률과 관련된 요인

들 중 21명(19.3%)에서 단기입원치료가 필요하였으며 평균

그림 2는 각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별로 살펴본 외래추적

입원 횟수는 2.0±1.6회(median 1회), 평균 입원 기간은 16.9

률이다. Kaplan-Meier 분석을 시행했을 때 공존질환(유 13.5

±12.8일(median 14일)로 나타났다.

±1.6개월, 무 8.3±1.5개월, p=0.01), 입원(유 21.3±2.5개월,

환자들은 naltrexone, acamprosate, benzodiazepine 계열

무 8.6±1.2개월, p＜0.001), 이전 치료력(유 15.4±2.3개월, 무

의 약물을 처방 받았다. 또한 그 외의 정신과적 약물도 92명

7.9±1.3개월, p=0.001), 가족력(유 7.7±1.4개월, 무 16.4±2.5

(84.4%)에서 처방받았다. 그 중 많은 경우가 항우울제였으며

개월, p=0.003)에 따른 외래추적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기분조절제, 항정신병약물, 수면유도제 등도 증상조절을 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0개월 외래추적률은 다음과 같다. 우

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울증 등 정신과적 공존질환이 있는 환자 57명 중 19명(33.%)
이, 공존질환이 없는 환자 52명 중 8명(15.4%)이 외래를 유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109)
F/U duration, mean (SD), m
Admission

M/N (SD/%)
11.1 (12.2)

이, 입원을 하지 않았던 환자 88명 중 15명(17.0%)이 외래를

21 (19.3)

유지하였다. 본원 알코올클리닉에 방문하기 전 알코올의존

Medication

치료를 받았던 환자 31명 중 13명(41.9%)이, 알코올치료력이

Naltrexone

80 (73.4)

Acamprosate

30 (27.5)

Benzodiazepine

73 (67.0)

Others

92 (84.4)

Onset of problematic drinking (N=87) mean

34.8 (12.6)

(SD), y
Duration of problematic drinking (N=86)

없었던 환자 57명 중 6명(10.5%)이 외래를 유지하였다. 마지
막으로 가족력이 없는 환자 26명 중 11명(42.3%), 가족력이
있는 환자 52명 중 6명(11.5%)이 외래를 유지하였다.
나이, 성별, 각각의 약물사용 유무, AUDIT 설문 유무, 내
원 동기, 내원시 태도, 문제음주기간, 음주량, 음주 type, 타

14.6 (11.6)

mean (SD), y
Amount of drinking (N=90) mean (SD), drink

지하였다. 단기간 입원을 했던 환자들 21명 중 12명(57.1%)

과질환 유무, 금단증상 경험 유무, 병식, 치료에 대한 동기,

13.7 (7.7)0

Continuous type (daily drinker)

57 (58.2)

Binge type (non-daily drinker)

41 (41.8)

Withdrawal Symptom (N=85)

52 (61.2)

AUDIT (N=72) mean (SD)

24.4 (6.5)0

BAI (N=72) mean (SD)

13.4 (9.5)0

BDI (N=72) mean (SD)

18.5 (11.6)

RTCQ-TV (N=67)
Precontemplation

4 (6.0)0

Contemplation

33 (49.3)

Action

30 (44.8)

Outcome (N=91)
Abstinence

15 (16.5)

Controlled drinking

54 (59.3)

Uncontrolled drinking

22 (24.2)

M : Mean, N : The number, SD : Standard deviation, y : Year, m :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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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TQ-TV 그리고 임상적 결과(단주군 16.2±3.3개월, 조절

향을 미치는 공존질환, 단기입원, 이전 치료력, 가족력 등 예

음주군 13.7±1.7개월, p=0.45) 등은 외래추적기간에 통계적

후인자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ox’s proportional

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AUDIT-K(R2=0.019, β

hazards model로 예후인자들의 상대위험도를 구하였다. 단

2

=-0.137, p=0.25), BAI(R =-0.002, β=0.041, p=0.77), BDI
2

기 입원[Exp(B) 2.566, p=0.018], 이전 치료력[Exp(B) 1.895,

(R =-0.000, β=-0.009, p=0.94)도 외래추적기간과 통계적으

p=0.040]의 유무가 외래추적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항갈망제 약물 사용군에

영향을 주었다. 즉, 단기입원을 한 환자에 비해 단기입원을

따른 예후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시행한 결과, naltr-

하지 않은 환자는 외래추적기간이 짧을 상대위험도가 2.566

exone과 acamprosate를 각각 복용한 군, 그리고 함께 복용

배 높으며, 이전 치료력이 있는 환자에 비해 이전 치료력이

한 군과의 외래추적기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

없는 환자는 외래추적기간이 짧을 상대위험도가 1.895배 높

0.909, p=0.439). 또한 각 군마다 단주군, 조절음주군, 비조절

다. 공존질환[Exp(B) 1.277, p=0.369], 가족력[Exp(B) 1.459,

음주군 비율의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p=0.883).

p=0.223]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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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Kaplan-Meier 생존곡선에서 외래추적기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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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follow-up duration
B

SE

Wald

df

Sig.

Exp (B)

Comorbidity

0.245

0.272

0.808

1

0.369

Admission(s)

0.942

0.399

5.572

1

0.018

Previous treatment history

0.639

0.312

4.207

1

Family history

0.378

0.310

1.483

1

95.0% CI for Exp (B)
Lower

Upper

1.277

0.749

2.177

2.566

1.173

5.612

0.040

1.895

1.029

3.491

0.223

1.459

0.794

2.682

B : Regression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df : Degree of freedom, Sig :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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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군의 치료성적

램의 부족 등의 이유로 외래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우며

탈락시 혹은 30개월 추적 종료시점에서 음주결과를 파악

외국에 비해 외래치료를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91명의 대상자들 중 단주를 유지하는 환자군은

하였다. 또한 문요한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의 치료기

전체 대상자의 16.5%이며, 조절음주를 유지하는 군은 전체

관에서 시행되는 치료가 아직 입원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상자의 59.3%이었다.

서 퇴원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외
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원 후 경과가 좋지 않은 것은 외국

고

찰

의 경우 알코올의존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의존의 추적연구는 주로 재발하지 않고

견해도 있다.9) 외래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환자들이 단주 혹은 조절음주를 하느냐에 집중되었다. 하지

에서 24주 외래 치료를 진행하며 알코올의존의 비재발률을

만 본 연구는 “단주, 조절음주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보다는

알아보는 의미있는 연구가 있었다.13) 24주 동안 외래치료를

“환자들이 얼마나 외래를 꾸준히 방문하느냐”에 초점을 맞

시행한 환자의 18.8%가 비재발자로 유지되었다. 입원치료를

추었다. 이는 알코올의존에 대한 개념이 만성질환 모델로 변

대체할 수 있는 구조화된 외래치료 형태를 구현하고 그 효

화하면서 치료에 대한 모델도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요구

과를 살펴본 연구로 임상적인 의미는 크나, 외래치료 환경에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치료모델은 입원환경 하에서 집중

서 자연경과를 관찰하고 치료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24

적인 치료를 한 이후 외래/자조모임에서 관리를 하는 급성질

주의 관찰기간은 짧다고 평가된다. 또한 입원치료 후 바로

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이 꾸준히 약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상자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

물치료와 운동, 식사 등 건강관리를 병행하듯이 알코올의존

서 외래치료의 효과와 입원치료의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

치료도 집중적인 치료이후 관리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속적

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인 증상 관찰, 평가, 약물치료 및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지만 대상자들을 자연추적한 연

이를 위한 기본전제가 외래 추적관찰이다.24,25) 여러 연구에

구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환경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

서 알코올의존 환자의 가장 안정적인 긍정적 예후인자로 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로서는 가장 장기간 동안 경

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

과를 관찰한 연구로 임상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본다. 입원

26)

다.

국내 임상 환경에서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외래추적관

후 외래추적률을 평가했던 국내 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찰은 다른 정신과질환에 비해 더욱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

전반적인 외래추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지만 저자들은 외래추적관찰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

원인은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저자들은 다음의 원인을 꼽고

단하여 외래추적률을 1차 결과로 놓고 분석을 하였다.

싶다. 우선 외래중심치료를 시행하면서 단주 중심의 교육보

알코올의존 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의 초점은 입원중심

다는 역설적으로 술을 마셔도 외래를 꾸준히 방문하도록 격

치료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입원 이후 지속적인 외래 참여

려하면서 외래추적관찰을 1차적 목표로 하였다. 이에 맞게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으며, 퇴원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여전

질병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알코올중독자라는 낙인을

히 입원치료가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대개는 더이상 치

줄이는데 힘썼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naltrexone 등

료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 중에서 단주, 조절음주 중인 비율

의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속한 것도 외래추적률을 높이

27)

을 살펴보고 있다. Lee 등 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인지행동

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약물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시행한 입원환자들에게서 퇴원 후 평균 24개월 후

도 음주가 가능하다고 주지시킨 것이 약물유지치료률을 높

23.3%가 단주를 유지하였고 36.6%가 조절음주를 하였으며

인 역설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조

7)

대상자들의 외래추적률은 10%에 불과하였다. Moon 등 이

절음주를 하는 환자들의 장기적인 외래추적률이 단주를 유

알코올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4회 이상 외

지하는 군과 차이가 없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래를 참석한 환자 비율이 11.0% 나타났다. 또한 국내의 연구

본 연구에서 탈락시 혹은 30개월 추적 종료시점에서 음주

중 3주간 알코올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62명 중 17명(27.4%)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91명의 대상자들 중 단주를 유지하

이 평균 12.58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치료에

는 환자군은 전체 대상자의 16.5%이며, 조절음주를 유지하는

8)

27)

7)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Lee 등 과 Moon 등 의

군은 전체 대상자의 59.3%이었다. 입원치료 후 평균 12.58개

연구에서 저자들은 퇴원 후 관리가 알코올환자의 재발예방

월 뒤 환자의 경과를 조사한 국내의 연구에서 22.58%가 단

에 중요하지만 환자, 가족들의 인식 부족과 외래치료 프로그

주, 19.35%가 조절음주를 하는 것을 나타났다.8) 또 다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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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시행하고 평균

로 관련이 있는변화를 위한 준비설문지, 첫 방문시 태도, 병

24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 중 23.3%가 단주, 36.7%가 조절음

식 등은 외래추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즉, 외래치료와 입원치료를

외국의 연구26,32)에서는 치료에 대한 동기가 외래추적률에 긍

비교해 보았을 때, 단주를 유지하는 군은 입원치료가 외래치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국내의 연구9)에서는 치료에 대한

료에 비해서 약간 많거나 거의 차이가 없으며, 조절음주를

동기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유지하는 군은 입원치료에 비해 외래치료를 지속적으로 유

이는 첫 면담 당시 환자의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지하는 군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래 중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알코올의존치료는 입원중심치료만큼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

수 있다.

다고 할 수 있다.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예후를 비교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구

외국의 연구에서도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예후는 뚜렷한

조화된 병록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지만, 환자에 대한 중요

28)

한 자료들 중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또한 환자 초기 면담 상

외래추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공존질환의 유무, 입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기록을 위해 연구자가 다

원치료의 유무, 이전 치료력의 유무, 가족력의 유무가 있었

소 자의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연

다. 공존질환을 가진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예후가 좋지 않다

구 초기, 향후 추적관찰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는 일반적인 견해 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상 오히려 공존질

서 내려진 것이므로 특정 방향의 bias는 없다고 할 수 있을

환을 가진 환자들의 외래추적률이 높다. 이 연구에서 공존진

것이다. 둘째, 음주력, 동기 등에 대한 환자들의 보고가 신뢰

단의 대부분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병식이 비교적

성이 낮을 수 있다. 알코올의존 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을

높은 정신과 질환이다. 따라서 공존질환을 가진 환자는 공존

축소하고 동기를 과장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으며 알코올의

환자의 보고보다 실제의 음주증상이 심하고 동기가 떨어지

존에 대한 낙인이 적기 때문으로 공존질환이 없는 환자들에

더라도 연구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연구 결과

비해 외래추적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 입원치료

상 음주력과 동기가 외래추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

를 하는 환자들이 외래추적률이 높은 것은 입원기간 동안 적

다. 만약에 많은 비율의 환자가 보고한 것에 비해 음주증상

극적으로 알코올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환자-의사의 치료적

이 심하고 동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자들도 외

30)

동맹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래추적

래추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률이 높이는 것에 환자의 요인뿐만 아니라 치료적 환경, 치

볼 수 있다. 셋째, 환자의 직업적 기능, 가족의 지지 등 사회

료자의 태도 등 치료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도

적인 요인, 병원접근성 등 물리적 요인이 알코올의존 환자의

31)

이전 치료력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장기간

외래추적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1) 이러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다. 이 환자군에서 외래추적률

부분에 대한 구조적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전 입원치료 시에 질병교육 등을 제대

구는 한 병원에서 진행되어 결과를 다른 치료환경에 일반화

로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입원치료에 비해 외래치료를

하기 어려운 제한점도 있을 수 있겠다. 향후 다른 의료기관

더욱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족력이 없는 환자가

에서도 외래추적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에서 포

외래추적률이 높게 나온 것은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예후가

함하지 못했던 평가도 시행한다면 임상 현실을 더욱 반영할

좋지 않은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음주량,

수 있을 것이다.

일치한다.

음주 타입을 비롯한 음주 행태와 관련된 인자들은 외래추적
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행태가 재

결

론

발군과 회복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Moon 등,7) Kweon
등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전 치

본고에서 저자들은 외래중심 알코올의존치료의 외래추적

료력의 유무, 동반질환의 유무, 가족력의 유무는 치료의 경과

률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절반인 54명(49.5%)는 3개월 이

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내에 외래에서 탈락하였으며 30개월 이상 외래치료를 꾸준

9)

보인다. Sung 등 의 연구는 음주력, 병식 등에서 차이를 보

히 받은 환자는 대상자 109명 중 27명(24.8%)이었다. 음주결

이지 않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

과를 파악할 수 있는 91명의 대상자들 중 단주를 유지한 환

이 더욱 치료 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자는 15명(16.5%)이었으며 조절음주를 유지한 환자는 54명

본 연구에서 처음 내원하였을 때 환자의 동기와 직간접적으

(59.3%)이었다. 외래추적률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적 및 임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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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요인은 공존질환의 유무, 입원의 유무, 이전 치료력의
유무, 가족력의 유무 등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의 유무, 이전
치료력의 유무에 따라 상대적 위험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단주를 유지한 환자군과 조절음주를 지속
한 군과의 외래추적률의 차이는 없었으며 음주력, 치료에 대
한 동기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에서 외래추적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없었다.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입원중심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외래추적률, 치료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외래
중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치료결과가 뒤지지 않았으며 장
기간 외래추적률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외래중
심 알코올의존치료의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중심 단어 : 알코올의존·알코올중독·외래중심 알코올중
독치료·장기 외래추적관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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