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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알코올문제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

김경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질병발생, 가정 문제, 생산성 감소, 각
종 사고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약 15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문제를 모두 내포한다. 이것은 알코올중독이 어떤 한 가지 원인
에 기인한 단일한 질환이 아닌 이른바 성격장애의 면, 심리적․ 사회적․문화적인 면 등의 다양한 원
인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알코올중독의 원인과 해
결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심리적, 사회적 문제와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적 접근 차원에서 예방과 치
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알코올중독, 단주친목 , 가족치료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술은 인간관계의 형성과 함께 스트레스해소와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알코올은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인식하고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문
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는
알코올남용의 문제를 약물남용과 함께 보고 있으며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는 사회 내의
주요 문제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적당한 술은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음주문화의 정착으로 알코올문제라는 사회문제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알코올중독은 많은 양의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물론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사실상 알코올중독은 당뇨병, 폐결핵, 암과 같은 하나의 질병이다. 알코올중
독의 정의는 실제로 알코올중독, 과음 그리고 정상적 음주사이를 구분하여 그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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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증상만으로 규정하는 데는 역시 어려움이 따른
다. 술을 끊은 생활에 익숙하려면 적어도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단주 생활 첫 15개월 이내에 대개 재발한다.
알코올 중독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하나의 질환이며, 포괄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필
요로 하며 알코올 중독은 진행되는 병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알코올 문제없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국가알코올종합계획『파
랑새 플랜 2010』을 발표 2010년까지 술 권하는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고, 알코올
중독의 치료 및 재활, 더 나아가서 예방을 위한 국가알코올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의 2001년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64세 인구 중 알코올사용에 문제가 있는 인
구는 221만명(6.8%)으로 증가추세 이며, 조세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소주, 위스키 등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로서 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
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질병발생, 가정 문제, 생산성 감소,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약 15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은 생물학
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문제를 모두 내포한다.
이것은 알코올중독이 어떤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한 단일한 질환이 아닌 이른바 성격
장애의 면, 심리적․ 사회적․문화적인 면 등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알코올중독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
여 알아보고 심리적, 사회적 문제와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적 접근 차원에서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본 론
1. 알코올중독의 정의
Ayto(1990)의 ‘용어사전(Dictionary of Word)’에 따르면 중독이란 어원은 라틴어 과거
분사인 ‘addictus'이다. 이 말은 ’어떤 이 에게 부여되거나 수여되는 것 혹은 한 사람이
나 원인에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독이란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남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어 그 독성으로 병을 유발하
는 경우의 중독은 poisoning 또는 intoxication을 말하는 것이며,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
여 해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
태를 'addic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약물이외에 음식, 사랑, 도박, 사람, 일 등
에 대해서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에서 중독이란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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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신체기관들에 해를 주는 약물의 하나이다.
알코올중독이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양 이상의 음주로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직
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개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여 말한다. 알코올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이다.
알코올남용은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한 것 즉, 알코올로 인해 개인의 제반 기능이
차단되어 손상을 입은 상태이며, 알코올 의존은 술이 약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술로
인해 이차적으로 생기는 정신적인 병 즉,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거나 알코올로부
터 금단 시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고 알코올을 마시고자 하는 강력한 강박증을 갖게 되
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리즘이라고 불리는 알코올 의존이란 일반사
회에서 허용되는 영양적 또는 사회적 용도 이상의 주류를 과량으로 계속해서 마심으로
써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적 행동장애이다. 모든 문화권에서 시
대를 막론하고 알코올성 음료는 쾌락목적, 치료목적 내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
다. 그 해독 또한 일찍이 알려져서 악마적인 것으로 단죄되기도 하고 빈번히 통제 대상
이 되기도 했으나, 술과 관계된 산업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코올리즘을 의학적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1977년에 알코올리즘을 ‘지속적이고 과다한 음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당한 기능장애
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 기능장애란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장애를 말하는데, 알코올리즘은 전형적으로 환자의 정신기능, 신체적 건강,
환경에의 적응에 장애를 가져오는 약물의존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NCA)도 알코올리즘을 ‘만성적, 진행성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명
적인 질환이며, 특징적으로 내성, 신체적 의존 및 신체기관의 병적인 변화가 발현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alcohol
dependence syndrome; ADS)의 개념을 채택하여 국제 질병분류 (ICD-9)에 반영시켰는
데, 이는 지속적,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려는 강박행동이 기본양상으로 되어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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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회(APA, 2000)에서 발간한 정신과 진단 기준인 DSM-Ⅲ에서는 알코올리즘이라
는 용어 대신 알코올남용과 알코올의존을 사용했으며, DSM-Ⅲ-R에서는 이들을 모두 정
신활성물질 사용장애에 포함시켰다. DSM-Ⅳ-TR(Diagnostic Psychiatr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Text Revised)에서는 물질관련 장애속에서 알코올 관련 장애(alcohol
related disorders)를 알코올 사용장애 (alcohol use disorder)와 알코올 유도성 장애
(alcohol-induced disorder)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알코올의존,
알코올남용, 그리고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알코올남용(alcohol
abuse)이란 '알코올의 지속적 소비 및 이로 인한 영향으로 아동양육 및 가사책임의 소
홀, 학교나 직장에서의 결석 및 결근,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도 알코올의 사용, 취
한 동안 배우자와의 격렬한 논쟁, 취한 상태 또는 영향하에서의 법적인 문제 등 그들에
게 중요한 사회적․대인관계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알코올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은 '알코올
남용에 부가하여 내성의 징후, 금단증상, 알코올사용에 관련된 충동적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968년에 미국의사협회(AMA: Amerjcan Medical Association)가 제안하여 사용되고
있는 알코올중독은 알코올에 대한 편향과 일단 음주가 시작되면 알코올소비에 대한 조
절능력의 상실로 보통 중독상태가 되어야 끝이 나고 만성, 진행성 그리고 재발경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지속적이며 과도한 알코올사용의 직접적 결과로 야기되는 전
형적인 신체적 무능력과 정서적․직업적․사회적 적응의 손상과 연관된 특징을 갖는다.
미국의사협회의 알코올중독의 정의는 신체적․ 심리적․사회적 측면 등 세 가지의 기
본적인 생태학적 관심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대체로 WHO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 이론적, 다차원적 관점
의 ‘핵심 의존 증후군 (core dependence syndrome)'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핵심 의
존 증후군이란, 행동이론중의 재강화 (reinforcement) 개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즉, 생
리적 및 환경적 자극에 의해 음주가 시작되고 지속되며, 이것이 탐닉 내지 습관성 중독
행동(addictive behavior)을 유지시키고 이렇게 학습된 행동이 지속되는 동안 핵심 의존
증후군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요 양상은 ’음주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라는 것
이다. 특히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gamma alcoholism이라 부
르는데, 이 유형의 사람은 건강이나 경제력 때문에 술을 못 먹게 되면 상당기간 안 먹
을 수도 있다. 여러 원인에 의해,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음주가 시작되고 증가하게 되면
남용에 이르고 의존이 생겨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며 이 후유증은 또한 스트레스
가 되어 음주를 반복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예리네크(Jellineck,E.M, 1960)는 ‘어떤 종류의 알코올음료를 마시든 간에 그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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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사회쌍방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알코올중독이라고 하고 네 가지 유형으로
첫째, 알파형이다. 조절기능의 상실이 없는 순전히 약물효과를 기대하는 심리적 의존형
으로 대인관계의 장애는 있지만 질병개념에는 들지 않는다.
둘째, 베타형이다. 신체적 합병증(간장염, 취장염 등)은 있으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의
존성은 없는 경우이다. 의존성은 없는 경우이다. 셋째, 감마형으로 가장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로 신체적 의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조절능력 상실이 있는 경우이며 행
동면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다. 넷째, 델타형으로 감마형과 같은 데 그에 더해서 금주
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즉 감마형과는 달리 술을 1~2일 끊으면 금단증상이 발현한다.

2. 알코올문제의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인구의 비율은 1995년 63.1%(남성 83.0%, 여성
44.6%) 그리고 1999년 64.6%(남성 82.9%, 여성 4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3)

2003년도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인구 100명당 음주자수)은 전체 69.8%, 남자

82.7%, 여자 59.5%로 나타남.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다.
20세 이상 최근 조사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에는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
인구는 71.2%로 그 증가추이가 매우 급속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알코올의 과음은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어 있는 실정이고, 더욱 주목되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
에 비해 여성의 음주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알코올중독은 과거에는 개인적, 의료적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그 치료
접근 책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근래에 와서는 개인적, 의료적 차원들을
넘어선 ‘가족질병’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단순한 의료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이 강
조되고 있다.
이는 알코올중독이라는 질병이 중독자 자신에게만 고통을 주는 질병이 아니라 가족
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가족들이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견
지에서 본다면 알코올중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개
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개입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촉진하거나 중독자의 가족 내 재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주
장되었으나 최근에는 중독자보다는 가족원들이 공동 의존증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건강
을 회복하고 극복능력을 갖도록 원조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1) 음주 및 음주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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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2006년조사자료)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음주인구 비율은73.2% 이며, 이들 중 31.0%가 월 2~3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음주인구 비율은 85.9%, 여자는 61.2% 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인구 비율은
낮아져, 20대는 85.8%, 40대는 78.0%, 60세 이상은 46.3%이다.
1년 전에는 술을 마셨으나, 2006년 현재 끊은 사람은 비음주자의 38.2%이다.
음주횟수를 보면「월 2～3회(31.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월1회 이하(29.6%)」,
「주1~2회(24.4%)」순이며, 「거의 매일」마시는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 표 3-1 음주 및 음주횟수 >
(단위 : %)
계
2006

음 주*

1)

소계

월1회

월

주

주

거 의

이 하 2~3회 1~2회 3~4회 매 일

마셨 마셔
비음주 소계 으나 본적
끊음 없음

100.0

73.2

100.0

29.6 31.0

24.4

9.6

5.3

26.8 100.0 38.2

61.8

남

자

100.0

85.9

100.0

16.2 29.2

31.7

14.4

8.5

14.1 100.0 61.0

39.0

여

자

100.0

61.2

100.0

47.4 33.3

14.8

3.3

1.1

38.8 100.0 30.4

69.6

20~29세

100.0

85.8

100.0

31.3 38.9

23.8

5.0

1.0

14.2 100.0 45.3

54.7

30~39세

100.0

83.5

100.0

29.7 32.2

25.6

9.5

3.0

16.5 100.0 43.6

56.4

40~49세

100.0

78.0

100.0

27.1 28.7

26.6

11.7

5.8

22.0 100.0 37.7

62.3

50~59세

100.0

66.7

100.0

28.3 26.0

23.6

12.4

9.6

33.3 100.0 36.1

63.9

60세 이 상 100.0

46.3

100.0

33.2 23.6

19.0

11.4

12.9

53.7 100.0 35.6

64.4

※자료: 보건복지부통계, 2007

2) 음주자의 지난 2006년 동안 절주 ․ 금주 시도여부

*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
「음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사마다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에서는 음주를 ‘한 잔 이상’으로 규정하였
고, 이는「2003년 사회통계조사」와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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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주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 중 절주나 금주를 시도한 인구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33.3%)와 50대(33.1%)의 절주․금주 시도
비율이 높았다.
< 표 3-2 음주자의 지난 1년 동안 절주 ․ 금주 시도 여부 >
(단위 : %)
계*

절주나 금주를

절주나 금주를

2006

100.0

시도한 적 있음
31.8

시도한 적 없음
68.2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 상

100.0
100.0
100.0
100.0
100.0

29.0
31.6
33.3
33.1
30.7

71.0
68.4
66.7
66.9
69.3

※자료: 보건복지지부통계, 2007

3) 음주와 건강평가
음주인구 중 자신의 건강이「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4%로 비음주자 31.7%
보다 높아,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신
의 건강이「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음주자의 비율은 30.6%로 음주자의 11.5%보다
19.1%p 높았다.
<표3-3 음주와 건강평가 >
(단위 : %)
계

좋 다

매 우
좋 다

좋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나쁘다

나 쁜
편이다

매 우
나쁘다

2006

100.0

42.4

7.5

35.0

41.0

16.6

14.0

2.7

음주 자

100.0

46.4

8.0

38.3

42.1

11.5

10.3

1.2

비음주자

100.0

31.7

6.0

25.7

37.8

30.6

23.9

6.7

※자료: 보건복지지부통계, 2007

3. 알코올중독의 원인과 문제점

* 지난 1년 동안(2006년) 주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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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코올중독의 원인
심리 사회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분석학적 원인
프로이드의 정신 발달론에 의하면 사람은 생후부터 1세까지 젖꼭지를 빠는 행위로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충분히 젖을 빨지 못하였다면, 이 시기의
불만족감이 평생 동안 사람의 무의식 속에 남게 되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족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음주인데, 이러한 음주가 반복
됨으로써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것이다.
(2) 성격적 원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직장, 가족 혹은 친구와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자신의 주장을 쉽게 펴지 못한다든지 감히 반박을 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 외에도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3) 기타 원인
부모나 매스컴으로부터의 모방, 인격장애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등이 있다.
생물학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밝혀진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원인(유전적 및 행동학적
원인)과 심리 사회적 원인(정신분석학적, 성격적 및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유전적 원인
알코올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인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
녀보다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술을 마시는 양도 많았고, 또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들도 보다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
났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유전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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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행동학적 원인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술은 피
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불안을 없애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효
과가 있다.
이러한 아주 매혹적인 효과 때문에 이를 맛본 사람은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것이며,
반복해서 음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
사회문화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전국적인 역학 조사 통계에 따르면 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3명 내지 4명 중의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결국 두 가구당 적어도 한 명이 이
에 해당되는 셈이다.
(1) 술 접근성
우리 사회는 축하, 승진, 개업, 결혼 혹은 출산과 같은 기쁜 일, 실직, 상을 당하는 것
과 같은 슬픈 일, 모임이나 친구 사귐과 같은 일상적인 일 등 모든 일에서 술이 빠질
수 없으며 한 잔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또 저렴한 소주 가격에 전국 방
방곡곡 어디에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술을 살 수 있는,
술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사회이다.
(2) 술 강요성
우리나라는 술을 한 잔쯤은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고, 술을 마
시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이다. 모임이나 대인관계를 위한 술좌석에서 술을 강제로 권하거나 술잔을 돌리면서 강
요하는 태도가 허용되며, 더구나 서로 간에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완전히
무시되고 누구나 다함께 같이 마시고 취해야 한다는 사회이다. 어쩌면 술을 음미하기보
다는 빨리 만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3) 술 관용성
주정에 대해서는 술버릇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취중의 과실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
실임에도 불구하고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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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성을 보이는 사회이다. 폭음 뒷날의 지각에 대해서도 직장에서는 웃어넘길 수 있으
며, 결근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오히려 아프다는 핑계로서 대신 덮어주는 사회이다. 대인
관계에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 때문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용을 가진 사회이다.
2) 알코올중독의 문제점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적당히 마시면 신체의 이완을 촉진시켜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을 준다.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혈압도 낮고 뇌졸증을 일으킬 위험
도 더 낮다. 게다가 알코올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어 주고 혈중 콜레스테
롤 수치도 낮추어 준다. 알코올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뇌의 각부분의 기능을 억제함으
로써 일종의 약한 전신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마음이 진정되고 흥분되어
말이 많아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말이 어둔해진다. 그 다음 단계는 혼수상태 그리고 사
망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특정한 효소에 의해 시간당 8g의 비율로 분해된다. 만약 과도
하게 술을 마시면 간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간세포들이 알코올 분해 효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알코올에 맞서 싸운다. 따라서 혈중의 이 효소 수치를 보면 얼마
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실패로 돌아가면 간세포는 점차
지방화 되다가 마침내 간경변증으로 발전한다.
간경변증은 간이 단단하게 굳어 축소되어 버리는 심각한 질환이다. 한번 이렇게 변질
된 간은 되돌이키기가 어려우며 출혈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또 지나친
과음은 심장의 근육을 약화시킨다. 하루에 맥주를 1,800ml(6유닛) 이상마시는 남자는 적
당히(2-4유닛) 마시는 남자에 비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두 배나 높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만 폭음을 일삼는 남자는 더욱 위험하다. 알코올은 약한 이뇨제
구실도 하므로 점진적인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다.
알코올중독의 진행과정은 초기단계(전구적 증상)는 해방감을 위해 때때로 또는 매일
마시며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커진다. 둘째는 진행단계로 초기 기억 상실 즉 필름이 끊
어지는 횟수가 증가하고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거나 꿀꺽꿀꺽 들이켜는 단계로 발전하
며 음주에 대한 죄책감이 증가한다. 셋째, 위기단계로 사회적 압박감에서 회피하기 위
하여 음주하며 공격적 행동을 하고 끊임없는 가책을 느끼며, 직장을 그만 두거나 친구
를 피하고 타인과의 교제를 싫어하거나 술 외의 다른 문제에는 흥미를 잃는다.
넷째는 종속단계인 만성적 증상으로 매일 마셔야하고 변태적 사고방식과 막연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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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심과 정신이 황폐화 된다.
(2) 정신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직접적으로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 중독환자들은 술을 제외한 다른 가치를 부정하고 심각한 자기방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는 부정, 합리화, 주지화, 축소, 투사 등이다. 이러한 방
어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독자 자신도
음주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자기연민에 빠져 좌절내성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타인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심한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낀
다.
장기간 음주로 인하여 성격과 감정상태가 왜곡되어 모든 사고와 행동이 부적절하게
나타나므로 인해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중독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대부분의 성격적 특성이 중독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장기
간 음주로 인한 왜곡된 결과이며 알코올 문제의 반작용이다. 성격 특성은 미성숙, 이기
주의, 의존심, 냉담, 무기력, 과민증, 편집증, 낮은 자존감. 교만, 부정적, 등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① 정체감 (Identity) 상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 전과 후의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생
활을 한다. 이것은 자기기만이다. 실제의 중독자 본인과 취했을 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중독자는 뭐가 잘못 되어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② 정 서 (Emotion):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중독자들은 후회, 수치심, 자기증
오를 경험한다. 자존감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 외로움과 소외감은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다. 공허감과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함 등이 전형적인 감정들이다. 우울은
술로 인해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중독자로 하여금 정교한 회피와 방어기제
와 대처하기 위한 계책을 만들어 내게 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과장
은 다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허탈감과 분노를 극복하려는 시도
이다.
③ 혼 동 (Confusion):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실 때마다 매번 불쾌한 경험을 하
는 것은 아니다. 모두들 음주 시 행복한 기억들을 (Euphoria) 가지고 있다. 과거로부
터의 상상적인 이미지와 현실의 불행사이에 모순이 혼동을 더 심하게 한다. 중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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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술 취한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들로 본다. 그들의 모습이 결코 자신의 모습이 아
니라고 생각한다.
④ 합 리 화 (Rationalization): 알코올 중독자들의 왜곡된 아주 비합리적이고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고를 말한다. 음주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능력은 공통적
으로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⑤ 투 사 (Projection): 부모, 가족, 사회체제, 정치인등 술을 제외한 모든 것, 또 모든
사람 들은 중독자 본인의 모든 불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독자들은 이러한 망
상의 세계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재주가 있다. 중독자들이 빠져드는 다른
대처 책략 들은 상습적인 실패, 자주 일어나는 사고, 동정심을 유발하여 구걸, 신경증
적인 완벽주의 등이다.
⑥ 부 정 (Denial): 부정은 합리화이고, 감정적인 무분별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정직한 자기기만이다. 중독자가 지능지수가 높은 지적인 사람일수록 그들은 더욱 더
교묘하고 익숙하게 부정한다.
⑦ 막연한 희망: 중독자들은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면 음주를 조절하며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란 것은 인
정하지만 중독이 가지는 모든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건전하게 알맞은 음주를 즐기면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도 한
다.
과다한 음주는 기억력, 지각, 판단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보다 공격적
이고, 자제력이 약화되어 집단 싸움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범죄행위에 절반이 잘못된 음주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성폭행, 살인 가족폭력, 강도
등 청소년 비행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고도한 음주는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4) 가족에 미치는 영향
술이 지나치게 되면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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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개인적
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전체의 문제가 된다. 술을 마시고 배우자나 부모자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알코올남용자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실제로 알코올중독자들의 배우자등
은 불안, 우울, 강박, 적대감을 보이며 부부간의 친밀도도 낮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음주는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도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장
애를 갖게 된다. 자녀들의 정서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의 감정표현을 억
제한다. 둘째, 집안의 안정과 평화가 깨진다. 셋째,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정정인 방법으
로 두려움이나 분노를 표시한다. 넷째, 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다섯째, 사람들을 기
만하고 조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여섯째, 부모의 술버릇을 자신과 행동과 연결하여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4.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치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알코올 중독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과, 둘째,
알코올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방법이다.
1) 알코올 중독의 예방
(1) 바른 음주문화 정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술을 적당히 조절하여 마실 줄 알아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이 취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당히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위해 많이 취했음에도 술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에
게 술의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바텐더에게 교육시킨다고 한다.
결국 술을 마시지 않고도 즐겁고 좋은 대화가 가능한 사회가 형성되어야 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술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제를 도입
하여 주류 판매망을 조정 및 제한함으로써 술의 구입이 쉽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주류 판매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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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므로 주류 판매망의 제한은 이러한 법률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
(2)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수, 태만, 결근, 범죄 등 모든 문제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
로 용서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 법적 제재도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취중 폭력 등에 대하여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순한 구금이나 벌금형
보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장기간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
혹은 치료를 강제로 받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도 음주로 인하여 직장을
소홀히 하는 경우 금주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 홍보
술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술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것이며,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부터 술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야 한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유도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학교 혹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법, 갈등을 해소하는 법, 자기 의
사를 주장하는 법, 특히 술을 권할 때 거절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마시더라도 통제가능한 자제와 조절능력을 유도하여 결국 중독으로의
이행을 예방한다.
(4)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지역사회에서 해당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취미나 놀이문화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개인 혹은 가족단위를 위한 운동, 문예, 미술, 음악, 게임, 여행 등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홍보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참여한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결과 좋은 대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예술제나 문화축
제와 같은 행사도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5) 주류 판매 이익금 활용
주류 회사의 이익금 일부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특히 알코올 중독의 예
방을 위한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조세정책 등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6) 매스컴의 영향 억제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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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미화된 음주 장면 등은 모방을 통하여 대중들의
음주를 쉽게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자아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은 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대중 매체들은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술 광고도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 방지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상인도 술 생각이 나도록 구성되
어 있는 광고 내용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알코올 중독의 치료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책은 크게 의학적 접근법, 심리적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법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있다.
⑴ 의학적 접근법
의학적 접근은 크게 해독과정과 단주제(Antabuse)를 이용한 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해독과정은 약물해독과 사회적 해독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해독이라는 말은 술을 완전히 끊어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 이 치료 단계에서는
신체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술을 완전히 끊고 72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혈류
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뇌가 정상적인 크기로 환원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혈
액 속의 알코올이 제거되고 팽창되었던 뇌가 환원되었다고 해독이 1개월 안에 완전
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기능이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해독 과정은 운동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치료가 끝나고 걷게 되는 새로운 인생길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신체적인 면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회복 초
기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독 과정은 회복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다.
② 단주제(Antabuse)를 이용한 접근
해독과정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전문의와 정신과전
문의 의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적합한 자에 대해 단주제를 사용하며 그
이유는 몸이 쇠약한 사람, 노인,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질병과는 달리 약물중독 분야의 치
료에는 신체적 해독과 신체장기에 손상의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제외하면 약물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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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⑵ 심리적 접근법
① 인지․행동주의적 접근법
인지․행동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직면시키는 기술(confrontation skill)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알코올중독자들 중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며
이런 이중장애에는 특히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
에 대한 증거확보를 통해 직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비행동주의적 접근: 환자와 상담자가 1:1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상담인 개별
상담, 집단치료 및 가족치료 등이 있다.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자들에 대해서는 개
별상담만으로는 비효과적이므로 중독자들의 재발율을 낮추고 치료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집단치료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③ 체계주의적 접근
체계주의적 접근은 알코올중독자는 그가 속해 있는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독자가 속해 있는 체계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켜야 한
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을 변화시키는 의사소통기술훈련 그리고 언어
구조와 가치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직장과 가족을 변화시키는 상호작용분석으로 가족
의 역기능을 깨뜨리고 변화를 유도하여 가족을 재구조화한다.
⑶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은 사회적 망을 통하여 치료하는 접근법이며 여기에는 단주친목
(Alcoholic Anonymous : A.A), 가족친목(Al-Anon), 자녀친목(Al-Ateen), 중간시설
(Half-way house)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중독자들을 위하여 사
회문화적 차원에서 전혀 다른 세계와 사회환경을 제공하자는 운동이다.
⑷ 통합적 접근
통합적 접근은 의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접근 모든 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합
하거나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5. 알코올중독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접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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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주로 알코올 통제정
책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알코올문제에 대응해 왔으며, 민간기관에서는 약물과 마약
이라는 범주 안에 알코올을 포함시켜 예방보다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알코
올문제를 다루어 왔다. 알코올문제 예방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지원 역학조사 등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서 알코올문제 예방관련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국무총
리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있으며, 정부부처는 각 지역사회기관 및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후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알코올문제 예방에 관한 부서로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정신건강팀에 정신
보건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관련을 맺고 협조관계에 있는 기관으로는 지역정신보건센
터가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지지, 정신건강정보제공, 정
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하며,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전국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어 지역사회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
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의존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의존 및 남용자
기타 알코올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지원형모델과 지방정부지원모델형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 교육부
청소년알코올문제 예방과 관련된 부서로는 학교정책실, 교육환경개선국, 교육정보화
국이 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알코올을 약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약물 예방교육을 담
당하고 있지만 대개 일반 기획, 추진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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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보호위원회
총리실직속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다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중앙행정기구로 부각되고 있다.
(4) 문화관광부
청소년 약물 예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학술기관을 후원하는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민
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
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
보를 교환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학술단체
입니다.
알코올문제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민간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소,

한국음

주문화센터 등을 들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가 일부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주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
지만 대체적으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치료 재화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있다.
(2) 상담소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상담소는 한국알코올약물상담소, 나우리정신건강센터, YMCA약
물오남용상담실이 운용되고 있으며 상담소의 알코올과 관련된 사업으로 알코올중독자
를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 가족상담 및 집단상담 등이 있으며 예방사업으로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하는 알코올 및 악물예방교육 강연 등이 있다.
(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알코올 문제의 예방과 알코올중
독자의 치료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4)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 예방협회 (한국바커스)
한국바커스 즉 Boosting Alcohol Consciousness Concerning the Health of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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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in Korea ( BACCHUS-Korea )는 대학생들의 건전음주문화조성과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1999년 9월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목적은 대학생 및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리더십을 양성하며, 대학생 및 청소년의 알코올 문제
예방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그 외 자조 활동, 자문 활동, 상담 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캠페인·홍보

사업
연구·조사 사업, 국내 및 국제 교류 사업, 출판 사업, 후원 및 기금 조성 사업 등이다.
2) 알코올중독을 조기 발견과 치료하는 방법
(1) 역학조사 실시
매년 전국적으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알코올중독자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알코올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느 지역에 많은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에 관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역학조사는 비
용이 많이 드는 조사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병원 및 센터 설치
현재 중독관련 국립병원이 3곳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중심지에 알코올중독을 전
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진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설치 운영, 혹은 지정하여야 한
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알코올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또 알코올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치료 전문가 육성
알코올중독의 치료는 개인 치료, 가족 치료, 직업 치료 등의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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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병원이나 치료소에 소속되어 활동하
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 인력
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5) 재활 치료소 설치
알코올중독자는 병원에서 단주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를 받지만 퇴원시에는
술로부터 보호된 병원에서 술로부터 전혀 보호될 수 없는 사회생활로 바로 노출된다.
중독자들은 해독, 재활, 재생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술이 너무 가까이
있으며, 알코올중독을 병으로 인식하는 힘이 약하며, 너무나도 강하게 주위에서 술을 권
한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은 병원에서 지낼 수 있는 낮 병원과 같은 치료
시설과 그리고 병원 및 일반 사회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재활 치료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연구 투자 증대
1994년 말경 알코올중독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 날트렉손이 미국 FDA에서
인정을 받았다.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고 술을 마시는 양도 줄여 줌으로써 알
코올중독자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만큼 국외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치료
법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중독관련 학과의 설치, 교과목구성 및
중독관련 자격증제도도입과 국내외 자격증의 제휴와 연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무려 15조나
된다고 한다. 알코올중독은 국민건강도 해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유발한다. 건전한
음주풍토를 조성하여 음주를 절제하는 사회와 취중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어 감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7) 알코올중독 전문가양성
알코올중독으로 부터의 회복은 단시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이며 전문
적 개입기술이 폭넓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중독에 대한
이해, 알코올중독치료, 재활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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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현재 알코올중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이화여대
평생교육원내 약물남용전문가 1년 과정과 광주성요한병원 상담사과정이 있고 기존의
의학, 사회복지, 심리영역에 부분적, 단기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심리, 간호, 정신의학 등 관련학문을 전공
한 전문인들을 연수시켜 배출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하시키
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관련과목이나
학과의 개설
전문인들의 알코올중독 연구 활동의 적극적 지원, 기존 정신의학자 및 정신보건전문
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등 관련 전문인들을 위
한 재보수교육 실시 등을 통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시설의 설립이나
설비는 예산의 확보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전문가 양성은 보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
된다. 결국 전문인력 확보의 실패는 프로그램의 실패로 이어져 그 피해는 사회로 돌아
오게 될 것이다.
3) 자조집단
국내 알코올 자조집단으로는 AA(단주동맹), AL-NON(단주 가족 친목연합단체) 이들
자조집단은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모임이기 치료집단에 더 가까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알코올중독자가 아닌 가족, 친구, 친척 등이 함께 참석하여 서로간의 경험과 희망을
나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문제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단주친목협회((Alcohol Anonymous Association , AA)
1935년 Akron과 Ohio주에 있는 알코올중독자인 Bills와 외과의사 Boas가 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알코올중독자를 도움으로써 결국 자신을 돕게 된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시작되었다.
알코올중독자들이 환자 스스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이다.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잘 계획된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모
이고 있다.
단주를 결심하고 의사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음주 습성을 고치기 위하여 사회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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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중심으로 사회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알코올중독자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으
로 갱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AA는 알코올중독 그 자체보다는 음주자체를 치료하려는
단주프로그램으로 단주결심을 돕는 자조기구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140여 개국으로 파
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 1980년 초반 아일랜드 출신 안성도신부와 모켈리신부가 소개하
여 현재 활동 중에 있다.
AA속에서 환자는 일종의 집단 정신치료법의 효과와 비슷한 체험을 한다. 즉 자신들
이 모두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공동의식이 심어지며 자기 인식이 심화되고 잡
단동일시를 통하여 의존욕구가 만족되는 등 사회복귀로의 자신감과 긍지가 생긴다.
(2) 가족치료(Family Therapy)
가족 특히 배우자는 환자의 알코올 탐닉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심리기제까지도 이해
하여 난관극복의 협력자가 되어 가족적으로 치료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
혼자일 경우 배우자를 치료에 참여시키며

환자에 관심이 있고 협조자인 배우자와의

합동치료는 효과적이다. 가족은 환자에게 너무 엄격하게 금주를 요구하지 말고 적당한
음주자로 인도하도록

고무적일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녀를 참여시키면

모방성향이 높아져 좋지 않다.
(3) 잡단정신치료( Group Psychotherapy)
알코올중독의 경우 환자집단은 알코올환자중독만의 균일한 집단인 경우가 바람직하
다. 이들은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우월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많은 정신
병자속에 극히 적은 소수의 입장이 되면 열등의식만이 강해져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중독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말이 많고 연극적이며 과장 등
이 뚜렷하여 차분한 치료적 분위기 형성이 어려워진다. 균일한 집단이 되면 동병상련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이해하기 쉽고 다른 환자의 행동을 토론하는 중에 같은 문제를 가
진 자가 자신의 행동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 따라서 서로를 인식하며 사회성
을 가진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인식하기 쉽다. 또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소아기에 양친 특히 어머니로부터 애정결핍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데 이런
경우 형제간의 동료의식이 강해진다고 하며 따라서 개인정신요법보다는 집단정신요법
이 바람직하다.
(4) 가족친목 (AL-ANON)
알코올중독 환자 가족들이 서로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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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친목 (ALATEEN )
알코올중독 환자 자녀들의 모임이다.
알코올중독의 치료 원칙은 환자가 술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중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완전한 단주를 유지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과 기
술을 갖출 수 있게 환자를 도와주는 일이다.
4) 사회복지접근과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역할
알코올중독의 발생요인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며, 중독의 결과 또한
개인의 사회적 부적응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수반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형성한다는 점에
서 사회사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사는 병원 세팅에서뿐만 아니라 복지관, 동사무소,
부랑인 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어디에서나 알코올중독자와 만나며 그들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알코올중독자의 심리․사회적
인 관점에서 개입을 전개한다. 알코올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의 의미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단주실패의 주원인인 치료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알코올중독자의 의
식, 무의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알코올에 대한 양가
감정을 치료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A를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활용(정원철, 1999: 147)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사는 알코올중독을 의학모델이나 도덕모델과 같은 단일모델로 이해하기보다
는 통합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팀 접근에서 효과적이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데 도
움을 준다. 특히 팀 접근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차별적인 정체성은 개별적, 집단적,
가족단위에서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해 퇴원 후의 단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에 개입의 초점을 두고 알코올중독자의 사회적 적응에 지역사회 자
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2) 알코올중독에 대한 개입모델
알코올중독은 원인의 관점에 따라 개입모델이 다양하다. 키신의 6가지 모델 (Kissin,
1977:1-48)즉 의학적 모델, 행동수정모델, 심리적 모델, 사회적모델,

AA모델, 다변인모

델이 대표적이다.
의학적 모델은 술에 끌리는 것은 체질적인 요인이다, 그것은 상당부분 선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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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코올중독이 신체의 어느 부위 혹은 기관과 연관이 있다, 알코올중독은 알코올
대사과정에서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을 하나의 기
질적인 질병으로 이해한다. 이 접근에서 강조하는 것은 알코올중독과정에서의 응급적
개입을 통한 해독치료와 대증요법과 항주제(Aversion Therapy)의 처방이다.
심리적 모델은 성격이론, 정신역동이론, 학습이론으로 대표된다.
성격이론에서는 알코올중독이 잘 유발될 수 있는 특정한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알코올중독 인성(Alcoholic Personality)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미성숙하
며 의존적이고, 충동조절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해
서 모두가 알코올중독자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은 성격이론이 지니는 한계점이다. 하
지만 성격이론은 알코올중독자의 성격구조를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역동이론에서의 음주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상실감이 자기파괴적인 욕구로 이어지며, 습관적
음주를 통해 ‘만성적 자살’을 시도한다고도 본다.
학습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알코올중독은 학습된 적응적이지 못한 학습유형으로 설명
된다. 한 개인이 음주기회로 인해 불안이나 긴장 등을 해소하게 되고, 주위로부터 음주
를 권유받게 되면서, 점차 음주효과의 강화를 받게 되고, 알코올은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학습된다. 이로써 문제 상황에서 술이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인식된 결과 알
코올중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사회적 접근은 알코올중독의 발생을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서 사회문화적 관점의 이론가는 사회가 알코올의 사용을 격려하고 규
제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

Bales(1983)는 문화가 산출한 스

트레스와 긴장의 정도, 음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스트레스의 대처에 유용하고 만족을
얻을 만한 대체물의 정도를 알코올중독의 발생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Bruun 등은(1975)과 사회적 측면과 관련하여 알코올중독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으로서 레크레이션과 같은 알코올대체물의 개발, 알코올중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 조건의 개선, 음주운전이나 노상에서의 음주행위 등의 집중적 규제, 알코
올의 효용성 통제, 알콜 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알코올중독에 대한 재활 치료기관의
조직화를 제안했다. 이 접근은 임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임상세팅에서는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이론도 개발이 부진한 편이다.
AA모델은 알코올중독자가 알코올중독자를 이해한다, 알코올중독자는 다른 중독자에
게 말할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는 타 알코올중독자의 말을 잘 믿는다, 타 알코올중독자
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다.AA는 알코올중독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다.(정원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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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코올중독을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데
동의한다(Donovan 1986) 따라서 어떤 환자에게는 효과적이었던 기법이 타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데 그것은 개별
적 접근, 지역사회적 접근이다.

① 개별적 접근
개별치료의 이점(Gabbard, 1994)은 감별진단을 위해 환자를 좀더 자세히 관찰하고 조
사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자에 대한 의존적 전이유발이 음주대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별치료는 유사한 문제를 가진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단주유지자와의 동일시 경험 획득의 어려움과, 섣부른 개입으로 인한 퇴행
조장에 따른 음주유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Zimberg, 1994)

② 지역사회적 접근
알코올중독 치료가 그간 주로 입원, 수용, 병원중심의 서비스에 머물러 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알코올중독 치료, 재활프로그램이 갖추어
져야 한다. 알코올중독 치료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막연한 의미지만 지역사회가
알코올에 대해서 치료와 재활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역사회는 다
양한 형태의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이라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
역사회는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이거나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조치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사가 알코올문제를 체계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개입의 주요 세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전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알코올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회복지적 접근대안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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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사회적, 포괄적 다차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으며 알
코올중독은 복잡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치료적 개입 역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알코올중독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단위에서 개입
되어야 할 성질의 사회문제이다. 체계적 관점의 알코올중독의 치료, 재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 시설, 사회분위기의 환경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알코올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부터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체계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알코올로 인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수용하여야 하며 알코올중독자와 가족
이 힘들어하는 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독(Addiction)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입원치료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개
인의 심리적 각성을 담보로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재활을 전개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자원들이 동원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AA의 활용도를 높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알코올중독 치료에 효과적인 조직이
나 자원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일수록 AA의 효용성은 매우 크다.
넷째, 알코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행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사회행동은 사회사업방법 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영역이다. 사회행동의 전략 부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사회복지사의 욕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일변
도의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다섯째,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기제를 다양화하는 것이 개입에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알코올중독 치료에서 사회적 압력은 단주의 주요동기요인으
로서 효과가 크지만 사회적 압력을 임상장면에서 통제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섯째,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례관리모델이나 경찰, 사법, 학교, 건강공단 등과 같은
다양한 체계와의 연계전략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학의 신설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표준화된 교육내용에 맞추어서, 각 교육주제별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
이며, 또한 지속적인 개정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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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효과성(outcome effect) 평가이다.
기존의 치료, 재활 접근법 뿐아니라, 새로운 예방, 치료, 재활 접근법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여, 수정 보완과 더 좋은 접근법을 개발
하기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아홉째,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을 위한 연구
알코올 약물 문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여, 기존 프로그
램의 수정 보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 서야 한다.
모든 문제의 효율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학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알코올
약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역학조사는 물론, 통계적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약물 관련 현행 정책과 그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더 나은 예방․치료․재활 network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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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Alcoholic problem Actual state and
Social Welfare Approach

Kim, Kyung Woo
We have many accidents due to alcoholism, i.e disease , home problems, productivity
diminution, various incidents because of wrong drinking culture and custom in Korea.
We burdens ourselves with fifteen trillion economic loss a year.
Alcoholism includes

multifarious actors such as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spects.
It must reflect character disorder which psychological, social, cultural phase by
various cause not only factor. Hera at I explore alcoholic cause and solution, influence in
psychological , mental , social, technical therapy . Throughout Upper alcoholic state and
conditions, I will suppose practical social welfare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vitality
of social worker role in social welfare approach.

Key word: Alcoholism , Alcoholic Anonymous : A.A,, Family Therapy, Social Welfar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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