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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코올은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폐해를 입히고 있다[1-4]. 우리나라 한 달 음주율은 성인남성 75.2%, 성

인여성 46.5%로 나타났고, 고위험음주율은 성인남자인 경우 23.8%로 

보고되었다[5]. OECD 국가들의 음주량을 비교하였을 때도 우리나라

가 9.3 liters로 OECD국가 평균 9.0 liters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그 중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은 13.4%이며, 연간 알코올유병

률은 4.4%로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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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는 우리나라가 알코올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2010년 세계보건기

구(WHO) 총회에서는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을 채택하여 각 국가에 적절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8,9].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에서 중독관

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1,7,10], 여전히 알코올 유병률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알코올사용장애자들이 정신의료서

비스를 받은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며, 약 91% 이상의 알코올사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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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들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알코올사용장애는 음주를 시작하면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되

고 만취상태가 될 때까지 마시고 중독에 이르는 진행성이 있는 만성질

환으로 개인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입힐 수 질환

으로 보고되고 있다[4,10].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작업장 사고와 같은 

사고가능성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므로[2,9],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

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으며[8,9], 부모음주, 삶의 자세, 음주기대효과가 주요 요인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음주는 부모가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알코올사용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약 3배 

이상 높으며, 더 나아가 고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부모가 알코올사용장애를 가진 경우,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와 

음주에 대한 효과기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음주효과기대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개인의 직접경험으로 인

해 학습되며[11], 음주효과기대가 긍정적일수록 문제 음주 빈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8,9]. 심리적 요인인 음주효과기대는 음주를 결

정하는 핵심요인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관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음주에 대한 효과

기대나 음주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 함께 삶의 자

세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자세는 유아기에 형성되

어 수정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어떠한 행동

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개인적 

요인인 삶의 자세는 스트레스 등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건강

한 대응을 하게 되지만,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경우 스트레스 상

황에서 음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음주

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시켜 준다는 이유로 경험을 학습

하게 되고 음주효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주는 부모음주, 삶의 자세, 음주효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영향력에 따라 알코올사

용장애자의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

으나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없다. 선행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각각의 상관관계

와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3,8,9].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대로 개념적 기틀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Figure 1).

따라서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음주, 삶의 자세, 음주효과기대를 중심으로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

관련 문제에 관한 구조모형을 제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

써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한 실제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2013년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D시 일 지역에 

성인남자 330명 중에서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에 8점 이상을 진단받은 남자대상자 총 240

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조사는 K대학교 임상연구윤리위원회 심사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 번호: 2013-06-017-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본크기는 200-300명 정도를 권장하여 본 연구

에서는 설문지의 미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대상자를 고려하

여 총 240명을 조사하였다. 그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9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성인남자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사용장

애 진단도구로 알코올사용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인구학적 특성과 음

주력, 음주관련 문제, 음주효과기대, 삶의 자세, 부모음주를 측정하였다.

알코올사용장애 정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12]. AUDIT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알코올 의

존(3문항), 해로운 음주(3문항), 위험한 음주(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범위는 0점-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많은 사람

을 의미한다. WHO는 8점 이상을 문제음주자로 제시하였으며 16점 

이상을 알코올의존자로 분류하였다[4,8,12].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기준인 AUDIT점수 8점 이상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89로 측정되었다. 

음주관련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Shin 

[13]이 개발한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문제는 총 20문항이며 

3개의 영역인 가족 및 대인관계적 손상, 직업·사회기능적 손상, 행동적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지

난 3개월 동안을 회상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

H2

Figure 1. The current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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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96이었다.

음주효과기대에 대한 설문은 음주의 효과나 음주로 인한 결과에 대

한 음주자가 갖는 믿음으로 Brown et al. [14]의 알코올기대 설문-성인

용(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EQ-Adult)을 사용하였다. 도구

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전체적인 긍정적 변화

(global changes), 성적 강화/이성에 대한 호감(sexual enhancement), 신

체적 또는 사회적 즐거움(physical and social pleasure), 사회적 주장/사

교성 강화(increased social assertiveness), 이완 및 긴장감소(relaxation 

and tension reduction), 각성 및 공격성(arousal and aggression)의 6개 요

인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92이었다.

삶의 자세는 Berne [15]의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이론

의 핵심 개념인 삶의 자세로,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의 한국형 오케이

그램(OK-gram, 인생 자세)을 네 가지로 점수화 한 것으로 Seo [10]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8문항에서 자기긍정(I’m OK), 자기부

정(I’m not OK), 타인긍정(Your’re OK), 타인부정(Your’re not OK)으로 

각 12문항씩 구성되어있다. 3점 Likert 척도로 각 12문항에서 최저 0점

에서 최고 24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76이었다.

부모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Jones [16]의 개발도구를 토대로 Kim et 

al. [17]이 개발한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

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알코올 중독

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보고

식 검사이다. 본 연구의 도구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6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21.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검

증하였다.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설

정한 연구모형이 실제 데이터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에

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산출하

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

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229명 중 연

령은 51-60세가 31.9%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58.5%였으

며, 대부분이 기혼자(70.7%)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38.4%로 많

았고, 직업은 기타 직업(45.9%), 전문직(28.4%), 생산직(24.9%) 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처음 음주를 한 시기는 고등

학교가 41.5%로 가장 많았다. 음주파트너로는 친구들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우는 6.6%로 작았다.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을 상실한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주가족

력 즉 부모음주는 42.4%로 나타났다(Table 1).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본 연구의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2). 음주관련 문제는 삶의 자세(r= -0.51, p< 0.001)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음주(r= 0.36, p < 0.001), 

음주효과기대(r= 0.49, p< 0.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 25-40 22 (9.61)
41-50 66 (28.8)
51-60 73 (31.9)
≥61 68 (29.7)

Religion Yes 134 (58.5)
No 95 (41.5)

Marital status Married 162 (70.7)
Single 35 (15.3)
Divorced 32 (14.0)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35 (15.3)
Middle school 37 (16.2)
High school 69 (30.1)
≥College 88 (38.4)

Occupation White collar 65 (28.4)
Blue collar 57 (24.9)
Others 105(45.9)

First time of drinking Elementary 15 (6.6)
Middle school 53 (23.1)
High school 95 (41.5)
University 66 (28.8)

Drinking partner Alone 46 (20.1)
Close friends 141 (61.6)
Peer group 27 (11.8)
Family 15 (6.6)

Blackout symptom Yes 142 (62.0)
No 87 (38.0)

Health problems Yes 154 (67.2)
No 75 (32.8)

Family history Yes 97 (42.4)
No 132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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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삶의 자세는 부모음주(r = -0.25, p < 0.001), 음주효과기대(r = -0.26, 

p< 0.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음

주는 음주효과기대(r= 0.18, p= 0.006)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Figure 2의 연구모형에서 기존의 잠재변수는 유지하면서, 유의하지 

않은 모수의 추정을 배제하여 자유도를 증가시켜 모형적합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부모음주가 음주효과기대로 가는 경로(β = 0.02, p =  

0.804)를 제거하였다(Figure 3).

Table 2.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29)  

Life 
position

Parent’s drinking 
problem

Alcohol 
expectancy

r (p) r (p) r (p)

Life position
Parent’s drinking 
   problem

-0.25 (<0.001)

Alcohol expectancy -0.26 (<0.001) 0.18 (0.006)
Alcohol problem -0.51 (<0.001) 0.36 (<0.001) 0.49 (<0.001)

Figure 2. Hypothetical model. X1=I'm OK; X2=I'm not OK; X3=You're OK; X4=You're not OK; X5=Parent's drinking problem; Y1=Global positive changes; 
Y2=Sexual enhancement; Y3=Physical & social pleasure; Y4=Increased social assertiveness; Y5=Relaxation & tension reduction; Y6=Arousal & aggression; 
Z1=Functional problems; Z2=Behavioral problems; Z3=Relationship problems. X2/df=3.92, GFI=0.85, CFI=0.88, RMR=0.091.

Figure 3. Modified model. X1=I’m OK; X2=I’m not OK; X3=You’re OK; X4=You’re not OK; X5=Parent’s drinking problem; Y1=Global positive changes; 
Y2=Sexual enhancement; Y3=Physical & social pleasure; Y4=Increased social assertiveness; Y5=Relaxation & tension reduction; Y6=Arousal & aggression; 
Z1=Functional problems; Z2=Behavioral problems; Z3=Relationship problem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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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 fit for the modified hypothetical model  

Hypothetical model fit index Values Evaluation criteria

Q=Chi-square/df 2.50 Less than 3 (<3)
Goodness of fit index (GFI) 0.90 0.9 or more (0.9≤)
Comparative fit index (CFI) 0.94 0.9 or more (0.9≤)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0.08 0.05-0.08

Table 4. Standardized estimation for the modified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Esti-mate Standard error CR (t-value) p
Standardized 
estimate (β)

SMC

Alcohol expectancy ← Life position -0.76 0.22 -3.54 <0.001 -0.49 0.24
Alcohol problem ← Life position -1.19 0.39 -3.08 0.002 -0.36 0.48
Alcohol problem ← Parent's drinking problem 0.08 0.02 2.91 0.004 0.17
Alcohol problem ← Alcohol expectancy 0.75 0.15 5.05 <0.001 0.36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for the modified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Alcohol problem ← Life position -0.36 (0.002) -0.18 (0.007)* -0.54 (0.010)*
Alcohol problem ← Parent’s drinking problem 0.17 (0.004) 0.17 (0.004)
Alcohol problem ← Alcohol expectancy 0.36 (<0.001) 0.36 (<0.001)

*Used boostrapping method to get p-value.

수정된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Q 값은 2.50으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 = 0.90, CFI = 0.94, SRMR= 0.08로 모든 적

합도 지수가 수용기준에 부합되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

되었다(Table 3).

연구모형 검증  

삶의 자세는 효과기대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기대가 삶의 자세에 대한 설명력은 24.2%로 나타났다.

삶의 자세는 음주문제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음주와 효과기대는 음주문제에 긍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은 삶의 자세(β = -0.36), 음주효과기대(β = 0.36), 부모음주(β = 0.17) 순으

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48.0%로 나타났

다(Table 4).

직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해 결과 음주문제에 

대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삶의 자세(-0.54)로 나타났으며, 효과

기대(0.36), 부모음주(0.1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삶의 자세는 음주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간접효과(-0.18)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검증된 최종 모형은 Figure 3과 같다. 

고   찰

음주폐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음주율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실태이다[7]. 이렇게 남용된 

음주는 알코올사용장애자를 유발시키며, 과도한 음주로 발생하는 음

주관련 문제들로 인해 사고 및 범죄들이 증가하게 된다[2,9]. 알코올사

용장애는 다른 정신장애보다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음주관련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관련 문제를 감

소 및 예방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삶의 자세, 부모음주 및 음주기대효

과와 음주관련 문제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자세와 부모음주가 음

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음주기대효과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고자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사용장애자는 51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

령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50대로 갈수록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

주의 빈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음주관련 문제 경험의 빈도도 증가

한다는 Kim [2]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지만, 6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음주관련 문제의 발생빈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음주관

련 문제의 발생 빈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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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

졸이상의 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2]의 연구에서 

고학력자일수록 음주율이 높은 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Hong 

et al. [9]의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학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

록 음주 빈도가 높으며 음주관련 문제가 더 빈발하다고 하였다. 음주

를 처음 한 시기를 보면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으며 음주파트너는 친

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Hong and Do [18]

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섭취 첫 경험을 살펴본 결과 

70.6%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음주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음주시기가 빨라지면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증가하며 음주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4].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

적인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계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차원의 제

도적·정책적 대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모형에서 음주관련 문제를 4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모형에서 음주관련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삶

의 자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음주효과기대, 부모

음주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면 문제음주도 

줄어들며 이로 인해 음주관련 문제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면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며 배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음주관련 문제도 줄어든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9,10]. 개인적 요인에 속하며, 유아기에 형성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중재를 한 연구가 없으므로 추후연구에는 긍정적인 삶

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중재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음주효과기대는 음주관련 문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주효과기대가 좋을수록 알코올사용장애자는 더 음주를 

하게 되며, 음주관련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et al. [3], Kim [19], Choi et al. [2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음주

관련 문제에 부모음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부모가 음

주를 많이 할수록 음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음주관련 문제

도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었다[3]. 두 변인 모두 인지적 사

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자신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부터 배우고 느끼

는 것이기에 국가차원의 예방 전략이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음주기대효과가 매개변인 인지를 

확인한 결과 삶의 자세에서 음주관련 문제 사이에 음주기대효과가 부

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자세가 좋을수

록 음주기대효과도 감소되며 음주관련 문제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Seo [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음주기대효과는 삶의 

자세와 음주관련 문제 사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심리적, 개인적 요인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중

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음주관련 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특히 

삶의 자세는 중요한 영향인 것을 밝힘으로써,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

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및 예방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일 개 도시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남성 알코올사용장

애자만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어 보인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음주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환경·문화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논문에서는 음주

관련 문제의 원인 파악을 심리적 및 개인적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 하

고자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추후연구에는 여성 

알코올사용장애자를 포함하며 심리적, 개인적 요인이외에도 내적 ·외

적 변수들의 영향을 탐색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음주관련 문제에 삶의 자세, 부

모음주, 음주효과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음

주효과기대에 삶의 자세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음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삶의 자세가 궁극적인 영향

요인임으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

재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

애자의 음주관련 문제를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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