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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일일일 산산산촌촌촌 지지지역역역의의의 알알알코코코올올올 사사사용용용 행행행태태태 변변변화화화 ---666년년년 추추추적적적 조조조사사사 ---

본 연구는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친 일 산촌 지역의 조사를 통하여 6년
동안의 알코올 행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것이
다.1차 조사한 480명의 남자들 중에서 비 문제 음주자라고 정의한 116명과 문
제 음주자라고 정의한 116명을 무작위 추출하여,사회 인구학적 기초자료,알코
올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알코올 효과 평가표(AEQ),알코올 의존 심각도 검
사(SADQ),음주 절제 척도(DRS)를 사용하여 대상군의 특성을 조사하였다.연구
결과,대상군의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고 60~70대에 술을 끊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음주를 지속하는 군(이하 지속 문제 음주 군)은 6년 동안 음주량이나 음주 빈도
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더 이상 문제 음주를 지속하지 않는 군(이하 비 문제
음주화 군)과 비교하였을 때 6년 전 음주량이 유의하게 많았으며,음주의 부정적
인 결과들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경향을 보였으며,해장술 욕구가 유의하게 높았
다.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 음주행태의 지속에는 과거의 과량 음주,중독성 경
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었다.하지만 이 연구는 일 산촌 지역의 남자
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대상군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며,그 표본 수가 적
어서 제한점이 있다.

핵심 되는 말 :알코올,추적 조사,음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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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도도도 신신신 정정정 호호호 교교교수수수>>>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학학학과과과

이이이 유유유 라라라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음주의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사람들은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
대를 가지고 음주를 지속 한다.가장 흔하게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socialmotives),좌절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극복해 보기 위해(copingmotives),때로는 음
주로 인한 기분 좋은 느낌들을 가지기 위함(enhancementmotives)이라고 한다
(Cooper등,1992;Sherry등,2000).또한 최근 들어 적정량의 음주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어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음주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모습들
을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음주가 지나치게 되면,음주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갈망과 금단으로 이어지는 알코올 남용과 의존이라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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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감정 또한 깊어져 우울과 자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Murphy 등,
1990),종국에는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Fillmore등,2003).일단 문제 음주가 시작되면,개인 스스로가 음주를 줄이
는 것이 쉽지 않으며(Bensley등,1990),일정기간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재발
이 잦기 때문에 이후로도 지속되는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Schutte등,2003).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병리적 음주행태를 가진 개인 뿐 아
니라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적 사업들에 대한 필
요성(Room 등,2005)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기초 연구들로 지역사회와 국가 단
위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왔다.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단위 추적연구의 결과로
음주행태의 변화와 그 변화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연령 증가(Valliant,2003),
음주 가족력(Grant,1998),음주 빈도,음주량(Rudolf등,2004),음주시기(Pitkanen
등,2005)그리고 다른 건강관련 인자들과 생활환경인자들 예를 들면 경제 상태나
학력(Droomers등,1999),결혼 상태(Leonard등,1999;Power등,1999)등이 이러
한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대상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 간에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음주의 많은 동기들 중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적응 방식으로서의 음주나 사회적 영향 등이 후기 음주 문제를 지속
하게 하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Cooper등,1992;Laurent등,1997).
우리나라에서도 음주문제를 선별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늘어

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우리와는 실정이 다른 나라들의 연구들이 대부
분이고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현재 시점 유병율 등을 조사하는 단면적 역학조사(이
동우 등,2004)로 진행되고 있는바 예방적 중재를 위한 적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단순한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음주 행태와
그 변화 등을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
인 추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따라서 저자들은 장기적인 연구의
첫 단계로 1998년 고립적 일 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
며(신정호,민성호 등,2000)이를 기초로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적조사를 계
획하였다.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추적 조사를 통해 음주 행태의 변화를 알아보고
둘째,음주를 지속하거나 음주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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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음주의 형태,다른 건강상의 이유,음주효과로
추정해 본 음주의 동기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며 셋째,이 연구와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을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현재의 결과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음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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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222...111...조조조사사사기기기간간간
1998년 4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차 조사를 하였고,6년 후인 2004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22...222...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선선선정정정 기기기준준준
199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강원도 원주시 외곽에 위치한 귀래면의 실제 인구

는 18세 이상 1,820명으로 추정되며,그 중에서 1998년 1차 조사 시에 1,058명
(58.1%)이 조사되었다.당시 조사된 남자 480명(45.4%:여자 54.6%)중에서 음주량
과 음주빈도로 계산한 일일 평균 음주량(이하 일주정량)이 90g이상이거나(신경정
신의학,2005)알코올 의존 심각도 검사(SADQ :SeverityofAlcoholDependence
Questionnaire)가 15점 이상(중등도 이상:Stockwell등,1979)인 116명을 문제 음
주군으로 선정하였고,일주정량이 12g이하이고(Rodriguez등,1999)알코올 의존
심각도 검사(SADQ)가 14점 이하(정상이거나 경도)인 116명을 비 문제 음주군으
로 선정하였다.

222...333...조조조사사사 도도도구구구
1차 조사와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나 1차 조사 시에 사용했던 조사도

구 중 몇 가지는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적용하였다.조사 도구는 18페이지 분
량의 설문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111)))사사사회회회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자자자료료료 및및및 기기기초초초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조조조사사사
사회 인구학적 자료로 피조사자의 연령,성별,학력,직업,종교,결혼 상태,의

료형태,거주 형태 등을 조사하였고 생활수준은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물어
조사하였다.기초 건강습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운동,식사,수면,흡연 등 건강전
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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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알알알코코코올올올 관관관련련련 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대상자의 현재,과거의 음주여부와 음주 시작시기,최종 음주일,평균 음주량과

음주 빈도,총 음주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33)))알알알코코코올올올 효효효과과과 평평평가가가표표표(((AAAEEEQQQ:::AAAlllcccooohhhooolllEEEffffffeeeccctttsssQQQuuueeessstttiiiooonnnnnnaaaiiirrreee)))
알코올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며 강화효과는 물론 바람직스럽지

못한 효과들도 평가한다.총 40개의 가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다시
8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는데,전반적인 긍정적 평가항목(Globalpositive
scales :POS),사회적-신체적 유쾌 항목(Socialand physicalpleasure scales
:SPP),성적 증진 항목(Sexualenhancementscales :SEX),힘과 공격성 항목
(Power and aggression scales :AGG), 사회적 표현능력재고항목(Social
expressiveness scales :SOC),이완과 긴장 감소항목(Relaxation and tension
reductionscales:REL),신경 안쓰임 항목(Carelessunconcernscales:CU),인지
및 신체 결손 항목(Cognitiveandphysicalimpairmentscales:IMP)이다(Brown
등,1980;Rohsenow등,1983).

444)))알알알코코코올올올 의의의존존존 심심심각각각도도도 검검검사사사(((SSSAAADDDQQQ:::SSSeeevvveeerrriiitttyyyooofffAAAlllcccooohhhooolllDDDeeepppeeennndddeeennnccceeeQQQuuueeessstttiiiooonnnnnnaaaiiirrreee)))
문제 음주 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이며,신체적 금단,과음 후 정서적 금단,

금단해소를 위한 음주여부,음주량 및 회복의 속도 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고,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0.거의 그런 일이 없다,1.가끔,2.자
주,3.거의 항상 으로 점수화 하며 총점은 60점이다.알코올 의존 정도의 기준은
31점 이상은 중증(Severe),30~15점은 중등도(Moderate),14점 이하는 경증 또는
알코올 의존이 없음(MildtoNormal)으로 구분한다(Stockwell등,1983).

555)))음음음주주주 절절절제제제 척척척도도도(((DDDRRRSSS:::DDDrrriiinnnkkkiiinnngggRRReeessstttrrraaaiiinnntttSSScccaaallleee)))
음주 문제의 발현과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검사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문제,전반적 충동성,음주와
관련된 외부 자극들에 대한 즉각적 반응 및 갈등 등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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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Curry등,1987).

222...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정정정리리리
사전에 본 조사에 대한 취지와 조사도구의 내용 및 조사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5명의 정신과 의사와 4명의 사회복지사가 조사 대상자를 가정방문 하고 조
사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자료 입력 시 누락된
부분과 오류를 교정하고 필요시 전화나 재 방문을 통해 보완하였다.조사 시 거주
불명,이사,면담거부,여러 차례 방문 시에도 계속 부재중인 경우 등을 미조사로
분류하였으며,실제 조사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조사에 협
조가 불가능한 경우를 질병군으로 분류하였고 1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2차 조사
당시에 사망한 경우를 사망군으로 분류하였다.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군의
기준은 1,2차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구분을 위하여 1차 조사 시에 문제 음주군이
었으나 현재 더 이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비 문제 음주화 군으로,지속적으로
문제 음주를 지속하고 있을 시에 지속 문제 음주군으로,1차 조사 시에는 비 문제
음주군 이었으나 2차 조사 시에 문제 음주군의 기준에 맞게 되면 문제 음주화 군
으로,지속적으로 문제 음주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속 비 문제 음주군으로 분류하
였다.

222...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원도우 용 SPSS12.0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test를 사용
하였으며 지속 문제 음주 군과 비 문제 음주화 군 간의 비교를 위해 Independent
t-test와 Chi-squaretest를 사용하였다.현재의 문제 음주 지속에 대한 연관성 판
정하기 위하여 logisticregressionanalysis를 사용하여,과거 음주군의 음주 지속
에 관한 임상모델을 구성하였다.모든 통계는 양측 검정이며,p값이 0.05이하일 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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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결결결과과과

333...111...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별별별 추추추적적적 조조조사사사 현현현황황황
전체 대상자 중에서 사망,질병을 포함하여 176명(75.9%)을 조사하였고 56명

(24.1%)은 이사,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못하였다.비 문제 음주군의
3.4%가 문제 음주자가 되었고,문제 음주군의 27.6%가 비 문제 음주자가 되었다.
비 문제 음주군 중 사망자는 12명(10.3%)이었으며,문제 음주자 중 사망자는 16명
(13.8%)이었다.질병군은 비 문제 음주군 중 3명(2.6%),문제 음주군 중 2명(1.7%)
이었다.(Table1)

Table1.Follow upstateoftwogroups

Note:NPD;Non-Problem Drinker,PD;Problem Drinker

Baseline Total
N(%)

NPD
N(%)

PD
N(%)

Current

NPD 65(56.0) 32(27.6) 97(41.8)
PD 4(3.4) 42(36.2) 46(19.8)
Death 12(10.3) 16(13.8) 28(12.1)
Severeillness 3(2.6) 2(1.7) 5(2.2)
Not-completed 32(27.6) 24(20.7) 56(24.1)

Total 116(100.0) 116(100.0) 2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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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별별별 연연연령령령 특특특성성성

333...222...111...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별별별 연연연령령령 비비비교교교
1998년 당시의 두 군의 평균연령은 비 문제 음주 군에서 53.0±16.1세,문제 음

주 군에서 54.2±14.4세였다.2004년 조사를 완료한 176명 중에서 사망,질병 군을
제외한 143명의 평균 연령은 61.0±13.5세였으며,비 문제 음주군(N=69)에서
61.9±14.0세였고,문제 음주군(N=74)에서 59.2±12.1세였다.1998년과 2004년 모두
두 군의 연령차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887,0.275).사망군의 평균
연령은 문제 음주 군(N=16)이 63.1±13.9세,비 문제 음주 군(N=12)이 67.8±9.8세로
문제 음주군의 평균연령이 다소 낮았으나 두 연령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p=0.328).(Table2)

Table2.Agebetweentwogroups

Note:NPD;Non-Problem Drinker,PD;Problem Drinker

N Mean
age(year) p

Baseline
NPD 116 53.9±16.1

0.887PD 116 54.2±14.4

Current NPD 69 61.9±14.0 0.275PD 74 59.2±12.1

Died
NPD 12 67.8±9.8

0.328PD 16 6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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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와와와 연연연령령령 분분분포포포
6년 전 모든 연령 군에서 연령분포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추적 조사 시 60대와 70대에서 비 문제 음주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었
다(Fig1,2)(Table3,4).

Fig.1.Distributionofdrinking
patternatbaseline

Table3.Distributionofdrinking
patternatbaseline

Fig.2.Currentdistributionof
drinkingpattern

Table4.Currentdistributionof
drinkingpattern

baseline

Total N(%)NPD

N(%)

PD

N(%)

10's 2(0.9) 0(0) 2(0.9)

20's 6(2.6) 9(3.9) 15(6.5)

30's 21(9.1) 13(5.6) 34(14.7)

40's 18(7.8) 15(6.5) 33(14.2)

50's 14(6.0) 28(12.1) 42(18.1)

60's 37(15.9) 36(15.5) 73(31.5)

70's 16(6.9) 13(5.6) 29(12.5)

80's 2(0.9) 2(0.9) 4(1.7)

Total 116(50) 116(50) 232(100)

 

        current
Total 

N(%)
NPD

N(%)

PD

N(%)

20's 2(1.4) 0(0) 2(1.4)

30's 8(5.6) 2(1.4) 10(7.0)

40's 10(7.0) 10(7.0) 20(14.0)

50's 14(9.8) 11(7.7) 25(17.5)

60's 30(21.0) 14(9.8) 44(30.8)

70's 29(20.3) 7(4.9) 36(25.2)

80's 4(2.8) 2(1.4)) 6(4.2)

total 97(67.8) 46(32.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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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 변변변화화화

333...333...111...문문문제제제 음음음주주주군군군의의의 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 변변변화화화

111)))음음음주주주방방방식식식변변변화화화
6년 전 문제 음주군으로 분류되었던 1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74명(67.2%)이

조사를 완료하였다.그 중에서 술을 끊은 사람의 비율은 14.9%였고,더 이상 문제
음주 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28.3%로 주로 60~70대가 많았다.지속적으로 문제
음주 군에 속한 사람의 비율은 56.8%로 과거 문제 음주군 중 절반 이상이 지속적
으로 문제 음주군에 속했다.(Table5)

Table5.Changeofalcoholconsumptionpatterninproblem drinker

abstained
N(%)

declined
N(%)

continued
N(%) TotalN(%)

20's 0(0) 2(2.7) 0(0) 2(2.7)
30's 0(0) 1(1.4) 1(1.4) 2(2.7)
40's 0(0) 1(1.4) 9(12.2) 10(13.5)
50's 1(1.4) 1(1.4) 11(14.9) 13(17.6)
60's 5(6.8) 8(10.8) 14(18.9) 27(36.5)
70's 5(6.8) 8(10.8) 5(6.8) 18(24.3)
80's 0(0) 0(0) 2(2.7) 2(2.7)
Total 11(14.9) 21(28.3) 42(56.8) 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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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음음음주주주량량량과과과 음음음주주주빈빈빈도도도변변변화화화

현재,조사를 완료한 6년 전 문제 음주군 74명을 대상으로 음주량의 변화를
pairedT-test로 알아보았다.6년 전의 문제 음주군의 음주량은 129.3g±106.4이고,
현재 81.1g±89.0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p<0.01),술을 끊은 사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술을 마시는 63명만을 비교하였을 때,6년 전 음
주량은 139.34g±108.7였고,현재는 94.8±89.6로 감소하였다(p<0.01).문제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42명을 비교하였을 때는 6년 전 음주량 157.5g±128.0이며,현재 음
주량은 127.9±92.9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p=0.201).(Table6)
현재까지 음주를 지속하는 63명의 음주빈도는 6년 전과 비교하여 증가한 사람

이 6명(9.5%),감소한 사람이 21명(33.4%),변화 없는 사람은 36명(57.1%)이며,변
화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일주일에 3~4회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들로 그 중에
서 33명(52.4%)는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었다.(Table7)
Table6.Changeofalcoholconsumption

Note:PD;Problem Drinker

Table7.Changeofdrinkingfrequency

N
Dailydrinkingamount(gram)

pbaseline
(Mean±SD)

current
(Mean±SD)

Total 74 129.3±106.4 81.1±89.0 0.001
Drinkeronly 63 139.3±108.7 94.8±89.6 0.006
PDonly 42 157.5±128.0 127.9±92.9 0.201

baseline(N) total
N(%)<2/week 3~4/week everyday

Notchanged 0 3 33 36(57.1)
current increased 5 1 - 6(9.5)

decreased - 4 17 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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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222...비비비 문문문제제제 음음음주주주군군군의의의 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 변변변화화화
6년 전 비 문제 음주군으로 분류되었던 1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69명(59.5%)

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6년 전 조사 시에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끊었던 사람의
비율은 56.5%였고 소량의 음주를 했던 사람은 43.5%였다.6년 후 술을 마시지 않
거나 끊은 사람의 비율은 61.0%,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39.0%였다.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끊었던 사람 중 23.0%가 현재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있었고,2.6%가 문제
음주군이 되었다.술을 끊었던 9명 중에서는 33.3%가 다시 소량의 음주를 시작했
다.소량의 술을 마시던 사람 중 43.5%가 술을 끊었고,10%는 문제 음주군이 되
었다.(Table8)

Table8.Changeofalcoholconsumptionpatterninnon-problem drinker
Baselinenon-drinker/abstainer

(N=30/9)
baselinesmalldrinker

(N=30)
no

drinking
N(%)

small
drinking
N(%)

problem
drinking
N(%)

no
drinking
N(%)

small
drinking
N(%)

problem
drinking
N(%)

30's 1(2.6) 2(5.1) 1(2.6) 2(6.7) 2(6.7) 0(0)
40's 2(5.1) 2(5.1) 0(0) 3(10.0) 2(6.7) 1(3.3)
50's 3(7.7) 1(2.6) 0(0) 1(3.3) 7(23.3) 0(0)
60's 7/4(17.9/10.3)0/3(0/7.7) 0(0) 3(10.0) 0(0) 0(0)
70's 7/2(17.9/5.1) 1(2.6) 0(0) 4(13.3) 2(6.7) 2(6.7)
80's 3(7.7) 0(0) 0(0) 0(0) 1(3.3) 0(0)
Total 29(74.4) 9(23.0) 1(2.6) 13(43.5) 14(46.7)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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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음음음주주주 행행행태태태 변변변화화화와와와 관관관련련련한한한 특특특성성성 비비비교교교
과거,문제 음주군 이었던 사람들 중 현재 까지 문제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군

을 지속 문제 음주군으로,현재 더 이상 문제 음주를 하고 있지 않은 군을 비 문
제 음주화 군으로 나누고,과거 비 문제 음주군 이었던 사람들 중 현재 지속적으
로 문제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을 지속 비 문제 음주군으로,현재 문제 음주를 하고
있다면 문제 음주화 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333...444...111...사사사회회회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비비비교교교
연령은 지속 문제 음주군이 59.5±11.6세였고,비 문제 음주화 군은 64.4±13.1세,

지속 비 문제 음주군이 61.3±13.5세,문제 음주화군이 56.8±18.7세였으며 분산분석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흡연 시작
연령의 차이는 없었으나 지속 문제 음주군과 지속 비 문제 음주군 사이의 흡연량
의 차이를 보였다(p=0.05).경제 상태,학력,결혼 상태,종교에 따른 차이는 네 군
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지속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
경제 상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25).(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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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Demographic,socioeconomic& healthfunctionsbetweengroups

Note:SES;socioeconomicstatus,NPD;Non-Problem Drinker,PD;Problem Drinker
*;p<0.05,

BaselineNPD BaselinePD
CurrentNPD
(N=65)

CurrentPD
(N=4)

CurrentPD
(N=42)

CurrentNPD
(N=32)

aaagggeee(((YYY))) 61.3±13.5 56.8±18.7 59.5±11.6 64.4±13.1
eeeddduuucccaaatttiiiooonnn
elem.& below 34(52.3%) 1(25%) 29(69.0%) 21(65.6%)
middle-high 26(40.1%) 3(75%) 12(28.6%) 7(21.9%)

college& above 5(7.6%) 0 1(2.4%) 4(12.5%)
MMMaaarrrrrriiiaaagggeee

unmarried 3(4.6%) 0 1(2.4%) 2(6.3%)
married 55(84.6%) 4(100%) 35(83.3%) 26(81.3%)

widowed/separated 6/1(10.8%) 0 3/3(14.2%) 4/0(2.8%)
sssmmmoookkkiiinnnggg N=37 N=3 N=32 N=22

startage(Y) 22.2±6.0 20.7±1.2 20.2±4.0 21.1±4.5
dailyamount 17.8±7.5* 12.3±4.6 21.9±9.0* 19.5±9.3

RRReeellliiigggiiiooonnn
irreligious 38(58.5%) 2(50%) 25(59.5%) 15(46.9%)
buddhistic 36(25.2%) 1(25%) 14(33.3%) 9(28.1%)
christian 15(23.0%) 1(25%) 2(4.8%) 7(22.0%)
other 0 0 1(2.4%) 0

SSSEEESSS
veryhigh 1(1.5%) 0 0 0

high 8(12.3%) 0 3(7.1%) 9(28.1%)
middle 35(53.8%) 2(50%) 22(52.4%) 9(28.1%)
poor 17(26.2%) 2(50%) 11(26.2%) 12(37.5%)

verypoor 4(6.2%) 0 6(14.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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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222...음음음주주주 관관관련련련 인인인자자자 비비비교교교
과거의 음주 시작 연령은 지속 문제 음주 군에서 19.9±4.8세이고 지속 비 문제

음주군에서 24.1±6.9세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군간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과거 문제 음주 여부와 관련하여 6년 전 일일 평균 음주량과
AEQ총점은 차이를 보였고,주목할 만하게 지속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화군
의 과거 음주량도 차이를 보였으나 문제 음주의 위험성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도
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DRS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현재 AEQ,SADQ값은
현재의 음주여부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였고,음주량 역시 현재의 음주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AEQ에서 하위 항목들을 비교하였을 때,과거의 AEQ의 하위 8개
의 항목들은 모두 6년 전 음주여부와 연관하여 차이를 보였고,현재의 AEQ의 하
위 항목들은 공격성과 성적효능 항목에서 지속 문제 음주군과 지속 비 문제 음주
군간의 차이만 보였고 다른 항목들은 과거의 음주 여부와 연관하여 차이를 보였
다.단 하위 항목 비교 시 문제 음주화 군과의 비교는 그 숫자가 적어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Table10)
Table10.Alcoholrelateddatabetweengroups

Note:NPD;Non-Problem Drinker,PD;Problem Drinker
NS;Notsignificant,*;p<0.05,**;p<0.01

BaselineNPD BaselinePD
pCurrent

NPD
(N=65)

CurrentPD
(N=4)

CurrentPD
(N=42)

Current
NPD
(N=32)

drinkingstart 24.1±6.9* 24±5.3 19.9±4.8* 22.9±8.5 NS
bbbaaassseeellliiinnneee
consumption/d 1.3±2.7 3.2±4.3 157.5±128.0 92.3±49.9 0.00**

AEQ 7.0±9.1 18.5±15.7 22.0±8.6 20.4±8.5 0.00**
DRS 20.5±4.5 22.5±2.1 20.3±4.9 20.4±4.3 NS

cccuuurrrrrreeennnttt
consumption/d 4.4±11.1 148.5±56.2 127.9±92.9 19.6±19.2 0.00**

SADQ 1.7±3.0 7.5±2.6 14.1±9.7 3.17±4.0 0.00**
AEQ 10.3±9.0 15.0±12.2 21.3±7.5 21.7±7.7 0.00**
DRS 20.3±3.4 20.7±3.5 21.4±4.0 19.6±3.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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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지지지속속속 문문문제제제 음음음주주주군군군과과과 비비비 문문문제제제 음음음주주주화화화 군군군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문제 음주군에서 후기의 음주 문제의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지속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화 군을 비교하였다.

333...555...111...사사사회회회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비비비교교교
6년 전과 현재 모두 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 운동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 의

의는 없었다.현재의 경제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 좀 더 높
은 생활수준을 보였다(p=0.025).질병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조사한 고혈압,당뇨,
간장질환,신경염,위장질환,대장질환,췌장질환,심장질환,불면증,우울증,성기능
장애,암,중풍 등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고 비 문제 음
주화 군에서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았다.학력,결혼상태,종교,주거형태,수면,흡연,아침식사,불면증
여부 등은 chi-test상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11).

Table11.Demographic,socioeconomic& healthfunctionsbetweentwogroups

Note:PD;Problem Drinker,SES;SocioEconomicStatus,*;p<0.05

ContinuousPD
(N=42)

NomorePD
(N=32) p

Age 59.5year±11.6 64.4year±13.1 0.089
Baselineexercise 2(4.7%) 5(15.6%) 0.228
Currentexercise 1(2.3%) 5(15.6%) 0.079
CurrentSES 0.025*
Diabetes 1(2.3%) 5(15.6%) 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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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222...음음음주주주 관관관련련련 인인인자자자 비비비교교교
과거의 평균 음주량은 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 유의미하게 낮았고(p<0.01),음

주 시작 시기는 지속 문제 음주 군이 더 이른 시기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
었다(Table10).6년 전에 측정한 AEQ,DRS,SADQ의 총점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알코올 효과 평가표(AEQ)에서 하위 항목들을 비교하였을 때,지
속 문제 음주군에서 부끄러움 경감효과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66.7%,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 43.5%로 지속 문제 음주군에서 부끄러움 경감효과를 보고하는 비
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으며,정돈된 느낌에 대해서는 지속
문제 음주군에서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5.7%,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는 12.5%
로 지속 문제 음주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공격성 등의 효과에 대
한 응답 비율도 지속문제 음주군에서(45.2%)비 문제 음주화 군(21.9%)보다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았다.기분 상승의 효과에 대한 응답은 비 문제 음
주화 군(90.6%)에서 지속 문제 음주화 군(81.0%)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
로 의미 있지 않았고 다만 생각이 빨리 나지 않음 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비 문제 음주화 군(71.9%:40.5%)에서 높았다.알코올 의존 심각도(SADQ)
에서 해장술에 대한 욕구가 지속 음주군에서 때때로,자주,거의 항상으로 대답하
는 비율이 높아 chi-test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p<0.05)그외
다른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Table12)
6년 후 같은 조사지로 조사한 결과,장래가 밝아진다는 항목에서 지속음주군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적었고(31.0%:59.4%,p<0.05),공격적인 된다,곤란한
일을 꺼내기가 쉽다,신경을 덜 쓴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았다.(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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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2.Alcoholrelateddatabetweentwogroups

Note:PD;Problem Drinker,*;p<0.05,**;p<0.01

ContinuousPD
(N=42)

NomorePD
(N=32) p

AEQ
lessshameful 28(66.7%) 14(43.5%) 0.098
elevatedmood 34(81.0%) 29(90.6%) 0.070
aggressive 19(45.2%) 7(21.9%) 0.082
thoughtdullness 17(40.5%) 23(71.9%) 0.004**
tidyfeeling 15(35.7%) 4(12.5%) 0.056

CurrentAEQ
brighterfuture 13(31.0%) 19(59.4%) 0.016*
aggressive 24(57.1%) 10(31.3%) 0.057
lessconcerning 26(61.9%) 12(37.5%) 0.061

SADQ
drinkingurgeto
relievehangover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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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과거에 문제 음주 군이었던 사람들 중에서,현재,문제 음주의 지속 여부를 당
시의 각 변인들을 이용하여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
을 사용 하였다.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조사하였을 때,일일
음주량이 많을수록,알코올 효과 평가표에서 부끄러움 경감,정돈된 느낌,성관계
가 증가의 효과를 느낄수록 문제 음주가 지속될 위험이 높은 반면,기분 상승,술
을 마시면 빨리 생각이 나지 않음 등의 효과를 느끼면 후기에 문제 음주를 중단
할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13).

Table13.Logisticregressionanalysisofproblem Drinking

OR:oddratio,C.L.ConfidenceInterval,

OR 95% C.I. p
Dailyalcoholamount 1.012 1.001-1.023 0.030
Lessshameful 5.538 1.208-25.39 0.028
Elevatedmood 0.059 0.005-0.731 0.027
Thoughtdullness 0.038 0.006-0.230 0.000
Tidyfeeling 7.943 1.302-48.45 0.025
Increasedsexualactivity 13.05 1.926-88.4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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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고고고찰찰찰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문제 음주군의 비율은 감소했고 이는 이 지역 전체
의 변화라기보다 노인 인구에서 음주량과 음주 빈도 감소,음주의 중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다.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
구 결과들(Fillmore등,1987;Adams등,1990)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으나 이러
한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것 같다.Shaper등(1995,2000년)은 기존의 연구
들에서 음주와 관련된 조기 사망으로 인하여 노인에서 음주율이 낮아진다는 건강
한 생존자의 영향(Healthy-SurvivorEffect)을 보고한 바 있으며,문제 음주자들이
조기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술을 끊었을 가능성(Sick-quittereffect)과 그로
인하여 안정적 단주자(stableabstainer)가 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군의 사망자간의 연령차가 의미 있
지 않았고,질병 유병율에도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문제
음주군에서 음주량,음주빈도가 감소했고,음주 중단의 비율이 연령과 관련하여 높
게 나타났다.노인에서 알코올 대사능력이 감소되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다
면 이러한 음주의 감소가 자연적인 현상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문제 음주자의 반 이상은 지속적으로 매일 음주하며,음주량에 있어서도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 바,이러한 전반적인 음주 행태 감소를 저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6년 전 문제 음주군으로 분류되었던 군 중에서 현재까지
문제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군이 현재 문제음주를 중단한 군보다 6년 전 음주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고,SADQ의 하위 항목에서도 아침에 해장술에 대
한 욕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아침에 해장술 욕구가 이미 신뢰성을 입증한
CAGE검사(Mayfield 등, 1974). 항목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현재까
지 문제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군은 이미 과거에 알코올 중독의 경향성을 보였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Collins등(1996년)은 문제 음주자들을 대상으로한 연
구에서 스스로 음주를 중단하려는 노력과 자기 경고(self-monitoring)가 음주의 행
태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했음을 보고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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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문제 음주군 혹은 중독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음주 행태를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겠다.반대로 과거의 문제 음주의 경향성
이 적다면 음주를 줄이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며,실제 Rudolf등(2004
년)은 10년간 노인인구의 음주 연구에서 과거의 음주량,흡연,과음,음주로 인한
문제가 적을수록 이러한 음주 감소 경향이 더 뚜렷한 것을 보고했다.
하지만 음주량이나 음주의 심각성과 함께 다른 영향들을 고려한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은 이와는 상반된 결론들을 보이기도 하였다.사회 인구학적 특징이 다른
두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Valliant등,2003),문제 음주가 심각한 그룹에서는 오히
려 단주(abstinence)의 비율이 높았고,좋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알
코올에 관련된 취약성(가족력,조기 발병 등)이 없는 군에서 오히려 음주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지만 Valliant의 연구는 알코올 남용을 기준
으로 문제 음주의 지속을 평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SADQ에서 중등도 이상의
의존 형태를 가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문제 음주 지속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문제 음주가 심각한 그룹에서 단주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앞에서
설명한 sick-quittereffect같은 추가적인 요인들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본
연구의 기초조사를 보면,Valliant의 결과와는 달리 지속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화군의 6년 전의 경제 상태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오히려 현 시점에
서 지속 문제음주군이 비문제 음주화군보다 경제 상태가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
었다.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경제 상태가 나쁘면 음주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다른 여러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문제 음주의 지속의 결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
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력 등 취약성
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이러한 요인들이 문제 음주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
인임을 감안할 때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문제 음주를 지속시키는 음주의 동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Rudolf(2004년)는 그의 연구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나 회피
적 대응전략 등이 후기의 음주 문제를 늘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Sherry(2000년)등도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socialmotives)보다 자신의 부
정적인 감정들을 감소시키기 위해(copingmotives)또는 그로 인한 긍정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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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기 위해(engancementmotives)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과음하거나 문제
음주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Valliant역시 회복(recovery)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 재발로 인한 즉각적인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을 때 음주문제
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음주의 동기를 직접 조
사하진 못했지만,알코올 효과 평가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
는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대상자들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알코올 효과 평가표
에서 부정적 결과(negativeconsequence)중 하나인 “술을 마시면 나는 생각이 빨
리빨리 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서 비 문제 음주화 군이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부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의 인식이 음주의 행태를 감
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술을 마시면 나는 부끄러움을 덜 탄
다”등의 몇 가지 항목이 음주의 동기 중 부정적 감정 상태의 대응 전략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하지
만 음주로 인한 우울증의 동반여부와 회피적인 대응전략이 문제 음주를 심화시킨
다는 여러 연구결과들(LaurentJ등,1997년;Evans등 1995년)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현재 지속 문제 음주군에서 음주시 장래가 밝아짐의 응답이 적은 것,신
경이 덜 쓰임 등의 응답이 많은 것 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들로 우울증이나
대응전략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추가적으로
Valliant(2003년)등이 영적인 프로그램에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참여하는 것,단주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을 주며,특히 그 중 단주 동맹에 참석하는 것
은 회복(recovery)을 20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
독 경향이 강한 지속 문제 음주군에 대해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
을 것 같다.1998년 저자들의 기초 조사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언
급을 하고 있는 바 이 연구의 여러 제한점들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국내에서,알코올에 대한 추적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6년 동
안의 한 지역에 걸쳐 전향적인 추적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일반적
인 인구에서도 그러하듯 1998년 조사 당시 여성에서의 문제 음주자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적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남자로만 국한하였고,농촌 사회의 구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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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거주자와는 달리 실제 거주하고 있어 조사한 참여한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로,노인 인구로 치우쳐 있어 일반 인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을 수 있겠다.둘째,여러 이유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거주지 미
상,실 거주지 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조사를 완료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져 그
유효성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유병율의 변화 등에 대한 접근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셋째,음주 변화에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질병에 대한 표준화된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대상자 수가 적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유병률이 그
다지 높지 않았음으로 인해 질병 상태로 인한 음주 행태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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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적 고립적인 일 산촌 지역의 6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군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음주 행태의 변화를 알아보았고,이
에 동반된 특성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째,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주행태가 술을 끊어가거나 줄여가는 형태로 나

타나며,음주량과 음주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 째,기초조사에서 문제 음주 군인 사람들 중에서 14.9%는 음주를 중단했고,

28.3%는 음주량의 감소를 보였으나 절반 이상에서(56.8%)에서 문제 음주를 지속
하고 있었다.비 문제 음주군인 사람들 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56.5%에서 61.0%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다.
셋 째,전반적으로 음주량과 음주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속 문제

음주군 에서 음주량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으며,기초조사에서 매일 음주하던 50
명 중에서 33명(49.6%)은 여전히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넷 째,지속 문제 음주군과 지속 비 문제 음주군 사이의 과거 흡연량의 차이가

있었다.음주 여부와 관련하여 음주량,AEQ값의 차이를 보였다.
다섯 째,지속 문제 음주군과 비 문제 음주화 군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지속

문제 음주군에서 나이가 더 적었으나,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았고,이전의 경제
상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6년 후 경제 상태의 차이를 보였다.두 군의 6년 전
음주량에서 지속 문제 음주군이 비 문제 음주화 군보다 일일 평균 음주량이 의미
있게 많았고(p<0.01),음주 시작 시기는 지속 문제 음주 군에서 평균값은 더 어리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AEQ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비 문제 음
주화 군에서 음주시 생각이 빨리 나지 않음을 호소한 사람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p<0.01).또한 SADQ 하위 문항에서 아침에 해장술 욕구가 지속 문제 음주 군에
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6년 후 AEQ 하위 질문들 중 음주 후 장래가 밝아
보임에 대한 문항에 지속 문제 음주군에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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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째,비 문제 음주화 군에서 당뇨의 유병율이 더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었고,다른 질병들은 빈도수가 적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일곱 째.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일일 평균 음주량과 AEQ에서의 부끄러움 경

감,정돈된 느낌,성관계 증가가 후기 문제 음주 지속 여부와 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분상승,술을 마시면 빨리 생각이 나지 않음이 문제 음주 지속 여부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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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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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University

Westudied thechangesofalcoholusebehaviorand attributing factors
throughtwointerviewsconductedbetweena6yearsspanat1998and2004.
We selected 116 problem drinkers and 116 non-problem drinkers among
previouslystudied480men.Weusedbasicepidemiologicinformations,alcohol
behaviorquestionnaire,AEQ(AlcoholEffectsQuestionnaire),SADQ(Severityof
AlcoholDependenceQuestionnaire),DRS(DrinkingRestraintScale)andsoon.
Results of alcohol behavior changes was mostly a decline of alcohol
consumption and frequency by age,butcontinuously problem drinkers is
exhibitednochangeintheiralcoholrelatedproblems.Weguessedthatthese
observationsresultedfrom theiraddictivepatternanddecreasedawarenessof
alcohol'snegativeconsequences.Howeverthisstudy hadsomelimitations;
Oursampleonly consistedofthemalegender,and theiraverageagewas
greaterthanthegeneralpopulation.Furtherstudyisrequired.

Keywords:alcoholusebehaviorpattern,alcohol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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