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절주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금    이



근로자 절주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지도  이  정  렬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금    이



김금이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6월    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오늘 논문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떠 올리
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간호대학 학장님으로

서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배려와 격려를 잊지 않으시던 이정렬 교수님께 심
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움을 청할 때마다 마다 아니하시고 부
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김희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연구방법론적인 부분의 비
판적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태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범이론적 모델을 기틀로
연구를 시작하려할 때 연구설계의 틀을 잡아주시며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용기
를 북돋아주신 김주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음주를 주제로 중재 연구를 할 때의
어려운 현실적 여건에 대한 지도를 해주신 이성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학위 과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늘 격려로 용기를

주신 김의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초기 alcohol도구의 사용 허락과 연구설계할 때 고려해야 사항에 관해 세

심한 자문을 해주신 UniversityofRhodeIsland의 CancerPreventionResearch
Center의 Laforge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통계방법 자
문을 급하게 구할 때마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백희정 선생님,홍대용 교수님의
친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연구 중재로 인해 여러 번의 임상검사와 자료 수집동안 누락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일일이 채근하며 협조해 주신 대우조선해양(주)의 산업보건안전팀의
김철관 이사님,박원열 팀장님,하요종 부장님,박정선 산업간호사 선생님,거제시
보건소의 정기만 소장님,김정곤 계장님,김미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역시 연

구에 참여하여 준 우리 사무직 근로자분들로 기억하며,자료수집 때마다 일일이
참석하여 준 일,중재기간 동안 내내 진심으로 신중한 태도로 음주일지를 써서 제



출하고 토론에 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
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용기를 가지도록 북도우어 주신 김

영주 교수님,음주와 임상검사의 상관관계에 관한 진지한 자문을 해주신 변흥수
내과 원장님 감사 드립니다.
살아 계셨다면 가슴 가득한 사랑의 말씀으로 축하해 주셨을 아버님,그리고 자

주 찾아뵙지 못하는 며느리를 이해해 주신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그 누구보다
도 딸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지나칠 정도의 걱정으로 애써주신 어머니,가까이에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창이 되어 준 언니들,동생과 제부,조건 없는 사
랑을 일깨워주는 조카들 제겐 이런 소중한 가족들이 늘 같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
실이 더 값지다고 느낍니다.
가장 가까이서 부족한 아내를 인내로서 참아내며 감싸준 남편에게 미안함과

더불어 큰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2006.6

연구자 김금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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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근근근로로로자자자 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및및및 효효효과과과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근로자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중재 프로
그램 개발,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의 세단계로 진행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

일까지 한 달간 거제지역 조선 제조 산업장의 근로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현재 보유한 질환,음주관련
특성,음주행위 변화단계 및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음주의 의사결정균형을 포함
하였다.결과는 기술통계와 x2-test및 ANOVA,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기초조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기본틀

을 작성하였으며,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을 주요 중재 전략으로 개
발하였다.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은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였다.또한 교육 자료의 내용 및 진행절차는 근로자 5인과 산업 간호사 3인에게
의뢰하여 추가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단일군 전후시차

설계이며 유사실험 연구이다.2006년 4월 6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거제지역 조
선 산업장 사무직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해당 산업장 보건관리자인
산업 간호사에 의하여 1주 이내에 2회씩,1회당 20분간,9주간 18회 시행되었다.
중재는 개별상담과 집단토론 및 보건교육 방법으로 진행되었고,3주일 간격으로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점수를 측정하였고 그에 적합한 전략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중재 프로그램 전후 측정한 내용은 변화단계,변화
과정,자기 효능감,음주의 의사결정균형,음주량,임상검사인 ALT,AST,GGT,
Totalcholesterol,Triglyceride,FBS,B.P.BMI를 포함하였다.결과는 기술통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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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시기별 차이의 Paired-test및 RepeatedMeasured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기초 조사의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서 성별분포는 남자가 95.4%,여자가

4.6%였다.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56.5%로 가장 많았다.교육수준은 고졸이
57.4%로 가장 많았고,결혼상태는 미혼이 60.6%이며,동거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64.8%로 높았고,근무부서는 현장기술직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연구 대상자의 음주회수는 1주에 1-2회가 40.7%로 가장 높았고,음주하는

술의 종류에서는 소주가 74.5%로 가장 많았다.술을 마실 때 한 좌석에서 연속으
로 마시는 술잔의 회수 6-10잔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8.98잔 이었다.
현재 절주를 시도한 대상자 중 절주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5.5%로

가장 높았고,절주를 실패한 이유로 대인관계유지를 위해 음주를 해야 할 것 같다
가 47.0%,의지력이 약해서가 22.0% 순으로 높았다.절주를 실천하는 성공적 전략
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가 55.3%로 가장 높았다.
3)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는,계획전 단계,계획단계에 77.5%가 치중되어

있었다.
4)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은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

로 이행할수록 변화과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3),인지 변화과정은 계획단
계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4),행위 변화과정은 유지 및 실행단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11).
변화과정의 점수는 평균 3.04이며,평균보다 높은 개념은 자기해방,돕는 관계,

자기재평가,역조건화,사회적 자유 순이었고,평균보다 낮은 개념은 자극관리,극
적위안,의식고양,환경재평가,우발가능성 순이었다.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각 개념별 차이분석에서,자극관리는 계획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높았고,변화단계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3),사회적 자유 점수는 계획단계에서 가장 높았고,변화단계별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20).환경재평가 점수는 준비단계에서 가장 높았으며,변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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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8),인지 변화과정은 계획단계에서 가장 높았고,변
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4),행위 변화과정은 준비단계에 가장 높았
고,변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11).
자기 효능감의 점수는 평균 2.94이며,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이행

할수록 증가하였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5).의사결정균형의 음주로
인한 이익의 점수 평균은 2.99,음주로 인한 손실의 점수 평균은 2.74,이익과 손실
의 차이는 0.26으로 전반적으로 음주의 손실보다 음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이익에 대한 평균점수는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음주의

이익이 감소하였으며,음주의 손실은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와 실행 및 유지단
계로 갈수록 음주의 손실이 증가하였고,음주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는 계획전 단
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2,개발된 근로자의 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자기 효능감,

의사결정균형의 구체적인 중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3.개발된 절주 중재프로그램 효과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절주 중재 대상자의 특성에서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62.5%였고,교육수준은

4년 대졸이상 68.8%,결혼상태는 기혼이 100.0%,근무경력 21년 이상은 50.0%이었
으며,선호하는 주된 술 종류는 소주가 93.8%,음주빈도는 주 1~2회가 43.8%,주
3~4회가 37.5%였고,보유 질환명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과
체중 5명,당뇨 4명,고혈압 4명,고지혈증 3명이었다.
2)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는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유의한 증가 차이(t=-5.295,p=.000)를 보여 지지
되었다.
가설 2.‘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과

정(인지 변화과정,행위 변화과정)이 증가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
시 후에 변화과정(t=-4.067,p=.001),인지 변화과정(t=-3.841,p=.002),행위 변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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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t=-3.406,p=.004)이 각각 유의한 증가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 3.‘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의 자기

효능감이 증가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자기 효능감의 유의
한 증가 차이(t=-2.460,p=.027)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 4.‘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 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 이익이 감소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음주 이익
의 유의한 감소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지되지 못하였다.
가설 5.‘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 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 손실이 증가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음주 손실
의 유의한 증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지되지 못하였다.
가설 6.‘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 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이익과 음주손실의 차이가 감소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
시 후에 음주이익과 음주손실 차이의 유의한 감소 차이(t=3.006,p=.009)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7.‘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1회 음주량 및 주

별 음주량이 감소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1회 음주량의 유
의한 감소 차이(t=3.994,p=.001>와 주별 음주량의 유의한 감소 차이(t=3.734,
p=.002)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8.‘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임상검사 수치가 감소할 것

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간 기능수치,혈중지질 수치,혈압수치
수치,체질량 지수의 유의한 감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혈당수치는 유의한 감소
차이(F=3.684,p=.002)를 보여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과음행위 특성을 반영하여 범이론적 모

델을 토대로 개발된 본 연구의 근로자 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산업장 근로자의 음
주행위가 절주를 위한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이행되게 하였고,변화
과정,인지 변화과정,행위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을 증가하게 했으며,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와 1회 음주량과 주별 음주량은 감소하게 했으
며,공복시 혈당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절주를 위한 음주행위의 중재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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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음주 분야의 절주 중재에 범이론적 모델의
실무 실용성이 검증되었으므로,지역사회간호사가 실무현장에서 과음자의 절주행
위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집단적 보건교육 보다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
램 중재 전략인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기초를 두고,변화과정 증진,자기
효능감 촉진,음주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대상자의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객관적 측면인 생리적 변화를 회환기전으로 활용하는 개인상담 방법을 적
극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주 실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근로자,음주,범이론적 모델,절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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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음용이 일반화되어 온 기호
식품이며 동시에 그 주요 성분인 알코올은 독특한 약리적 작용을 갖는 약물이기
도 하다.술은 많은 경우 사교적 소통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촉매제로서 축제
나 모임에서 흥을 북돋우어 주고,조직 구성원간의 결속력의 강화와 문제의 원활
한 해결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어 술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뿌리내려져 있다.하지만 술은 신체적,정신적,가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어 적절한 음주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득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악을 주는 경우가 많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
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1인당 평균 술 소비량은 2홉들이 소주 26.0L(72.2병),맥
주 53.1L(150캔),탁주 5.3L,기타 술 63.4L로 가히 세계적이며(통계청,2004),교통
사고의 13.0%,교통사고 사망의 15.4%가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2003,경찰
청),우리나라 성인의 21.98%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이정균과 이규항,1994),10명 중 최소한 2명은 음주로 인한 정신 질환을 경험하
고 있는 셈이고 음주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나 음주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환자
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과음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역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진규 등,2006).하지
만 문제 음주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음주량과 음주빈도 등에 대한 강
약 조절이 어려운데,특히 술에 대하여 관대한 허용적 문화규범을 가진 한국 사회
에서 과음 및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만취시에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이어서 알코올 중독 등 음주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광기,1997).과음과 폭음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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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정신적인 질병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즉 많은 양
의 술을 자주 마시면 신체적으로 뇌와 위장관 손상을 비롯하여 간장 질환,심혈관
계 질환 등의 질병발생 증가와 성기능 및 생식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불면·치매·
자살 등의 심리적 문제와 폭력·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고(이원재,1996),특히 WHO에서는 음주는 교통사고 이외에도 작업장 사고,
가정 및 여가활동사고와 관련성이 높으며,상당한 정도의 가족해체,가정폭력,아
동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Lehto,1995).최근 우리나라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1997년의 GNP의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
고 되고 있다(통계청,2000).특히 산업장에서는 음주 관련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김상대 등,1999;이미형과 이영자,2000).즉 음주는 산업장의 결근,
건강비용,사고,생산성 저하,정신건강,가족관계 악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Masi& Friedland,1988).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들은 힘든 작업환경으로 인해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휴식과 여가 선용
등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건강을 위협하는 술이나 담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더욱이 성인 남자의 경우 무분별한 음주행위조차도 관대하게 받아들여
지는 문화권에서 이들에 대한 음주문제를 더 이상 개인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산업장내 음주문화의 개선과 개인의 음주행위 교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도모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건강전문인의 적절한 서비스가 요
구된다.음주행위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과 인간행동의 측면에서 파악하
는 생·심리사회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과음 빈도가 높은 성인으로 구성된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절제나 감량을 위
한 음주자의 행위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중재
의 예방효과 면에서 산업보건관리의 의의가 더 크다고 하겠다(김광기,1996).나아가 산업장
은 교육의 효과성이 뛰어난 곳이므로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하는 것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산업간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
고 이는 기업경영 차원에서 높은 생상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은 Prochaska & DiClemente(198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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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cross(1992)가 건강관련 행위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모델로서,사람은 건강행위를 실천하고 유지하기까지 점진적인 변화단계에
의해서 변화함을 가정하고 있고,만성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상자들이
어떻게 건강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개인이 건강행위를 실
천하는데 일련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변화단계와 각 단계의 행위변화를 위
해 사용되는 전략인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개념을 이 모형에다 통
합시켰다.즉 사람들은 행위변화를 시도할 때 일련의 단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
제에 기초하며,행위의 변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경험과 행동들(변화
과정)은 변화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의 변화단계에 적절한 변화과정들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문제
음주자의 절주 중재효과를 검증하는데 범이론적 모델의 타당성과 실무 적용의 유
용성이 지지되었다(Carbonari& DiClemente,2000;Grothues등,2005).한국에서
음주 분야의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는 조사연
구였으며,절주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그간 시도되지 않아 보
건간호 및 산업간호 실무영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제언된 바 있다(이강숙 등,1999;
손애리와 고승덕,2001;김희순,김금이과 권명순,2004).범이론적 모델을 음주에
적용한 그간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절주 중재는 개인이 절주 실천에 대해 갖고
있는 의도 및 동기정도,수행의 정도를 포괄하는 실천의 단계에 맞춰 고안되어져
야 하며,대상자의 절주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음주에 대한 유혹을
통제하고 절주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변화를 위한 전략을 증
진시키는 중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Grothues등,2005).따라서 절주 중재
효과 검증에서는 이러한 인지적,행위적 변화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범이론
적 모델을 적용한 기존의 절주중재는 알코올 남용 또는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병원
내의 의사 및 가족 전담 의사의 개별상담을 주요 중재로 하고 있고,각 변화단계
에 따른 구체적 변화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Stecher,Korbin,Kreuter,
Roodhouse,andFarrell,1994)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의 과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절주 실천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범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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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음주행위의 변화단계별로 주로 사용되는 인지 및 행위 변화과정,자기 효
능감,음주관련 의사결정균형을 촉진하는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과음하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절주로의 음주행위 변화가 있
는지 평가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와와와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절주행위를 동기
화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음주행위 변화단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2.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음주행위 변화과정,자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3.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음주량과 임상검사 수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는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의 이행이 있을 것이다.
가설2.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과

정(인지적 변화,행위적 변화)이 증가될 것이다.
가설3.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의 자기

효능감이 증가될 것이다.
가설4.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의 의사결정

균형 중 음주 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가설5.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의 의사결정

균형 중 음주 손실이 증가될 것이다.
가설7.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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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중 음주 이익과 음주 손실의 차이가 감소될 것이다.
가설8.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임상검사 수치가

감소할 것이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로(근로기준법 14조),본 연구에서는 한 조선 산업장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절주 중재 프로그램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한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

균형을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본 연구에서는 기초조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개발된 근로자에게 9주간 주별 2회씩 총 18회 제공되는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말한다.

3.음주행위 변화단계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한 5단계로 구분된 변화단계를 의미하는데,본

연구에서는 Laforge,R.G.,Maddock,J.E.,& Rossi,J.S.(1998)가 제시한 5단계로 구분된
변화단계를 김희순,김금이와 권명순(2004)이 번안하여 사용한 한국판 음주변화 질문지
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4.변화과정
Prochaska와 Velicer(1997)가 제시한 10가지 변화과정을 의미하는데,본 연구에서는

Laforge등(1998)이 개발한 10개 음주 변화과정을 김희순 등(2004)이 번역하여 사용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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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기 효능감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Bandura,1977),본 연구에서는 Laforge등(1998)이 개발한 음주의 유혹 및 절주
확신에 관한 내용을 김희순 등(200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
다.

6.의사결정균형
건강행위 변화에 대한 지각된 이익(Pros)과 지각된 손실(Cons)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Velicer,DiClemente,Rossi,ProchaskaandBrandenburg,1985), 본 연
구에서는 Laforge등(1998)이 개발한 Alcohol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균형에 관한
내용을 김희순 등(200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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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근근근로로로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

근로자 음주의 연구경향은 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음주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다 1956년에 미국의학협회에서 알코올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1971년 국립
알코올남용 및 알코올중독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Program;EA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연간 3천여 편의
알코올 관련 논문과 2백여 권 이상의 단행본이 발표될 정도로 활발하다(김상대,
김용원,김대희,김정남,HartmutKreikebaum,1999).국내의 근로자 음주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며,최승희,김명과 김광기 (2001)의 근로자에 대한 음주실태조
사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스트레스가 많고,운동량은 부족한데도 뚜렷한 여가 생활
이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없이 음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과음 및 폭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집단으로인데도 심각성에 비해 실태가 알려져 있지 못하다고 했
고,김혜경,최지호,이상현과 곽인호(1999)는 직장인들 305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유해한 정도의 음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알코올을 하루에 135g
이상,1주일에 630g이상 마시는 초기 고위험 집단이 28.5%였고,전체 대상자의 평
균 음주량은 일일 158.9g이었으며,의사로부터 음주량을 줄이도록 권고를 받은
사람 54%였으나 16.4%만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직장인의 음주실태가
심각하다고 했으며,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미
국 국립보건원의 한자리에서의 5잔 이상 음주하는 폭음기준을 보면 미국의 폭음
율 6.0%보다 우리나라 폭음율은 19.1%로 매우 높아 각종 질병 및 교통사고,산재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일차의료기관에서의 의사 및 간호사의 절주교
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안내,2006).근로
자의 음주관련 연구도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거나 알코올 관련 질환자 중심이었는
데 김훈(1997)의 직장인 음주행태 연구는 대상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국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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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면과 안윤옥(1999)의 근로자들의 고혈압 코호트 연구는 40대 이상 남성 근로
자의 음주와 만성 퇴행성질환 관련 연구였다.주된 연구주제는 음주관련 사고증가
와 직무생산성 약화 등(이명선,노재훈과 문경환 1989;김은화,1994;노인철 서문
희와 김영례,1997)으로 음주와 관련된 주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1...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음주는 각종 사고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므로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장에서의 음주를 통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음주로 인한 사고는 반드
시 알코올 의존자나 남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자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WHO, 1993). Henderson, Graeme, and
John(1996)의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의 산업장 사고의 25%가 알코올에 의해 발생
하고 있고,폴란드는 8~26%,미국 텍사스 주의 연구에서는 13.3%,영국에서는
20%로 보고 하였고,천성수(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 조선소의 매일 음주자
중 산업 재해자는 35.3%라고 보고하였고,김상대 등(1999)과 이미형 등(2000)의 연
구에서도 최근 산업장의 음주 관련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여 음
주는 사업장 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222...작작작업업업능능능률률률저저저하하하
음주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밝혀지고 있

는데,WHO(1993)에 의하면 알코올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주의력,운동 협응 능
력,외부자극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음주 후의 작업은 효율성
이나 정확도를 감소시키며,특히 사고의 위험이 많은 작업환경이나 어느 정도의
작업 기술을 요하는 작업장에서의 음주로 인한 생산성 감소는 상당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Masi와 Friedland(1988)의 연구에서 음주는 산업장의 결근,건강비용,
사고,생산성 저하,정신건강,가족관계 악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은화(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근로자 606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결과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근자 비율이 높고 결근일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질병인 경우든 비질병인 경우든 주당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결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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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높았으며,주 3회 이상의 음주 빈도를 갖는 그룹에서 주 1~2회의 음주
빈도 그룹보다 결근일수가 높았고,3회 이상 음주빈도그룹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수가 비음주자의 결근일수 보다 약 7.25배 높다고 보고하였고,천성수(2000)
는 음주를 자주하거나 과음을 하는 사람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근율이 2~8배
높고,자리이탈,근무태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여
음주는 근로자의 결근일수를 증가시켜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인철 등(1997)은 문제 음주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직장을 자주 옮
기는 경향이 있어 회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하였고,진기남과 한동우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10명 중 1명 이상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지각 또는 결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조퇴와 근무태만을 경험한
사람도 5~6%에 이르고,동료와 다툰 경험이 9%이며,상사로부터 문책을 당한 경
우도 7%에 이르고,직장인들의 61.5% 이상이 음주로 인한 직장생활에서의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천성수(2000)는 음주문제를 가진 근로
자들의 업무 효율성은 75%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여 음주는 직장생활의 생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BB...음음음주주주와와와 건건건강강강

Dwyer, Calvert, Baghurst, and Leitch(1981)는 음주와 비만도는
HDL-cholesterol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음주는 체중과 혈중지질
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Wannamethee와 Shaper,1991)고 했으며,H.H.Kornhuber,
Backhaus,andA.W.Kornhuber(1990)도 잦은 알코올 섭취는 triglyceride의 증가
로 인하여 freefattyacids가 근육에서 glucose이용을 감소시켜 비만을 낳게 된
다고 하였고,이지호 등(1992)은 음주와 비만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triglyceride는 비만도,비만지수,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Lutz와 Bausbach(1992)는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SGPT)
ALT(alanioaminotransferase,SGOT)및 GGT(gamma-glutamiltranspept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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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TP)의 효소활성은 알코올 남용의 지표가 된다고 했으며,이성림과 김종규
(2002)는 알코올 중독자,음주자,비음주자의 혈액성분에 관한 연구에서 과다한 알
코올은 혈액 중의 Cholesterol,Glucose,AST(SGPT),ALT(SGOT),GGT(γ
-GTP)등을 비정상적으로 하여 대사이상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Flanagan등(2000)은 성인에서 알코올섭취와 Insulinresistance에는 밀접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했으며,Wei,Gibbons,Mitchell,Kampert,andBlair(2000)은 과
도한 알코올 섭취자는 TypeⅡ diabetes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였고,조정진,
강훈일과 권선영(1999)은 건강한 성인 906명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과 혈중지질농
도와의 관계에서 음주는 Triglyceride와 HDL-cholesterol농도를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하영애,정경동과 천병렬(2000)은
연령을 표준화하고서 남성근로자의 100명당 9.5명이 간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 알
코올 섭취 및 BMI감소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CCC...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외국의 절주 중재 연구를 보면,Carbonari등(2000)은 외래 환자 673명과 일반
인 510명을 대상으로 비음주자,적정 음주자,과음자로 나누어 1년간의 중재 프로
그램 적용하여 집단별 음주문제 극복의 관련성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서 중재 전
후 변화단계이동과 인지 및 행위 변화과정 점수,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보였고,일
차보건의료기관의 보건관리자가 음주자의 문제극복을 위한 장기간의 중재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데 범이론적 모델의 유용성과 성공가능성을 제시하였다.Vasilaka,
Hosier,andCox(2006)는 절주 중재 실험연구 22편을 메타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
에서 과음자가 절주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짧은 상담이 제공된 중재였을 때 대상
자의 자기 효능감을 크게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실제 음주량 감소에 훨씬 효과적
이었다고 했다.Fleming,Manwell,Adams,andStauffacher(1999)는 일차진료의사
에 의한 절주에 관한 조언,충고,상담방법이 절주의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Ouimette등(1998)은 정기적인 자조그룹의 모임이 절주의 장기 효과를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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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내의 절주 중재 연구에는 5인 미만 산업장의 근로자 중 간질환 관련 문진표

와 자가 검진표를 이용한 검진결과에서 간경화가 의심된 근로자와 프로그램에 참
여하기 원하는 근로자 44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 1회 산업 간호사가 산업장 방
문과 개별상담을 통해 절주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음주습관 변화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중재 전후의 절주전략 실천과의 관계에서 음주일지를 열심히 작
성한 경우에는 음주빈도가 줄고,절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술 마시고 싶은 충동
을 자제하며 음주계획을 세우며,술자리를 미리 피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으로
연구 대상자의 행위가 변화하였다고 했다(김희걸,남혜경과 윤순녕,2000).주량이
소주 2병 이상 음주하고,혈압이 140/90mmHg이상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12
주간의 의사의 상담 중재 프로그램 제공한 후 128/88mmHg이하로 감소 효과를
본 연구가 있고(송연이와 이강숙,2001),알코올성 간질환자인 34명의 남자를 대상
으로 3차 대학병원 외래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5~10분의 간단한 상담중재를 12
주간 제공한 경우 주별 음주일수와 1회당 음주량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감소효
과를 본 연구(정진규 등,2005)가 있었고,7개 중·소규모 사업장 7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개월간 월 1회의 절주의 보건교육의 실시 전후 설문조사와 혈액검사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73%가 음주빈도가 감소한 음주행태의 변화가 있었고,음주행
태변화 원인 중 38.5%가 정기적인 간호사의 상담이라 했으며,30.8%가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고,대상자의 70.6%가 1회음주량이 소주 1병
미만으로 감소를 보였으며,MCV,GGT,Triglyceride,Uricacid등 혈액검사수치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알코올 남용을 의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분
포하였다고 했으며,음주행태의 변화가 없었던 17%의 대상자 중 45.0%가 아직은
술을 마셔도 건강이 괜찮기 때문이라고 했고,35.0%가 동료들과 어울리다보니 어
쩔 수 없어서,15.2%가 술 이외의 다른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한 연
구가 있었다(안진숙 등,1999).
음주관련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음주 관련 국내 중재들은

변화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집단으로 하여 중재를 고안하고,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많았으며,음주관련 환자 뿐 아니라 문제 음주자에 대한 연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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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아 현재 드러난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과음이나 폭음 등의 문제행위의 변화를 위한 접근 방법은 다양한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고려할 것과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어야만 중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인간의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시키는데 관한
광범위한 이론과 가설이 있지만,행태변화의 이해와 단계별 중재방법을 개발하여
접근하는 범이론적 모델의 특성은 문제 음주의 절주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하고 있다(Rumpf,Hapke,andJohn,1998;Carbonari
& DiClemente,2000).

DDD...범범범이이이론론론적적적 모모모델델델

본 연구에 적용한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Model)은 건강증진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간의 전통적 중재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Prochaska,DiClemente(1983)와
Norcross(1992)가 건강관련 행위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모델로서,사람은 건강행위를 실천하는데 일련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변화단계와 각 단계의 행위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인 변화과정,자기 효능감,
의사결정균형 개념을 이 모형에다 통합시켰다.즉 사람들은 행위변화를 시도할 때
일련의 변화단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제에 기초하며,행위의 변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경험과 행동들(변화과정)은 변화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
자의 변화단계에 적절한 변화과정들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변화단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적 과정
(experientialprocess)인 인지적·언어적 활동이 주로 이용되고,변화단계가 발전할
수록 상황적 자극에 대한 통제적 반응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적 과정
(behavioralprocess)을 이용한다.변화단계의 이동을 중재하는 중재변수로는 문제
행동변화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자기 효능감이 있다(Coward,
1999).즉 범이론적 모델 적용한 건강증진 연구에서 건강행위 변화단계를 결정짓
는데 있어서 각 개인은 건강행위를 인지적·행위적 경험의 행위변화과정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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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건강행위의 변화단계에서는 행위에 대해 갖게 되는 이익과 장애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건강행위를 지속하는데 대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범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많은 외국 연구에서 흡연(Prochaska & DiClemente,

1982;Prochaska,DiClemente,Norcosis,1992;Ockene,J.,Ockene,I,& Kristeller,
1988)과 운동 (Burbank,Paudula& Nigg,2000;Cardinal,1996;Dishman,1994;
Grimley,Riley,Bellis,and Prochaska,1993; Lawrence,1999; Prochaska,
Diclemente& Norcosis,1992),알코올과 약물남용,불안과 공황장애,비행,잘못된
식습관과 비만,고지방식이(Glanzetal.,1994),HIV/AIDS예방,유방암 검진,자
궁암 검진,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는 행동,계획되지 않은 임신예방,임신과 흡연,
radon검사,좌식생활,태양 노출(Rossi,Blais,ReddingandWeinstock,1995)등을
포함한 건강증진행위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서,범이론적
모델은 다양한 범위의 문제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통
합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Glantz등,1994;Marcus등,1992;Prochaska,
DiClemente& Norcross,1992;Velicer,1998).
국내도 최근 들어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그 분야

는 금연과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흡연 연구로는 오현수와 김영란이 흡연행위
의 변화기전(변화과정)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제 명명한 연구(1996a)와 금연의
변화단계에서 사용되는 변화기전(변화과정)에 대한 연구(1996b),그리고 각 단계별
로 사용되는 변화기전(변화과정)및 관련 변수들에 관한 연구(1997)를 하였고,김
봉정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행위를 변화단계별 관련요인을 분석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임 제시하였고(2001),이윤미도 근로
자를 대상으로 금연 변화단계별 관련요인 차이 분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
가 의사결정균형 중 금연의 유익성 이었음을 제시하였다(2003).손행미는 택시기
사를 대상으로 금연 변화단별 개념 차이를 분석에서 범이론적 모델의 일반화 및
실무의 실용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2005).운동 연구로는 임여진의 질회
음근 운동행위를 변화단계별 관련 특성을 분석한 연구(1999),전영자 등의 노인의
운동행위의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연구(2000),김순용 등의 노인 운동행위 변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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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예측모형구축 연구(2000),장성옥 등의 건강행위 변화단계와 의사결정의 균
형 분석 연구(2000),이평숙과 장성옥의 노인 운동중재 실험 연구(2001),권윤정의
노인의 운동행위 변화단계별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2001),김춘자의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운동행위 변화단계별 중재프로그램 효과 연구(2001)와 운
동행위 변화단계별 변화과정과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2002),
이윤미의 중년 여성의 운동행위단계별 변화과정,의사결정균형,자기 효능감을 파
악하여 범이론적 모델의 유용성과 효과적 중재에 자극관리가 가장 유용한 변수임
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2004).
범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음주 관련 외국 연구는 Vasilaka,Hosier& Cox(2006)

는 절주 중재 실험연구 22편을 메타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에서 과음자가 절주토
록 동기를 부여하는 짧은 상담이 제공된 중재였을 때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이 크
게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실제 음주량 감소에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으며,외
래 환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절주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변화단
계이동과 변화과정 점수,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있음을 분석한 연구(Carbonari&
DiClemente,2000)가 있고,종합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의존 환자 118명과 입원하
지 않고 있는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범이론적 모델의 음주
행위 변화를 위한 동기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
들을 위한 초기의 중재 장소로서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
였다(Rumpf,Hapke,andJohn),1999).
국내 건강행위관련 연구의 음주 부분에서는 근로자의 금연,절주,운동,규칙적

식사,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 행위변화단계에서 과음자와 흡연자는 계획 전단계
에 많고,행위변화를 위한 효율적 전략으로 건강위험평가 및 요구도 사정이 우선
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이강숙 등,1999),농촌 주민대상의 변화단계
별 흡연,음주,운동의 분포와 관련성 연구에서 음주자는 계획 전단계 및 계획단계
가 93.1%를 차지하였다고 했으며(이무식 등,2000),농촌주민을 대상 음주변화단계
별 적정음주를 위한 보건교육 전략연구에서 계획 전단계 대상자는 인식개선,동기
화,경험의 공유,재인식을 제시하였고,계획 및 준비단계는 가치측정,변화에 대한
무력감 탈피,습관형성,행태강화,행동 및 유지단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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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도,생활방식의 전환,환경개선을 제시하였다(김미혜와 정문희,2003).근로자
대상 음주행위단계별 관련요인 분석연구에서 음주자의 분포는 계획 전단계와 계
획단계가 많았고,변화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과정점수,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하였다(김희순 등,2004).이처럼 행위변화를 위한 범이론적 모델을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자를 대상으
로 하여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음주 중재 프로그램은 없어 절주행위를 증진시
키기 위한 변화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효과를 보는 것은 범이론
적 모델의 실무 실용성 검증 및 일반화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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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범이론적 모델이다(Prochaska& DiClemente,1983,
1992).범이론적 모델에서 문제행위의 변화는 동기적 준비성에 따라 일련의 변화
단계를 거치며,변화단계의 진행은 변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변화단
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험적 과정(experientialprocess)인 인지적,언어적 활동이
주로 이용되고,변화단계가 발전할수록 상황적 자극에 대한 통제적 반응으로 변화
를 유도하는 행동적 과정(behavioralprocess)을 이용한다(Prochaska등,1988).변
화단계의 이동을 중재하는 중재변수로는 자기 효능감과 행동변화의 이득과 손실
에 대한 의사결정균형이 있다(Coward,1999).
본 연구에서 중재 프로그램의 원리는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이

고,중재 프로그램 구성은 개인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근거한 변화과정 전략 제

시, 자기 효능감 강화, 음주의 이익 감소와 음주의 손실 증가를 위한 개인별·그룹

별 절주 상담 및 보건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본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 변수로서
인지적·행위적 변수는 변화과정 증가를 음주에 관한 인지 변화과정 증가,음주에
관한 행위 변화과정 증가,절주의 자기 효능감 증가,의사결정균형 중 음주의 이익
감소와 음주의 손실 증가를 의미하고,생리적 변화는 음주량 감소와 이환질환의
임상검사 측정치 감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로서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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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개개개인인인의의의 절절절주주주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

     

     

     

 

절주 절주 절주 절주 의도에 의도에 의도에 의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기화 동기화 동기화 동기화 

인지적인지적인지적인지적····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과정 증가

- 인지 변화과정 증가

- 행위 변화과정 증가
                 ↑↑↑↑  

계획 전단계
절주행위 절주행위 절주행위 절주행위 변화단계에 변화단계에 변화단계에 변화단계에 근거한 근거한 근거한 근거한 중재 중재 중재 중재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절주의 자기 효능감 

증가
- 변화단계에 근거한 

①절주의 변화과정 전략을 제공하기

②절주를 위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회환 

③절주의 이익과 절주로 인한       

  어려운 점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목록 만들기

 

 

계획단계

- 음주의 이익 감소

- 음주의 손실 증가
준비단계

실행단계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변화변화변화변화

 - 음주량 감소  

 - 이환된 질환 관련    

   임상검사측정치 감소유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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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근로자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연구로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먼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
초조사를 실시하여 음주실태를 파악하고,기초조사 결과와 선행 문헌고찰을 바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그런 다음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
였다.

AAA...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 범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하는 변화단계와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개념이 우리
나라 음주하는 근로자에게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각 변화단
계마다 다음 변화단계로 이동할 때 각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이 유의하게 증가한
변화과정 개념들을 선정하고,변화단계별로 자기 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의 유의한
증감이 있는지를 검증 한 결과와 범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본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근로자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주요 중재 개념
을 작성하는데 참고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조사하고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

된 변화과정,자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이
다.

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 까지 한 달간이었고,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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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조 산업장의 근로자 216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
락한 자 중에서 편의 추출하였다.자료수집 방법은 먼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계
자에게 전화 및 서면으로 자료수집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정기 건강검진 시기에 병
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기초조사의 대상자는 조선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적

합한 자를 임의로 표출하였다.
-20세 이상 현재 조선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 자료조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444...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음주행위 변화단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주행위의 변화단계 측정도구는 Prochaska 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한 행위의 단계를 Laforge등(1998)이 음주행위변화를 측정하도록
수정한 도구이다.

(2)음주행위 변화과정 측정도구
변화과정을 측정하는 도구는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10개

의 행위인 변화과정을 기반으로 Laforge등(1998)이 개발한 절주 도구를 말한다.
이 도구는 10개의 변화과정에 대해 각각 2개의 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
고,각 문항은 Likert5점 척도(1~5점)로 측정하였다.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2로 나타났다.

(3)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자기 효능감을 기반으로 Laforge등(1998)이 개발한 음주 도구를 말한다.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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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주 유혹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자기 확신감으로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Likert5점 척도(1~5점)로 측정하였다.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839였다.

(4)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은 측정한 도구는 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의사결정균형을 기반으로 Maddock(1997)이 개발한 절주 도구를 말한다.이 도구
는 Alcohol의 이익에 관한 4문항과 Alcohol의 손실에 관한 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Likert5점 척도(1~5점)로 측정하였다.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753이었다.

(5)이외에도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과 음주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지에는 일반적인 사항과 그 외
최근 월 음주빈도,1회 음주량,주별 음주량,절주동기,절주실패이유,절주성공전
략,음주관련 질환의 이환유무 등을 포함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Program version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χ

2

test,ANOVA,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BBB...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개개개발발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절주를 증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주
로 활용되는 중재 개념인 변화과정,자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프로
그램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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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에에에서서서 도도도출출출된된된 개개개념념념
본 연구의 기초조사결과에서 각 변화단계마다 다음 변화단계로 이동할 때 각 변

화단계별 유의하게 증가한 변화과정 개념 선정,변화단계별 변화과정,자기 효능
감,음주의 의사결정균형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중재 개
념으로 정리하였다.

222...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로로로 본본본 개개개념념념
범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모형(Prochaska& DiClemente,1983;

Prochaska,DiClemente& Norcross,1992)과 국내 범이론적 모델을 음주에 적용한
손애리와 고승덕(2001)의 연구결과와 본 기초조사 결과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변
화과정 개념을 서로 비교하여 변화단계별 절주 중재 원리 중 변화과정 전략을 1
차적으로 제시하였고,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개념을 주제로 한 선행 문헌고찰
과 미국 암 협회에서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범이론적 모델에 근
거하여 개발된 책자인 ‘PathwaystoHealth'(AmericanCancerSociety,1992)을
토대로 최종 본 프로그램 중재 전략을 개발하였다.

333...내내내용용용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프로그램의 진행과정별 방법과 내용은 산업간호사 3명,간호학 전공 교수 5인

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또한 개발된 프로그램 과정을 근로자 5
인에게 의뢰하여 추가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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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평평평가가가

개발된 근로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절주 중재프로그램이 실제 효과적인 프
로그램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개발된 근로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중재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음주행위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이다<그림 2>.
실험처치는 총 9주간 1주에 2회씩 중재를 제공하는 것으로,대상자별 월요일과

목요일,또는 화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각각 20분간 이루어졌으며,개인상담과
그룹토의 및 교육내용은 음주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측정은 음주량 변화는 주별로 매주 확인하여 9회 시행되었고,변화단계 이행여

부 확인은 매 3주마다 측정하여 사전 조사,중재 프로그램 적용 3주후 제 4주째와
제 7주째,제 10주째 각각 1회씩 총 4회 시행되었고,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
결정균형은 사전조사,중재 프로그램 적용 6주후 제7주째와 제10주째 각각 1회씩
총 3회 시행되었고,임상검사인 혈액검사와 혈압과 체질량 측정은 사전 조사,중재
프로그램 적용 9주 후 제 10주째에 각각 1회씩,총 2회 시행되었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연구의 대상은 거제지역에 위치한 조선업체 D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

자 중에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이다.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참여자의
중도 탈락 방지와 연구에 적극적 참여가 대상자에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건강관
리방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음주와 관련성이 높은 질환에 이환되
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어 추구관리방법에 절주가 필요하지만 현재 과음 또는
폭음으로 중등도 위험음주(1회 음주량이 5잔 이상이거나 주당 음주량이 16잔 이상
음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준)를 하며,음주변화단계 사정시 음주 대상자의
분포가 가장 많은 계획 전단계 또는 계획단계에 있는 자로 다음 조건에 맞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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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참여 희망자를 편의 표집하여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기초자료 조사지의 문진표에 표시한 간질환 이환자 또는 사전조사의 혈액검

사측정에서 ALT(alanioaminotransferase, SGOT),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SGPT),GGT(gamma-glutamiltranspeptidase,γ-GTP)등의
수치가 정상치와 비교해 높은 자로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자 또는 알코올성 간질
환자(공복시에 ALT은 40이상 혹은 AST은 35이상 혹은 GGT는 63이상인 경우)
2)기초자료 조사지의 문진표에 만성 성인병 질환자 중 절주가 필요한 추구관

리 대상인 고혈압 환자(수은주 표준혈압계 측정시 수축기 140mmHg이상 혹은
이완기 90mmHg이상)
3)기초자료 조사지의 문진표에 만성 성인병 질환자 중 절주가 필요한 추구관

리 대상인 당뇨환자(공복시 혈당이 120mg이상)
4)기초자료 조사지의 문진표에 만성 성인병 질환자 중 절주가 필요한 추구관

리 대상인 고지혈증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건강위협이 있는 자로 혈액검사측정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수치가 정상치와 비교해 높은 자(Total
Cholesterol:230이상,혹은 TG:150이상)
5)기초자료 조사지의 문진표에서 비만 또는 과제중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

강위협이 있는 자로 체질량 검사에서 정상치와 비교해서 높은 자:BMI23Kg/m2

이상

333...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현재 조선업체 D 대기업 보건관리자로 있는 산

업간호사와 간호학 교수로 산업간호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본 절주 프로그램의 진행협조 및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업
체 D 대기업 산업보건팀의 이사,팀장,부장,과장,대리 등의 팀원과의 협조 회의
3차례,거제시 보건소의 건강증진팀장 및 절주 프로그램 담당 보건간호사와 협조
회의 3차례,D 기업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와 매주 회의를 실시하였고,혈액검
사 및 신체계측은 거제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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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과과과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내내내용용용 참참참고고고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사사사후후후조조조사사사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의의의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의의의 개개개념념념(((111000개개개념념념)))
---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음음음주주주의의의 손손손실실실과과과 이이이익익익정정정도도도
---임임임상상상검검검사사사측측측정정정
혈혈혈액액액검검검사사사(((간간간기기기능능능,,,혈혈혈중중중지지지질질질,,,
혈혈혈당당당)))
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비비비만만만도도도,,,혈혈혈압압압)))

---음음음주주주량량량(((111회회회별별별,,,111주주주별별별)))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의의의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의의의 개개개념념념(((111000개개개념념념)))
---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음음음주주주의의의 손손손실실실과과과 이이이익익익정정정도도도

---임임임상상상검검검사사사측측측정정정
혈혈혈액액액검검검사사사(((간간간기기기능능능,,,혈혈혈중중중지지지질질질,,,
혈혈혈당당당)))
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비비비만만만도도도,,,혈혈혈압압압)))

---음음음주주주량량량(((111회회회별별별,,,111주주주별별별)))

그림 2.연구설계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 변변변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작작작성성성
근근근로로로자자자 음음음주주주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별별별 중중중재재재 전전전략략략

음음음주주주단단단계계계별별별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 증증증진진진,,,절절절주주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증증증진진진,,,
음음음주주주의의의 이이이익익익과과과 손손손실실실의의의 차차차이이이의의의 감감감소소소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균균균형형형 내내내용용용으으으로로로
개개개인인인 상상상담담담과과과 그그그룹룹룹토토토의의의 및및및 보보보건건건교교교육육육(((주주주 222회회회 중중중재재재,,,총총총 999주주주간간간 시시시행행행)))

9999주간주간주간주간, , , , 2222회회회회////주주주주

중재 중재 중재 중재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적용적용적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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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음주량
술 종류별 음주 잔 수로 측정하였다.
1잔은 순알코올 농도 12mg을 말한다(미국 국립보건원과 농무성;영양과 건강;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1995).
술 종류별 술잔의 용량은 다르지만 술의 종류별 1잔속에 든 순 알코올 농도는

동일하다고 본다(캔 맥주 1캔,작은 병맥주 1병,소주 1잔,와인 1잔,막걸리 1잔,
위스키 또는 브랜디 1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6).
2)절주 목표기준
본 연구에서의 절주 기준은 Sanchez-Craig(1995)의 기준을 적용하여 남성은

하루 4잔 이하,일주일에 16잔 이하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중등
도 위험음주기준인 1회 음주 기준량 적용).
3)간기능 상태 사정을 위한 혈액검사
간기능상태의 사정을 위한 혈액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 후 공복에 ALT,AST,

GGT를 측정했으며.이들 검사수치들은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혈
액검사로 알코올 섭취량이 높으면 ALT,AST,GGT수치도 정상수치 보다 각각
높아진다.정상수치는 ALT은 40이하,AST는 35이하,GGT는 63이하로 보고 있
다.
4)혈중 지질 사정을 위한 혈액검사
혈중 지질 측정은 8시간 금식 후 공복에 Totalcholesterol과 Triglyceride측정

을 했으며,이는 술로 인한 비만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로 보고 음주량과 비만
도가 높으면 Totalcholesterol과 triglyceride측정치도 정상치 보다 높아진다.정
상수치는 Totalcholesterol은 230이하,triglyceride150이하로 보고 있다.
5)혈당사정을 위한 혈액검사
8시간 이상 금식 후 공복인 오전 9시에 혈당을 측정하여 당뇨병 유무를 사정

하였다.알코올 섭취량과 혈당은 상관관계가 있고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면 혈당이
높아진다고 본다.정상치는 공복시 120이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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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혈압 사정을 위한 혈압 측정
WHO의 고혈압 기준을 적용하여 휴식 10분 이상 취하고 안정된 자세로 의자

에 앉아서 수은주 표준 혈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했을 때,수축기 140mmHg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 90mmHg이상 일 때 고혈압으로 보고,알코올 섭취량이 많으
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본다.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수축기 120mmHg이하,이완기
혈압 80mmHg이하로 보고 있다.
7)체질량 지수 측정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와 신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비만도 지수로서,8시간 이상

금식 후 공복에 신장과 체중을 직접 신체 계측기를 통해 측정한 후 체지방 정도
를 측정하였다.BMI(BodyMassIndex:Kg/m2)는 체중과 신장과의 관계를 고려
한 비만도 측정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AjouUniversityCollegeofMedicine,
1999).알코올 섭취량과 비만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로 비례하며,알코올 섭취량
이 많으면 정상치 보다 높아진다.정상치는 체질량 지수 20-22이다.
8)음주행위 변화단계 측정도구:기초자료 조사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9)음주행위 변화과정 측정도구:기초자료 조사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0)음주행위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기초자료 조사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11)음주행위 의사결정균형 측정도구:기초자료 조사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12)변화단계 이행:Prochaska와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변화단계를 기반

으로 Laforge등(1998)이 개발한 alcohol도구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변화단계
이행 사정을 위해 6문항으로 이루어졌고,각 문항은 Likert5점 척도(1~5점)로 측
정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일반적 특성별 분포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대상자의 중재실험에 대한 변수에 대한 중재시기별 차이는 Paired-ttest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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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MeasuredANOV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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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하여 거제시 조선제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 216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를 SPSS12.0forWindow를 이용한 기술통계와 χ

2-test,ANOVA,Correlation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95.4%,

여자가 4.6%였다.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56.5%로 가장 많았다.교육수준은
고졸이 57.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종교는 불교 32.9%,기독교 15.7% 천주교
9.3% 순이었고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도 42.1%로 높았다.월 수입정도는 100만원
-200만원 미만이 66.7%로 가장 많았고,결혼상태는 미혼이 60.6%로 차지하였다.
동거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64.8%로 높았고,근무 부서는 현장기술직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22...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관관관련련련 행행행태태태
대상자의 음주관련 행태에서 절주관련 행태는 절주를 할 의도가 있는 사람만

을 분석하였고 <표 2>와 같다.음주 횟수는 1주에 1-2회가 40.7%,1개월에 2-3회
가 23.1%,1주에 3-4회가 22.2%순이었고,음주하는 술의 종류에서는 소주가
74.5%로 가장 많았다.술을 마실 때 한 좌석에서 연속으로 마시는 술잔의 회수는
6-10잔이 47.7%로 가장 많았고 평균 8.98잔이었다.현재 절주를 시도한 대상자 중
절주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5.5%,미래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절주를 한
다가 35.6% 순으로 높았고,절주를 실패한 이유로 대인관계유지를 위해 음주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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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 같다가 47.0%,의지력이 약해서가 22.0%,스트레스 때문에 19.7% 순으로
높았다.절주를 실천하는 성공적 전략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가 55.3%,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가 26.2% 순으로 높았다

표 1.기초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6(%)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성

여성
206(95.4)
10( 4.6)

연령(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22(56.5)
55(25.5)
29(13.4)
10( 4.6)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7( 3.2)
124(57.4)
85(39.4)

종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기타

71(32.9)
34(15.7)
20( 9.3)
91(42.1)

월수입(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6( 7.4)
144(66.7)
48(22.2)
8( 3.7)

결혼상태 미혼
기혼

131(60.6)
85(39.4)

동거형태 가족
동료·친구
혼자
기타

140(64.8)
32(14.8)
41(19.0)
3( 1.4)

근무부서 현장기술직
사무직

209(96.8)
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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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초조사 대상자의 음주관련 행태
단위:명(%)

특성 구분 명 (%) M±SD
음주 매일 15( 6.9)
횟수 3-4/주 48(22.2)

1-2/주 88(40.7)
2-3/월 50(23.1)
5-6/년 11( 5.1)

술의 맥주 52(24.1)
종류 소주 161(74.5)

막걸리 1( 0.5)
기타 2( 0.9)

주량 1-5/ 54(25.0)
(술잔/회) 6-10/ 103(47.7) 8.98±5.24

11-15/ 44(20.4)
16이상 15( 6.9)
합계 216(100.0)

절주 건강상태 60(45.5)
이유 질병예방 47(35.6)

가족이 원함 14(10.6)
기타 11(8.3)

절주 스트레스 26(19.7)
실패 약한 의지력 29(22.0)
이유 알코올 의존성 2( 1.5)

알코올 남용 12( 9.1)
대인관계유지 62(47.0)
기타 1( 0.8)

절주 연장자의 지지 5( 3.8)
실천 친구(동료)의 지지 35(26.2)
성공 가족의 지지 7( 5.3)
전략 자신의 확신 8( 6.1)

자신과의 약속 73(55.3)
기타 4( 3.0)
합계 132(100.0)



- 31 -

333...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계획 전단계

(Precontemplation)는 지난 30일 동안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
이 있고,앞으로도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없는 단계로 38.9%가 포함되었고,계획단계(Contemplation)는 지난 30일 동안 술
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이 있고,앞으로 6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
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절주의도가 있는 단계로 35.6%였다.준
비단계(Preparation)는 지난 30일 동안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
이 있고,앞으로 1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는 단계로 17.6%였고,실행단계(Action)는 지난 30일 동안 술자리에
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과거 6개월 동안 술자리에서 5잔 이
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단계로 12%였으며,유지단계(Maintenance)는 지
난 30일 동안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이 없고,과거의 어느 때
에도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연이어 술을 마신 적이 결코 없다고 한 단계로 2.3%로
실행 및 유지단계는 7.9%가 속하였다.

표 3.기초조사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N=216(%)
변화단계 N(%)
계획 전 84(38.9)
계획 77(35.6)
준비 38(17.6)
실행 및 유지 1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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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별별별 개개개념념념 점점점수수수
1)변화과정,자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
음주행위단계별 변화과정,자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으로서 음주의 이익과 손실

애 관한 각각의 평균은 <표 4>와 같다.
변화과정의 평균은 3.04이다.개념별 점수가 전체 평균 보다 높은 개념은 자기

해방 3.60,돕는 관계 3.33,자기재평가 3.18,역조건화 3.10,사회적 자유 3.08순으
로 높았고,전체 평균 보다 낮은 개념은 자극관리 2.74,극적위안 2.76,의식고양
2.85,환경재평가 2.86,우발가능성 2.87순이었다.
자기 효능감의,평균은 2.94이다.
의사결정균형 중 음주로 인한 이익의 평균은 2.99,음주로 인한 손실의 평균은

2.74,음주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는 0.26으로 전반적으로 음주의 손실보다 음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음주행위 변화단계별 관련성
음주행위 변화단계는 크게 인지적 단계와 행위적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계획 전,계획,준비의 3단계는 변화 초기단계의 인지적 변화과정을 주로 사
용하며,실행,유지단계인 4,5단계는 변화 후기단계로서 행위적 변화과정을 주로
사용하여 크게 인지적·행위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유지단계가 5명으로 너무
적고 실행 및 유지단계를 같이 묶어 행위적 단계로 하여 단계별로 관련요인의 차
이를 X2-test,ANOV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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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기초조사 대상자의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1)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음주관련 행태의 차이
음주행위 변화단계는 계획 전,계획,준비,실행,유지단계의 5단계에서 실행 및

유지 단계를 행위적 단계로 보고 같이 묶어서 4단계로 구분 지었다.각 단계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행태와의 차이를 X2-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계획,준비,실행
및 유지단계에서 각각 59.7%,81.6%,58.5%로 중졸이하와 대졸이상 보다 높은 비
율로 나타났고 음주행위 변화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7).연령분포는
계획 전,계획,준비,실행 및 유지단계에서 20-29세가 57.1%,50.6%,68.4% 52.9%

개념 M±SD 범위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
자극관리 2.74±0.69

1-5

우발가능성 2.87±0.65
역조건화 3.10±0.79
돕는 관계 3.33±0.73
사회적 자유 3.08±0.72
환경재평가 2.86±0.78
의식고양 2.85±0.83
극적위안 2.76±0.66
자기해방 3.60±0.86
자기재평가 3.18±0.86
합계 3.04±0.45

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2.94±0.63 1-5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균균균형형형
음주의 이익 2.99±0.61 1-5
음주의 손실 2.74±0.85 1-5
음주의 이익-손실 0.2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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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근무부서에서 현장직이 계획 전,계획,준비,실행 및
유지단계에서 각각 97.6%,97.4%,94.7%,96.8%로 관리직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
다.종교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거나 불교,기독교,천주교를 제외한 기타 종
교라고 대답한 대상자 군이 변화단계 4단계 모두에서 높았으며 월수입은 100에서
199만원에서 계획 전,계획,준비.실행 및 유지단계에서 각각 66.7%,61.1%,7.35,
66.7% 높은 비율을 보였다.또한 결혼상태에서 미혼이 기혼자 보다 4단계 모두 높
은 비율을 보였고,동거형태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4단계 모두에서 높은 비
율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음주회수에서는 주에 1-2회
음주한다가 계획 전,계획,준비,실행 및 유지단계에서 각각 40.5%,45.5%,31.6%,
41.1%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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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행태와의 차이

특성 구분 변화단계 합계

계획 전 계획 준비 실행 및
유지 X2 p

N(%) N(%) N(%) N(%)
연령 20~29세 48(57.1) 39(50.6) 26(68.4) 9(52.9) 122(56.5)

30~39세 20(23.8) 21(27.3) 8(21.1) 6(35.3) 55(25.5)
40~49세 13(15.5) 13(16.9) 2(5.3) 1(5.9) 29(13.4) 6.494 .690
50~59세 3(3.6) 4(5.2) 2(5.3) 1(5.9) 10(4.6)

근무부서 현장직 82(97.6) 75(97.4) 36(94.7) 16(94.1) 209(96.8)
관리직 2(2.4) 2(2.6) 2(5.3) 1(5.9) 7(3.2) 1.174 .759

학업 중졸 이하 5(6.0) 1(1.3) 0(0.0) 1(5.9) 7(3.2)
고졸 37(44.0) 46(59.7) 31(81.6) 10(58.8) 124(57.4) 17.682.007
대졸 이상 42(50.0) 30(39.0) 7(18.4) 6(35.3) 85(39.4)

종교 불교 28(33.3) 26(33.8) 13(34.2) 4(23.5) 71(32.9)
기독교 14(16.7) 13(16.9) 5(13.2) 2(11.8) 20(9.3)
가톨릭 7(8.3) 7(9.1) 4(10.5) 2(11.8) 20(9.3) 1.739 .995
기타 35(41.7) 31(40.3) 16(42.1) 9(52.9) 91(42.1)

월수입 100만원미만 6(7.1) 5(6.5) 3(7.9) 2(11.8) 16(7.4)
(원) 100-200만원 56(66.7) 47(61.0) 29(76.3) 12(70.6) 144(66.7)

200-300만원 15(17.9) 24(31.2) 6(15.8) 3(17.6) 48(22.2) 13.940.124
300만원이상 7(8.3) 1(1.3) 0(0.0) 0(0.0) 8(3.7)

결혼상태 미혼 48(57.1) 42(54.5) 30(78.9) 11(64.7) 131(60.6)
기혼 36(42.9) 35(45.5) 8(21.1) 6(35.3) 85(39.4) 7.083 .069

동거가족 가족 52(61.9) 58(75.3) 20(52.6) 10(58.8) 140(64.8)
동료(친구) 12(14.3) 9(11.7) 9(23.7) 2(11.8) 32(14.8)
혼자 19(22.6) 9(11.7) 9(23.7) 4(23.5) 41(19.0) 11.434.247
기타 1(1.2) 1(1.3) 0(0.0) 1(5.9) 3(1.4)

음주 매일 10(11.9) 4(5.2) 1(2.6) 0(0.0) 15(6.9)
횟수 3-4/주 24(28.6) 15(19.5) 7(18.4) 2(11.8) 48(22.2)

1-2/주 34(40.5) 35(45.5) 12(31.6) 7(41.2) 88(40.7)
2-3/월 13(15.5) 15(19.5) 14(36.8) 8(47.1) 50(23.1) 27.506.025
1/월 1(1.2) 6(7.8) 4(10.5) 0(0.0) 11(5.1)
5-6/년 2(2.4) 2(2.6) 0(0.0) 0(0.0) 4(1.9)
총계 84(38.9) 77(35.6) 38(17.6) 17(7.9) 2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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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차이
음주행위의 계획 전,계획,준비,실행 및 유지단계의 변화 4단계별 변화과정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변화 4단계별 변화과정의 점수는 각각 2.90,3.12,3.16,3.07로 계획 전단계에서

준비단계로 변화과정 점수가 증가하였고,준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계획 전단계
에서 가장 낮았으며,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변화과정 중 인지적 과정인 의식고양,자기재평가,극적위안,환경재평가,사회

적 자유 5가지 변화과정의 전체 평균 점수는 2.94였고,음주행위 변화 4단계별 전
체 평균점수는 각각 2.79,3.08,3.04,2.91로 계획단계에서 가장 높았고,계획 전단
계에서 가장 낮았으며 변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4)으며,환경재평
가 점수는 변화 4단계별 각각 2.66,3.01,3.08,2.71로 준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계획 전단계가 가장 낮았으며,변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8),사회
적 자유 점수는 변화 4단계별로 각각 2.93,3.28,2.99,3.08로 계획단계에서 가장
높았고,계획 전단계에서 가장 낮았으며,변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20).
변화과정 중 행위적 과정인 자기해방,역조건화,자극관리,우발가능성,돕는 관

계의 5가지 변화과정의 전체 평균점수는 3.13였고,변화 4단계별 점수는 각각 3.01,
3.17,3.28,3.22로 준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계획 전단계에서 가장 낮았으며,변
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11),자극관리 점수는 변화 4단계별로 2.53,
2.87,2.89,2.90으로 점차 증가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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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행위 변화단계와 변화과정 상관관계
변화단계와 인지 변화과정과의 상관관계를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변화단계와 인지 변화과정 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고,인지
변화과정 전체 점수와 인지과정의 5가지 인지과정별 점수 모두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인지 변화과정 5가지 내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 자유와 환경재
평가,사회적 자유와 극적위안,사회적 자유와 자기재평가,사회적 자유와 의식고
양,환경재평가와 극적위안,환경재평가와 자기재평가,환경재평가와 의식고양,극
적위안과 자기재평가,극적위안과 의식고양,자기재평가와 의식고양과의 각각 유의
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
변화단계와 행위 변화과정과의 상관관계를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변화단계와 행위 변화과정 점수,자극관리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
었고,행위 변화과정 전체 점수와 행위과정의 5가지 행위과정별 점수 모두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행위 변화과정 5가지 내의 상관관계에서 자극관리
와 우발가능성,자극관리와 역조건화,자극관리와 돕는 관계,자극관리와 자기해방,
우발가능성과 역조건화,우발가능성과 돋는 관계,우발가능성과 자기해방,역조건

표 6.음주행위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차이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실행 및유지 단계 합계 F p
M±SD M±SD M±SD M±SD M±SD

자극관리 2.53±0.69 2.87±0.66 2.89±0.61 2.90±0.73 2.74±0.69 4.673 .003
우발가능성 2.82±0.70 2.82±0.61 2.97±0.54 3.09±0.74 2.87±0.65 1.284 .281
역조건화 2.97±0.83 3.13±0.71 3.38±0.75 3.05±0.90 3.10±0.79 2.412 .068
돕는 관계 3.21±0.75 3.42±0.61 3.36±0.76 3.40±0.99 3.33±0.73 1.242 .295
사회적 자유 2.93±0.68 3.28±0.66 2.99±0.79 3.08±0.88 3.08±0.72 3.344 .020
환경재평가 2.66±0.76 3.01±0.80 3.08±0.76 2.71±0.66 2.86±0.78 4.079 .008
의식고양 2.67±0.81 2.97±0.76 2.96±0.89 2.90±0.99 2.85±0.83 2.077 .104
극적위안 2.64±0.66 2.88±0.67 2.86±0.65 2.76±0.66 2.76±0.66 2.477 .062
자기해방 3.50±0.85 3.59±0.85 3.82±0.92 3.68±0.79 3.60±0.86 1.231 .300
자기재평가 3.03±0.96 3.26±0.78 3.29±0.78 3.24±0.72 3.18±0.86 1.301 .275
합계 2.90±0.48 3.12±0.40 3.16±0.44 3.07±0.44 3.04±0.45 4.814 .003
인지변화과정 2.79±0.52 3.08±0.50 3.04±0.54 2.91±0.57 2.94±0.54 4.658 .004
행위변화과정 3.01±0.54 3.17±0.41 3.28±0.42 3.22±0.39 3.13±0.47 3.77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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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돕는 관계,역조건화와 자기해방,돕는 관계와 자기해방과의 각각 유의한 양
의 상관이 있었다.

표 7.음주행위 변화관계와 인지 변화과정 상관관계

변화단계 사회적자유 환경재평가 극적위안 자기재평가 의식고양 인지
변화과정

변화 단계 1.000

사회적자유 .062 1.000

환경재평가 .124 .342** 1.000

극적위안 .069 .222** .358** 1.000

자기재평가 .106 .261** .334** .304** 1.000

의식고양 .124 .350** .465** .491** .380** 1.000
인지

변화과정 .142* .616** .723** .660** .680** .783** 1.000

**<.01,*<.05

표 8.음주행위 변화단계와 행위변화과정 상관관계

변화단계 자극관리 우발가능성 역조건화 돕는 관계 자기해방 행위
변화과정

변화단계 1.000
자극관리 .208** 1.000
우발가능성 .120 .293** 1.000
역조건화 .123 .451** .242** 1.000
돕는 관계 .092 .184** .264** .168* 1.000
자기해방 .110 .271** .221** .250** .232** 1.000
행위

변화과정 .203** .675** .600** .672** .575** .657** 1.00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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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자기 효능감
음주행위 변화 4단계별 자기 효능감 및 변화 4단계별 자기 효능감 차이는

<표 9와 10>과 같다.
음주행위 변화 4단계별 자기 효능감 각각의 평균은 점수는 2.82,2.93,3.06,

3.25로 계획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고,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AVOVA 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5).

표 9.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자기 효능감

변화단계 N(%) M±SD
계획 전 84(38.9) 2.82±0.64
계획 77(38.6) 2.93±0.60
준비 38(17.6) 3.06±0.63
실행 및 유지 17( 7.9) 3.25±0.63
계 216(100.0) 2.94±0.63

(5)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균형에 관한 평균은 <표 11>과

같다.음주의 이익에 대한 변화 4단계별 각각의 평균점수는 3.09,2.96,2.90,2.99로
나타나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음주의 이익이 감소하였으며,음주의
의사결정균형 점수는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에 대한 4단계별 각각의 평균
점수는 0.36,0.33,-0.01,0.16으로 계획전 단계에서 준비단계까지는 단계가 진행될

표 10.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자기 효능감 차이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P
집단-간 2 3.412 1.137 2.923 .035
집단-내 213 82.494 .389
총계 215 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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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준비단계에서는 오히려 음주
의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으며,실행 및 유지단계에 가서는 준비단계보다 음주이
익과 손실의 차이 점수가 다소 높아졌고,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의 정도에 관한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

BBB...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단단단계계계

111...주주주요요요 개개개념념념틀틀틀

1)기초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개념
프로그램의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의 기초조사결과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변화과정 개념을 선정하였는데,초기 변화단계인 계획 전 단계에서 계획단
계로의 이행에서 인지 변화과정 증가폭이 행위 변화과정의 증가폭보다 높아 인지
변화과정을 선정하였고,인지 변화과정의 의식고양,극적위안,환경재평가,사회적
자유,자기재평가 5가지 개념은 모두 서로간의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계획단계에서 준비단계로의 이행에서 평균보다 높은 변화과정 개념인 자기
해방,자기재평가,돕는 관계,역조건화를 선정하였고,후기 변화단계인 준비단계에
서 실행 및 유지단계로의 이행에서는 인지 변화과정은 오히려 감소하고 행위 변
화과정이 유의하게 높아 행위 변화과정을 선정하였고,행위 변화과정의 자기해방,

변화 단계 N(%) 이익 손실 이익-손실
M±SD M±SD M±SD

계획 전 84(38.9) 3.09±0.61 2.72±0.81 0.36±0.89
계획 77(38.6) 2.96±0.48 2.65±0.89 0.33±0.88
준비 38(17.6) 2.90±0.77 2.91±0.80 -0.01±0.89
실행 및 유지 17( 7.9) 2.99±0.72 2.83±1.02 0.00±0.89
계 216(100.0) 2.99±0.61 2.74±0.85 0.2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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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관계,우발가능성,역조건화,자극관리의 5가지 개념은 모두 서로 양의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이들 선정된 변화과정 개념을 Prochaska.DiClemente
& Norcross(1992)가 범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모형과 손애리와 고승
덕(2001)의 연구내용과 비교하였고,상호 공통된 변화과정 개념을 우선 선정한 후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음주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음주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인 근로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프로그램의 변화과정 개념을 최종 작성하였다<표 12>.
본 연구의 기초조사결과에서 음주행위 변화 4단계에 따른 자기 효능감 각각의

평균점수는 2.82,2.93,3.06,3.25로 계획 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여<표 9와 10>,변화단계별 자기 효능감을 중재 전
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결과에서 음주행위 변화 4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의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 평균은 각각 0.36,0.33,-0.01,0.16으로 나타나 초기 변화단
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진행할수록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가 점차 감소함
을 보여<표 11>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을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았다.

2)문헌고찰에서 도출된 개념
범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한 음주 및 절주관련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의

사결정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igneault, Velicer, Prochaska, and
Stevenson(1999)은 629명의 대학생들에게 25문항의 의사결정균형 개념을 측정하여
적절한 음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의 음주의 의사결정과정 개념이 통계적 유의
성을 보였고,Migneault, Pallonen, and Velicer(1997)는 10-11학년생 853명을 대
상으로 37문항의 의사결정균형(음주의 이익과 손실)과 5문항의 변화단계 측정도구
를 적용한 설문조사에서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의 외적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범이론적 모델은 청소년의 부적절한 음주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
인 모델이라고 하였다.김희순 등(2004)은 220명의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
주행위 변화단계별 관련 요인분석에서 음주자의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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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분포하고 있으며,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이행할수록 변화과
정,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따라서 본 중재효과 평가에 초기
변화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변화과정,자기 효능감 및 의사결정균형을 주요 개념
으로 하여 절주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았다.

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미국 암 협회에서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범이론적 모델에 근

거한 ‘PathwaystoHealth'내용을 참고하였고,본 기초조사 결과와 문헌고찰 내
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한 주요 개념틀에 의한 변화단계별 중재전략은 <표 13>과
같고,변화단계별 시기별 중재는 <표 14>과 같다.

표 12.변화단계별 변화과정 개념틀

PPPrrroooccchhhaaassskkkaaa,,,
DDDiiiCCCllleeemmmeeennnttteee &&&
NNNooorrrcccrrrooossssss(((111999999222)))

손손손애애애리리리와와와
고고고승승승덕덕덕(((222000000111)))

본본본 연연연구구구
기기기초초초조조조사사사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본본본틀틀틀

계계계획획획전전전단단단계계계
의식고양(인식고취)
극적이완(극적 안도감)
환경재평가

의식고양(인식고취)
극적이완(극적안도감
)
환경재평가

의식고양
극적위안
환경재평가
사회적 자유
자기재평가

의식고양

계계계획획획단단단계계계 자기재평가 의식고양(인식고취)
자기재평가

의식고양
자기재평가
사회적 자유
극적위안
환경재평가

의식고양
자기재평가
사회적 자유
자기해방
극적위안
환경재평가

준준준비비비단단단계계계 자기해방(자기결심)
자기해방(자기결심)
역조건화
자극관리

자기해방
자기재평가
돕는 관계
역조건화

자기 해방
자기재평가
돕는 관계

실실실행행행 및및및
유유유지지지단단단계계계

우발가능성
돕는 관계(지지관계)
역조건화(대체방법)
자극관리(자극환경조절)

자기해방
우발가능성
돕는 관계
역조건화
자극관리

우발가능성
돕는 관계
역조건화
자극관리
우발가능성
역조건화
돕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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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변화단계별 주요 개념 중재전략

단단단계계계 목목목표표표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균균균형형형
전전전략략략 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전전전략략략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

중중중재재재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 전전전략략략 중중중재재재방방방법법법

계계계획획획전전전단단단계계계
-절주에 대한 필
요성에 관한 인식
을 높이기

-음주에 대한
부정적 측면
제안

-절주를 위한 물리적,환경적
조건 제시 -의식고양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교육

-절주의 이익에 관한 정보제공
-음주와 건강에 관한 내용이 실린 절주 홍보
용 리플렛을 통해 개별 상담 교육을 실시
(음주로 인한 건강장애,알코올 중독)
-음주관련 비디오 대여

계계계획획획단단단계계계
-동기부여 및 절
주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자기 확신감을 높
이기

-절주의 이익
과 장애에 관
한 목록 제시

-절주전략 요령에 관한 정보제
공
-절주의 모범사례 제시
-대상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
는 타인과 자신의 음주습관을
비교할 기회제공

-의식고양
-자기재평가
-사회적자유
-자기해방
-극적위안
-환경재평가

-대상자의 음주에 관한 질문지 작성
-대상자의 음주변화단계 확인
-정서적 각성을 고양하는 이미지 제시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하는 사람에 초
점을 맞추기
-새로운 자기 이미지의 창조
-음주를 했을 때의 문제가 된 구체적 사
례제시
-음주로 인한 질병발생의 증가에 관한 증
거 제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습관측
정을 위한 질문지 작성
-음주5단계,변화과정 점수,자기효능감,음주
의 이익과 손실에 관한 의사결정균형 측정
-절주하기로 한 서약문 작성하기
-절주를 실천할 때의 변화된 자기 모습 이야
기 하기
-음주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가진 사례의 신
문 기사 및 통계 정보 제시,가정폭력,자동차
음주운전 사례 제시

준준준비비비단단단계계계
-절주를 위한 구
체적 계획안에 관
한 협상

-절주실천 후
의 절주로 인
한 이익에 관
한 토론

-절주 수행시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격려 제공
-절주를 위한 자신에게 적합한
기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기

-자기재평가
-돕는 관계
-자기 해방

-절주하는 새로운 자기 이미지 창조
-절주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모으기
-절주하는 사람들 모임 만들기
-절주의 다양한 대안에 관한 점검

-음주하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하기
-절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기
-절주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나열하기

실실실행행행단단단계계계
-절주를 실천하고
계속 유지하기로
다짐받기

-절주실천 후
의 절주로 인
한 이익에 관
해 격려하고
지지해 주기

-절주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
한 조건을 제시

-우발가능성
-돕는 관계
-역조건화
-자극관리

-절주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칭찬 해주기
-절주모임에 자발적으로 시행해 보기
-절주에 관한 대안을 소개하기
-음주양과 음주회수를 측정해 보기

-절주를 실천할 때 칭찬하는 인사말 나누기
-회식자리에서 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
하게 보이기
-음주할 때 마다 음주량과 음주회수 측정해
서 음주일지에 작성하기
-음주를 유혹하는 친구와 멀리하고 연관된
술집을 피하기

유유유지지지단단단계계계 -재발 방지를 위
한 문제 해결

-절주를 유지
하는 것에 관
한 긍정적 강
화 제공

-매일의 삶 속에서 절주로 인
한 긍정적 변화를 개인별로 확
인하기
-실제 사례를 사용하기

-역조건화
-돕는 관계
-우발가능성

-긴장을 풀려고 할 때 음주 대신 다른 좋
아하는 것을 하기
-대상자가 절주할 때에 좋은 느낌을 갖도
록 주변인들이 노력해 주기
-음주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과 여가 보
내기

-음주하고 싶을 때 운동하기
-음주유혹시 친한 사람과 전화통화하기
-회식할 때 절주하는 살람과 함께 앉기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의 격려인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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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변화단계에 따른 시기별 중재 주제(TheThemesofstagebasedAlcohol-ReducingProgram fortheWorkers)

***중중중재재재방방방법법법별별별 자자자료료료내내내용용용1.집단 상담 및 개별상담:개별 이환된 질환과 과음과의 관련성으로 절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고양,대상자 개인별 절주 이유,절주실패 이유에 대해 토론2.음주일지 작성:음주날짜,같이 마신 사람,술의 종류,마신 술잔의 종류,술값,느낌,음주에 관한 자기평가3.설문지 작성:일반적 특성(연령,근무부서,월수입정도,동거형태,결혼상태,교육정도),음주관련 특성(음주빈도,절주전략,1회음주량,주별 음주량)변화5단계,변화과정 점수(사전,7주,10주),자기 효능감 점수(사전,7주,10주),음주의 이익과 손실(사전,7주,10주)4 음주와 건강문제와 관련된 홍보용 리플렛 자료(보건복지부 및 보건협회 자료 활용),인터넷 관련 사이트 자료.

변화단계/주별
사사사전전전
조조조사사사 111주주주(((111---222회회회))) 222주주주(((333---444회회회))) 333주주주(((555---666회회회))) 444주주주(((777---888회회회))) 555주주주(((999---111000gggjjjlll))) 666주주주(((111111---111222회회회))) 777주주주(((111333---111444회회회))) 888주주주(((111555---111666회회회))) 999주주주(((111777---111888회회회))) 사사사후후후조조조사사사

계획전단
계

변화단계,
변화과정,자기효
능감,의사결정균형
Pors/Cons)측정
음주량임상검사측정

현재당신이 절주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로 무엇이 발생
하고 있는가?

당신이 절주하려고생각하는 절실한필요성은 무엇인
가?

당신이 절주하면좋은 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절주하지않을 때의 나쁜 점은 무엇인가?

당신의 음주행위와건강문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당신은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주변사람들이 왜 절주를 하려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에게 지금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본 절주 프로그램참여가 절주의도에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변화단계,
변화과정,
자 기 효 능
감,
의사결정균
형
Pors/Cons
)측정
음주량
임상검사측
정

계획단계
당신이 절주를 하게 되면 좋은 점과나쁜 점은 어떤 것
이 될 것인가?

당신을 절주하지못하게 하는 관련
상황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절주하지못하게 하는 주변
환경은 무엇인가?

당신이 절주를 실천할 때의 변화된자기 모습이 어떠
할까에 대해 이야기하기

당신이 절주하지않을 때의 자기 모습을 이야기 해보
기

당신에게 절주하지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절주하지 않을 때의 건강문제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
보기

당신이 절주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나열해
보기

과음행위와 개별건강문제의 관련성
에 말해 보기

준비단계
당신이 절주하는새로운 자기 이미
지를 창조하고 이를 유지해 보려고노력하기

자신이 절주하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당신의 절주를 지
지해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기

절주하려는 사람들
의 모임에 참석하여 분위기를 탐색해 보기

당신이 절주할 수있는 다양한 대안
들을 찾아보고 장단점을 생각해 보기

당신이 절주를 시
작하기로 한 날을정하기

절주 서약문을 작성하기
절주를 계속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기

개별 절주의 실천
적 방법을 3가지이상 말해 보기

실행단계
당신이 절주를 실
천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한가지씩 실천해 나가기

당신의 현재의 건
강상태를 도울 수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습관을 건전한절주습관으로 대체해 보기

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자,업무 및 상황을 피해보기

음주와 관련된 잘
못된 편견을 건강한 관점으로 변화시켜보기

절주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서로가칭찬해 주기
절주를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가 대견해 하며 격려해 주기

절주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기

절주와 금연 및 운동을 같이 병행하
여 절주를 계속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
기

유지단계
건강에 좋은 행위를 어떻게 계속 유
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음주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건강에좋은 행위를 하기
(운동,친한 사란들과 전화통화,여가활동)

절주하는 사람들과어울리고 여가를
보내기

당신이 절주할 때좋은 느낌을 갖도
록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의지력이 강한긍정적인 사람으로
서의 당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긍정적이
되도록 유지해 보기

매일의 일상에서절주로 인한 긍정
적 변화를 확인해보기

회식할 때도 절주하는 사람들과 자
리를 같이 하기

절주 실천시 좋은점에 대해 주변 사
람들과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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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구구구성성성원원원리리리 및및및 진진진행행행절절절차차차
1)중재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본 연구에서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은 기초조사와 문헌고찰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 즉 변화과정의 증진,의사결정의 평가 중 음주의 폐해의 증가,절주의 이익
증가,절주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구성원리로 하였다.
기초조사 및 문헌고찰에서 과음 및 폭음하는 음주대상자가 계획 전단계와 계

획단계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고,이 단계에 속한 음주자를 우선적인 중재 대상자
로 선정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의 제언에 따라 계획 전단계와 계획단계 음주자를
본 연구의 절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위변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사용된 변화과정은 기초조사에서는 초기 변

화단계인 계획 전단계와 계획단계에서는 인지적 변화과정의 5가지 개념 즉 의식
고양,자기재평가,사회적 자유,극적위안,환경재평가를 주로 하였고,초기 변화단
계와 후기변화과정의 경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인지적 변화과정과 행위적 변화과정
을 같이 사용하였고,준비단계에서 후기변화단계인 실행 및 유지단계 이행은 행위
적 변화과정 5가지 개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헌고찰과 비교하여
공통된 변화과정 개념을 추출한 뒤 최종 변화과정 선정시 고려한 점은 계획 전단
계의 대상자는 문제 음주 인식이 없고 현재의 음주행태에 대해 변화의 의도가 전
혀 없는 상태며,우리나라 음주에 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문제음
주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음주에 관한 폐해를 강조하는 의식고양을 주요 핵심 전
략으로 선택하였고,계획단계에서는 인지 변화과정 5가지 개념과 음주자가 절주를
이행할 때의 자신의 좋아진 이미지를 떠올리며 현재의 음주관련 나쁜 이미지 개
선을 추구해 나갈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자기해방을 주요 전략으로 선택하였
다.준비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인 실행 및 유지 단계로의 이행은 쉽지 않은 단계
로의 진입이라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어 절주로 인해 개선된 자기 이미지를
계속 그려보며 현재의 음주로 인한 문제점을 돌아보는 자기 재평가와 과음을 하
지 않도록 직장이나 가족의 지지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다.실행 및 유지단계에서는 실제 절주하는 기간을 늘이고 다시 과음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음주의 유혹을 피하기 위한 우발가능성과 자극관리,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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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건강증진 관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조건화,계속적인 지지관계
구축 등의 행위적 변화과정을 주요 전략으로 하였다.이는 기초조사의 변화과정
결과에서 변화 초기단계인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는 인지 변화과정 전략을 사
용하고,변화 후기단계로 넘어가는 준비단계에서는 인지 변화과정과 행위 변화과
정 전략을 같이 사용하고,후기 변화단계인 실행 및 유지단계에서는 행위 변화과
정을 사용한 것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고,음주행위 변화 4단계 즉 계획 전단계,계
획단계,준비단계,실행 및 유지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의 각각의 평균점수는 2.90,
3.01,3.16,3.07로 계획 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변화과정 점수가 증가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범이론적 모델의 기본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본
기초조사의 변화과정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변화단계의 초기엔 인지 변화과
정을 적용하고,후기엔 행위 변화과정을 적용하여 절주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재전
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표 7과 8>.
기초조사에서 음주행위 변화 4단계에 따른 자기 효능감 각각의 평균점수는

2.82,2.93,3.06,3.25로 계획 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자기효능감
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변화단계별 자기 효능감을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중재효과를 볼 수 있는 변인으로 의미 있다고 보았다<표 9와 10>.
기초조사에서 음주행위 변화 4단계별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인 의사결

정균형의 평균점수는 각각 0.36,0.33,-0.01,0.16으로 나타나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진행할수록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가 점차 감소함을 보여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을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았다<표
11>.
기초조사 및 문헌고찰에서 자기 효능감 증진,의사결정균형을 위한 중재에서는

계획 전단계의 중재 목표는 변화할 필요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의사결정균형 중
음주의 개인적인 득과 실을 강조함으로써 성인기 남자의 과음 및 폭음을 할 때의
신체적 질환 위험요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계획단계에 있는 대상자 중재 목표는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이었고,이 단계의 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우선 절주에 대한 이익 평가와 손실 평가를 나열하도록 하고 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감정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며,준비단계 있는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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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작하는 계획을 협상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으며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절주를 할 계획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었다.실행 및 유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수
행에 대한 것을 다시 공고히 해주고 대상자들에게 절주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이며 이 단계의 목표는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절주행위를
긍정적 언어로 강화해주고 생활에서 음주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제거
해 주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적용단계의 대상자에게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개인 및 집

단지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구성은 <표 13과 14>과 같다.

2)중재 프로그램 진행 절차
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절주를 수행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절주

에 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근거하
여 개별화된 의견교환을 통해 절주의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 음주의 득과 실을
강조함으로 절주에 대한 실천동기를 강화시키는 시키는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조사,프로그램 시행
후 4주째 변화단계조사,프로그램 시행 7주째 중간조사,프로그램 시행 10주째 사
후조사를 실시하였다.
(1)사전조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음주관련 특성,1회음주량 및 주당 음주량,

음주변화단계,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변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음주관련 질환사정을 위한 임상검사측정은 혈액검사와 신체계측으로 하였다.

혈액을 채취하여 간기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를 ALT,AST,GGT를 측정하였고,
고지혈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otalCholesterol,Triglyceride를 측정하였으며,
혈당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복시 혈당(FastingBloodSugar,FBS)을 측정하였
다.신체계측으로는 고혈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은주 표준 혈압계 측정하였고,
비만도를 파악하기 위해 BMI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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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참여자 선정
사전조사의 임상검사 측정 결과를 개별로 확인하는 과정을 마치고,연구자가 9

주간 진행되는 본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진행절차별 내용에 관해
20분간 발표 및 참여자와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은 뒤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서명
을 받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 뒤 현실적 가용시간과 중재자의 인력을 고려해 최
종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은 개별 상담 및 집단지도로 구성되었다.절주 중재는 9주 동안 주 2

회씩 18회기로 구성되었으며,회기 당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개별
상담 및 집단지도 20분간은 근로자의 실제 가용시간을 고려한 점심시간을 운영하
였으며,중재 기간 및 개인 상담시간에 관한 근거는 절주관련 선행문헌에서 국내
연구로 정진규 등(2005)는 12주간 대상자 개별 중재회수는 평균 3.5(±1.4)회,매회
5~10분이었고,김희걸 등(2000)은 3개월간 대상자 개별 중재 회수는 실제 회수는
10회였으나,개별 상담시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안진숙 등(1999)은 3개월간
대상자 중재 회수는 3회였고,모두 집단 보건교육이었다.국외연구로 Carbonari&
DiClemente(2000)는 1년간 대상자별 중재회수는 9회였고 매회 중재시간은 5~10분
이었다.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절주 중재 기간의 전체 범위는 3개월~1년이었지만
실제 개별 중재 회수는 10회 이내였다.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국내 금연과 운동
분야의 중재기간의 범위가 5주에서 12주간의 연구가 주로 많았고,6개월~1년간 시
행된 연구도 있었지만 개인별 상담관련 중재시간은 개인 전화 상담 5~10분이 많
았다.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인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여건을 고려해 9주간의 중재
기간으로 설정 될 수밖에 없어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중재기간 중 중재 회수와
개인별 중재시간을 늘이기로 하였고,개인 상담은 매주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주
었으나 보통 20분간 설정하였다.전화 및 E-mali자료를 통한 상담은 1회 10분을
원칙으로 하였다.절주교육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산업 간호
사가 보조하였다.
절주 교육에 사용된 교재는 음주의 해독에 관한 리플릿 활용(보건복지부 및 대

한보건협회 자료),범국민절주운동본부,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건전음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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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정보센터,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등의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
음주실태,음주 폐해,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절주의 필요성,절주요령,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의 정보를 발췌하여 유인물 을 제공하고 음주실태 및 음주 폐해관련
최근 신문기사 내용도 활용하였다.
절주중재 방법은 유인물을 통한 집단지도 및 소그룹 토의,주별 음주일지를 통

한 개인상담 및 회환 제공 등의 주로 개별지도 형태로 이루어졌고,구체적 내용은
집단지도 및 소그룹 토의는 유인물로 절주의 필요성 자료 제시 및 핵심 내용 정
리,주제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현실 상황과 비교해 절주의 어려운 점에 관해 토
의,부서별 회식 때 음주 분위기 소개,절주 실행자의 칭찬 및 본보기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고,개별지도는 절주이행 계약서 작성,개별 절주이유와 절주실패관련 상
담,주별 음주일지 작성 및 제출 후 회환,전화 또는 E-mail통한 부가적 자료 전
송 등을 통해 언어적 설득으로 절주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음주단계마다 인지적,행위적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음주의 실과 득을 이용하

였다.계획전 단계에 속한 대상자가 절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관련 질환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난 느낌 이야기 하기 등으로 인지적 변화
과정 중 의식고양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였고,음주 후에 갖게 되는 신체적 불편
감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자신을 성찰하게 하도록 의사
결정균형 중 음주의 손실을 크게 느끼고 절주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
는 자기 효능감 증진을 도모하도록 구성하였고,계획단계에 속한 대상자에게 절주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과음 후 아내 및 자녀의 부정적 반응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음주일지를 쓰면서 갖게 되는 후회의 느낌을 이야기하기,
음주 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기,절주하고 있는 모범 사원에
대해 이야기하기,현재의 음주하는 회식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현재의
음주와 관련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보기 등으로 의식고양,극적 위안,자기
재평가,자기해방,사회적 자유,환경재평가 등에 대한 인지과정의 증진과,음주의
폐해 인식 등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절주의 시작임을 격려하는 자기 효능감 증진
으로 구성 하였고,준비단계로 이행한 대상자에게는 절주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절주를 결심하는 단계로 음주량을 줄인 후 출근 후 경험한 신체적 만족도,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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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및 아내의 지지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기,회식자리에서 절주 프로그램 참여
자임을 밝히고 난후 동료 및 상급자의 술 권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절주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여자들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으로 자기재평가,돕
는 관계,자기해방과 관련하여 인지과정과 행위과정의 증진과 자기 효능감,절주의
이익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구성하였다.실행 및 유지 단계로 이행한 대상자
에게는 절주 실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절주를 생활 속에서 계속 지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술 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
프로그램 참여하기,운동을 위해 헬스 클럽회원 등록하기,절주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문구류 제공하기,절주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계획 전,계획,준
비단계에 있는 참여자에게 모범 사례로 제시하기,부서별 사원끼리 절주를 실천토
록 격려하고 도와주기,절주로 인한 체중감량 및 체질량 감소 측정치 제시 등으로
우발가능성,역조건화,돕는 관계,자극관리 등으로 행위적 변화과정 증진과 자기
효능감,절주의 이익에 대해 인식을 증진하도록 구성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에 사내 회보에 기사

화할 절주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에 관한 참여 대상자들의 소감을 생생히 듣는
과정과 연구 참여자가 절주의 모범직원이 되도록 유도하기 자리를 마련하고,거제
시 보건소장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절주 홍보 대사로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는 절주 프로그램과정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과,연구자는 대상
자별로 개인별 음주 일지와 절주 계약서,음주관련 유인물을 철한 자료집을 만들
어 제공하고,향후 절주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연구자도 지지체
계가 계속 될 것과 부서별 음주와 회식 분위기가 상이하므로 부서 내의 절주 동
우회를 만들어 소규모로 절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음주 대신 건강
에 이로운 운동,취미생활 등 건강증진활동으로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서로의
지지체계가 되어 줄 것을 격려하는 모임으로 구성하였다.
본 중재 프로그램의 중재의 변수로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과 더

불어 생리적 변수로는 참여 대상자의 음주량과 질환별 대표적인 임상검사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앞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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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간 조사
3주 간격으로 변화단계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주 프로그램 실시 후 제

4주째,제 7주째에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음주변화 단계를 측정하
였다.제 7주째에는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변수를 모두 측정하였다.
(5)사후 조사
9주간의 절주 프로그램 실시 후 제 10주째 참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이용하

여 음주 변화단계,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 변수를 측정하였으며,사
전 조사와 동일한 임상검사측정을 혈액검사와 신체계측으로 하였다.

CCC...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거제시 D 조선소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SPSS12.0forWindow를 이용
하여 기술통계와 중재시기별 차이의 Paired-test및 RepeatedMeasuredANOVA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5>와 같다.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62.5%로 가장 많았고,교육수준은 4년 대졸이상이 68.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종교는 불교 31.3%,천주교 18.8%,기독교 6.3%순이었고,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
도 43.8%로 많았다.결혼상태는 기혼이 100.0%였고,동거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98.3%로 많았고,월 수입정도는 200~300만원미만이 43.8%,300~400만원미만이
37.5%,400만원이상이 18.8%순으로 많았고,근무경력은 21년 이상은 50.0%,11~20
년은 31.3%,1~10년은 18.8%순이었다.

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표 16>과 같다.선호하는 주된 술 종류는 소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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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로 가장 많았고,음주빈도는 주 1~2회가 43.8%,주3~4회가 37.5%,월 2~3회
가 18.8%순로 많았다.

표 15. 프로그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연령 20~29세 1(  6.3)

30~39세 3( 18.8)

40~49세 10( 62.5)

50세 이상 2( 12.5)

교육수준 고졸 3( 18.8)

전문대졸 2( 12.5)

4년대학 이상 11( 68.8)

종교 불교 5( 31.3)

기독교 1(  6.3)

천주교 3( 18.8)

없음 7( 43.8)

결혼상태 미혼 0(  0.0)

기혼 16(100.0)

동거현황 혼자 1(  6.3)

배우자․미혼자녀 15( 93.8)

월수입 200~300만원 미만 7( 43.8)

정도 300~400만원 미만 6( 37.5)

400만원 이상 3( 18.8)

근무경력 1~10년 3( 18.8)

11~20년 5( 31.3)

21년 이상 8( 50.0)

합계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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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프로그램 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

333...보보보유유유 질질질환환환
대상자의 보유 질환명과 질환 수는<표 17과 18>과 같다.알코올성 지방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과체중 5명,당뇨 4명,고혈압 4명,고지혈증 3명 순으로 많
았고,이환된 질환 가지 수는 1가지가 43.8%로 가장 많았고,3가지 이상이 31.3%,
2가지는 18.8%순이었고,질환이 없는 경우는 6.3%였다.

표 17. 프로그램 대상자의 질환 종류

                                                                     

* 중복응답가능

 표 18. 프로그램 대상자의 보유 질환 수       

특성 구분 N(%)

술의 종류 소주 15( 93.8)

3종류이상 1(  6.3)

음주 빈도 1~2회/주 7( 43.8)

3~4회/주 6( 37.5)

2~3회/월 3( 18.8)

합계 16(100.0)

    질환명                         N(%)*

    알코올성 지방간 11( 68.8)

    과체중 5( 31.3)

    당뇨 4( 25.0)

    고혈압 4( 25.0)

    고지혈증 3( 18.8)

    만성 위염 1(  6.3)

    역류성 식도염 1(  6.3)

    비만 1(  6.3)

합계 16(100.0)

구분              N(%)

 없다 1(  6.3)

 1가지 7( 43.8)

 2가지 3( 18.8)

 3가지 이상 5( 31.3)

합계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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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구체적 연구문제 및 가설에 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111...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은은은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

는는는가가가???
가가가설설설111...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는는는

초초초기기기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에에에서서서 후후후기기기 변변변화화화단단단계계계로로로의의의 이이이동동동이이이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 프로그램 실시 전 음주행위 변화단계는 계획 전 단계 50.0%,계획단계

50.0%였으나 중재 프로그램 실시 10주 후에는 준비단계 56.3%,계획단계 43.8%로
이행되었다<표 19,그림 3>.대상자 개별 변화단계 이동을 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
계획 전 단계에 있었던 8명 중 2명은 준비단계로 이동하였고,나머지 6명은 계획
단계로 이동하였으며,실시 전 계획단계에 있었던 8명 중 7명은 준비단계로 이동
하였고,나머지 1명만 중도에 준비단계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계획 단계로 회귀하
였다<그림 4>.대상자의 변화단계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3.33,중재 시점 4주째는
3.47,중재 시점 7주째는 3.72,중재 시점 10주째 3.97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변화단
계 점수가 증가하였고,4차례의 측정 시점 별 변화단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7.103,p=.001)를 보였으며<표 20,그림 5와 6>,중재 실시 전후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t=-5.295,p=.000)를 보였다<표 21>.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
다.

표 19. 중재 시점별 변화단계

                                                           N=16(%)

구분
                        중재 시점

사전 4주 7주 10주

계획 전 8(50.0) 7(43.8) 3(18.8)

계획 8(50.0) 2(12.5) 6(37.5) 7(43.8)

준비 6(37.5) 7(43.8) 9(56.3)

실행 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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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6 단위:명(%) 

그림 3. 중재 시점별 변화단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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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상자 개별 음주행위 변화단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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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중재 시점별 변화단계 차이

3.97

3.72

3.4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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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4주 7주 10주

그림그림그림그림5.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변화단계변화단계변화단계변화단계점수점수점수점수

평균 (M±SD) 

중재 시점 M±SD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변화단계

사전 3.33±0.35
3.783 3 1.261 7.103 .0014주 3.47±0.59

7주 3.72±0.48
10주 3.9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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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6. 6. 6. 6.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 개별개별개별개별 변화단계변화단계변화단계변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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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중재 전후 변화단계 차이

가가가설설설222...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 변변변화화화
과과과정정정(((인인인지지지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행행행위위위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이이이 증증증가가가될될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대상자의 중재 시점별로 변화과정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2.84,중재 시점 7주째

는 3.00,중재 시점 10주째는 3.30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고 <그림 7>,10
개 변화과정 개념의 중재 시점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보인 것은 의식고양
(F=8.553,p=.001),극적위안(F=4.597,p=.018),환경재평가(F=5.611,p=.009),사회적
자유(F=12.917,p=.000),역조건화(F=4.417,p=.021),자극관리(F=4.544,p=.019),우
발가능성(F=3.506,p=.043),돕는 관계(F=4.755,p=.016)였고,자기재평가와 자기해

M±SD
 Paired-t p

사전 사후

  변화단계 3.33±0.35 3.97±0.52 -5.29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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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변화과정((F=8.520,p=.001)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2,그림 8과 9>.
인지 변화과정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2.80,중재 시점 7주째는 3.01,중재 시점

10주째는 3.28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고<그림 10>,행위 변화과정의 평균
도 사전조사는 2.88,중재 시점 7주째는 2.98,중재 시점 10주째는 3.32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으며<그림 11>,3차례 측정 시점별 인지 변화과정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F=7.517,p=.002)를 보였고,3차례 측정 시점별 행위 변화과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6.961,p=.003.)를 보였다<표 23>.중재 실시 전후 변화
과정 차이(t=-4.067,p=.001),인지 변화과정 차이(t=-3.841,p=.002),행위 변화과정
차이(t=-3.406,p=.004)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4>.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22. 중재 시점별 변화과정 개념 차이

                                                                    N=16   

                                                                   

 구분
M±SD 제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사전조사 7주 10주

 의식고양 2.75±0.89 3.00±0.75 3.41±0.90 3.510 2 1.755 8.553 .001

 자기재평가 2.94±0.81 2.94±0.96 2.78±0.60 .260 2 .130 .256 .776

 극적위안 3.06±1.08 3.44±1.11 3.61±0.81 3.167 2 1.583 4.597 .018

 환경재평가 2.88±0.74 3.19±0.70 3.38±0.83 2.042 2 1.021 5.611 .009

 사회적 자유 2.38±0.76 2.50±0.89 3.13±0.89 5.167 2 2.583 12.917 .000

 자기해방 3.84±0.94 3.91±0.84 3.97±0.74 .125 2 .063 .144 .867

 역조건화 3.09±0.66 3.06±0.77 3.60±0.80 2.844 2 1.422 4.417 .021

 자극관리 2.47±0.69 2.72±0.77 3.16±0.85 3.875 2 1.938 4.544 .019

 우발가능성 2.41±0.74 2.31±0.73 2.66±0.79 1.010 2 .505 3.506 .043

 돕는 관계 2.56±0.90 2.81±1.01 3.23±0.88 3.510 2 1.755 4.755 .016

합계 2.84±0.65 3.00±0.69 3.30±0.64 1.741 2 .870 8.52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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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7. 7. 7. 7. 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 개념개념개념개념별별별별 점수점수점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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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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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7주

사전조

사

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 1: 1: 1: 1: 의식고양의식고양의식고양의식고양 2: 2: 2: 2: 자기재평가자기재평가자기재평가자기재평가 3: 3: 3: 3: 극적위안극적위안극적위안극적위안 4: 4: 4: 4: 환경재평가환경재평가환경재평가환경재평가

5: 5: 5: 5: 사회적자유사회적자유사회적자유사회적자유 6: 6: 6: 6: 자기해방자기해방자기해방자기해방 7: 7: 7: 7: 역조건화역조건화역조건화역조건화 8: 8: 8: 8: 자극관리자극관리자극관리자극관리

9: 9: 9: 9: 우발가능성우발가능성우발가능성우발가능성 10: 10: 10: 10: 돕는관계돕는관계돕는관계돕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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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평가

자기재평가

의식고양

그림그림그림그림 8. 8. 8. 8.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 개념개념개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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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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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7주 10주

그림그림그림그림 9.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

평균 (M±SD)

표 23.중재시점별 인지 변화과정 및 행위 변화과정 차이

구분

M±SD 제III 

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제곱  F p
사전 7주 10주

인지변화

과정
2.80±0.77

3.01±0.7
6

3.28±0.64 1.812 2 .906 7.517 .002

행위변화

과정
2.88±0.58

2.98±0.6

5
3.32±0.66 1.718 2 .859 6.96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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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0.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인지인지인지인지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

(의식고양, 자기재평가, 극적위안, 환경재평가, 사회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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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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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7주 10주

그림그림그림그림 11.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행위행위행위행위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변화과정

(자기해방, 역조건화, 자극관리, 우발가능성, 돕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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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중재 전후 변화과정,인지 변화과정,행위 변화과정 차이

가가가설설설333...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행행행위위위의의의 자자자
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이이이 증증증가가가될될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대상자 자기 효능감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3.11,중재 시점 7주째는 3.44,중재

시점 10주째는 3.48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고<그림 12>,3차례 측정 시점
별 자기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698,p=.037)를 보였으며<표 25>,
중재 실시 전후 자기 효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60,p=.027)를 보였
다<표 26>.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25.중재 시점별 자기 효능감 차이

사전 사후
 Paired-t p

M±SD M±SD

  변화과정 2.84±0.65 3.30±0.62 -4.067 .001

인지변화과정 2.80±0.77 3.28±0.64 -3.841 .002

헹위변화과정 2.88±0.58 3.32±0.66 -3.406 .004

자기 

효능감
M±SD

제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전 3.11±0.61

1.299 2 0.649 3.698 .0377주 3.44±0.54 

10주 3.4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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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7주 10주

그림그림그림그림 12.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자기자기자기자기 효능감효능감효능감효능감

평균 (M±SD)

표 26.중재 전후 자기 효능감 차이

M±SD Paired-t p사전 사후
자기 효능감 3.11±0.61 3.48±0.56 -2.460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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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444...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
균균균형형형 중중중 음음음주주주 이이이익익익이이이 감감감소소소될될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555...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

균균균형형형 중중중 음음음주주주 손손손실실실이이이 증증증가가가될될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666...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음음음주주주 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

균균균형형형 중중중 음음음주주주이이이익익익과과과 음음음주주주손손손실실실의의의 차차차이이이가가가 감감감소소소될될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대상자 의사결정균형 중 음주 이익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3.28,중재 시점 7주

째는 3.13,중재 시점 10주째는 2.98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였고,대상자의 의
사결정균형 중 음주 손실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1.95,중재 시점 7주째는 2.28,중
재 시점 10주째는 2.28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고,의사결정균형 중 음주 이
익과 음주 손실의 차이의 평균은 사전 조사시 1.32,중재시점 7주째는 1.03,중재시
점 10주째는 0.70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였고 <그림 13>,3차례 측정 시점별
의사결정균형 중 음주이익과 음주손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9.6,
p=.014)를 보였으며<표 27>,중재 실시 전과 후 의사결정균형 중 음주 이익은 감
소하였고,음주 손실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음
주 이익과 음주 손실의 차이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06,p=.009)를
보였다<표 28>.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으며,가설 6은 지지되었
다.

표 27.중재 시점별 의사결정균형 차이

개념 M±SD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제곱 F p사전 7주 10주

음주이익 3.28±
0.52

3.13±
0.42

2.98±
0.53 .706 2 .353 1.924.164

음주손실 1.95±
0.90

2.28±
0.64

2.28±
0.66 1.148 2 .574 1.779.186

이익과
손실의
차이

1.32±
0.83

1.03±
0.85

0.70±
0.65 3.440 2 1.720 4.9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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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3. 13. 13. 13. 중재중재중재중재 시점별시점별시점별시점별 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 균형의균형의균형의균형의 차이차이차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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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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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7주 10주

음주이익

음주손실

이익과    손실

의 차이

표 28.중재 전후 의사결정균형 차이

개념 M±SD Paired-t p사전 사후
음주이익 3.28±0.52 2.98±0.53 1.818 .089

음주손실 1.95±0.90 2.28±0.66 -1.379 .188
이익과
손실의
차이

1.32±0.83 0.70±0.65 3.00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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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777...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111회회회 음음음주주주량량량 및및및
주주주별별별 음음음주주주량량량이이이 감감감소소소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 시점별 대상자의 1회 음주량 및 주별 음주량은 <표 29>과 같다.
대상자 주별 1회 음주량의 평균은 사전조사는 15.5잔,1주는 8.7잔,2주는 7.9잔,

3주는 8.7잔,4주는 7.3잔,5주는 11.4잔,6주는 13.3잔,7주는 10.9잔,8주는 11.9잔,
9주는 7.7잔이었다.
대상자의 주별 음주량의 평균은 사전조사는 38.9잔,1주는 22.9잔,2주는 21.3잔,

3주는 18.9잔,4주는 16.4잔,5주는 21.8잔,6주는 23.9잔,7주는 17.8잔,8주는 21.6
잔,9주는 17.9잔이었다.
중재 시점별 대상자 개별 1회음주량과 주별 음주량은 개인 편차가 심했다<그

림 14와 15>.
중재 시점별 대상자의 1회 음주량 및 주별 음주량은 시점별 증감 폭이 매우

컸으며,중재 시점 4주 때까지 각각 감소를 보이다 중재 시점 5주 이후부터 다소
증가 추세였다<표 30,그림 16>.
대상자의 1회 음주량의 평균은 중재 전 15.63잔에서 중재 이후는 평균 9.73잔

으로 감소하였고,중재 전후 1회 음주량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t=3.994,p=.001>를
보였으며,주별 음주량의 평균도 중재 전 38.94잔에서 중재 이후는 평균 20.27잔으
로 감소하였고,중재 전후 주별 음주량 감소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t=3.734,
p=.002)를 보여 7가설은 지지되었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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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대상자의 음주량 변화                                                                              단위:잔
(사전) 1주 (4.10) 2주 (4.17) 3주 (4.24) 4주 (5.1) 5주 (5.8) 6주 (5.15) 7주(5.22) 8주(5.29) 9주(6.5)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1회 주별
A 13 21 10 29 7 28 7 9 5 8 7 18 6 12 7 14 11 14 4 4
B 7 35 7 11 7 23 9 12 7 10 11 18 3 6 0 0 0 0 2 3
C 44 150 44 128 20 129 17 86 27 82 32 74 30 94 31 63 44 107 44 150
D 10 15 4 12 4 7 6 18 5 11 7 7 10 15 10 15 6 12 5 5
E 10 40 0 0 5 7 0 0 4 4 0 0 0 0 0 0 7 13 0 0
F 9 9 0 0 5 5 7 17 7 7 4 4 20 35 23 31 2 3 6 11
G 7 16 8 21 4 20 4 13 3 8 5 9 5 7 5 8 3 6 3 3
H 19 19 7 11 7 14 7 20 0 0 7 12 4 4 7 7 19 19 3 4
I 24 63 4 6 3 3 0 0 0 0 14 14 13 30 8 18 3 6 3 6
J 31 80 12 20 8 10 10 11 10 31 7 20 31 31 31 31 16 27 9 21
K 10 20 2 3 3 3 5 6 7 15 7 9 15 28 7 17 4 7 5 5
L 14 24 2 2 5 10 5 5 0 0 14 24 14 24 14 14 14 20 4 6
M 7 11 4 7 4 4 5 10 7 12 7 7 7 14 7 11 7 7 5 9
N 10 20 0 0 10 20 15 20 6 9 21 21 11 18 7 7 7 12 7 10
O 21 70 21 87 20 27 20 49 20 51 26 74 19 19 17 48 28 59 9 19
P 14 30 14 30 14 30 20 27 8 14 14 38 24 45 0 0 20 34 14 30

평균 15.6 38.9 8.7 22.9 7.9 21.3 8.7 18.9 7.3 16.4 11.4 21.8 13.3 23.9 10.9 17.8 11.9 21.6 7.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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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상자의 개별 1회 음주량 변화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사
전

조
사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림 15. 대상자의 개별 주별 음주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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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중재 시점별 음주량 차이
단위:잔수

음주량 주별 M±SD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제
곱 F p

1회
음주량

사전 15.63±10.19

1103.806 9 122.645 4.169 .000

1주 8.69±11.04
2주 7.88±5.51
3주 8.56±6.30
4주 7.25±7.11
5주 11.44±8.53
6주 13.25±9.43
7주 10.88±9.93
8주 11.94±11.53
9주 7.69±10.24

주별
음주량

사전 38.94±36.60

5886.725 9 654.081 3.746 .000

1주 22.94±32.22
2주 21.25±30.23
3주 18.94±21.41
4주 16.38±21.69
5주 21.81±22.31
6주 23.88±22.42
7주 17.75±17.64
8주 21.62±26.99
9주 17.8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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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중재 전후 음주량 차이
단위:잔수

가가가설설설888...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전전전보보보다다다 적적적용용용 후후후에에에 임임임상상상검검검사사사 수수수치치치가가가 감감감소소소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 실시 전후 간기능 수치의 비교는 <표 32>와 같다.
대상자의 간 기능 검사 중 ALT(Alaninoaminotransferase,SGOT)의 평균은 사

전 조사에서 28.19는 사후 조사에 25.50로 감소하였고,사전 조사에서 55비정상에
서 사후 조사 41경계역으로 감소한 대상자가 1명,사전조 사에서 43경계역에서

음주량
M±SD

Paired-t p
사전 중재 이후

1회
음주량 15.63±10.19 9.73±7.51 3.994 .001
주별
음주량 38.94±36.60 20.27±21.07 3.73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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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19정상범위 대상자가 1명으로 총 2명이 감소하였다.
대상자의 간 기능 검사 중 AST(Aspartateaminotransferase,SGPT)의 평균은

사전 조사에서 35.44는 사후 조사 34.06로 감소하였고,사전 조사에서 76비정상에
서 사후 조사 39경계역 대상자 1명과 사전 조사에서 38경계역에서 사후 조사
27정상범위 대상자 1명으로 총 2명의 대상자가 감소하였고,사전 조사에서 26정
상범위에서 사후 조사엔 39경계역 범위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서 22로 정상범
위에서 사후 조사 39로 경계역 범위 대상자 1명으로 총 2명의 대상자가 증가하였
다.
대상자의 간 기능 검사 중 GGT(Gamma-glutamiltranspeptidase,γ-GTP)의 평

균은 사전 조사에서 51.75는 사후 조사 53.75로 증가하였고,사전 조사에서 98로
비정상에서 사후 조사 58로 정상 범위로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서 75비정상에
서 사후 조사엔 55정상범위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서 64경계역에서 사후 조사
에 59정상범위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 74로 비정상에서 사후 조사 69경계역 대
상자 1명으로 총 4명의 대상자가 감소하였고,사전 조사에서 44정상범위에서 사
후 조사엔 85비정상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서 42정상범위에서 사후 조사 75
비정상범위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 57정상에서 사후 조사 91비정상범위 대상
자 1명,사전 조사에 57정상에서 사후 조사 75비정상 범위 대상자 1명으로 총 4명
의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중재 전과 후 간 기능 수치 감소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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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대상자별 간 기능 수치

주된 질환명 ALT(IU/ℓ) AST(IU/ℓ) GGT(IU/ℓ)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55 41 61 62 74 69
B 알코올성지방간,경계성 당뇨병 22 40 25 30 26 17
C 알코올성지방간 20 25 27 26 57 75
D 당뇨병,과체중 16 18 22 20 57 91
E 알코올성지방간,고혈압,과체중,고지혈증 27 27 26 39 32 35
F 없음 16 17 26 26 42 75
G 만성위염,고혈압 17 18 19 24 40 32
H 알코올성지방간,고지혈증 37 27 34 27 98 58
I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43 19 76 39 75 55
J 알코올성지방간,경계성 당뇨병,고혈압 21 18 38 37 77 71
K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34 38 51 53 64 59
L 알코올성지방간,당뇨병,고지혈증 26 26 48 58 42 37
M 고혈압 23 22 24 22 41 38
N 알코올성지방간 30 23 38 27 40 42
O 알코올성지방간 40 19 30 16 19 21
P 역류성 식도염,비만 24 32 22 39 44 85

M±SD 28.19±11.02 25.50±8.29 35.44±16.05 34.06±13.69 51.75±21.27 53.75±22.74

비고
정 상:14명
경계역:1명
비정상:1명

정 상:16명
경계역:1명
비정상:0명

정 상:10명
경계역:2명
비정상:4명

정 상:9명
경계역:4명
비정상:3명

정 상:11명
경계역:1명
비정상:4명

정 상:10명
경계역:1명
비정상:5명

증감
감 소:2명
증 가:0명
오차범위내:14명

감 소:2명
증 가:2명
오차범위내:14명

감 소:4명
증 가:4명
오차범위내: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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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중재 전후 간 기능 수치 차이

중재 실시 전후 혈중지질 수치의 비교는 <표 34>와 같다.
대상자의 혈중지질 검사 중 Totalcholesterol의 평균은 사전 조사에서는 190.25

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206.38로 증가하였으며,사전 조사에서 168정상에서 사후
조사 274비정상으로 1명이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혈중지질 검사 중 Triglyceride의 평균은 사전 조사에서는 164.56에서

사후189.69로 증가하였고,사전 조사에서 195비정상에서 사후 조사 137정상범위
로 대상자 1명이 감소하였고,사전 조사에서 91정상에서 사후 조사 250비정상범
위로 대상자 1명,사전 조사에서 100정상에서 사후 조사 308비정상 1명,총 2명
이 증가하였다.
중재 전과 후 혈중지질 수치 감소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35>.

간기능검사
M±SD

Paired-t p
사전 사후

ALT (IU/ℓ) 28.19±11.02 25.50±8.29 1.014 .327
AST (IU/ℓ) 35.44±16.05 34.06±13.69 .442 .665
GGT(IU/ℓ) 51.75±21.27 53.75±22.74 -.385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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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대상자별 혈중지질 수치

주된 질환명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206 226 107 139
B 경계성 당뇨병 169 181 90 54
C 알코올성지방간 242 274 245 250
D 당뇨병,과체중 159 175 113 126
E 알코올성지방간,고혈압,과체중,고지혈증 187 228 195 137
F 없음 229 274 91 250
G 만성위염,고혈압 179 153 85 85
H 알코올성지방간,고지혈증 169 190 180 204
I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168 257 83 148
J 알코올성지방간,경계성 당뇨병,고혈압 175 213 100 308
K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152 169 99 148
L 알코올성지방간,당뇨병,고지혈증 220 176 179 208
M 고혈압 204 180 135 116
N 알코올성지방간 155 168 103 72
O 알코올성지방간 228 213 78 46
P 역류성 식도염,비만 202 225 750 744

M±SD 190.25±28.89 206.38±38.50 164.56±163.50 189.69±165.58

비고
정 상:15명
경계역: 0명
비정상: 1명

정 상:13명
경계역: 0명
비정상: 3명

정 상:11명
경계역: 0명
비정상: 5명

정 상: 10명
경계역: 0명
비정상: 6명

증감
감 소: 0명
증 가: 2명
오차범위내:14명

감 소: 1명
증 가: 2명
오차범위내: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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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중재 전후 혈중지질수치

중재 실시 전후 공복시 혈당 및 혈압 수치의 비교는 <표 36>과 같다.
대상자의 공복시 혈당검사의 평균은 사전 조사에서는 103.13에서 사후 조사에

서 91.00로 감소하였으며,대상자 개별 증감은 사전 조사에서 121경계역에서 사후
조사 90정상으로 1명이 감소하였고,사전 조사에서 111정상에서 사후 조사 134
비정상으로 1명이 증가하였다.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사전 조사에서는 127.94mmHg에서 사후 조사에서

127.50mmHg로 감소하였고,대상자 개별 증감은 사전 조사에서 130mmHg경계
역에서 사후 조사 120mmHg정상으로 2명이 감소하였고,사전 조사 120mmHg에
서 사후 조사 140mmHg경계역으로 1명이 증가하였다.이완기혈압의 평균은 사전
조사 81.31mmHg에서 사후 조사 83.13mmHg로 증가하였고,대상자의 개별 증감은
사전 조사에서 90mmHg경계역에서 사후 조사 80mmHg정상으로 1명,사전 조사
에서 85mmHg경계역에서 사후 조사 80mmHg정상으로 3명,총 4명이 감소하였
고,사전 조사 75mmHg정상에서 사후 조사 90mmHg경계역으로 1명,사전 조사
80mmHg정상에서 사후 조사 90mmHg경계역 1명,총 2명이 증가하였다.
중재 전과 후 공복시 혈당 감소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F=3.684,p=.002)를 보였

고,중재 전과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감소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표 37>.

개념
M±SD

Paired-t p
사전 사후

Total
Cholesterol(㎎/㎗) 190.25±28.89 206.38±38.50 -2.002 .064

Triglyceride(㎎/㎗) 164.56±163.50 189.69±165.58 -1.42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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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대상자별 혈당 및 혈압수치

주된 질환명 혈당(FBS) 혈압(mmHg)
수축기 이완기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108 88 125 130 80 90
B 경계성 당뇨병 116 83 120 120 85 80
C 알코올성지방간 85 97 130 130 85 80
D 당뇨병,과체중 111 134 110 140 75 90
E 알코올성지방간,고혈압,과체중,고지혈증 103 86 140 130 90 80
F 없음 97 97 120 140 80 90
G 만성위염,고혈압 99 87 140 130 80 80
H 알코올성지방간,고지혈증 92 97 120 120 80 80
I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99 80 120 120 70 80
J 알코올성지방간,경계성 당뇨병,고혈압 111 85 150 150 90 100
K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98 89 120 120 80 80
L 알코올성지방간,당뇨병,고지혈증 121 90 130 130 80 80
M 고혈압 93 83 130 130 80 80
N 알코올성지방간 97 92 117 120 76 80
O 알코올성지방간 92 82 130 120 85 80
P 역류성 식도염,비만 100 93 130 120 80 80

평균±표준편차 103.13±13.37 91.00±12.77 127.94±9.49 127.50±9.31 81.31±4.92 83.13±6.02

비고
정 상:15명
경계역:1명
비정상:0명

정 상:15명
경계역:0명
비정상:1명

정 상:7명
경계역:8명
비정상:1명

정 상:7명
경계역:8명
비정상:1명

정 상:11명
경계역:5명
비정상:0명

정 상:12명
경계역:3명
비정상:1명

증감
감 소:1명
증 가:1명
오차범위내:14명

감 소:2명
증 가:1명
오차범위내:13명

감 소:4명
증 가:2명
오차범위내: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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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중재 전후 혈당 및 혈압 수치

중재 실시 전후 체질량 지수의 비교는 <표 38>과 같다.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의 평균은 사전 조사에서는 23.67에서 사후 조사에서

23.26로 감소하였으며,대상자 개별 증감은 사전 조사에 비만에서 사후 조사 과체
중 1명,사전 조사 정상에서 사후 조사 과소 체중 2명,총 3명이 감소하였고,사전
조사 정상이 사후 조사 과체중 1명,사전 조사 과소체중에서 사후 조사 정상이 1
명,총 2명이 증가하였다.
중재 전과 후 체질량 지수 감소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39>.따라서 가설 8은 지지되지 않았다.

개념
M±SD

Paired-t p
사전 사후

혈당 103.13±13.37 91.00±12.77 3.684 .002
수축기혈압 127.94±9.49 127.50±9.31 .232 .820
이완기혈압 81.31±4.92 83.13±6.02 -1.11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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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대상자별 체질량 지수

BMI(BodyMassIndex:kg/m2)

주된 질환명 체질량(BMI)
사전 사후

A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29.0 28.4
B 경계성 당뇨병 21.0 18.7
C 알코올성지방간 22.8 23.9
D 당뇨병,과체중 27.2 25.6
E 알코올성지방간,고혈압,과체중,고지혈증 25.7 24.3
F 없음 19.2 20.6
G 만성위염,고혈압 19.2 15.2
H 알코올성지방간,고지혈증 21.8 24.5
I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28.0 28.0
J 알코올성지방간,경계성 당뇨병,고혈압 24.2 25.1
K 알코올성지방간,과체중 25.5 24.6
L 알코올성지방간,당뇨병,고지혈증 24.0 24.7
M 고혈압 22.4 21.1
N 알코올성지방간 21.2 19.4
O 알코올성지방간 22.2 21.6
P 역류성 식도염,비만 26.4 26.0

평균±표준편차 23.67±3.13 23.26±3.58

비고
저체중:2명
정 상:6명
과체중:5명
비 만:3명

저체중:3명
정 상:3명
과체중:8명
비 만:2명

증감
감 소:3명
증 가:2명
오차범위내: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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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중재 전후 체질량 지수

BMI(BodyMassIndex:kg/m2)

개념
M±SD

Paired-t p
사전 사후

체질량(BMI) 23.67±3.13 23.26±3.58 .933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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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절주 중재 프로그램 관련된 연구방법과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 및 그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AA...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절주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방법을 대상자 특성,범이론적 모델의
주요 개념과 중재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 기초조사 결과는 대상자 음주행위의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이행될수록 음주회수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행위 변화단계 이
행을 절주 중재 효과의 예측인자로 볼 수 있었고,절주 중재 프로그램 대상자를
초기 변화단계인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의 음주자로 선정한 근거는 기초조사에
서 계획 전 단계,계획단계에 음주자가 각각 38.9%,35.6%로 분포하여 전체의
74.5%가 초기의 변화단계에 속해 있었으며,이무식 등(2000)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자 중 초기 음주행위 변화단계 대상자들이 전체 83.1%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표적집단으로 과음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절주의 인식고취와 음주행위 변화단
계의 이행을 유도하는 체계적 절주 중재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제안한 것
을 기초로 하였고 본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전 음주행위가 초기변화 단계에
서 적용 후 후기 변화단계로의 이행이 있었다.
음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반적인 추론에서 신명식(2002)은 음주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이 20대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은 낮을수록,직업은 생산노무직일 때,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을 때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본 기초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교육수준과 음주횟수
였고,선행연구에서 장혜정,심재선와 박종애(2004)는 1998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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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양조사의 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19,028명 가운데 층화 추출한 500명을
대상으로 절주 프로그램인지 및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무직 근로자의 절주 프로그램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기에 본 중재 프로그램에서
는 대상자를 모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로 선정했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E-mail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조원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기회를 높여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Vasilaka,Hosier& Cox(2006)가 절주 중재 실
험연구 22편을 메타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에서 과음자의 자기 효능감 증진의 예
측인자들로는 성별,연령,고용상태,결혼상태,정신건강,초기의 음주기대,변화를
위한 준비도,대상자 수라고 하였다.실제 본 중재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모두 남자이며,연령이 40대 이상이 75%,D 대기업 10년 이상 근
무 경력자가 80%,기혼자 100%,정신질환은 없고,음주빈도는 주 1~2회 이상이
81.3%,한자리에서 5잔 이상의 과음하며,음주 관련 질환을 가진 자가 93.7%이지
만 현재 절주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계획 전 단계 8명과 계획단계인 8명,총 16명
으로 비교적 동질한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중재 프로그램 자체가 음
주문제의 공감을 통한 집단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유도하였고,직장의 부서
내 절주 동료를 통하여 지지체계를 형성과 음주양태를 서로 모니터링하여 운동,
금연 등의 건강증진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는 조력관계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음주행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높여 절주의 필요성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 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중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
데 이는 김희걸,남혜경과 윤순녕(2000)의 연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6~7회 산업장을 방문하여 절주 프로그램 적용 후 절주 효과에서 건강문제의 가능
성이 높다고 인식한 대상자일수록 절주 실천율이 높았다는 결과와,장혜정,심재선
와 박종애(2004)의 연구에서도 음주자의 절주 동기로는 질병과 관련지어 의사의
절주권유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고려했다.따라서 본 중재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음주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근로자 중에서 중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절주 동기가 전혀 없는 계획 전단계를 50% 할당했지만 실제 중재 결과에
서는 계획 전단계,계획단계의 초기 변화단계가 계획단계,준비단계의 후기 변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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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이동하였고,중재 기간이 9주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
범이론적 모델의 하위개념인 변화단계,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을

모두 활용하여 절주중재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본 중재 프로그램
효과의 가설검증에서 지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기초 자료조사
에서 초기에서 후기로 변화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 변화과정 점수가 점차 유
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범이론적 기본 모델의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10
개념과 비교하면 본 기초조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인지 변화과정보다 행위 변화
과정 점수가 높아 범이론적 기본 모델과 차이를 보였고,변화단계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변화과정 개념도 기본모형과 일치하지는 않았으며,크게 인지 변화과정은
후기 변화단계보다 초기 변화단계인 계획단계에서 점수가 높았고,행위 변화과정
은 초기 변화과정보다는 후기 변화단계인 준비단계에서 점수가 높아,인지 변화과
정과 행위 변화과정은 범이론적 기본 모델에 근거하고 있지만 변화단계별 세부적
인 10가지의 변화과정 중재 전략과는 일치하지 않아 변화과정의 세부적 개념을
구분하여 절주전략의 직접적인 중재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향후 음주와 관련된
국내의 대상자 특성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 효능감이 기초조사결과에서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갈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Vasilaka,Hosier& Cox(2006)의 절주 중재연구의 문
헌고찰에서 음주자의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의사결정균형으로 음주의 이익과 음주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변화단계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절주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Prochaska& Velicer,
1997),본 기초조사에서도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은 각 변화단계
를 잘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의사결정균형의 부정적인 요소인 음주의 이익
은 계획 전 단계에서 실행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낮아졌고,긍정적 요소인 음주의
손실은 계획 전 단계 및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와 실행 및 유지단계에 높았으
며,음주의 이익과 음주의 손실과의 차이에서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서는 음
주의 이익이 음주의 손실보다 매우 높았으며 준비단계에서는 음주의 이익과 손실
의 균형이 바뀌어져 손실이 이익보다 더 높았으며,실행 및 유지단계에서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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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이 이익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였다.이러한 양상은 계획 전
단계 및 계획단계에서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는 크고,준비단계에서는 이익과 손
실이 역전되어 손실이 더 커지며,실행 및 유지단계에서도 손실이 이익보다 크지
만 그 차이는 미미하게 지속되는 추세라는 Velicer,DiClemente,Rossi,Prochaka,
andBrandenburg(1985)의 종단적 흡연 연구결과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 추세
는 유사하지만 일부 다른 양상의 차이는 기초조사가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시
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실행 및 유지단계
에 포함된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과 의사결정균형도 변화단계별 점수가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
로 갈수록 증가함을 보여주어 절주전략의 직접적 중재로 적용해 보는 것이 의의
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중재 프로그램에서 대상자의 변화단계를 고려한 중재적용
과 변화단계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
게 음주의 손실(절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계획단계로 이행하도록 동기부
여하고,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절주를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음주유혹상황에서 음주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절주프로
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외국문헌에는 외래에서 실시하는 의사의 간단한 교육 지지적 상담으로도 문제

음주환자들의 음주량이 감소하였고,일차 진료의사에게 음주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제안하고 있었고(Fleming,Barrt,Manwell,Johson & London,1997;
Israel,Hollander,Sanchez-Araig,Booker,Miller,Gindrich & Rankin 1996;
Holder& Blose,1992;Babor,1990),Vasilaka,Hosier& Cox(2006)의 문헌 분석연
구도 과음자에게 절주동기를 부여하는 짧은 상담이 제공된 중재였을 때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증가와 실제 음주량 감소에 효과적임을 강조했고,장혜정,심재선과
박종애(2004)의 연구에서 본인의지로 절주를 시도하려는 비율은 95.2%로 대부분이
었지만 실제 절주 시도율은 22.9%로 낮았고,절주기간은 1개월 미만은 18.8%,1~6
개월 미만은 20.0%,1년 이상에서는 절주비율이 점차 적어졌다고 했고,절주 교실
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는 시간적 제한이 많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나
본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재 이용의 장애점으로 나타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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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적 이용제한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근무부서 내
회의실에서 주 2회 정규적으로 월요일,목요일 점심시간 20분을 활용하여 개별상
담과 집단토의 방식으로 절주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를 택하였고,선행연구에서 절
주관련 중재기간이 본 연구의 9주보다 다소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본 중재는
9주간의 중재 회수를 늘여 주 2회,중재는 18회,사전 조사,사후 조사를 포함하면
총 중재회수는 20회가 되었다.본 중재 프로그램은 자신의 음주경험에 대한 성찰
의 시간을 갖게 하고 개인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주 음주 기록지를 작성하
고 연구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자기재평가 전략이 되게 하였고,절주서약서를 통한
자기해방,음주의 위해성 관련 신문기사 제공으로 의식고양,절주동료를 이용한 돕
는 관계의 형성이 되게 하였고,과음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역조건
화와 자극관리기법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중재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주 동료를 통하여 지지를 얻게 하였고,음주 행
위를 운동과 금연의 이행으로 유도하고 이를 서로 모니터링 하도록 유도하는 조
력관계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본다.아울러 보다 효과적으로 절주를 실행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절주를 유도하는 산업장 조직의
분위기 조성이 중재전략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본 중재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산업
장의 산업안전보건팀의 조직원 전체와 3차례 회의에서 직장의 건강증진 정책 중
에 절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논의했으며,연구자가 각 부서 팀장 20명을 대
상으로 절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팀별 부서 회식자리에 자체 분위기를 이끄는
팀장의 절주에 관한 올바른 인식고취와 절주 참여자에 관한 심리적 배려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는 본 중재 프로그램 시행 기간 1명의 중도 탈락자가 없었
던 점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본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 대부분은 중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

다고 했으며,중재 프로그램 시행 전 대상자는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서 중재
후 계획단계와 준비단계로 이행되었고,실행 및 유지단계까지 이행되지 못한 단계
이므로 적정 음주량 목표만큼 음주량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해도 중재 전과 비
교해서 음주빈도가 줄었고 2차,3차 술자리를 피하게 되어 음주량이 감소했으며,
귀가 시각이 일러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다고도 하였다.초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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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전 단계의 대상자도 절주의향이 전혀 없었는데 점차 절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회식자리에서도 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
으며,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근무부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한 후 E-mail을 통해 자료를 보낸 점이 연구자와 대
상자간 교호작용을 일으켜 9주간의 중재 프로그램 기간 내 포기자가 전혀 없어
결과적으로 음주량 감소의 절주중재 효과를 더 크게 하였다고 본다.

BBB...절절절주주주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결결결과과과

대상자의 변화과정,인지 변화과정,행위 변화과정은 중재가 진행될수록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고,변화과정 중 인지 변화과정과 행위 변화과정도 각각 증가하
였고,중재 10주째는 행위 변화과정이 인지 변화과정보다 높았다.이는 Prochaska,
DiClemente(1983)와 Norcross(1992)가 변화과정은 변화단계마다 다르며,변화단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과정(experientialprocess)인 인지적·언어적 활동이 주로 이
용되고,변화단계가 발전할수록 상황적 자극에 대한 통제적 반응으로 변화를 유도
하는 행위과정(behavioralprocess)을 이용한다는 측면을 지지하였고,Carbonari&
DiClemente(2000)의 외래 환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절주중재 프로그
램 적용 전과 후 변화단계 이동과 변화과정과 자기 효능감의 유의한 증가 차이가
있음을 분석한 연구와 김희순,김금이와 권명순(2004)도 변화단계가 진행됨에 따
라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범이론적 모
델의 변화단계,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 개념은 절주 중재에 적용할 수 전략이라
고 본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은 절주 중재가 진행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Vasilaka등(2006)이 절주 중재 실험연구 22편을 메타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에서
과음자가 절주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짧은 상담이 제공된 중재였을 때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을 크게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실제 음주량 감소에 훨씬 효과적이었



- 86 -

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중재 효과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본다.
대상자의 의사결정균형은 절주 중재가 진행될수록 음주의 이익은 점차 감소하

고 음주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음주의 이익과 손실
과의 차이 점수는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igneault등(1999)은 629명
의 대학생들에게서 적절한 음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의 음주의 의사결정과정
개념이 통계적 유의하였고,Migneault등(1997)은 10-11학년생 853명에게서 음주
의 이익과 손실이 유의성이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외국과 달리
관대하고 본 연구의 중재 대상자들은 대기업 조선소의 사무직 근로자들로 75%가
40대 이상인 음주율이 높은 집단이고,80%이상이 10년 이상 근무하였고,같은 부
서에 근무하는 대상자 여러 명이 절주 중재에 참여한 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사전
조사에서 음주에 대한 이익이 매우 높고 음주의 손실은 매우 낮아 그 차이가 컸
기 때문에 9주간의 중재기간에서 사전과 사후의 음주의 이익,음주의 손실 각각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음주의 이익과 손실과의 차이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절주 중재가 더 진행되어 실행 및 유지 단계로 이동된다면 음주
의 이익,음주의 손실 각각의 유의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하지
만 음주로 인한 손실을 체험하는 전략이 더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1회 음주량 및 주별 음주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감

소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본 중재 프로그램 대상자가 초기 변화단계였고,중재 10
주 후에 계획단계 43.8%,준비단계 56.3%로 실제 절주를 이행하는 실행단계로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연유하고 있다.정진규 등(2005)은 알코올성 간질환자인 34명
의 남자를 대상으로 3차 대학병원 외래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5~10분의 간단한
상담중재를 12주간 평균 3.5회 제공하여 주별 음주일수와 1회당 음주량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감소했고,안진숙 등(1999)은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회의 절주의 보건교육 중재 후 72%의 대상자가 주 3~4회 음주자 비
율이 31.4%에서 21.2%로 감소하였고,소주 1병 이상 마시는 음주자 비율이 90.2%
에서 16%로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기적인 상담형태의 절주 중재는 음주량 감소
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음주행태 변화가 없었던 28%는 그
이유를 ‘아직까지는 건강하기 때문에’,‘동료들과 어울리다보니 어쩔 수 없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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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차지하였다는 결과는 아직도 산업장 근로자의 관대한 음주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본 중재 프로그램의 중재 초기에 대상자의 음주량이 줄어든 것은
자신의 음주경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음주 기록지의 작성,절주 서약서를 통한
자기해방,음주의 위해성 관련 신문기사 제공으로 의식고양,절주동료를 이용한 돕
는 관계의 형성과,과음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역조건화와 자극관리
기법 등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사료된다.본 중제 프로그램에서 음주량이 중
재 4주 시점에서는 적었지만 5주 이후부터 증가하였는데 증가 이유는 외지로 장
기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집을 떠나 여행 분위기에 동료와 어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음하게 되었고,이 후에는 절주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약화되었다고 하
였다.장혜정,심재선와 박종애(2004)의 연구에서 절주기간은 1개월 미만일 때
18.8%로서 대체로 높았고,이 이후 기간에서는 오히려 절주했다는 비율이 감소되
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장혜정(2004)의 연구에서 절주에 관한 스스로의 의지
는 높지만 절주 실천률이 낮은 것은 절주하기 위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음
주행위가 생리적,심리적,사회문화적 요소를 가진 다차원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하
여 절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외적 도움이나 사회적 지지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아직은 사회적 분위기가 절주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절주에 대한 가족의 지지,친구,동료들의 지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절주 분위기의 확산과 동료의 절주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
고,산업장의 건강증진 사업추진 내용에 절주를 반드시 포함시켜 산업장 자체의
자발적인 절주정책 기획 및 추진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며,인적자원 및 보
건교육 자료제작 등의 물리적 자원은 보건소와 상호 연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
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절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고 본다.
중재 프로그램 대상자의 임상검사 수치는 공복 혈당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그 외 임상검사 수치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절주행위가 실행
단계로 이행되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다.ALT와 AST는 감소되었고,GGT,Total
cholesterol,Triglycerol수치는 증가되었으며,수축기 혈압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완기 혈압은 증가되었고,체질량 지수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각각 유의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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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Emanuele,N.V.,,Swade,andEmanueleM.A.(1998)는 만성적인 과음은
당 신생과정 및 당분해 과정을 억제,혈중 유리 지방산의 증가,간기능 저하와 함
께 동반되는 성장호르몬 및 프로락틴의 증가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혈당 뿐 아니라 고혈당 역시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에서 음주량
과 혈당은 반드시 양적 상관관계로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안진숙 등(1999)
의 연구에서 9개월간의 중재 후에도 대상자의 MCV, ALT, AST, GGT,
Triglyceride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고 했고,김종성 등(2005)의 연구에서 음
주량을 측정하는 생물학적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일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내
원하는 음주환자 중 평균 1주일간 14잔 이하의 음주하는 군 25명과 평균 1주일간
21잔 이상 음주하는 군 26명을 대상으로 ALT,AST,GGT,BMI를 측정한 결과,
1주일간 14잔 이하로 음주하는 군에서는 GGT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주
당 21잔 이상 음주하는 군에서는 ALT,AST,GGT,BMI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고 했다. 심하지 않은 고중성 지방혈증은 음주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들(Sane,Nikkila,Taskinene,Valimaki& Ylikahri,1984;Lindenbaum
& Lieber,1975;Schneider,Panne,Braun,Mordasini& Kaffarnik,1983)이 있었
다.이런 결과는 음주량과 ALT,AST,GGT,Totalcholesterol,Triglyceride,BMI
가 양적 상관관계로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알코올은 교감신경계의 활성
도를 증가하고 혈압 수용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키며,신경전달물질 및 호르몬 분비
의 변화를 초래하고,세포내 마그네슘이 감소하면서 혈관으로부터 칼슘 유입이 증
가되어 혈관이 수축하며 혈관 평활근의 수축력 변화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
측되어 과음은 고혈압 진도가 높았다는 연구들이 있었고(Lian,1915;Chobanian,
Bakris,Black,Cushman,Green,Izzo,etal,2003;NIAAA,2000),송연이와 이강
숙(2001)은 주량이 소주 2병 이상 음주하고,혈압이 140/90mmHg이상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의사의 상담 중재 프로그램 제공한 후 128/88mmHg이
하로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대상자가 평균 주당 음주량 21잔 이상 과음한 점과 9주간의

비교적 짧은 중재 기간인 점,중재 대상자 수가 적은 점,음주와 임상검사치 관련
선행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임상검사 수치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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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감소하지 않은 결과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고해 본다.

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간호연구 및 실무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범이론적 모델은 대상자의 개

별성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간호학에서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이다.본 연구는 근로자에게 변화단계에 근거한 변화과정,자
기효능감,의사결정균형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절주행위로의 변
화를 유도하여 범이론적 모델의 실무 실용성 검증 및 일반화를 위해 의미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건강행위 중재와 관련
된 국내 실험 연구들이 대부분 운동,흡연 분야였지만 음주 분야의 절주 중재 프
로그램을 통해 중재와 관련된 중재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절주 중재와 관
련된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간호실무측면에서의 의의
본 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절주 실천율이 낮은 성인 남자들 특히 남자 근로자

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절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중재 효과를 종단적 연구로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기존의 집단 보건교육 위주로 하는
중재 방법보다는 각 개인의 음주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개인상담을 통해 자기 반
성적 사고를 갖게 하고,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스스로 절주를 생활에서 실천하
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인 남자들의 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특히 보건소나
산업장의 산업안전보건기관에서 절주 중재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 및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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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근로자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중재 프로
그램 개발,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의 세단계로 진행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

일까지 한 달간 거제지역 조선 제조 산업장의 근로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현재 보유한 질환,음주관련
특성,음주행위 변화단계 및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음주의 의사결정균형을 포함
하였다.결과는 기술통계와 x2-test및 ANOVA,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기초조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의사결정균형을 주요 전략
내용으로 개발하였다.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은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였다.또한 교육 자료의 내용 및 진행절차는 근로자 5인과 산업 간호
사 3인에게 의뢰하여 추가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단일군 시차설계

이며 유사실험 연구이다.2006년 4월 6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거제지역 조선 산
업장 사무직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해당 산업장 보건관리자인 산업
간호사에 의하여 1주 이내에 2회씩,1회당 20분간,9주간 18회 시행되었다.중재는
개별상담과 집단교육 및 토론방법으로 진행되었고,3주일 간격으로 대상자의 음주
행위 변화단계점수를 측정하였고 그에 적합한 전략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중재 프로그램 전후 측정한 내용은 변화단계,변화과정,자기 효
능감, 음주의 의사결정균형, 음주량, 임상검사인 ALT, AST, GGT, Total
cholesterol,Triglyceride,FBS,B.P.BMI를 포함하였다.결과는 기술통계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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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차이의 Paired-ttest및 RepeatedMeasuredANOVA로 분석하였다.

1.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95.4%,여자가 4.6%였다.연령별 분포

는 29세 이하가 56.5%로 가장 많았다.교육수준은 고졸이 57.4%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60.6%이며,동거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64.8%로 높았고,근무
부서는 현장기술직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연구대상자의 음주회수는 1주에 1-2회가 40.7%로 가장 높았고,음주하는 술

의 종류에서는 소주가 74.5%로 가장 많았다.술을 마실 때 한 좌석에서 연속으로
마시는 술잔의 회수 6-10잔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8.98잔 이었다.
현재 절주를 시도한 대상자 중 절주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45.5%로

가장 높았고,절주를 실패한 이유로 대인관계유지를 위해 음주를 해야 할 것 같다
가 47.0%,의지력이 약해서가 22.0% 순으로 높았다.절주를 실천하는 성공적 전략
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가 55.3%로 가장 높았다.
3)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는,전체 대상자의 77.5%가 계획전 단계,계획

단계에 분포되어 있었다.
4)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의 평균은 계획전 단계에서 준

비단계로 이행할수록 증가하였다.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각 요인별 차이를 ANOVA 로 분석한 결

과를 보면,자극관리는 계획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높았고,단계별 통계적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3),사회적 자유는 계획단계에서 가장 높았고,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0).환경재평가는 준비단계에서 가장 높았으며,단계
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8).
자기 효능감의 평균은 2.94이며,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 이행할수

록 증가하였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5).
의사결정균형 중,음주로 인한 이익의 평균은 2.99,음주로 인한 손실의 평균은

2.74,이익과 손실의 차이는 0.26으로 전반적으로 음주의 손실보다 음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의 이익에 대한 평균은 계획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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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계가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음주의 이익이 감소하였으며,음주의 손
실의 경우는 변화 초기단계인 계획 전 단계 및 계획단계보다는 변화 후기단계인
준비단계,실행 및 유지단계의 음주의 손실이 증가하였다.
2.개발된 근로자의 절주 중재 프로그램은 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중재 프

로그램 개발에는 근로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변화과정,자
기 효능감 및 의사결정균형 등을 구체적인 중재전략으로 하여 개별상담과 그룹토
의 및 집단지도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개발된 절주 중재프로그램 효과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절주 중재 대상자의 특성에서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62.5%였고,교육수준은

4년 대졸이상 68.8%,결혼상태는 기혼이 100.0%,근무경력 21년 이상은 50.0%이었
으며,선호하는 주된 술 종류는 소주가 93.8%,음주빈도는 주 1~2회가 43.8%,주
3~4회가 37.5%였고,보유 질환명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과
체중 5명,당뇨 4명,고혈압 4명,고지혈증 3명이었다.
2)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는 초기

변화단계에서 후기 변화단계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유의한 증가 차이(t=-5.295,p=.000)를 보여 지지
되었다.
가설 2.‘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과

정(인지 변화과정,행위 변화과정)이 증가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
시 후에 변화과정(t=-4.067,p=.001),인지 변화과정(t=-3.841,p=.002),행위 변화과
정(t=-3.406,p=.004)이 각각 유의한 증가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 3.‘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행위의 자기

효능감이 증가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자기 효능감의 유의
한 증가 차이(t=-2.460,p=.027)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 4.‘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 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 이익이 감소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음주 이익
의 유의한 감소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지되지 못하였다.



- 93 -

가설 5.‘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 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 손실이 증가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음주 손실
의 유의한 증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지되지 못하였다.
가설 6.‘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음주 의사결정균

형 중 음주이익과 음주손실의 차이가 감소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
시 후에 음주이익과 음주손실 차이의 유의한 감소 차이(t=3.006,p=.009)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7.‘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대상자의 1회 음주량 및 주

별 음주량이 감소할 것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1회 음주량의 유
의한 감소 차이(t=3.994,p=.001>와 주별 음주량의 유의한 감소 차이(t=3.734,
p=.002)를 보여 지지되었다.
가설8.‘절주 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임상검사 수치가 감소할 것

이다’는 중재 실시 전보다 중재 실시 후에 간 기능수치,혈중지질 수치,혈압수치
수치,체질량 지수의 유의한 감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혈당수치는 유의한 감소
차이(F=3.684,p=.002)를 보여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절주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음주행위는
절주를 위한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로 변화되었고,변화과정점수,인지 변화과정,
행위 변화과정,자기 효능감은 향상되었으며,의사결정균형 중 음주의 이익과 손실
과의 차이와 1회 음주량과 주별 음주량과 공복시 혈당이 감소되어 절주 중재 프
로그램은 대상자의 절주를 위한 음주행위 변화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중재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설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주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와
외생변수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대조군을 동반한 추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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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절주의 단기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앞으로 본 절주 프로그램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본 연구는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적었고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므로,프로그
램의 효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반복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본 연구는 음주행위의 변화단계에서 계획 전단계와 계획단계에 속해 있는 대상자
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기에 준비단계,실행단계,유지단계에 속한 대상자들을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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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조사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대학 간호과에 재직 중인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수입니다. 

   저는 평소 조선 산업체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음주의 절제가 요구된다고 여기던 차에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음주와 음주와 음주와 음주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몇 몇 몇 몇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사사사사

항항항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이 질문지의 문항들은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질

문지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과 협조는 산업체 여러분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절주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거제대학 간호과  지역사회간호학 전공교수  김금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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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음주행위변화단계음주행위변화단계음주행위변화단계음주행위변화단계

☯　다음은 귀하의 음주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V 또는 ○)표시를 해 주십시오.

※※※※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지난 지난 지난 지난 달달달달((((지난 지난 지난 지난 30303030일 일 일 일 동안동안동안동안: : : : 2222월월월월~3~3~3~3월월월월) ) ) ) ‘‘‘‘한자리에서한자리에서한자리에서한자리에서’’’’에서 에서 에서 에서 5  5  5  5  

                잔 잔 잔 잔 이상이상이상이상    연이어 연이어 연이어 연이어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신 마신 마신 마신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1. 예. 그리고 앞으로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없습니다.

                                                                  (□) : 계획전단계

2. 예.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습니다.                                                      (□) : 계획단계 

3. 예. 그러나 앞으로 당장 1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습니다.                                               (□) : 준비단계

II. II. II. II. 음주관련 음주관련 음주관련 음주관련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

1. 적정 음주(과음을 줄이고 적절한 음주)를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한 가지만)

  ①건강이 좋지 않아서     ②미래의 질병예방   ③가족의 권유     ④기타     

2. 적정 음주를 실천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주된 한 가지만)

　①스트레스 　　　  ②의지력이 약해서  　　③금단증상　　

　④음주의 습관성　　⑤대인관계유지   　　　⑥기타　　　

3. 적정 음주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한 가지만)

  ①직장상사의 도움   　 ②친구나 동료의 도움   　③가족의 도움     

　④자신감 　　　　　  　⑤자신과의 약속 　　   　⑥기타　　　　　　　　　　

　　　　　

4. 귀하는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술(한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십니까?

  ①(    ) 거의 매일 마신다.         ②(    )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③(    )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④(    ) 한달에 2-3회 마신다.

  ⑤(    ) 한달에 1회 마신다.        ⑥(    ) 일년에 5-6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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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을 마실 때 보통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나 마십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답하시오. 

  (자주 마시는 술 종류와 주량/1회,  총 음주량/1주일간 )

5-1) 5-1) 5-1) 5-1) 주량주량주량주량/(1/(1/(1/(1회 회 회 회 술자리술자리술자리술자리) ) ) ) 은은은은?(?(?(?(주된 주된 주된 주된 술 술 술 술 종류 종류 종류 종류 한 한 한 한 가지만가지만가지만가지만))))

                ((((술 술 술 술 취향이 취향이 취향이 취향이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술을 술을 술을 술을 섞어 섞어 섞어 섞어 마신다면 마신다면 마신다면 마신다면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대로 대로 대로 대로 표하시오표하시오표하시오표하시오) ) ) ) 

①맥주:(    )잔   ②소주(    )잔    ③막걸리 (   )잔   

④양주(    )잔    ⑤기타(   )잔

5-2) 5-2) 5-2) 5-2) 총 총 총 총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1/(1/(1/(1주일간주일간주일간주일간) ) ) ) 은은은은? ? ? ? 

①맥주:(    )잔   ②소주(    )잔    ③막걸리 (   )잔   

④양주(    )잔    ⑤기타(   )

        맥주 맥주 맥주 맥주 1111잔잔잔잔: : : : 220 220 220 220 ml ml ml ml (2(2(2(2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111잔잔잔잔: : : : 35 35 35 35 ml ml ml ml (7(7(7(7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1111잔잔잔잔: : : : 220 220 220 220 ml(2ml(2ml(2ml(2잔잔잔잔////병병병병)      )      )      )      양주 양주 양주 양주 1111잔잔잔잔: : : : 35 35 35 35 ml ml ml ml (15(15(15(15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와인 와인 와인 와인 1111잔잔잔잔:                       :                       :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111잔잔잔잔: : : : 25 25 25 25 ml(15ml(15ml(15ml(15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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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변화과정 변화과정 변화과정 변화과정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    최근 최근 최근 최근 한 한 한 한 달간 달간 달간 달간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것을 것을 것을 것을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답해       답해       답해       답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결결결결
코코코코
없없없없
다 다 다 다 

아아아아
주 주 주 주 
가가가가
끔끔끔끔
있있있있
다 다 다 다 

때때때때
때때때때
로로로로
있있있있
다다다다

가가가가
끔 끔 끔 끔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 다 다 다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다다다

  1. 스트레스를 풀 때 술 대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역조건화)

  2. 사람들이 술 때문에 받는 고통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도 술을 줄여야   
     지 하고 생각한다. (환경재평가)

  3. 절주(적정 음주)를 권하는 언론정보(TV. 라디오, 신문)에 귀를 기울   
     여 본다. (의식고양)

  4. 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놀랍고 무섭다. (극적 위안)

  5. 과음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술을 줄이든지 둘 중 선택은 나 자신에 달  
     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해방)

  6. 과음하는 습관을 바꾸면 내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   
     다. (자기재평가)

  7. 술 마시도록 하는 환경과 상황을 피한다. (자극관리)

  8.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때는 술을 마신다. (우발가능성)

  9. 과음하는 것 말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 (역조건화)

 10. 술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만하고  의지가 될 만  
     한 사람이 있다. (돕는 관계)

 11. 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위 사회 환경을 찾아본    
     다.(사회적 자유)

 12. 술 문제 때문에 자신에 대해 실망한다. (자기재평가)

 13. 술 마시도록 부추기는 사람을 피한다. (자극관리)

 14. 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우발가능성)

 15. 내가 과음하지 않고 좋은 느낌을 갖도록 내 주변 사람들은 도와준다.
     (돕는 관계)

 16. 술을 마시지 않도록 사회가 어떻게 노력해 가는지를 TV 광고에서 본   
     다. (사회적 자유)

 17.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회적 상황을 추구해  
     가고 싶다. (환경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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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척도척도척도((((술 술 술 술 유혹에 유혹에 유혹에 유혹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자기 자기 자기 자기 확신정도확신정도확신정도확신정도))))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각 각 각 각 유혹 유혹 유혹 유혹 상황에서 상황에서 상황에서 상황에서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을 않을 않을 않을 자신과의 자신과의 자신과의 자신과의 확신 확신 확신 확신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하는 측정하는 측정하는 문문문문

항입니다항입니다항입니다항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VVVV’’’’표로 표로 표로 표로 답답답답하여 하여 하여 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18. 적정음주의 이익에 대해 사람들이 조언 해주는 정보를 생각해 본다. 
     (의식고양)

 19. 건강에 미치는 술의 폐해에 대한 경고는 내가 술을 줄여야 한다는 생  
     각을 하기도 한다. (극적 위안)

 20. 내가 원한다면 과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도 나 스스로에게 있   
    음을 알고 있다. (자기해방)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이이이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 이 이 이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없다없다없다없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이이이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 이 이 이 

비교비교비교비교

적적적적

    있다있다있다있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 이 이 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있다있다있다있다....

 1. 우울한 기분이 들 때

 2. 여유 있게 쉴 때

 3. 매우 걱정할 때

 4. 술을 마셔야 할 사회적 상황일 때

 5. 좌절 때문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6. 술집이나 회식자리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모습  

    을 보게 될 때 

 7.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8. 같이 술 마시곤 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도록 

    부추길 때

 9. 화가 날 때

10. 축하를 받을 때나 내가 기뻐서 흥분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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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 척도척도척도척도    ((((음주의 음주의 음주의 음주의 이익과 이익과 이익과 이익과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정도정도정도정도))))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각 각 각 각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시거나 마시거나 마시거나 마시거나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기로 않기로 않기로 않기로 결정하는 결정하는 결정하는 결정하는 데에 데에 데에 데에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  중요  중요  중요  

            한지 한지 한지 한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VVVV’’’’    표로 표로 표로 표로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과거 과거 과거 과거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술을 술을 술을 술을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마셨다고 마셨다고 마셨다고 마셨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  이다  이다  이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긴다.      

 2.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피  

    해를 입힌다.  

 3. 술을 마시게 되면 긴장이 다소 풀리고 이완된    

   느낌이 든다

 4.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실   

   망한다. 

 5. 술은 친구 사이를 재밌게 만든다. 

 6. 술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 보다 실수를 많이 하   

   게 된다. 

 7. 술과 관련된 사건들일수록 재미있다. 

 8. 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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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I. VI. VI.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1.  1.  1.  1.  연령연령연령연령:::: 만         세

2.  2.  2.  2.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산업체의 산업체의 산업체의 산업체의 근무경력근무경력근무경력근무경력::::  　 년   　 개월

3.  3.  3.  3.  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무하는 부서는부서는부서는부서는? ? ? ? 

 　 ①                    ②     　　           

4.  4.  4.  4.  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 ①무학      　②국졸         　　③중졸      　④고졸     

             ⑤전문대졸  　⑥대학교 이상　 

5.  5.  5.  5.  종교종교종교종교::::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종교는?(기입해 주세요.      )

 

6.  6.  6.  6.  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사별 　    

 　　　　　　⑤별거 　  　  ⑥ 기타 　 

7.  7.  7.  7.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동거 동거 동거 동거 여부여부여부여부:::: ①가족과 동거      ②동료와 동거      ③혼자거주      

                     ④ 기타 동거인은 직접 기입해 주세요.　　　

8.  8.  8.  8.  월수입정도월수입정도월수입정도월수입정도:::: ① 100만원미만             ② 100-200만원미만     

 

                ③ 200-300만원미만        ④ 300-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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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9.  9.  최근 최근 최근 최근 실시한 실시한 실시한 실시한 건강검진시 건강검진시 건강검진시 건강검진시 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

  ①알코올성 지방간   　②B형 간염   　③간경화  　④고콜레스테롤혈증 　 

　⑤기타 간염     ⑥고혈압     ⑦비만   ⑧과체중   ⑨심장질환  　⑩당뇨    

　⑪기타(기입해 주세요.        )

10.  10.  10.  10.  신장신장신장신장:        :        :        :        cm(cm(cm(cm(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한자리한자리한자리한자리))))

11.  11.  11.  11.  체중체중체중체중:        :        :        :        Kg(Kg(Kg(Kg(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한자리한자리한자리한자리))))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 E-Mail E-Mail E-Mail E-Mail : : : : 

        장시간 장시간 장시간 장시간 설문지에 설문지에 설문지에 설문지에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 . . 

        혹 혹 혹 혹 빠진 빠진 빠진 빠진 문항이 문항이 문항이 문항이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더 더 더 더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더욱 더욱 더욱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



- 115 -

부부부록록록 222...자자자료료료조조조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대학 간호과에 재직 중인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수입니다. 

   저는 평소 조선 산업체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음주의 절제가 요구된다고 여기던 차에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음주와 음주와 음주와 음주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몇 몇 몇 몇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사사사사

항항항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이 질문지의 문항들은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질

문지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과 협조는 산업체 여러분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절주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거제대학 간호과 지역사회간호학 전공교수  김금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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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음주행위변화단계음주행위변화단계음주행위변화단계음주행위변화단계

☯　다음은 귀하의 음주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V 또는 ○)표시를 해 주십시오.

※※※※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지난 지난 지난 지난 달달달달((((지난 지난 지난 지난 30303030일 일 일 일 동안동안동안동안: : : : 2222월월월월~3~3~3~3월월월월) ) ) ) ‘‘‘‘한자리에서한자리에서한자리에서한자리에서’’’’에서 에서 에서 에서 5  5  5  5  

                잔 잔 잔 잔 이상이상이상이상    연이어 연이어 연이어 연이어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신 마신 마신 마신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1. 예. 그리고 앞으로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없습니다.

                                                                  (□) : 계획전단계

2. 예.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습니다.                                                      (□) : 계획단계 

3. 예. 그러나 앞으로 당장 1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  

   도가 있습니다.                                                 (□) : 준비단계

II. II. II. II. 음주관련 음주관련 음주관련 음주관련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

1. 적정 음주(과음을 줄이고 적절한 음주)를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한 가지만)

  ①건강이 좋지 않아서     ②미래의 질병예방   ③가족의 권유     ④기타     

2. 적정 음주를 실천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주된 한 가지만)

　①스트레스 　　　  ②의지력이 약해서  　　③금단증상　　

　④음주의 습관성　　⑤대인관계유지   　　　⑥기타　　　

3. 적정 음주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한 가지만)

  ①직장상사의 도움   　 ②친구나 동료의 도움   　③가족의 도움     

　④자신감 　　　　　  　⑤자신과의 약속 　　   　⑥기타　　　　　　　　　　

　　　　　

4. 귀하는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술(한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십니까?

  ①(    ) 거의 매일 마신다.         ②(    )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③(    )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④(    ) 한달에 2-3회 마신다.

  ⑤(    ) 한달에 1회 마신다.        ⑥(    ) 일년에 5-6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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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을 마실 때 보통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나 마십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답하시오. 

  (자주 마시는 술 종류와 주량/1회,  총 음주량/1주일간 )

5-1) 5-1) 5-1) 5-1) 주량주량주량주량/(1/(1/(1/(1회 회 회 회 술자리술자리술자리술자리) ) ) ) 은은은은?(?(?(?(주된 주된 주된 주된 술 술 술 술 종류 종류 종류 종류 한 한 한 한 가지만가지만가지만가지만))))

                ((((술 술 술 술 취향이 취향이 취향이 취향이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술을 술을 술을 술을 섞어 섞어 섞어 섞어 마신다면 마신다면 마신다면 마신다면 있는 있는 있는 있는 대로 대로 대로 대로 표하시오표하시오표하시오표하시오) ) ) ) 

①맥주:(    )잔   ②소주(    )잔    ③막걸리 (   )잔   

④양주(    )잔    ⑤기타(   )잔

5-2) 5-2) 5-2) 5-2) 총 총 총 총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1/(1/(1/(1주일간주일간주일간주일간) ) ) ) 은은은은? ? ? ? 

①맥주:(    )잔   ②소주(    )잔    ③막걸리 (   )잔   

④양주(    )잔    ⑤기타(   )

        맥주 맥주 맥주 맥주 1111잔잔잔잔: : : : 220 220 220 220 ml ml ml ml (2(2(2(2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111잔잔잔잔: : : : 35 35 35 35 ml ml ml ml (7(7(7(7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1111잔잔잔잔: : : : 220 220 220 220 ml(2ml(2ml(2ml(2잔잔잔잔////병병병병)      )      )      )      양주 양주 양주 양주 1111잔잔잔잔: : : : 35 35 35 35 ml ml ml ml (15(15(15(15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와인 와인 와인 와인 1111잔잔잔잔:                       :                       :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111잔잔잔잔: : : : 25 25 25 25 ml(15ml(15ml(15ml(15잔잔잔잔/1/1/1/1병병병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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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변화과정 변화과정 변화과정 변화과정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    최근 최근 최근 최근 한 한 한 한 달간 달간 달간 달간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것을 것을 것을 것을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답해       답해       답해       답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결결결결
코코코코
없없없없
다 다 다 다 

아아아아
주 주 주 주 
가가가가
끔끔끔끔
있있있있
다 다 다 다 

때때때때
때때때때
로로로로
있있있있
다다다다

가가가가
끔 끔 끔 끔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 다 다 다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다다다

  1. 스트레스를 풀 때 술 대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역조건화)

  2. 사람들이 술 때문에 받는 고통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도 술을 줄여야   
     지 하고 생각한다. (환경재평가)

  3. 절주(적정 음주)를 권하는 언론정보(TV. 라디오, 신문)에 귀를 기울   
     여 본다. (의식고양)

  4. 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놀랍고 무섭다. (극적 위안)

  5. 과음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술을 줄이든지 둘 중 선택은 나 자신에 달  
     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해방)

  6. 과음하는 습관을 바꾸면 내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   
     다. (자기재평가)

  7. 술 마시도록 하는 환경과 상황을 피한다. (자극관리)

  8.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때는 술을 마신다. (우발가능성)

  9. 과음하는 것 말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 (역조건화)

 10. 술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만하고  의지가 될 만  
     한 사람이 있다. (돕는 관계)

 11. 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위 사회 환경을 찾아본    
     다.(사회적 자유)

 12. 술 문제 때문에 자신에 대해 실망한다. (자기재평가)

 13. 술 마시도록 부추기는 사람을 피한다.(자극관리)

 14. 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우발가능성)

 15. 내가 과음하지 않고 좋은 느낌을 갖도록 내 주변 사람들은 도와준다.
     돕는관계)

 16. 술을 마시지 않도록 사회가 어떻게 노력해 가는지를 TV 광고에서 본   
     다. (사회적 자유)

 17.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회적 상황을 추구해  
     가고 싶다. (환경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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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척도척도척도((((술 술 술 술 유혹에 유혹에 유혹에 유혹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자기 자기 자기 자기 확신정도확신정도확신정도확신정도))))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각 각 각 각 유혹 유혹 유혹 유혹 상황에서 상황에서 상황에서 상황에서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을 않을 않을 않을 자신과의 자신과의 자신과의 자신과의 확신 확신 확신 확신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하는 측정하는 측정하는 문문문문

항입니다항입니다항입니다항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VVVV’’’’표로 표로 표로 표로 답답답답하여 하여 하여 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18. 적정음주의 이익에 대해 사람들이 조언 해주는 정보를 생각해 본다. 
     (의식고양)

 19. 건강에 미치는 술의 폐해에 대한 경고는 내가 술을 줄여야 한다는 생  
     각을 하기도 한다. (극적 위안)

 20. 내가 원한다면 과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도 나 스스로에게 있   
    음을 알고 있다. (자기해방)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이이이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 이 이 이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없다없다없다없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이이이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 이 이 이 

비교비교비교비교

적적적적

    있다있다있다있다

참을 참을 참을 참을 

자신자신자신자신

이 이 이 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있다있다있다있다....

 1. 우울한 기분이 들 때

 2. 여유 있게 쉴 때

 3. 매우 걱정할 때

 4. 술을 마셔야 할 사회적 상황일 때

 5. 좌절 때문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6. 술집이나 회식자리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모습  

    을 보게 될 때 

 7.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8. 같이 술 마시곤 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도록 

    부추길 때

 9. 화가 날 때

10. 축하를 받을 때나 내가 기뻐서 흥분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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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 척도척도척도척도    ((((음주의 음주의 음주의 음주의 이익과 이익과 이익과 이익과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정도정도정도정도))))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각 각 각 각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시거나 마시거나 마시거나 마시거나 술을 술을 술을 술을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기로 않기로 않기로 않기로 결정하는 결정하는 결정하는 결정하는 데에 데에 데에 데에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  중요  중요  중요  

            한지 한지 한지 한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부분에 ‘‘‘‘VVVV’’’’    표로 표로 표로 표로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과거 과거 과거 과거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술을 술을 술을 술을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마셨다고 마셨다고 마셨다고 마셨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답하시오))))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  이다  이다  이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긴다.      

 2.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3. 술을 마시게 되면 긴장이 다소 풀리고 이완된  

    느낌이 든다

 4.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실망한다. 

 5. 술은 친구 사이를 재밌게 만든다. 

 6. 술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 보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7. 술과 관련된 사건들일수록 재미있다. 

 8. 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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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I. VI. VI.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1.  1.  1.  1.  연령연령연령연령:::: 만         세

2.  2.  2.  2.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산업체의 산업체의 산업체의 산업체의 근무경력근무경력근무경력근무경력::::  　 년   　 개월

3.  3.  3.  3.  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무하는 부서는부서는부서는부서는? ? ? ? 

 　 ①                    ②     　　           

4.  4.  4.  4.  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교육수준:::: ①무학      　②국졸         　　③중졸      　④고졸     

             ⑤전문대졸  　⑥대학교 이상　 

5.  5.  5.  5.  종교종교종교종교::::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종교는?(기입해 주세요.      )

 

6.  6.  6.  6.  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사별 　    

　　　　　　　⑤별거 　  　　⑥ 기타 　 

7.  7.  7.  7.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동거 동거 동거 동거 여부여부여부여부:::: ①가족과 동거      ②동료와 동거      ③혼자거주      

                     ④ 기타 동거인은 직접 기입해 주세요.　　　

8.  8.  8.  8.  월수입정도월수입정도월수입정도월수입정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미만     

 

                ③ 200-300만원미만        ④ 300-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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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9.  9.  최근 최근 최근 최근 실시한 실시한 실시한 실시한 건강검진시 건강검진시 건강검진시 건강검진시 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

  ①알코올성 지방간   　②B형 간염   　③간경화  　④고콜레스테롤혈증 　 

　⑤기타 간염           ⑥고혈압       ⑦비만       ⑧과체중   

 

  ⑨심장질환  　        ⑩당뇨    　   ⑪기타(기입해 주세요.        )

10.  10.  10.  10.  신장신장신장신장:        :        :        :        cm(cm(cm(cm(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한자리한자리한자리한자리))))

11.  11.  11.  11.  체중체중체중체중:        :        :        :        Kg(Kg(Kg(Kg(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소주점 한자리한자리한자리한자리))))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 E-Mail E-Mail E-Mail E-Mail : : : : 

                  

        장시간 장시간 장시간 장시간 설문지에 설문지에 설문지에 설문지에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답하여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 . . 

        혹 혹 혹 혹 빠진 빠진 빠진 빠진 문항이 문항이 문항이 문항이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더 더 더 더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더욱 더욱 더욱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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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주별 주별 주별 주별 음주일지       음주일지       음주일지       음주일지       

    성명성명성명성명:              :              :              :              기간기간기간기간::::    2006200620062006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일 일 일 일 ~ ~ ~ ~ 월    월    월    월    일  일  일  일  

    음주한 음주한 음주한 음주한 일시일시일시일시

(예:2006년 2월 

27일 오후 

7시30-10시30분)

술의술의술의술의

종류종류종류종류

(일반소주,순한소

주,맥주, 

양주(브랜디,위스

키) 와인(포도주)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마신 마신 마신 마신 

음주잔 음주잔 음주잔 음주잔 

횟수횟수횟수횟수(예:5잔(소주

3잔과 맥주2잔)

총음주량총음주량총음주량총음주량(

예:소주 

1병 또는 

소주7잔)

음주한 음주한 음주한 음주한 이유이유이유이유

(예: 회식, 

돌잔치, 계모임, 

결혼잔치, 제사, 

명절, 동창회 

모임 등)

음주비용음주비용음주비용음주비용((((원원원원) ) ) ) 및및및및

비용부담자비용부담자비용부담자비용부담자

이름이름이름이름(예: 2만 

5천원, 홍길동)

음주를 음주를 음주를 음주를 같이한 같이한 같이한 같이한 

사람이름과 사람이름과 사람이름과 사람이름과 인원인원인원인원

(홍길동, 김아무개, 

박아무개, 본인을 

포함한 4명)

음주후의 음주후의 음주후의 음주후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느낌느낌느낌느낌

(예:-건강을 생각해서 음주하지 

말아야 했는데  후회스럽다.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마셨다.등 등 자세히 

기술하시오)

술술술술1111잔잔잔잔: : : :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 10g 10g 10g 10g  과음과음과음과음: 14잔 이상/일주일   폭음폭음폭음폭음:::: 5잔 이상/한번의 술자리   음주운전음주운전음주운전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맥주맥주맥주맥주2222잔잔잔잔, , , , 소주 소주 소주 소주 2222잔잔잔잔))))

맥주맥주맥주맥주1111병병병병(작은병, 334ml, 4.5%, 15.0g, 2잔),   와인와인와인와인1111병병병병(700ml, 13.0%, 91.0g, 7잔),      청주청주청주청주1111병병병병(1홉 180ml, 15.5%, 27.8g, 7잔), 

소주소주소주소주1111병병병병(1홉 180ml, 30.0%, 54.0g, 7잔),     브랜디브랜디브랜디브랜디1111병병병병(700ml, 40.0%, 280.0g, 20잔),   위스키위스키위스키위스키1111병병병병(750ml, 43.0%, 323.0g, 20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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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4. 4. 4. 4. 음주단계사정도구음주단계사정도구음주단계사정도구음주단계사정도구

                            월   월   월   월   일일일일((((월월월월)     )     )     )     성명성명성명성명:                  :                  :                  :                  

※※※※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최근최근최근최근((((지난 지난 지난 지난 3333주 주 주 주 동안동안동안동안: : : : 4444월월월월))))에 에 에 에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1111회 회 회 회 음주량이 음주량이 음주량이 음주량이 5555잔 잔 잔 잔 이상인 이상인 이상인 이상인 적이적이적이적이    있습니있습니있습니있습니

까까까까? ? ? ? ((((아래 아래 아래 아래 3333개 개 개 개 중 중 중 중 1111개를 개를 개를 개를 선택하십시오선택하십시오선택하십시오선택하십시오))))

1. 예. 그리고 앞으로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없습니다.
                                                               (□)  : 계획 전단계

2. 예.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습니다.  
                                                               (□)  : 계획 단계

3. 예. 그러나 앞으로 당장 1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습  

   니다.                                                       (□)  : 준비 단계

ⅡⅡⅡⅡ. . . . 변화단계별 변화단계별 변화단계별 변화단계별 사정사정사정사정((((계획 계획 계획 계획 전단계에서 전단계에서 전단계에서 전단계에서 계획 계획 계획 계획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준비단계 준비단계 준비단계 준비단계 이행 이행 이행 이행 1111차차차차))))
            최근 최근 최근 최근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것을 것을 것을 것을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답해 답해 답해 답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결결결결

코코코코

    

없없없없

다다다다

아아아아

주주주주

    

가가가가

끔끔끔끔

있있있있

다다다다

때때때때

때때때때

로로로로

    

있있있있

다다다다

가가가가

끔끔끔끔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다다다

있있있있

다다다다

 1. 나는 변화를 시켜야 할 만한 과음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2. 과음행위가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해결해  

    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나의 과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변화를 줄 만큼은 아니다.

 4. 나 자신의 과음행위에 대해 변화시켜야 할 몇 가지를 그동안    

   생각해 보았다.

 5. 나는 이 모임이 나의 과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6. 이 모임이 아마도 나의 과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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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월   월   일일일일((((월월월월)     )     )     )     성명성명성명성명:                  :                  :                  :                  

※※※※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최근최근최근최근((((지난 지난 지난 지난 3333주 주 주 주 동안동안동안동안: : : : 5555월월월월))))에 에 에 에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한자리에서 1111회 회 회 회 음주량이 음주량이 음주량이 음주량이 5555잔 잔 잔 잔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인 인 인 인 적이적이적이적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아래 아래 아래 아래 3 3 3 3 중 중 중 중 1111개 개 개 개 선택하십시오선택하십시오선택하십시오선택하십시오))))

1. 예.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도가  
   있습니다.                                                     (□)  : 계획 단계

2. 예. 그러나 앞으로 당장 1개월 안에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그만 둘 의  
   도가 있습니다.                                                 (□)  : 준비 단계

3. 아니오. 하지만 과거 6개월 동안에는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잇습니다.
                                                                   (□)  : 실행 단계

ⅡⅡⅡⅡ. . . . 변화단계별 변화단계별 변화단계별 변화단계별 사정사정사정사정((((계획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준비단계 준비단계 준비단계 준비단계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실행단계 실행단계 실행단계 실행단계 이행이행이행이행: : : : 사정도구사정도구사정도구사정도구))))

※※※※    최근 최근 최근 최근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경험했던 것을 것을 것을 것을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있었는지 답해 답해 답해 답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결결결결

코코코코

    

없없없없

다다다다

아아아아

주주주주

    

가가가가

끔끔끔끔

있있있있

다다다다

때때때때

때때때때

로로로로

    

있있있있

다다다다

가가가가

끔끔끔끔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다다다

자자자자

주주주주

있있있있

다다다다

 1. 나 자신의 과음행위에 대해 변화시켜야 할 몇 가지를 그동안 생각  

    해 보았다.

 2. 나는 이 모임이 나의 과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도움  

    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3. 이 모임이 아마도 나의 과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나를 괴롭혀 온 과음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것을 시작하고 있다.

 5. 변화시키기 어려운 과음문제에 대해 절망할 때도 있다.

 6. 내 과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은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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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및및및 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건전음주시민연대:http://www.
김경빈(2000).음주와 정신과적인 문제 및 치료.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김혜련(2000).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치료.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대한보건협회;http://www.kpha.or.kr/
대한산업보건협회:http://www.kiha21.or.kr/
박상철,오세인(2000).알코올과 질병.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박성배(2000).음주와 인구학적 특성,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범국민절주운동본부;http://www.naac.or.kr/
보건복지부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보건복지부(2005).2005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보건교육·사회마케팅·지역사회개

발권역개발 교육자료집Ⅱ,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한림대학교 사
회의학연구소.

이용욱(2000).술의 역사와 종류,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이용표(2000).알코올 중독의 재활과 치료,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정재훈(2000).알코올의 약리작용,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학회.
천성수(2002).대학생 절주교육의 실제,보건복지부·대한보건협회
천성수(2000).알코올로 인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문제.대한보건협회,한국알코올과

학회.
한국건강관리협회;http://www.kah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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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Development Development Development Development and and and and Effect Effect Effect Effect of of of of a a a a Reducing Reducing Reducing Reducing Alcohol Alcohol Alcohol Alcohol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Program Program Program Program for for for for Workers    Workers    Workers    Workers    

   A program to effectively reduce alcohol consumption of workers was 

developed and evaluated in this study. Three phases, basic data collect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were used.

   Basic data collection was done in April 2005. The questionnaires 

include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 drinking behavior, process of 

change, self-efficacy and decisional balance corresponding to the drinking 

behavior change based on a Transtheoretical Model in 216 shipping metal 

workers in K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
2
 

-test, one-way ANOVA and Peason Correlation by SPSS/WIN program.

   Program development from the review of the basic data and literature  

was guided by the Transtheoretical Model was composed of strategies to 

increase the process of change, the self-efficacy, and the Cons for 

drinking, and to decrease the Pros for drinking and alcohol consumption in 

each stage of change.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done from April 6 to June 22, 2006. The 

intervention program i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ith repeated 

measuring by quasi-experimental study. Sixteen white collar ma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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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d. In the beginning, the subjects were in the precontemplation 

stage(50%) and the contemplation stage(50%). Interventions were done 

personally or a group twice a week for 9 weeks.   

   1.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basic data collection were divided in 

four stages of drinking behaviors: 38.9% in precontemplation stage, 35.6% 

in contemplation stage, 17.6% in preparation stage and 7.9% in action and 

maintenance stage. The frequencies of drinking were significantly deceased 

as the workers progressed through each stage. Helping relationships and 

Self reevaluation were identified as the main processes of change in all 

stages. Self liberation, Counter conditioning, Helping relationship, Self 

reevaluation, Dramatic relief and Social liberation were used higher than 

average. The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workers 

progressed through each stage. The Pros for drinking was the highest in 

the precontemplation stage and the Cons for drinking was the highest in 

the preparation. 

   2. The result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are as follows :

   1) The scores of each stage of change in post-tes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ose in pretest. 

   2) The scores of process(cognitive and behavioral) of change in 

post-tes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ose in pretest. 

   3) The score of self-efficacy of change in post-tes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pretest. 

   4) The score of Pros for drinking in post-test was not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pretest.    

   5) The score of Cons for drinking in post-test w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pretest.   

   6) The score of Pros-Cons for drinking in post-tes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p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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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he consumption of alcohol a week and a day in post-tes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pretest. 

   8) The levels in ALT, AST, GG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B.P. 

and BMI in post-test were not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ose 

in pretest, but the level of FB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in pretest.   

   In conclusion, The above result has informed us that a stage-based 

reducing alcohol intervention program for workers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tages of change, process of change(cognitive and behavioral) 

and self-efficacy, and decreasing Pros-Cons for drinking, alcohol 

consumption and FBS, and it also has value as an effective means of 

nursing for workers. 

Key words : Worker, Drinking, Transtheoretical model, Reducing alcohol 

intervention


	차 례
	국문 요약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B. 연구문제와 가설
	C. 용어의 정의

	Ⅱ. 문헌고찰
	A. 근로자의 음주
	B. 음주와 건강
	C. 절주 중재
	D. 범이론적 모델

	Ⅲ. 개념적 기틀
	Ⅳ. 연구방법
	A.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B. 프로그램 개발
	C. 프로그램 효과 평가

	Ⅴ. 연구결과
	A.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B. 프로그램 개발 단계
	C. 프로그램 효과 검증

	Ⅵ. 논의
	A. 절주 중재 프로그램
	B. 절주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
	C. 연구의 의의

	Ⅶ.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B.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