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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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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알코올 사용이 많고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도
높지만 알코올 관련 사망률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다.이 연구는 한 지역사회 주
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및 알코올 의존이 8년 동안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1988년에 일 산촌 지역 주민 1,05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및 남용에 관련된 전반적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다.2006년에 대상지역을 다
시 방문하여 8년 전 피조사자들의 사망여부를 조사하였다.총 989명을 추적하였
고 그 중 사망자는 150명(15.2%)이었다.사회인구학적 자료,알코올사용 및 알코
올 의존 심각도(SADQ),흡연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하였다.알코올 관련 사망률
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알코
올 의존 심각도(SADQ)15점 이상의 알코올 의존군의 사망률(OR)은 1.86[95%신
뢰구간=0.93-3.75]이며 흡연을 통제했을 때는 1.74[95%신뢰구간=0.86-3.51]이었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률은 1.90[95%신뢰구간=1.13-3.19]이었다.일일평균음주량이
12g이하의 소량 음주자의 사망률(OR)은 0.82,24g이하의 보통 음주자는 1.00,24g
을 넘는 과량 음주자는 1.21이었다.알코올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가 J유형이었으
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이 연구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에 대한 연
구이고,유럽이나 미국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들의 연구에 비
해 대상군이 적으며 또한 국내 한 지역사회의 결과라는 것이 제한점이다.

�������������������������������������������������������������������������

핵심 되는 말 :알코올 관련 사망률,알코올의존심각도(SA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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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도도도 신신신 정정정 호호호 교교교수수수>>>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학학학과과과

김김김 태태태 희희희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많은 연구들이 알코올과 각종 질환의 사망 관계를 보고하였다.알코올 사용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고 적절한 사용은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종교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지나친 음주나 알코올 사용 장애는 국민건
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며,질병 이환 뿐 아니라 불구,수명손실 등으로 인
한 사회적 해를 일으킨다.2002년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알코
올은 세계적으로 전체 질병부담 원인의 4%를 차지하며 사망원인의 3.2%를 차지
한다.저체중,불안전한 성관계,고혈압,담배에 이어 알코올이 전제 질병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로 꼽혔으며,높은 신체질량지수(BMI),신체활동
제한,고콜레스테롤보다도 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알코올과 관련한 사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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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며,모든 사망 원인 중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의한 사망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전준희,1998년).한국 정신장애 역학 조
사(KECA study,2001)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이 17.24%로 정신장애
중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2006년 Chung등의 조사에서,한국의 음주로 인한 사
회경제적 직간접 비용은 14조 9352억원(2.86% ofGDP)으로 일본이나(1.9% of
GNP),다른 선진국(1.00-1.42% ofGDP)보다 많았다.이러한 자료를 볼 때 한국
인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
다.
알코올 관련 사망(alcoholrelatedmortality)은 나이,성별,사회경제적 수준,

흡연,신체 활동,신체질량지수(BodyMassIndex,BMI),음주의 종류,음주의 방
식,음주의 양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소량의 음주자가 비음주자나 과
량의 음주자보다 낮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이 대체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Gronbaek.,2001).알코올 섭취와 사망은 보통 J유형이나 U유형의 관계를 나타
내며 이는 여러 외국 연구에서 보고 되어 있다.한국에서도 유사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시아권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의 연구(Yuan등,1997;Tsugane등,1999;

LinY 등,2005;Nakaya등,2005)도 그 수가 제한적이며 캐나다,미국,영국,스
웨덴,노르웨이 등의 유럽이나 북미의 연구가 대부분이다.나라별 음주 관련 사망
률이 다르다는 제안이 많은 가운데,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맥주가 고위험음주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고(Chung,2004)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음주섭취
량과 사망률의 관계가 J형이나 U형의 관계가 아닌 선형관계임을 보고하였다
(Nakaya등,2005).이에 따라 음주 관련 사망률 연구들은 좀 더 통제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조사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따라서 외국의 연
구 자료들과 비교될 알코올 관련 사망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필요하고,한국의
실정에 맞는 임상 교육과 정책설정에 참고가 될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알코올 관련 사망률 연구는 대부분 알코올 섭취량

에 따른 사망을 연구한 것으로 알코올 의존(alcoholdependence)이 사망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Dawson(2000)은 알코올비의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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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음주와 보통 음주는 건강 보호적 효과가 있지만 알코올의존자의 경우 가
벼운 음주나 보통 음주가 보호적 효과를 가지지 않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
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코올 관련 사망률을 평가할 때 알코올 소비량 뿐 아
니라 알코올 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알코올 의존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생물학적,심리사회적 및 환경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며 유전적 원인으로 40-60%의 발생 위험성을 가진다(Schuckit,
2000).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심각한 질환이지만(Vaillant,1996)일이나 가정 없이 노숙하는 음주자의 질환으
로 여기는 고정 관념에 가려져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
Schuckit(2005)은 거리에서 노숙하는 음주자는 단지 모든 문제 음주자의 5%에
해당되고,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알코올 남용이나 알코올 의존의 일년 유병율
이 모든 사회경제적,교육적 수준에서 6%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따라서 알
코올 의존과 사망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알코올 의존의 위험에 관한 사회문화적 개념이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적
자료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한 지역사회 자료를 통하여 1)알코올 사용 행태와 사망양상을 조사

하고,2)알코올 섭취량 및 알코올 의존의 사망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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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1998년에 강원도 원주시 외곽의 비교적 고립된 일 산촌 지역을 방문하여 알코
올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서,당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또는 가족면
담을 통해 조사하였다.14개의 행정리와 33개 부락에 874세대,2,075명이 거주했
으나 조사 대상이었던 만 18세 이상의 실제 거주자는 1,820명이었으며 유용한 자
료가 조사된 피조사자는 1,058명이었다.8년이 지난 2006년에 대상지역을 다시 방
문하여 1,058명(남자 480명,여자 578명)의 사망양상을 조사하였다.

222...222...조조조사사사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2006년 8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방문하였다.14개 리의 이장으로
부터 1,058명의 사망여부와 사망년도를 조사하였고 사망원인을 암,간경화,심장
질환,뇌혈관질환,사고사(교통사고,자살,동사,실족사 등),기타로 분류하여 조
사하였다.

222...333...평평평가가가 자자자료료료

평가 자료는 1998년 상태이며,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1)사회 인구학적 자료 :성별,8년 전 나이,사망나이,결혼상태,학력,종교,주
관적 사회경제적 수준,흡연력(흡연상태,흡연시작나이,흡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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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주력 :음주상태,음주빈도,마지막 음주(최근 음주)의 양과 종류,음주 시작
나이,음주 기간

3)일일 평균 음주량 :음주의 종류와 양을 순수 알코올로 환산하여 일회 음주량
을 계산하였고 음주 빈도를 이용하여 일일평균음주량을 구하였다.

4)알코올의존 심각도(SeverityofAlcoholDependenceQuestionnaire;SADQ):
알코올 의존 정도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신뢰적이고 타당한 도구로,과음 후
아침의 신체적 금단 증상과 정서적 금단 증상,금단 해소를 위한 음주,음주량과
빈도,금단에서 회복 등의 5개의 개별항목으로 구분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0점부터 최고 60점까지이며 31점 이상은 중증 의존,15-30점은 중등도 의
존,14점 이하는 경한 의존이거나 알코올 의존 없음으로 본다(Stockwell등,
1983).

222...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1998년의 조사 자료 중 피조사자의 나이,성별,교육,종교,결혼형태,주관적
으로 느끼는 생활수준,흡연력,흡연기간,음주력,마지막 음주일,일일 평균 음주
량,음주기간,음주 빈도,알코올의존 심각도(Severity ofAlcoholDependence
Questionnaire;SADQ)를 설명변수로 하여 사망여부에 대하여 chi-squaretest를
시행하였다.다변량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analysis)을 이
용하였다.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모든 변수는 질적 데이터로 변환시켰고
SPSS(Sta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12.0window version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모든 통계는 양측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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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결결결과과과

333...111사사사망망망률률률 조조조사사사

1998년에 조사되었던 1,058명 중 이장 조사를 통하여 사망여부를 확인한 수
는 총 989명(93.5%)이었다.69명은 이사,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못하
였다.8년 동안 989명 중 150명(15.2%)이 사망하였다.

333...111...111...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성별,연령별 사망률

남자 458명 중 80명(17.5%)이 사망하였으며 여자 531명 중 70명(13.2%)이 사
망하였다.여자보다 남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20.53%,40대가 13.95%,50대가 9.82%,60대가 24.57%,
70대 이상이 21.13%였다.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Table1).

사망시기를 알 수 있었던 사망자의 평균수명은 남자(72명)72.11±12.0세,여자
(53명)77.64±11.9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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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Mortalityratebyage

2)결혼상태,학력,종교,사회경제적 수준

결혼상태는 기혼,동거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외의 이혼,사
별,별거,미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학력은 중학교
이상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을 못한 자로 나누었다.사회 경제적 수준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 ‘잘 산다’와 ‘보통이다’라고 답한 사람과 ‘못 사는 편이
다’와 ‘못 산다’로 답한 사람으로 나누었다.

남자의 사망률에 배우자의 유무는 관계가 없었으나 여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
우에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학력은 남녀 모두 저학력자
의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종교는 남녀 모두 사망률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남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
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1)여자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2).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39year 109 1.8

96.2 0.000

94 2.1

72.20.000
40∼49year 69 5.8 69 1.4
50∼59year 86 14.0 110 2.7
60∼69year 116 22.4 127 11.8
70∼ year 78 46.2 131 37.4
Total 458 17.5 5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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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Mortalityratebydemographiccharacteristics.

333...111...222...알알알코코코올올올 사사사용용용 행행행태태태

1)음주 상태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군(남자 56명,여자 225명)과 술을 끊은 군(남자 35명,
여자 37명),현재 음주를 하는 군(남자 367명,여자 269명)별로 음주력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남자는 전혀 음주를 하지 않은 군의 사망률이 21.4%(12명),술을 끊은 군의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Maritalstate
Currentmarried 371 18.9

2.66 0.10
368 6.5

46.480.00
Others 87 11.5 163 28.2

Education
<9years 233 25.8

22.580.00
383 16.7

14.940.00
≧9years 225 8.9 148 4.1

Religion
Buddhist 121 15.7

0.36 0.95

186 15.6

5.26 0.15
Christian 50 18.0 96 6.3
Others 16 18.8 18 16.7
No 271 18.1 231 13.9

Socioeconomicstatus
High 310 13.5

10.220.00
348 12.4

0.60 0.44
Low 148 25.7 18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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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 25.7%(9명),현재 음주를 하는 군의 사망률이 16.1%(59명)이었다.여자
는 각각 15.1%(34명),18.9%(7명),10.8%(29명)이었다.남녀 모두 술을 끊은 군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3).

Table3.Mortalityratebydrinkingstatus

2)음주 빈도

음주 빈도별 사망률을 조사하였다.매일 음주하는 군의 사망률이 남자
22.7%(30명),여자 23.1%(6명)로 가장 높았다.한달에 일 회 미만의 음주군의 사
망률은 남자 21.6%(16명),여자 14.5%(16명)이었고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의
남자사망률 21.4%,여자 사망률 15.1%와 비슷하였다.일주일에 한두 번 음주하는
남자와 일주일에 서너 번 음주하는 여자의 사망률이 낮았으나 음주빈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4).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Never 56 21.4
2.750.252

225 15.1
3.150.207Former 35 25.7 37 18.9

Current 367 16.1 26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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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Mortality by drinking frequency offormer and currentalcohol
drinker

3)음주기간

음주 기간별 사망률을 조사하였다.음주기간이 41년 이상 되는 음주자의 남자
사망률은 33.3%(36명),여자 사망률은 47.6%(10명)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일
년 미만의 음주자 혹은 비음주자의 사망률이 남녀 각각 23.8%,15.3%로 높았다.
남자는 11-20년 된 음주자의 사망률(5.7%)이 가장 낮았고 여자는 1-10년 된 음
주자의 사망률(6.3%)이 가장 낮았다.음주 기간별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able5).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Never 56 21.4

9.69 0.085

225 15.1

7.42 0.222

<1/month 74 21.6 110 14.5
1-2/month 53 13.2 111 9.0
1-2/week 94 9.6 49 8.2
3-4/week 49 12.2 10 0
everyday 132 22.7 26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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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Mortalityratebytotaldurationofdrinking

4)음주량

음주량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하였다.음주 빈도,가장 최근의 음주 종류와 양
을 이용하여 일일평균음주량을 구하였다.비음주군(남자 95명,여자 262명)과 일
일 12g이하의 소량 음주군(남자 128명,여자 234명),일일 12g초과,24g이하의
보통 음주군(남자 73명,여자 13명),일일 24g을 초과하는 과량 음주군(남자 162
명,여자 22명)으로 분류하였다.

남녀 모두 비음주군보다 소량 음주군의 사망률이 낮았고 과량 음주군의 사망
률이 가장 높았다.음주량에 따른 남자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여자
사망률은 유의하지 않았다(Table6).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0-<1year 80 23.8

36.5 0.000

270 15.3

31.2 0.000

1-10year 53 9.4 110 6.3
11-20year 70 5.7 69 5.8
21-30year 66 6.1 40 15.0
31-40year 81 14.8 21 9.5
41- year 108 33.3 21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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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Mortalityratebydailyalcoholconsumption

333...111...333...흡흡흡연연연 행행행태태태

1)흡연 상태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군과 끊은 군,현재 흡연을 하는 군으로 나누어 흡연
력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남자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의 사
망률이 11.3%(8명),끊은 군의 사망률이 20.0%(15명),현재 흡연을 하는 군의 사
망률이 18.3%(57명)이었다.여자는 각각 9.8%(43명),34.6%(9명),28.1%(18명)이었
다.흡연상태는 남자 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여자는 흡연력이 있
는 사람의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의 사
망률이 매우 낮았다(Table7).

Table7.Mortalityratebysmokingstatus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Nodrink 95 22.1

9.62 0.047

262 15.9

12.2 0.058
≤ 12g/day 128 13.3 234 9.7
≤24g/day 73 15.1 13 7.7
>24g/day 162 19.1 22 18.2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Never 71 11.3
2.37 0.306

441 9.8
27.5 0.000Former 75 20.0 26 34.6

Current 312 18.3 64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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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흡연기간

흡연 기간별 사망률을 조사하였다.흡연자는 흡연기간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사망률이 높았다.46년 이상 흡연한 남자의 사망률은 47%(31명),여
자의 사망률은 50.5%(5명)이었다.1년 미만의 여자 흡연자 또는 금연자의 사망률
이 11.5%로 가장 낮았으나,남자는 16.9%로 높았다(Table8).

Table8.Mortalityratebytotaldurationofsmoking

333...111...444...알알알코코코올올올 의의의존존존성성성

1)사망률

중등도 알코올 의존에 해당되는 알코올의존 심각도(SADQ)15점을 기준으로
알코올 의존군과 알코올 비의존군으로 나누어 사망률을 조사하였다.989명 중 알
코올의존 심각도(SADQ)15점 이상의 알코올 의존군은 55명(5.6%)으로,남자 45
명(9.8%),여자 10명(1.88%)이었다.이 중 사망자는 남자 13명,여자 3명으로 남
녀 사망률이 각각 28.9%,30.0%에 해당되었다.남자 알코올 의존군의 사망률은
비의존군의 사망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자 알코올 의존군의 사
망률은 비의존군의 사망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9).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0-<1year 149 16.9

53.8 0.000

470 11.5

18.9 0.002
1-15year 69 4.3 8 12.5
16-30year 87 8.0 24 16.7
31-45year 87 16.1 19 31.6
46- year 66 47.0 10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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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Mortalityratebyalcoholdependency

2)나이,음주기간,음주량

알코올 의존군 사망자는 평균 나이 64.31±12.87세(사망 나이 69.75±8.64세),음
주기간 41.31±14.25년,일일평균음주량 63.05±84.24g이었다.알코올 비의존군 사망
자는 평균 나이 70.68±13.18세(74.96±12.47세),음주기간 20.49±22.72년,일일평균
음주량 16.99±38.29g이었다.

333...222사사사망망망원원원인인인

사망원인을 암이나 간경화,뇌혈관질환,사고사,심장질환,기타 혹은 모름으로
분류 조사한 결과 암이나 간경화로 인한 사망자는 29명(19.3%),중풍 16명
(10.7%),심장질환 9명(6.0%),사고사 14명(9.3%),기타 82명(54.7%)이었다.

333...222...111알알알코코코올올올 섭섭섭취취취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망망망원원원인인인

비음주자의 사망원인은 암이나 간경화,뇌혈관 질환,사고 및 심장질환 순이었
고 소량 음주자의 사망원인은 뇌혈관 질환,암이나 간경화,사고,심장질환 순이
었다.보통 음주자의 사망원인은 암이나 간경화,사고 및 뇌혈관질환 순이었고 과
량 음주자의 사망원인은 암이나 간경화,사고,심장질환,뇌혈관질환 순이었다.통

Men Women

N Mortality
Rate(%) x2 p N Mortality

Rate(%) x2 p

Alcohol
dependency 45 28.9

4.520.034
10 30.0

2.52 0.133
Nonalcohol
dependency 413 16.2 52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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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10).

Table10.Causespecificdeathbydailyalcoholconsumption

Ca& LC CVD CHD Accident Others x2 p

Nodrink 10(15.6) 6(9.4) 5(7.8) 3(4.7) 40(62.5)

23.6 0.09
≤ 12g/day 5(12.8) 7(17.9) 1(2.6) 3(7.7) 23(59.0)

≤ 24g/day 4(33.3) 2(16.7) 0 2(16.7) 4(33.3)

>24g/day 10(28.6) 1(2.9) 3(8.6) 6(17.1) 15(42.9)
( ):%
LC,livercirrhosis
CVD,cerebrovasculardisease
CHD,coronaryheartsdisease

333...222...222알알알코코코올올올 의의의존존존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망망망원원원인인인

알코올 의존군의 사망원인은 암이나 간경화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사고사가 12.5%이었다.알코올 비의존군의 사망원인은 암이나 간경화,중풍,사고
사,심장질환 순이었다.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11).

Table11.Causespecificdeathbyalcoholdependency

( ):%
LC,livercirrhosis
CVD,cerebrovasculardisease
CHD,coronaryheartsdisease

Ca& LC CVD CHD Accident Others x2 p
Alcohol
dependence 6(37.5) 1(6.3) 1(6.3) 2(12.5) 6(37.5)

4.55 0.28
Nonalcohol
dependence 23(17.2) 15(11.2) 8(6.0) 12(9.0) 7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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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설명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음주행태와 사망
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음주량과 알코올의존성을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흡연과
함께 사망률의 설명변수로 하여 4가지 로지트 모형을 분석하였다.

Model1은 음주량을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Model2는 알코올 의존성을 설명
변수로 하였다.일일평균음주량은 소량 음주(12g/일 이하),보통 음주(12g/일 초
과,24g/일 이하),과량 음주(24g/일 초과)로 분류하였다.알코올의존 심각도
(SADQ)15점을 기준으로 알코올 의존성을 추정하였다.ModelIII,IV는 흡연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ModelI,II각각에 흡연력을 통제변수
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흡연은 전혀 피우지 않은 군과 끊은 군,현재 흡연
군으로 나누었다.

일일평균음주량이 12g이하의 소량 음주자의 사망 비차비(OR)는 0.82,24g이하
의 보통 음주자는 1.00,24g을 넘는 과량 음주자는 1.21로 알코올섭취량과 사망률
의 관계는 J유형이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2,Model1).
SADQ 15점 이상인 알코올 의존군의 사망 비차비는 1.86이었고 통계적으로는 유
의하지 않았다(Table12,ModelII).

흡연을 통제했을 때 가벼운 음주자의 사망 비차비는 0.76,보통 음주자는 0.87,
과다 음주자는 1.04로.알코올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는 U유형이었고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13,ModelIII).흡연을 통제했을 때 알코올의존군의
사망 비차비는 1.74이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13,Mode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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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2.Oddsratiosand95% confidenceintervalsforalcoholrelated
mortalitybyalcoholconsumptionandalcoholdependence

MMMooodddeeelllIII MMMooodddeeelllIIIIII
OR (95%CI) OR (95%CI)

Sex
women 1 1
men 2.23 (1.37,3.62) 2.25 (1.43,3.54)

Age
∼39year 1 1

40∼49year 2.38 (0.61,9.34) 2.42 (0.62,9.49)
50∼59year 5.14 (1.56,16.92) 5.39 (1.64,17.70)
60∼69year 12.44 (3.98,38.86) 12.43 (3.98,38.83)
70∼ year 40.77 (13.04,127.5) 42.28 (13.54,132.1)

Maritalstate
Currentmarried 1 1
Others 1.79 (1.11,2.88) 1.77 (1.1.0,2.84)

Education
<9years 1 1
≥9years 1.05 (0.59,1.85) 1.06 (0.60,1.86)

Socioeconomicstatus
High 1 1
Low 1.20 (0.80,1.79) 1.14 (0.76,1.69)

Alcoholconsumption
Nodrink 1
≤12g/day 0.82 (0.51,1.33)
≤24g/day 1.00 (0.46,2.21)
>24g/day 1.21 (0.69,2.11)

Alcoholdependence
SADQ<15 1
SADQ ≥15 1.86 (0.9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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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Oddsratiosand95% confidenceintervalsformortalityofalcohol
useandsmoking

MMMooodddeeelllIIIIIIIII MMMooodddeeelllIIIVVV
OR (95%CI) OR (95%CI)

Sex
women 1.00 1.00
men 1.54 (0.88,2.71) 1.53 (0.89,2.65)

Age
∼39year 1.00 1.00

40∼49year 2.36 (0.60,9.27) 2.39 (0.61,9.39)
50∼59year 5.23 (1.59,17.26) 5.43 (1.65,17.89)
60∼69year 12.26 (3.90,38.54) 12.34 (3.92,38.82)
70∼ year 38.21 (12.14,120.2 39.94 (12.70,125.6)

Maritalstate
Currentmarried 1.00 1.00
Others 1.70 (1.05,2.74) 1.68 (1.04,2.72)

Education
<9years 1.00 1.00
≥9years 1.06 (0.60,1.88) 1.06 (0.60,1.86)

Socioeconomicstatus
High 1.00 1.00
Low 1.20 (0.80,1.80) 1.14 (0.76,1.69)

Smoking
Neversmoker 1.00 1.00
Formersmoker 1.79 (0.92,3.46) 1.75 (0.91,3.37)
Currentsmoker 1.98 (1.16,3.36) 1.90 (1.13,3.19)

Alcoholconsumption
Nodrink 1.00
≤12g/day 0.76 (0.47,1.24)
≤24g/day 0.87 (0.39,1.94)
>24g/day 1.04 (0.59,1.85)

Alcoholdependence
SADQ<15 1.00
SADQ ≥15 1.74 (0.8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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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 외곽에 위치한 일 산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98
년에 조사되었던 자료와 2006년에 지역 이장으로부터 조사한 사망정보를 이용하
여,알코올 사용 행태와 8년 사망률,알코올 섭취량 및 알코올 의존의 사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지역 이장이 사망여부를 알지 못한 대상자는 지역에 오래 거
주하지 않았거나,그 지역에 친인척이 없는 이들로 인근에서 일시 사업을 하거나
실거주민이 아닌 공무원,성직자등에 해당된다.사망여부,사망시기,사망원인을
지역 이장의 기억에 의지하였으므로 정보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사 지역 대상자의 수명은,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
남자 74.4세,여자 81.2세보다 남자 2.3세,여자 3.6세 더 낮았고,알코올 의존 남
자 사망자는 5.3세,알코올 비의존 남자 사망자는 1.7세 더 낮았다.이 지역은 비
교적 고립된 일개 면으로,고령자 비율이 높고,62.3%가 초등학교 이하의 졸업학
력이며 대부분 농사를 짓고 면내 의료 기관은 보건지소가 유일하여 제한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이러한 점들이 이 지역 인구의 수명 단축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Schuckit(2005)은 알코올 의존이 심혈관 질환,암,사고 및 자살 등의
이유로 평균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킨다고 했으나 본 연구의 알코올 의존 남자
는 5.3세의 수명 단축이 있어 차이가 있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음주 방식과 음주량,사망원인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나 연령에 따라 음주 관련 사망률은 다르게 나타난다.(Anderson,1995).알코
올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는 젊은 층보다 노인층에서 J형이나 U형으로 일관되
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량의 음주가 갖는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보호적 효과가 노
인에게 국한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Fuch등,1995).남자보다 여자가 알
코올에 의한 손상에 더 취약하며 음주량 증가에 따른 사망률 증가의 정도도 남자
에 비해 여자가 더 크다(Gronbaek,2001).본 연구는 8년 전 50대 이상인 피조사
자가 65.5%로써 노인층이 많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였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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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 증가에 따른 사망률 증가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다.이는 음주하는 여
성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여자에 비해 높은 남자의 흡연율이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은 알코올과 함께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서,이 연구의 남자 84.5%(387명),
여자 16.95%(90명)가 흡연의 경험이 있었으며 흡연력에 따른 사망 비차비는 과음
이나 알코올 의존보다 더 높았다.담배와 알코올 이외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저
체중,불안전한 성관계,고혈압 등에 대한 통제는 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
다.

Mortensen등(2001)은 덴마크 와인 음주자가 다른 주류의 음주자들보다 지능
지수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을 조사하고,와인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주자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상태가 사망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를 제의하였다.본 연구에서 여성은 결혼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주었
으며 학력은 남녀 모두에서 영향을 주었다.그러나 다른 설명 변수들을 통제하였
을 때,결혼상태를 제외한 학력,종교,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은 사망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현재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았으며 Rehm과 Sempos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Rehm & Sempos,1995).

이 연구에서 음주빈도와 음주량,음주상태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망자의 음주기간이나 흡연기간은 증가에 따라 사망률이 높았으나 나이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나이를 통제하였을 때 의미가 없었다.음주 빈도와 음주량은
여러 음주 관련 유병률이나 사망률 연구의 주요 변수로 측정되어 왔지만,알코올
섭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음주량에 관
한 설문은 짧은(최근)기간이 주어질 경우,피조사자의 정확한 기억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질환과의 유병률 또는 사망률 조사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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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누적된 음주량 조사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Dawson,
2003)

본 연구의 자료는 가장 최근의 주류와 음주량을 설문하였고,음주 빈도는 개
방형 질문이 아닌 범주형 질문이었으며,음주 기간은 처음 음주를 시작한 나이로
부터 현재까지를 계산한 것이다.사용 주류에 따른 알코올 농도가 다르므로 순수
알코올로 환산하여 음주량을 계산하였다.따라서 조사된 일회 주류와 음주량이
정확한 데 비해,가장 최근의 음주행태가 피조사자의 평균 일회 음주량이라는 전
제와 과음한 빈도의 적용 없이 전체적 음주 빈도 및 음주 기간만으로 음주량을
평가한 것은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향후 알코올 관련 연구에서는 일정 기한 내
의 음주량과 함께 해당 음주빈도를 묻는 방식(graduatedfrequency,GF;Russell
등,1991)으로 알코올 섭취량 측정을 할 것을 제안하며,현재의 알코올 섭취량과
평생 알코올 섭취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Lemmens등
1997;Russell등,1997).

알코올 섭취량과 질환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음주 패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데(Trevisan등,2001),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에서도 음주의 패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음주의 패턴이
란 음주 시에 식사를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 또는 꾸준히 소량의 음주를 하는
지 혹은 한 번에 과음을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Trevisan등(1987)에 따르면,
식사를 하지 않고 와인을 섭취하면 알코올 섭취량과 상관없이 혈압이 높아지며
고혈압의 유병율을 증가시킨다.소량씩 꾸준한 섭취는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보호
적 효과를 갖지만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더라도 한꺼번에
음주를 하는 경우는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McElduff등,1997),드문 빈도
의 폭음이 평균 같은 양의 음주자보다 오히려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Rehm 등 2001).

본 연구에서,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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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에서와 같이 J유형 또는 U유형의 관계를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이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좀 더 장기간의
관찰 후에 재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J유형 또는 U유형이란 금주군보다
최저 사망률을 보이는 음주군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본 연구에서 일일평균
12그람 이하의 소량 음주군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흡연을 통제할 때는 가벼운
음주군 이외에 일일평균 24그람 이하의 보통 음주군의 사망률도 금주군보다 낮았
다.일일평균음주량이 24그람을 넘는 과량음주군은 금주군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본 연구의 사망률이 낮은 최저 음주량은 여러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Lin등(2005)의 일본인 연구에서는 하루 0.1에서 22.9그람의 음주자가 가장 사
망률이 낮았고,45세부터 64세까지의 중국 남자를 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는
주당 1잔에서 14잔의 음주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Yuan등,1997).그 외 덴
마크의 주당 1잔에서 6잔의 음주(Gronbaek등,1994),영국 남자 의사의 주당 1
단위에서 14단위의 음주(Doll등,1994),프랑스의 일일 22-54g의 음주(Renaud
등,1998),스웨덴의 월당 1-250g의 음주(Andreasson& Brandt,1997)등이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Bondy와 Rehm 등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한 위험이 가장 낮은 음주량은 하루 표준음주의 두 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표준음주란 5% 알코올의 경우 341ml,12% 알코올은 142ml,40% 알코올은
43ml에 해당된다.이것은 소주 2잔보다 작은 양에 해당된다.

음주와 사망률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나이,성별,인종,결혼상태,식사,신
체 활동,흡연,개인별연구,집단연구 등의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음주량,
음주의 종류,음주의 형식,음주행태 변화,음주 관련 질환에 따라 다르
다.(Gronbaek,2001,Rehm 등,2003).어떤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음주 관련
사망률은 다를 수 있는데,본 연구는 알코올 관련 질환 중 알코올의존성에 따른
사망률을 연구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이 연구에서 SADQ 15점을 기준으로
알코올 의존군으로 추정한 인구는 989명 중 남자 9.83%(45명),여자 1.88%(10명)
이었다.Schuckit(2005)가 보고한 알코올 의존의 평생 유병율 남자 10%,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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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와 유사하였고,이동우 등(2004)이 보고한 일년 알코올 의존 유병율 남자
8.4%,여자 1.9%와 유사하였다.남자와 여자에서 알코올 의존 유병율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로 여자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
는 보수적 태도나 여자 음주의 시작 나이가 남자보다 늦은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
다(홍진표 등,1998).

성별,나이,학력,사회경제적 수준,흡연을 통제한 알코올의존성이 사망에 미
칠 영향은 1.74로서,Dawson(2000)이 보고한 알코올의존 과음자의 사망률 1.56보
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여자 알코올 의존군와 사망자의
표본수가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알코올의존 심각도(SADQ)는 남녀
에 상관없이 치료 환경에 있는 문제 음주자나 조절음주가 필요한 인구를 대상으
로 알코올 의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정 고안된 설문지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제한점이 될 수
있겠다.

알코올 관련 질환은 매우 다양하지만 알코올 관련 사망 연구들은 대체로 과음
자의 암과 간경화,뇌혈관질환,음주자의 사고사(교통사고,자살,폭력),절대금주
자의 관상동맥 질환을 다루고 있다.(Rehm 등,2006).전반적 음주량이나 불규칙
적인 과음이 간경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Kozarevic등,1983)하루 평균 25g의
순수 알코올 섭취가 구강,인후,후두,식도,위,대장,직장,간,여성 유방의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Bagnardi등,2001).알코올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위험 증가와
관련되고,사고 당시 혈중에 알코올이 있을 때 훨씬 심각한 손상과 불량한 예후
를 가진다(Fuller,1995).불규칙적 과음은 중풍이나 갑작스런 심정지 등의 심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고(Kauhanen등,1997)규칙적인 소량의 음주가 관상동맥질
환에 대해 보호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들도 많지만 전체적인 음주 패턴과 관
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짓기 어렵다(Corrao등,2000).
임달오(2000)의 사인통계를 이용한 한국인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의 추정연구
에서 남자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암,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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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뇌혈관질환,위암,자살,간암 순이었
다.본 연구에서 일일평균음주량이 24g을 초과하는 과량 음주자는 암과 간경화가
많았고,교통사고와,자살의 사고사가 많았다.알코올 의존군도 암과 간경화가 가
장 많았고 사고사는 모두 자살이었다.24g이하의 보통 음주자는 심장 질환에 의
한 사망자가 없었다.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망은 특별히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기저질환,알
코올 섭취의 패턴,선호하는 술의 종류 등에 따라 알코올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는 상당한 나라별 차이가 있다.(Britton등,2003)따라서 나라 별 알코올
관련사망률 연구는 조기사망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알코올
섭취량과 사망의 관계를 확인하고 알코올 의존에 관한 사망률을 연구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그러나 한국의 일 산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알코올 관련 사망률 평가를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로 도
시와 농촌 지역의 무작위 집락 표본추출(random clustersampling)을 통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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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일 산촌 지역의 8년 알코올 사용행태와 사망양상을 조사한 결과 비음주자보
다 일일평균음주량 12g이하의 소량 음주자의 사망률이 낮았고.일일평균 24g을
넘는 과다 음주자의 가장 사망률이 높았으며 음주량과 사망률의 관계는 J유형 또
는 U형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장기간의 추적조사로 증가한 숫자의 사망
자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재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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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알알알코코코올올올 의의의존존존 심심심각각각도도도(((SSSAAADDDQQQ)))

선생님이 평소 방식으로 지나치게 음주한 가장 최근의 음주에 대하여 기억해 보
시기 바랍니다.--->19__년 __월 __일

위와 비슷한 평소의 음주와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
하는 것을 골라 0표 하십시오.

이 전형적인 음주 기간 중 아침에 우선 겪었던 신체 증상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
시오.

1.이 때,몸에 땀이 난 느낌으로 잠을 깬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2.이 때,아침에 손이 떨린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3.이 때,아침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먼저 온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거나 떨린
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4.이 때,나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난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이 전형적인 음주 기간 중 아침에 우선 겪었던 마음 상태나 기분에 대한 질문입
니다.

5.이 때,아침에 잠이 깨는 것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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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6.이 때,아침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7.이 때,아침에 깨어나면 처절한 절망감이 든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8.이 때,깨어나면 매우 무서운 느낌이 든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다음의 질문도 최근 과음했을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9.이 때,아침에 해장술부터 먼저 한 잔 하고 싶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0.이 때,아침에 나는 늘 가능한 빨리 아침 해장술부터 몇 잔을 들으킨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1.이 때,몸이 떨리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아침에 술을 마신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2.이 때,아침에 깨어나면 술 한 잔하고 싶은 갈망이 강렬하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3.이 때,하루에 소주 3/4병(또는 막걸리 1병이나 맥주 3병)이상을 마신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4.이 때,하루에 소주 1.5병(또는 막걸리 2병이나 맥주 6병)이상을 마신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5.이 때,하루에 소주 3병(또는 막걸리 4병이나 맥주 11병)이상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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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16.이 때,하루에 소주 6병(또는 막걸리 8병이나 맥주 22병)이상을 마신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3)자주 4)거의 항상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1)몇 주일 동안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2)그리고 나서 당신은 연 이틀 동안 술을 매주 많이 마셨습니다.

연 이틀 그렇게 마시고 난 다음 날 아침 당신은,어떠할까요?

17.나는 땀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3)어느 정도 4)매우 심하게

18.내 손은 떨릴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3)어느 정도 4)매우 심하게

19.내 온 몸이 흔들리고 떨릴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3)어느 정도 4)매우 심하게

20.나는 술 마시고 싶은 갈망이 심할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3)어느 정도 4)매우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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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e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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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aim ofthisstudywastodemonstratetheeffectofalcoholintakeand
alcoholdependency on mortality overeightyearsin aruralcommunity in
SouthKorea.Among1,058menandwomen(meanage,55.0±16.87)inarural
community who reported theiralcoholuse status in 1998,150 men and
womendiedduringeightyearsoffollow-up.Weperformedthedescriptive
analysisofthedeadwith thebasicdemographicdata,alcoholrelateddata
such asdaily alcoholamountconsumed,AlcoholDependenceQuestionnaire
(SADQ),drinkingbehaviorandtheotherhealthbehaviors.Inordertodetect
oddsratio(OR)foralcoholrelatedmortality,wecontrolledvariousconfounding
factorsusingbinarylogisticregression.Thosewhoareabove15 ofSADQ
showedhighermortalityratewithanadjustedoddsratio(OR)of1.86[95%
confidenceinterval(CI)=0.93-3.75].Thosewhohadnomorethan12gofdaily
alcoholshowedlowermortalitythannon-drinkerordrinkerofabove12gper
day.TheresultsshowedtheJ-shapedrelationshipbetweenalcoholintakeand
intermediate-term mortalityasinwesterncountries.
-----------------------------------------------------------------
Keywords:alcoholrelatedmortality,SA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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