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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코올의존 환자에서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의 차이: 가상현실 실험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상 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사회적 압력 상황과 알코올 단서에 의한 갈망의 차이를 알

아보고자 한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연구대상은 알코올의존 환자 14명과 사회적 음주자 14명

으로 하였다.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압력의 유무, 알코올 

단서의 유무에 따라 네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시각척도를 이용

하여 가상현실 체험 전후의 갈망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알코올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사회적 압력이 없는 상황보다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갈망을 나타냈

다.(환자군: t=-2.7, df=13.0, p=0.019, 대조군: t=-3.6, df=13.0, 

p=0.003) 알코올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조군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보다 갈망이 높게 나타났으나(t=-2.6, 

df=13.0, p=0.022) 환자군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

황 사이에 유의미한 갈망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0.3, df=13.0, 

p=0.740) 기저갈망은 각 가상현실 상황에 의해 유발된 갈망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법으로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을 측

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

이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갈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갈망측정법의 선택과 다른 변수의 통제에 따라 다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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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사회적 압력과 알코올 단서

의 갈망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갈망 측정과 실험 설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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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

의 차이: 가상현실상황 실험 

 

<지도교수 남궁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정  석 

 

I. I. I. I. 서 론 

알코올 의존에서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이란 직접적인 음주 

권유 또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권유

로 정의된다. 사회적 압력은 부정적 감정상태, 알코올 단서에의 노출 

등과 함께 알코올 의존이 재발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재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1. 또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재발한 경우에는 약 58%에서 다시 사회적 압력에 의한 재발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한 재발을 막

기 위해 음주제의 거절훈련이 대처기술훈련(coping skill training)

에 포함되어 임상에서 널리 행해져 왔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알코올 단서

(alcohol cue)에의 노출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인지적이고 생화

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에 습득한 대처기술을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3. 실제로 Monti4등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단서(alcohol cue)에 환자가 노출된 경우 역할극에서 음주제의 거절

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단서노출치료(cu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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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와 음주제의 거절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알코올 단서가 실제로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 동안 음주제의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

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방법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압력상황을 구현하

기가 어려웠던 점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가상현실

이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피험자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3차

원의 실시간 경험을 제공하는 것5으로 다른 물질의존장애에서 갈망을 

유발하고 측정하는 데 이용6, 7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알코올 의존 환

자에서 갈망을 유발하는데 성공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에서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바타9를 사용하여 실험 환경에서 사

회적 압력으로 인한 갈망을 측정하였다.  

Lee10등의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사회적 압력 상황(회식에

서 여러 명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사진)보다 알코올 단서(술 병이

나 술 잔만 제시된 사진)에서 더 큰 갈망을 경험하는데 반해 대조군

에서는 사회적 압력상황에서 갈망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의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과 알

코올 단서에 의한 갈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상현실 기법을 이

용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환자군의 갈망은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이 공존할 경우 상승효과로 대조군에 비해 

더욱 증대될 것이다.



3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30 세에서 55 세 사이의 알코올 의존 환자 14 명과 나이, 교육 정도로 

짝을 맞춘 정상대조군 14 명으로 하였다. 성별은 모두 남자로 

한정하였다. 환자군은 숙련된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장애 진단 

편람 및 통계편람 4 판(DSM-IV)상의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되었다. 

환자군은 단주 후 3 주 이상 경과한 뒤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표준음주량으로 

계산하여 일주일 총 음주량이 14 단위, 일회 음주량이 4 단위 미만인 

사회적 음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기질성 정신장애, 주요 

정신증, 정신지체, 기타 약물 남용의 진단이 동반된 자는 제외되었다.  

 

2. 연구 설계 

가. 측정 도구 

 

(1). 알코올 의존척도(Alcohol dependence scale) 

 알코올 의존척도는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척도11로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고점은 47점

이다.  

 

(2). 강박음주갈망척도(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강박음주갈망척도는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Y-

BOCS)을 수정하여 음주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을 측정할 수 있

도록 만든 척도이며 갈망의 측정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12.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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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 금주자기효능척도(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scale) 

 금주자기효능척도는 각 고 위험 상황에서 단주에 대한 자신감을 측

정하는 주관적 평가 척도이다13.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0~4점) 

 

(4). 음주상황검사(Inventory of drinking situation-42) 

 음주상황검사는 각 상황에서의 상대적인 음주 행동의 빈도를 평가하

는 척도이다14. 총 42가지의 상황이 제시되며 연구 대상은 각 상황마

다 음주 행동의 빈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0~3점) 42가지의 

상황은 Relief, Reward, Temptation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지

고 각 범주 별로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게 된다.  

 

(5). 시각척도(Visual analogue scale) 

 시각척도는 갈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일 항목 척도로서 연구 대상

은 0점인‘술을 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에서 100점인 ‘술을 마시

고 싶은 생각을 참을 수 없다.’사이에 술을 마시고 싶은 정도를 표

시하게 된다. 갈망의 측정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음주 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나. 실험 과정 

가상현실 체험 전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관련 임상 

변인을 조사하고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 음주 관련 상황에 관한 

척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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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은 가상현실 기법을 통해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본 가상현실 시스템은 알코올 단서의 노출 유무(X2) 

및 아바타의 등장 유무(X2)에 따라 총 4 개의 가상현실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알코올 단서가 노출되는 상황으로는 술집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아바타는 각각의 가상현실 상황 속에서 연구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2~3차례 음주를 권하게 된다.(그림 2.) 

연구 대상은 무작위 순으로 가상현실 상황을 체험하며 가상현실 

체험 전 후에 주관적인 갈망의 정도를 시각척도로 표시한다. 

가상현실 체험 후에는 갈망이 사라진다고 느낄 때까지 휴식을 취한 

후 다음 가상현실 상황을 체험한다.  

 

 VR task without avatar VR task with avatar 

 

 

VR task  

without alcohol 

A 

 

B 

 

 

 

VR task 

with alcohol 

C 

 

D 

 

Figure 1. Virtual Realit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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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script in the social pressure situation 

 

3. 자료 환원 및 통계 분석 

알코올 의존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간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관

련 변인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한다. 갈망의 수치를 종속

변수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를 시행하며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 노출 여부가 집단 내 요인, 연구대상이 

속한 군이 집단 간 요인으로 정의된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관

련 변인과 갈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한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

은 p<0.05로 하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5.0 version을 이용한다.

아바타: 야! 정말 오랜만이다(환하게 웃으며). 그 동안 뭐하고 지냈냐? 내가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니 소식이 궁금해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데 

지들이 어떻게 아냐 그러더라구.. 우리가 좀 붙어 다녔어야지. 하하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다. 자!(건배를 하자며 술잔을 앞으로 내민다) 빨리 한 잔 

마셔! 첫 잔은 원샷이야~~ 

(약 3초 경과) 

아바타: (인상을 쓰고 재촉하는 말투로) 술 없이 무슨 얘길 하냐? 얘기 좀 하려면 

한 잔 있어야지.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마음껏 마셔. 

(약 3초 경과) 

아바타: 야, 임마. 한 잔 정도인데 뭐 어떠냐 우리 사이에.. 오늘만 마시고 같이 

끊으면 되지 뭐.. 오랜만에 회포나 풀자. 자 어서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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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환자군과 대조군의 임상적 특성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은 각각 39.6 세(SD=6.0), 36,8 세(SD=7.4)로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군과 대

조군의 교육정도는 각각 14.4 년(SD=3.0), 16.0 년(SD=2.5)이었으며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의

존척도(t=8.1, df=23.1, p<0.001), 강박음주갈망척도(t=8.6, df=14.2, 

p<0.001)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금주자기효능척도(t=-

4.3, df=19.6, p<0.001)는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이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

미하게 많았다.(t=6.4, df=13.0, p<0.001) (표 1) 또한 환자군은 대

조군에 비해 음주상황검사의 모든 소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표 2)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clinical profiles 

 Patient Control 

Age 39.64±6.02 36.79±7.40 

Education(years) 14.43±3.04 16.00±2.45 

ADS** 22.07±7.22 3.07±4.97 

OCDS** 27.14±10.18 3.21±2.19 

AASE** 50.64±15.97 71.57±8.35 

Alcohol ingestion  per week 

(unit)** 

63.11±36.22 1.38±1.3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p<0.05 **p<0.001  ADS: alcohol dependence scale, OCDS: obsessive-compulsive 

drinking scale, AASE: 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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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DS-42 subscales 

 Patient Control 

Reward* 1.57 ± 0.76 0.82 ± 0.42 

Relief** 1.18 ± 0.62 0.12 ± 0.11 

Temptation** 1.19 ± 0.62 0.15 ± 0.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p<0.05, **p<0.001 

 

2. 각 상황에 따른 갈망 

 각 상황을 경험한 후 측정된 갈망에서 경험 전에 측정한 갈망을 뺀 

값을 각 가상현실 상황에 의해 유발된 갈망 값으로 사용하였다.  

 

가. 기저갈망(baseline craving) 

실험을 시작할 때 측정한 기저갈망수치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t=3.0, df=13.8, p<0.001)(그림 

3) 

 

나. 알코올 단서가 없는 상황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사회적 압력이 없는 상황보다 있는 상황

에서 더 높은 갈망을 나타냈다.(환자군: t=-2.7, df=13.0, p=0.019, 

대조군: t=-3.6, df=13, p=0.003)(그림 4) 

 

다. 알코올 단서가 있는 상황 

 대조군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보다 갈망이 

높게 나타났으나(t=-2.6, df=13.0, p=0.022) 환자군에서는 사회적 압

력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 사이에 유의미한 갈망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0.3, df=13.0, p=0.740)(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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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알코올 단서, 사회적 압력, 군 간의 상호작용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F=3.8, df=1.0, p=0.063), 알코올 단서

와 군(F=3.0, df=1.0, p=0.098), 사회적 압력과 군(F=1.0, df=1.0, 

p=0.335)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3. Mean of baseline craving for patient and control 

group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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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an of induced craving for patient and control 

groups in different situations 

  

paired comparisons of the craving without avatar versus with avatar within groups 

*p<0.05, **p<0.01 

 

 

3. 갈망과 임상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환자군에서 기저갈망은 강박음주갈망척도(r=0.6, p=0.017), 음주상

황검사 중 Relief(r=0.7, p=0.007), 금주자기효능척도(r=-0.7, 

p=0.007)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환자군에서 각 가

상현실 상황에 의해 유발된 갈망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표 3) 또한 환자군에서 기저갈망과 각 

상황에 의해 유발된 갈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림 5) 

 



1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duced craving and clinical 

profiles (patients) 

 ADS OCDS AASE Reward Relief Temptation 

Craving 

(Alcohol-Avatar-) 

-0.05 -0.08 0.15 -0.31 -0.43 -0.23 

Craving 

(Alcohol-Avatar+) 

-0.22 -0.11 0.21 0.07 -0.09 -0.18 

Craving 

(Alcohol+Avatar-) 

-0.18 -0.11 0.16 0.00 -0.16 -0.23 

Craving 

(Alcohol+Avatar+) 

-0.33 -0.19 0.20 0.17 -0.11 -0.06 

*p<0.05 ADS: alcohol dependence scale, OCDS: obsessive-compulsive drinking 

scale, AASE: 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scale 

 

Figure 5. Correlation between baseline craving and induced 

craving(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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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음주제의 거절훈련에 적

용한 최초의 연구였다. 연구의 가설은 환자군의 갈망이 알코올 단서

와 사회적 압력이 공존할 경우 상승효과로 대조군에 비해 더욱 증대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이 동

시에 존재할 경우 환자군과 대조군의 갈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환자군과 대조군이 보고한 갈망의 정도가 질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환자군에 있어서는 갈망이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충동인데 반해 대조군에서는 단순한 갈증 정도의 현상

으로서 엄연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군과 대

조군이 같은 점수를 보고한다고 해도 그 것이 같은 정도의 갈망을 의

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알코올 단서로 

유발된 갈망에 의해 알코올이 아닌 자극들이 오히려 방해 자극으로 

인식되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Lee10등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단

서에 의해 갈망이 강하게 유발되는 환자일수록, 그 외의 자극들을 방

해자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술 병 옆에 놓

여있는 '음식'이라든지 술 잔을 들고 있는 '손 모양'이 오히려 알코

올 단서(술 병과 술 잔)에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라고 보

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본 실험의 경우, 알코올 단서로 인해 이

미 갈망이 강하게 유발된 상황에서 아바타가 음주제의를 하면서 대화

를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술 병이나 술 잔에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환자군이 알코올 단서에 노출되면서 이미 강한 갈망이 유발되

어 이후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의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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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술 병이나 술 잔을 본 순

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압도되어 그 이후에 받은 음주 

제의로 인한 유발된 갈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힘들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을 측

정한 최초의 실험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압력을 구현하기 위해 음주를 권유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실험실 

내에서 역할극(role play)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실험환

경의 조작이 힘들며 실험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 상황으로 사회적 압력

을 구현함에 따라 피험자에게 동일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고 쉽게 환

경을 조작할 수 있으며 다른 피험자들을 신경쓰지 않고 실험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관찰되었다. 그렇지만 기존 방법과 가상현실 기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비교연구가 있어야 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아바타의 음주제의에 의해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갈망이 유발된 점은 가상현실로서 사회적 압력 상황을 구현하는데 어

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상현실을 얼마

나 실재와 가깝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실재감(presence)이 참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Bordnick16등이 최근에 시행한 연구

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실재감이 충분히 높다

는 결과가 나왔지만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자의 실재감이 달

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 참여자들이 충분히 실재감을 느끼고 그 정도가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은 환자군과 대조군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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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지만 알코올 단서에 의한 갈망은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알코올 의존 환자는 알코올 단서에 의해 정

상 대조군에 비해 갈망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17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즉, 알코올 의존 환자는 알코올 단서에 취약하므로 

자극노출훈련을 통해 알코올 단서에 따르는 갈망을 낮춰주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험 전에 측정한 기저 갈망

의 크기와 실험 중간중간에 측정한 유도된 갈망의 크기 사이에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기저갈망이 특정 상황에서 유발

되는 갈망과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결과는 기존의 기저갈망을 측정하

는 척도로는 특정상황의 갈망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

타낸다. 이는 시각척도와 강박음주갈망척도로 측정된 갈망이 재발의 

정도를 예측해 주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결과18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향후 특정상황에서의 갈망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갈망의 

측정이 단일 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단

일 항목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19 주관적 평가는 

환자의 갈망을 평가하는 능력과 동기에 좌우될 수 있다20.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각척도로 측정된 기저갈망은 다항목 척도인 강박음주갈망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시각척도가 높은 타당도

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수가 제한되

어 있다는 점이다. 대조군의 경우 일회 음주량이 4단위 미만이어야 

하나 성인의 음주 비율이 남자에서 83%에 달하는 현실21 때문에 대조

군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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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법으로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갈망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알코올 단서와 사회적 압력이 모

두 존재할 경우에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갈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갈망측정법의 선택과 다른 변수의 통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사회적 압력과 알코올 단서의 갈

망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갈망 측정과 실험 설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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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Differences between alcohol cue induced  

and social pressure induced craving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 application of virtual reality 

 

Jungsuk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e Namkoong) 

 

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lcohol cue induced and social pressure induced craving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by using virtual reality.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Subjects were fourtee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fourteen social drinkers. Two by two experimental situations 

(alcohol cue vs social pressure) were presented using vitual 

reality(VR). Before and after VR tasks, craving was measured by 

visual analogue scale.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Without alcohol cue, both patients and controls reported 

higher craving with social pressure situation than without social 

pressure situation. (patients: t=-2.7, df=13.0, p=0.019, controls: 

t=-3.6, df=13.0, p=0.003) With alcohol cue, control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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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craving with social pressure situation than without social 

pressure situation (t=-2.6, df=13.0, p=0.022), but patients’ craving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0.3, df=13.0, p=0.740)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s that VR can be used 

as a tool to measure social pressure induced craving. Contrary to 

our hypothesis, when both alcohol cue and social pressure were 

present, there was no difference of induced craving between 

patients and controls. This result suggests that craving 

measurement and experimental design should be selected 

carefully for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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