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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파악하고 사회적지지와 성과의 관

계를 파악하므로써 알코올중독자 부인과 관련된 정신보건서비스를 계획하는데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알코올중독자 부인 총 80명이며 자료 수집은 2003년 9월 25일 - 

12월 5일까지 하 고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 가

톨릭 알코올사목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병원, 복지관, 단주모임(A.A)에서 실시하

으며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 다.

연구도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Wagnild 와 Young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 박

지원이 개발한 사회적지지척도, Howden이 개발하고 오복자 등이 번역한 한국어

판 성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극복력 평균점수는 116.19±21.13(Range 25~175), 문항별 평균점수

는 최대 7점에서 4.65점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

는 74.35±19.84(Range 25~125), 문항별 평균점수는 최대 5점에서 3.03점으로 나타

났다.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45.49±8.79(Range 5~75), 문항

별 평균점수는 최대 5점에서 3.01점으로 나타났다. 성의 평균점수는 

112.45±24.92(Range 28~168), 문항별 평균점수는 최대 6점에서 4.02점으로 나타났

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극복력 점수를 보면 직업(p<.05), 수입(p<.01), 대상자

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간(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접적

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점수는 수입(p<.05)과, 성은 종교(p<.01), 수입(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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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석기간(p<.05), 남편인 알코올중독자의 연령

(p<.05) 및 학력(p<.05), 남편의 프로그램 참석기간(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 극복력과 성(r=.731, p=.000),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r=.346, 

p=.002), 성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r=.460,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합해보면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 개발시 직접적으

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

이다.

핵심되는 말 : 알코올중독자 부인,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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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느 민족보다도 술을 좋아하 고 음주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질 만큼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발

전시켜 왔다. 이러한 문화적 관용성 때문에 과거 한국에서는 정신과 입원 환자 중 

알코올중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정환 

등, 1995; 김광일).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68%가 음주자이며 성인의 

4.2%, 남성의 10.1%가 알코올의존자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용석, 1998), 통계청 자

료(1996)에 의하면 20세 이상 인구의 63.1%가 음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 

음주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우리나라 음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

로 음주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알코올에 대해 관대한 문화적 특성은 알코올중독을 심각한 질병으

로 간주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에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자아성장에 악 향,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에 관한 다양한 치료 제공과 국가적 지원의 부족 때문에 사

회적 도움 없이 가족이 스스로 알코올중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

통은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광일, 1991; 박진 , 1998; 배미희, 2001; 황정환 등 

, 1995). 

이처럼 알코올중독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며 가족 중에서 특히 배우자

의 고통이 가장 심하다. 알코올중독자의 부인은 남편의 음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족역동의 구조적 측면에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가족성원의 역할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배우자는 많은 역할을 부담하게 되고 남편의 음주문

제와 관련된 현실적 불안, 긴장원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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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중독자 부인은 남편의 술 문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삶을 조

절할 수 없게 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가장으

로서의 책임, 사회적 고립, 성적문제, 가정폭력, 긴장과 불안,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양용희, 1996; 장인규, 1990; 조유선, 1998). Balis와 Zirpoli(1982) 그리고 

Leikin(1986)도 알코올중독자의 부인이 우울과 분노, 사회적 고립감, 자기연민, 불

안 등은 여러 심인성 신체증상과 함께 나타낸다고 하 고, 정기일(1982)도 중독자 

부인이 불안과 우울, 강박 등의 증상이 정상인의 부인보다 더 많다고 하 다. 알

코올중독자 부인이 겪는 고통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뿐만 아니라 오래전부

터 알코올중독자와 공동의존의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

도 있어 왔다. 즉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요구가 많고, 의존적이고, 자기학대적이고 

가학적이고 정신 병리적이어서 알코올중독 전 상태에 있는 사람(pre-alcoholic)을 

남편감으로 선택하여 알코올중독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Whalen, 

1953; 장인규, 1990) 하 고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는 매우 혼란스러워 한

다고 하 다(Futterman, 1953).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스러운 삶

을 지속하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에 관한 사회적 시선은 알코올중독을 유지하게 하

는 사람, 공동의존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알코올중독자 

부인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치료 및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알코올중독자 

부인에게 사회적 낙인보다는 그들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을 찾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나 병리 또는 부족한 부분보다 이들의 강점

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시각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개입의 초점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왔는가라는 부분으로 이동시

킴으로써 현존하는 잠재적 능력과 자원을 규명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개입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들 중 대표적인 것이 극복력이라고 할 

수 있다(Fraser et, al., 1999; Walsh, 1998; Wash & Crosser, 2000). 극복력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경요인에 따라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이 가능하

고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개인이 가진 극복력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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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강화시켜주면 문제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극복력은 우울 수준을 낮춰주고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호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 다(고은정, 1996; Dyer & McGuinness, 1996; Rutter, 

1987; Walsh, 1998). 따라서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 수준과 보호요소를 파악

한다면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강화시키는 중재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숙빈 등, 2002).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중독 치료에 있어서 그 배

우자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알코올중독자 부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또 그 연구의 경향이 공동의존에 관한 연구(김희성, 1998; 윤명숙, 

1997; 이경우, 2002; 최송식, 1995; Carson & Baker, 1994; Crothers & Warren, 

1996), 정신병리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문제(노인숙, 1998; 손봉기 등, 1992; 임

완빈 등, 1986; 장인규, 1990; 정기일 등, 1982; Carson & Baker, 1994; Rae & 

Forbes, 1966)에 국한되어 있어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강점이 무엇이며 극복력 수

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연구자가 일하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만나 보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단

주를 돕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극복력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위한 간호중재 서비스는 대부분 정서적 지지와 교육중심의 

정보제공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서비스만으로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돕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가족친목모임(Al-Anon)과 같은 자조모임

을 통해 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적지지를 받으면서 적응적인 수준으로 변화

되는 대상자를 보면서 극복력의 보호요인으로 적인 변화와 사회적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극복력의 속성 중 대표적

인 것이 성과 사회적지지임을 확인하고 이 두 개념이 극복력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그 자료가 매우 미흡하고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극복력과 보호요인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고 사회적지지와 성이라는 주제는 주로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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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고위험군인 그 가족

도 간호중재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임을 인식하고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

복력과 사회적 지지와 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알코올중독자 부인과 관련된 정신

보건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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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므로써 알코올중독자 부인과 관련된 정신보건 서비스를 계

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정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특성에 따른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정도를 파악한다.

3. 극복력 정도와 사회적지지, 성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극복력

위험이나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한 

상태이고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역경에서 회복하여 더 힘을 

얻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Wolin & Wolin, 1993).

본 연구에서는 Wagnild와 Young (199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로 측정하며 

2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이다.

2) 사회적지지

실제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

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

를 반 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

미한다(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척도로 측

정하며 4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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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자원의 총체로서 

자신, 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삶의 역동적, 창조적 에너

지로 작용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 및 

충만된 삶을 살게 해주는 적인 태도 및 행위이다(오복자, 강경아, 2000). 본 연구

에서는 Howden(1992)이 개발하고 오복자가 번역한 한국어판 성측정도구

(Sprituality Assessment Scale)로 28문항 6점 Likert Scale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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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1. 알코올중독자 가족

최근 들어 알코올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 향을 미치는 가족 질

환이라는 인식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알코올중독자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

호 관련성 속에서 알코올중독과 가족체계를 함께 고려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

다. 알코올중독자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알코올중독 가족이 정상 가족에 

비하여 가족응집력과 생활만족도 및 가족기능 정도가 낮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두드러지며 견고한 규칙과 역할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O'Farrell, 1987; 

Steinglass, 1980). 김소야자 등(1989)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자 가족이 일반가족

에 비하여 가족기능, 가족응집력, 적응력,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에게 있어 한 구성원이 알코올중독과 같은 불건전한 문제를 가지게 

되면 그 가족은 지속적인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 역기능적인 역할에 적응하고 이

를 수용하게 된다고 하 다(권보 , 1992). 즉 알코올중독자의 행동이 가족에게 치

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들은 

여기에 적응하고 병적인 가족생활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김미혜 등, 1995). 알코올중독환자 가족의 구체적인 특성을 보면 경제적 파

탄으로 생활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며, 자녀의 건전한 자아성장과 정서발달에 악

향을 미치며, 알코올중독환자의 반복되는 부정, 투사, 합리화 등의 방어기제 사용

은 여러 가지 가족 내 갈등과 가족 기능상의 장애를 유발한다. 이로 말미암아 알

코올중독자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의존에 빠져 있고 또한 병리적 역기능을 강요당

하고 있으며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반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불안장애, 우울증 등

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알코올중독자 자신도 심한 심리적 불안, 우울증, 열등감 등

에 빠져 있는 것이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환경적 특성이라고 하 다(박진 , 1998; 

이정희,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이혼, 별거, 유기, 가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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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만성질병, 실직, 사회적 고립 등 상황적 문제와 좌절, 낮은 자존감, 의존성, 불

안, 우울, 미성숙, 충동성 등의 성격적 문제 등을 가지게 된다(이광복 등, 1995). 

Balis와 Zirpoli, Leikin(1986)은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분노, 사회적 고립감, 자기연민, 불안 등은 많은 심인성 신체증상을 나타난다고 보

고 하 다. 정기일(1982)도 중독자 부인이 불안과 우울, 강박 등의 증상이 정상부

인보다 더 많다고 하 으며 임완빈(1986) 등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 환자와 같

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부인들의 불안과 우울성향을 조사한 결과 입원된 알코

올중독 환자의 부인들에게서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장

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에 대한 태도에서 간섭과 신경질이 많음을 보

고하 다. 많은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이 역기능적으로 반응한다고 하 으며 

특히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남편이 나타내는 정서적 증상과 성격적 특성을 함께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음주를 조절하는 동시에 음주를 돕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 가족이 일반가족 보

다 공동의존 점수가 높았으며 알코올중독자 부인들도 공동의존도가 높다는 결과

가 나왔다(엄예선, 1997; 윤명숙, 1997; 이경우, 2002; 최송식, 1995). Price(1945)도 

환자의 부인들은 신경질적이고 적대적이며 겉보기에는 적절해보이나 실제로는 나

약하고 의존적이어서 남편의 음주에 대해 대처능력도 없고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

한다고 하 다

그러나 최근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질병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는 연구도 있

다. 김혜련(2000)은 기존의 알코올중독자 부인에 대한 공동의존 등의 병리적인 파

라다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능력의 파라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같은 문제를 지닌 개

인이라도 다른 적응도를 보일 것이고 모든 부인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부추기

는 병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질병모델을 비판하 다. 

Anderson(1994)도 공동의존을 비판하면서 공동의존 현상을 알코올중독 남편과 함

께 생활하는 데에서 나온 반응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고 개입의 

방향도 부인의 공동의존 현상의 감소에 두지 않고 남편과 부인 모두가 변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부인을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에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교육시키

고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MaCrady, 1986). 손봉기 등(1992)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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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부인들의 인성적 특성이 음주결혼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고 하 으며 부인들의 신경증적 양상이나 태도 또는 대처방식들의 독특함이 만성

적이고 누적된 음주관련 자극에 대한 반응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 다. 

요약해보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병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남편의 음주를 무의식적으로 조장

하는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러한 관점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이들의 강점을 찾아내어 스스로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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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

위험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처한 대상자들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고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고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

고 있는 강점과 능력에 따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이 가능하고 적응적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파라다임이 변화하면서 나온 개념이 극복력이다. 

극복력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극복력은 먼저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튀

어 오르는 행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된 문체가 이전의 크기와 모양으로 되돌

아가는 능력, 탄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성체가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Webster, 1983)로 압력이 가해질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

는 물질의 유연함, 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극복력의 개념이 인간

에게 적용되면서 변화나 역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Webster, 1983), 

질병, 충격, 역경으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힘(Oxpord, 1995)으로 정의되고 있다. 

Dyer와 McGuinness(1996)는 극복력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사람들이 역경에서 회

복하여 그들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극복력이라고 설명하 고 극복력 발현에 

필수적인 개인적, 대인관계적, 가족적인 보호요인들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 역

동적인 과정이라고 하 다. Walsh(1998)는 극복력을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

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으며 위기와 도전에 대

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극

복력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라

고 하 다. Palmer(1997)는 극복력을 위험한 시기에 발전되는 중요한 속성으로 행

동적, 인지적 자신감, 그리고 문제해결 기술을 포함하며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 고 Rutter(1987)는 역경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

이 취약성과 극복성의 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극복력이 보호요소와 역

동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한 시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요인으로서 이

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 다. Flach(1980)는 분열과 재통합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육 및 습득이 가능한 과정으로 보았으며, Masten과 Garmezy(198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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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력은 적극적 대처와 스트레스 완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 강화 된다

고 보았으며 이것이 고정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처기술을 개발하고 

정교화하는 정복의 경험을 통해 더 강화된다고 하 다. 하지만 역경이나 발달적 

실패가 축적되는 경우에는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하 다. 또한 극복력은 선천적으로 

획득되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역경 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

나 개인에 따라 관련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은 외부도움에 의해 육성될 수 

있고 또한 의료인과 같은 외부인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되고 있다

(Demos, 1989; Fine, 1991).

요약해보면 극복력은 역경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극복력에 향

을 주는 보호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외부 도움이나 교육을 통해 습득, 육성이 가능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극복력의 속성에 대해 Fine(1991)은 희망과 극복하려는 의지,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의 충원, 의미와 목적의 발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능력, 긍정

적 가치부여, 새로운 문제해결 전략의 적용, 불순물을 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

념화 하 다. 김혜성(2003)은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강인성, 응집감, 

자아강도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고 상황의 실체인정, 책임감, 자신감, 용기, 희망, 

긍정적 의미추구, 목표설정 및 추구, 수용성, 융통성 등의 심리적 차원과 소속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 능동적 사회적관계의 사회적 차원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

다.

Walsh(1998)는 극복력은 앞으로 전진하는 강인함으로 이해되지만 진정한 극복

력의 의미는 상실을 뒤에 가리거나 정서적인 경험을 단절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

닌 위기의 경험을 개인적, 집합적 정체성의 맥락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형성

된다는 것이다. Wagnild와 Young(1990)은 극복력의 속성을 삶에 대한 균형감각, 

인내, 자기신뢰, 삶에서의 풍부한 의미찾기, 실존적 고독인정하기로 특징지었고 

Druss & Douglas(1988)는 허약함을 인정하나 허약함이 주는 위협적인 의미와 정

서적 충격을 부인하고 희망과 살려는 의지를 갖고 질병과정에 자신이 개입할 수 

있다는 확신감으로 생산적인 창조적 노력을 하는 힘으로 특징지었다.

즉 극복력의 속성은 심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되고 심리적 차원으로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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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인정, 희망, 자신감, 삶의 의미와 목적, 부정적 정서부인, 통합성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속성으로 소속감, 사회적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극복력의 심리적 차원의 속성은 성의 속성과 중복됨을 알 수 있

다. 성은 하나의 과정 및 성스러운 여정, 개인의 본질 또는 삶의 요소, 근본적 

진리에 대한 경험, 개인이 세계와 관계하는 신념, 존재에 대한 의미부여, 현재의 

실재상황을 뛰어넘는 초월,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기 위한 개인의 탐구, “위

대한 힘”이나 신 혹은 우주와의 조화 있는 관계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Burkhardt, 

1989). 물질적 요소보다도 정신적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종교와 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종교적 성향만으로 국한될 수 없는 개념이며 존재와 인식을 포괄하는 인

성의 한 구성요인이자 인간 본연의 내면적 욕구로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

는 기능을 한다(Canda,1988). 성의 주요 속성에 대하여 Haase 등(1992)은 성 

개념 분석 결과 관계성, 믿음 및 창조적 에너지로 제시하 고 Howden(1992)은 삶

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통합적 관계성 및 초월성, 오복자와 강경아(2000)는 조

화로운 상호관계성, 통합적 에너지, 초월성 및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의 속성으

로 제시하 다. Meravigilia(1999)는 성의 첫 번째 속성으로 관계성을 제시하

으며 이는 자기 자신, 타인, 자연, 절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한다. 두 번째 

속성으로 초월성은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과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속성으로 내적인 힘은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적 모든 

역을 통합시키고 변화와 성장 및 힘을 주는 역동적이고 창조적 힘으로 개인에

게 내적 강인함을 주는 내적 자원의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네 번째 속성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삶의 의미, 희망과 목적을 포함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성이란 모

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속성인 반면에 각 개인의 종교, 문화, 삶의 경험 등에 

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느 한 단계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 

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성의 선행조건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는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내적 성찰이나 자기반성, 

질병이나 고난을 통한 적 자각 및 관계성 인식에 있다. 또한 성의 결과적 요

소는 희망, 신뢰, 사랑, 온유, 절제, 자기초월, 건강, 종교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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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안녕 상태이다.

즉 종합해보면 성은 종교적 의미와 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

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초월성, 통합성, 희망, 관계성, 내적 강인

함 등의 속성을 가지며 성스러운 여정으로서 변화되는 것이다. 

극복력과 성 두 개념은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활성화되고 외부적 

환경 및 내면의 상태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 외에(이미라, 2002; 

Palmer, 1997; Hertrington & Blechman, 1996) 성은 통합성, 희망,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강인함 등 극복력과 공통된 속

성(김혜성, 2003; Fine, 1991; Howden, 1992; Wagnild와 Young, 1990;)을 가지고 

있다. 또한 Lowenson과 Blum(2001), Olsson 등(2003)은 극복력의 보호요인으로 

성을 제시하 는데 이는 성을 통해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성은 극복력의 심리적 차원의 속성을 대표할 만한 개념으로 사료되

어 본 연구에서 극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극복력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극복력의 속성 중 사회적 차원의 속성으로 사회적지지가 대표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Weiss

는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의 기회, 가치의 확신,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도․

지침의 획득 등 6가지 관계제공을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고 있었고 Cobb은 정보로

서의 사회적지지를 정의하면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

서적지지, 존경을 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경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인 망 지지를 사회적 지

지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여러 학자의 사회적 지지의 정의를 볼 때 지지적 행위의 

속성은 크게 4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

를 포함하는 정서적지지, 둘째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셋째는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물질적지

지, 넷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로 분류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는 문제 상황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키는 효과와 문제사건에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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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진다. 완충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문제 상황은 상호작용을 하거나 

문제 상황이 사회적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개인의 안녕에 기여하게 된다. 주효과적 

사회적지지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간의 교류에 내재되어 있으며 어떤 구체적 지

지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정성, 소속감, 규범과 준거모델을 제공해준다

(House, Cohen, Wills, Pearlin, 이선화, 1999 재인용). 이러한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극복력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구체적인 연구를 보면 Claire와 

Genest(1987)는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가족환경, 사회적지지, 

대처행동 등을 제시하고 이 변수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개념화되는 부모의 알

코올중독에서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절 변수라고 설명하 다. 

이선경(1997)은 아동의 적응에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에서 보호요인을 아동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분류하 는데 아동요

인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가족요인으로 가족원과의 지지적인 관계, 좋은 부모-자녀 

관계가, 지역사회요인으로는 확대가족과 교사 및 다른 의미 있는 성인과의 관계가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

지로 해석할 수 있다. Walsh(1998)도 극복력이 있는 아동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들

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1명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mentor와 연결되

어 격려를 받을 경우 특별한 취미나 기술 등을 발전시켜 스스로에 대한 능력, 자

신감, 정복감을 가진다고 설명하 는데 이 또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 Dumont와 Provost(1998)는 극복력을 지닌 

청소년들의 특성을 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처력이 높고 외적으로 사회적지지를 

받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것이라고 하 다. 최윤정과 김혜련(2001)은 외국문헌들

의 결과를 통해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의 측정변수 구성틀로서 개

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었는데 환경적 특성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것과 건강한 또래집단을 들었다. Price(1999)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코올중독이 전이되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유전적 문제

나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지지, 자신감, 자존감이 함께 큰 분분의 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설명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극복력의 속성은 심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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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눌 수 있고 심리적 차원의 속성은 성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차

원의 속성은 사회적 지지로 대표할 수 있으며 이 두 개념은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알코올중독과 극복력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

코올중독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극복력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박유숙(2001)의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향’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폭력을 당하지 않는 아내에 비

해 극복력이 낮고 사회적 지지를 덜 받았다고 하 다. 김미화(2003)의 대학생의 극

복력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을수록 극

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중독과 청소년의 극복력에 관한 연구를 보면 

Werner(1986)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들 중 소년보다 소녀가 더 극복력이 있으며 자

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 고 Harter(1990)는 극복력을 

지닌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알코올남용 위험이 높지 않

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외향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일의 경험을 가진다고 보

고하 다. 이현화(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가족청소년과 과음주 가정 청소년, 문제

음주 가정의 청소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가정 청소년이 과음주가정청소년, 문

제음주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극복력이 높았다. 또한 자존감과 가족결속력 및 적응

력이 유의하게 극복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자 부인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Mckenzie(1990)가 알

코올중독자 부인 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중한 생활사건은 정신적 스트

레스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친구, 가족으로부터 높은 사

회적지지를 받고 있는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이 밝

혀졌다. 알코올중독자 아내의 불안감소에 있어서도 사회적지지가 불안을 감소시킨

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장인규,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은 

사회적지지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예림(1994)과 이광복 외

(1995)의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남편의 술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가장 적게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자 가족친목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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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부인에게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서규동, 1994)에서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은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에 참가하게 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새로

운 생활방식을 실천함으로서 가족 및 남편의 음주문제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은 알코올중독의 치료 및 재활을 도

울 수 있는 지지프로그램이라고 하 다(윤명숙, 1989).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가족

친목모임(Al-Anon)은 모임의 구성원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회지지 체계망을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Rosovsky, 1992)는 연구와 맥을 같

이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중심으로 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ward(1988)는 단주를 한지 2~9년이 된 AA회원 10명을 면담한 결과, AA가 단

주를 성취시키거나 유지 하는데에 도움이 된 것으로 위대한 힘에 대한 신념 등이

라고 하 고 이정숙(1997)의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은 육체적, 정신적, 적인 병으

로서 그 회복은 적 회복에 있다고 하 다.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전

환점은 성체험이다. 성체험은 침묵과 명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성 체험을 

통하여 비로소 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 다. ‘위대한 

힘’에 대한 체험은 곧 성을 체험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

도록 신체적, 정신적, 적인 것을 통합시키는 치유과정의 주요요인이라고 하 다

(Thomas, 1989). 

이처럼 성은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알코올중

독자 부인에게도 성은 회복의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강은실(1995)은 알코

올중독자 부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 는데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은 가족

학대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과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

움을 겪으면서 절망감에 빠진다. 절망감 속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환점으

로 적인 변화의 경험을 제시하 고 이러한 적변화를 통해 삶에 참 기쁨과 새

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문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극복력은 역동적인 과정으로 

교육, 습득 될 수 있으며 역경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므로 지속적인 스

트레스 하에 있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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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간호중재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주로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추후에 성인, 특히 알코올중독자 부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극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극복력의 보호 요인인 사회적지지와 성의 관계를 규명하여 알코올중독자 부

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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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파악하고 사회적지지와 성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알코올중독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알코올중독자 부인 총 80명으로 자료수집은 알코올가족친목모임

(Al-Anon)에서 33명, 종교기관 17명, 알코올상담센터 12명, 병원 9명, 복지관에서 

5명 그리고 A.A. 회원배우자 4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극복력

Wagnild와 Young (199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을 가지고 측정을 하 다. 

이 도구는 개인적 적응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고려한 개인의 극복력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총 25문항으로 6점 Likert Scale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25점에서 175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이다. 

2. 사회적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로 개인이 그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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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의 지지정도와 사회망 구성원을 통해 정

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 지지욕

구의 충족정도를 반 하는 자신의 사회관계에 대한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

한 지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척도이다.

척도의 구성 역으로 상황중심의 지지척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척

도,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척도 등 3개 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본 연구에

서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와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

를 사용하 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에는 2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의 

내용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행위에 관한 것이었고 5점 척도로 측

정하며 25점에서 125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

이다.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에는 총 15문항이며 이들 문항의 내용은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것이며 5점 척도로 15점에서 

75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이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a 값은 .93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 Cronbach′a .949값은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 

Cronbach′a값은 .849이었다.

4. 성

Howden(1992)이 개발하고 오복자가 번역한 한국어판 성측정도구(Spirituality 

Assessment Scale)로 28문항 6점 Likert Scale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삶의 의

미와 목적 4문항, 내적자원 9문항, 상호관계성 9문항, 초월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 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는 최소 28점에서 최고 168점까지이며 140-160점은 성정도가 높음, 

84-112점은 보통, 28-56점은 적 고뇌를 의미하고 있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가 .91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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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알코올중독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

사목센터, Al-Anon 회원, 병원, 복지관, A.A 회원의 배우자를 임의추출 하 다.

연구진행에 앞서 30세~60세 기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내용이 대상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제외되는 문항 

없이 설문지를 작성하 다.

연구대상자 선정에 앞서 본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 접근 가능성 여부

를 확인하고 기관장 및 담당 직원의 협조를 요청하 으며 연구진행에 관한 기관

의 승낙을 얻은 후 담당직원 및 관계자의 협조하에 연구대상자를 선정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으며 Al-Anon에서는 봉사

자에게, 병원과 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사목센터에서는 센터의 실무담당자의 협조 

하에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여 대상자가 스

스로 응답하도록 하 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SPSS/WIN 11.0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 다.

1)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2)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 다.

3)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

증하 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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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1. 대상자와 알코올중독자 남편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직업, 수입,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해 도움 받는 기관과 프로그램 및 참석기간을 조사하 으며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연령, 교육정도, 음주기간 및 입원횟수,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참석기간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에서 나타

난 것과 같다.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33에서 65세 으며 평균 연령은 47.14±7.83세 다. 이 

중 87%(70명)은 기혼 상태 으며 이혼⁄별거가 12.5%(10명)이었다. 대상자들은 대

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88.8%),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이 전체의 

68.8%를 차지하 다. 

50%(40명)의 대상자는 전업주부 으며 전문직은 38.8%(9명), 사무, 생산기술, 

서비스직은 40%(32명)이었고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36.3%(29명), 100-200만원 미만이 38.8%(31명)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본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알코올가

족친목모임(Al-Anon)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40.5%를 차지하 으며 병원

이 23.3% 으며 기타(20.7%)로는 종교기관과 복지관이 조사되었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교육

(32.1%), 자조모임(16.8%) 순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간은 1개월부터 240개월

까지 매우 다양하 으며 평균 33.08±48.94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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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80)

변수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40세미만

40-50세 미만

50세이상

12(15 )

41(51.2)

27(33.8)

47.14±7.83

결혼상태
기혼

이혼⁄별거

70(87.5)

10(12.5)

종교 
유

무

71(88.8)

9(11.3)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5(31.3)

34(42.5)

21(26.3)

직업

무직

전문직

사무,생산기술,서비스

39(48.8)

9(11.3)

32(40.0)

수입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29(36.3)

31(38.8)

19(24.8)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도움 받는 기관*

Al-Anon

알코올상담센터

병원

기타

47(40.5)

18(15.5)

27(23.3)

24(20.7)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Al-Anon

교육

자조모임

상담

46(33.6)

44(32.1)

28(16.8)

24(17.5)

프로그램 참석기간(개월)

6개월이하

7-12개월

13개월이상

34(43.0)

12(15.2)

33(41.8)

33.08±48.94

  

 주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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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50.12±8.87세 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79.2%를 차지하 으며 음주기간은 20-30년 미만이 44.1%를 차지하 으며 평균 

25.19±9.66년이었다. 입원횟수는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70.3%를 차지

하 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없음이 39.1%, 단주모임

(A.A)이 36.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한 기간은 1개월에서 120개월로 다양하

고 평균 10.93±26.77개월로 조사되었다.

 <표 2> 알코올중독자 남편의 일반적특성                               

변수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40세미만

40-50세 미만

50세이상

6( 8.7)

31(44.9)

32(46.4)

50.12±8.87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15(21.7)

25(36.2)

29(43.0)

음주기간(년)

20년미만

20-30년미만

30년이상

12(17.6)

30(44.1)

26(38.2)

25.19±9.66

입원경험
유

무

26(70.3)

11(29.7)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무

환자교육

A.A

상담

27(39.1)

8(11.6)

25(36.2)

9(13.0)

참석기간(개월)
12개월이하

13개월이상

55(80.9)

13(19.1)
10.93±26.77

 주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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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연구대상자들이 자가 보고한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점수의 분포는 <표 3>

과 같다. 극복력은 25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여 도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25~175점이었고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점수범위는 47~158점이었다. 극복력의 평균은 

116.19점, 표준편차는 21.13점이었다. 극복력의 하위 역인 개인내적특성과 수용성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3>에 나타나 있다. 극복력의 문항별 평균평점은 

4.65±3.03점이었다. 각 역별 평균평점은 개인내적특성 중 “관심을 기울일 수 있

는 일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5.69±1.45)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나는 여

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3.32±1.62)가 가장 낮은 점수

를 보 다. 또 다른 하위 역인 수용성에서는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5.08±1.6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장 낮은 점수는 “나는 나 자신을 

친구로 여긴다.”(3.90±1.60) 문항이었다(부록1).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 으며 가

능한 점수범위는 25~125점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74.35±19.84점, 문항별 평균평점

은 3.03±.79점이다. 하위 역 중 물질적지지의 평균평점(3.08±.82)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적지지의 평균평점(2.98±.91)이 가장 낮았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첫 번째 하위 역인 정보적 지지는 “그들은 모두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

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3.14±1.06)의 문항의 평균평점이 가장 

높았고, 두번째 역인 정서적지지에서는 “그들은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

다.”(3.11±1.24)가, 세번째 역인 물질적 지지는 “그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3.08±1.16), 네번째 

역인 평가적지지는 “그들은 모두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3.14±1.08)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다(부록2).

사회적지지 중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총 15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

정하 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5~75점이고 평균과 표준편차는 45.49±8.79점, 문항

별 평균평점은 3.01±.58점이었다. 하위 역으로 유대감에서는 “나는 언제 방문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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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이 맞아줄 친지의 집이 있다.”(3.24±1.22)가, 두번째 하위 역인 자신감에서는 

“나는 매사에 열등감을 느낀다.”(3.14±1.12)가, 세번째 하위 역인 신뢰감에서는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3.26±1.35)가 높은 점수를 보 다

(부록3).

성은 총 28문항으로 6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112.45±24.92점, 문항별 평균평점은 4.02±.89점이다. 성의 하위 역 중 내적자원

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 다. 성의 첫 번째 하위 역인 삶의 의미와 목적에

서는 “나는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4.19±1.36), 두 번째 하위

역인 내적자원에서는 “나의 내적 힘은 절대자나 신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

다.”(4.60±1.46)가, 세번째 역인 통합적 관계성에서는 “나 자신이나 이웃 혹은 절

대자와의 조화관계 혹은 화해관계는 내게 중요하다.”(4.46±1.29)가, 네번째 역인 

초월성에서는 “나는 절망적인 때에 평온함을 경험해 본적 있다.”(4.20±1.63)가 높

은 점수를 보 다(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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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들의 주요변수 점수                                                                                               (N=80)

변   수 요    소 가능한 점수범위 관찰된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문항별 평균평점

극복력

개인내적특성

수용성

25~175

17~119

8~ 56

47~158

28~109

19~ 50

116.19±21.13

80.73±15.25

35.46± 6.85

4.65±3.03

4.75± .90

4.43± .86

사회적

지 지

간접적 지각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25~125

6~ 30

6~ 30

6~ 30

7~ 35

26~119

6~ 30

7~ 35

6~ 28

6~ 29

75.65±19.84

17.88± 5.43

21.10± 5.97

18.45± 4.92

18.23± 5.30

3.03± .79

2.98± .91

3.01± .85

3.08± .82

3.04± .88

직접적 지각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

15~ 75

5~ 25

5~ 25

5~ 25

24~ 64

6~ 23

5~ 23

8~ 24

45.21± 8.69

15.30± 3.66

14.70± 3.45

15.21± 3.18

3.01± .58

3.06± .73

2.94± .69

3.04± .64

 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상호관계성

초월성

28~168

4~ 24

8~ 48

10~ 60

6~ 36

56~168

5~ 24

14~ 48

21~ 60

10~ 36

112.45±24.92

15.59± 4.51

33.49± 7.80

40.01± 8.39

23.36± 6.35

4.02± .89

3.90±1.13

4.19± .97

4.00± .84

3.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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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및 성과 일반적 특성과의 비교는 <표 4>에

서 정리하 다.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대상자들의 직업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Turkey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상자(132.56±17.21)가 무직인 대상자(113.59±18.17)에 비해 극복력 점수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수입에 따라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극복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p<.01)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수

입이 100-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들(122.23±17.18)과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120.89±27.00)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

(106.52±17.93)보다 극복력이 높았다(p<.05). 그러나 수입이 100-200만원과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들은 극복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대상자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이 길수록 극복력이 높게 (p<.05) 나

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참여기간이 13개월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

(123.48±18.10)이 6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들(110.09±12.21)보다 극복력이 높

았다(p<.05).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

간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이 133.42±16.33점이고 12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은 109.93±21.4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1).

사회적지지에서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가 없었다.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수입

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는데(p<.01), 

Turkey 사후검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수입이 100-2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48.81±8.27점,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 41.83±9.1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5).

성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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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았으며(p<.01) 수입에 있어서 100-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와의 평균 차이가 24.7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대상자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간

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121.18±21.76)가 6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

자(106.22±25.21)보다 성이 높았다(p<.05).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연령이 40-50세

미만인 대상자의 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

편의 연령이 40-50세미만인 대상자가 118.74±22.60점이고 40세미만인 대상자는 

90.67±24.3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학력이 대

졸인 경우 고졸이하보다 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남편이 알코올중독 치

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기간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131.67±17.36)가 12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104.75±27.53)보다 평균이 유의하

게 높았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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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변수 구분

극복력 간접적지각한 지지 직접적지각한 지지 성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연령

40미만

40-50미만

50이상

12

41

27

113.67±25.13

116.59±18.03

116.70±24.19

  .098

12

41

27

84.08±12.27

74.76±18.37

73.26±23.93

1.333

12

41

27

45.67±10.77a

45.59± 9.08a

44.44± 7.26

 .156

12

41

27

100.33±26.96

116.80±23.27

111.22±25.44

 2.138

종교
유

무

71

9

117.38±20.90

106.78±21.72
 1.428

71

9

76.18±20.17

71.44±17.39
.673

71

9

45.76± 8.71

40.89± 7.64
1.599

71

9

115.46±23.75

88.67±21.87
 3.214**

결혼

상태

기혼

이혼

70

10

117.24±21.00

108.80±21.58
-1.185

70

10

75.70±18.41

75.30±29.27
-.042

70

10

45.49± 8.37

43.30±11.04
-.742

70

10

113.53±24.18

104.90±29.93
-1.025

교육

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5

34

21

112.56±20.57

113.68±21.29

124.57±20.17

 2.339

25

34

21

78.00±25.78

72.85±17.96

77.32±14.19

.587

25

34

21

45.64± 8.08

43.91± 8.95

46.81± 9.07

 .761

25

34

21

110.92±22.71

109.38±28.47

119.24±20.70

 1.086

직업

무직

전문직

사무,생산기

술,서비스직

39

9

32

113.59±18.17a

132.56±17.21a

114.75±23.83
 3.244*

39

9

32

78.49±17.65

68.11±19.71

74.31±22.19
1.125

39

9

32

45.13± 6.82

45.33±11.64

45.28±10.03
 .004

39

9

32

111.67±22.65

122.22±18.44

110.66±28.88
  .457

주: *p<.05,  **p<.01,  ***p<.001, "a,b,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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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변수 구분

극복력 간접적지각한 지지 직접적지각한 지지 성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수입

100미만

100-200미만

200이상

29

31

19

106.52±17.93a,b

122.23±17.18a

120.89±27.00b

 5.228**

29

31

19

74.31±21.75

77.97±21.66

74.42±13.81

.304

29

31

19

42.03± 7.54a

48.35± 9.83a

45.11± 6.94

4.247*

29

31

19

99.00±22.73a

123.74±22.38a

114.42±23.88

 8.861***

참여

프로그램

1개

2개이상

30

50

113.03±26.14

118.08±17.48
 1.035

30

50

73.73±22.87

76.80±17.93
 .667

30

50

43.03± 9.99

46.52± 7.62
1.760

30

50

107.75±27.89

115.30±22.78
 1.327

참여기간

6월이하

7-12월이하

13월이상

34

12

33

110.09±16.21a

119.17±27.28

123.48±18.10a

 4.263*

34

12

33

76.00±17.92

75.67±17.56

76.45±22.06

 .009

34

12

33

44.53± 7.82

44.75±10.98

46.45± 8.67

 .446

34

12

33

106.22±25.21a

109.71±24.46

121.18±21.76a

 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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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알코올중독자 남편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

변수 구분

극복력 간접적지각한 지지 직접적지각한 지지 성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연령

40미만

40-50미만

50이상

6

31

32

110.33±18.24

118.93±18.77

117.19±23.19

  .427

6

31

32

87.83± 8.40

74.90±13.91

73.72±24.77

1.344

6

31

32

45.50±10.33

45.16± 8.37

45.06± 9.12

 .006

6

31

32

 90.67±24.37

118.74±22.60

112.53±25.58

 3.430*

교육정도
고졸이하

대졸이상

40

29

113.43±17.71

122.83±23.56
-1.893

40

29

77.15±19.83

73.17±19.45
 .829

40

29

44.45± 8.20

46.10± 9.53
-.772

40

29

107.43±19.85

121.69±29.15
-2.419*

음주기간

20미만

20-30미만

30이상

12

30

26

116.00±19.58

117.90±22.68

118.54±19.19

  .941

12

30

26

74.25±17.73

73.37±16.92

78.15±23.68

 .656

12

30

26

45.75± 8.95

45.13± 8.70

45.46± 8.73

 .977

12

30

26

113.33±25.06

114.30±24.62

114.46±24.73

  .991

입원경험
유

무

48

21

118.83±21.92

114.05±17.81
  .382

48

21

73.73±21.89

79.48±12.62
1.257

48

21

44.00± 9.23

47.76± 7.10
2.766

48

21

115.98±26.34

107.57±21.15
  .201

참여

프로그램

유

무

42

27

115.64±23.49

120.07±15.59
 .864   

42

27

74.21±19.49

77.44±20.05
 .664

42

27

44.31±9.79

46.44±6.81
.988

42

27

111.26±27.92

116.78±19.74
 .960

참석기간
12이하

13이상

28

12

109.93±21.44

133.42±16.33
3.387**

28

12

75.93±19.27

70.67±21.57
-.764

28

12

43.96± 9.39

46.67±10.69
.800

28

12

104.75±27.53

131.67±17.36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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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6>에 

나타나 있다.

극복력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r=.346, p=.002), 극복력과 성(r=.731, 

p=.000), 성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r=.460, p=.000)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사회적지지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

적지지(r=.394,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표 6>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과의 상관관계                                 (N=80)

극복력 간접적지지 직접적지지 성

극복력 1.000

간접적지지 .079

(p=.488)
1.000

직접적지지 .346**

(p=.002)

.394**

(p=.000)
1.000

성 .731**

(p=.000)

-.001

(p=.995)

.460**

(p=.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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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1.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 수준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대상자의 극복력은 평균 116.19±21.13점이고 관찰된 점

수범위는 47~158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여성보호자인 노인 39명을 대상으로 한 Wagnild와 

Young(1988)의 연구에서는 138.4±18.6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 고 

관찰된 점수범위는 90~175점으로 최저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 다. Klass(1989)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원생 58명을 대상으로 하 고 139.1±14.5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고, 관찰된 점수범위는 92~165점으로 역시 최저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 다. 

첫 분만을 한 산모 130명을 대상으로 한 Killien와 Jarrett의 연구에서도 141.7±14.9

점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 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8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Wagnild와 Young(1993)의 연구에서는 141.1±15.3점의 평균을, 관찰된 점수범위

는 114~167점이었고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보 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의 극복

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이 일반대상자 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박유숙(2001)의 연구에서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그렇지 않은 아내에 

비해 극복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현화(2003)의 연구에서도 문제음주가정

의 청소년, 과음주가정의 청소년과 일반가정의 청소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문제음

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제일 낮은 극복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Wagnild와 

Young(1993)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적응했다는 지표로서 긍정적으로 자가 보고한 

건강을 극복력과 매우 관계가 높다고 하 는데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알코올중

독자 부인이 심인성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극복력이 스트레

스로 인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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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극복력과 일반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상

자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극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agnild와 Young(1993)은 극복력이 나이, 교육, 수입, 성(sex)과는 유의

한 관련성이 없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났다. 

일반적 특성외에 극복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속적

으로 1년 이상을 참여한 대상자는 6개월 이하로 참여한 대상자보다 극복력이 높

았다. 서규동(1994)의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에 6개월 이상 참가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가족친목에 참가한 후에 정서

상태, 대인관계, 가족관계, 남편의 음주에 대한 반응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

험하 다고 하 으며 McBride는 가족친목 모임에 참석한 기간이 길수록 짧은 기

간동안 참석한 가족들보다는 더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Keinz, Schwartz, Irench & Houlihan(1995)의 연구에서 알코올가족친목모임

(Al-Anon)에 참석한 기간과 가족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김희성(1998)의 연구에서도 가족친목모임의 참석기간이 

길수록 알코올중독자의 공동의존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또한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기간이 1년 이상일수록 1년 이하인 대상자보다 극복력이 높

은 것으로 보아 남편의 단주노력이 부인의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이로인해 극복력 수준이 일반 대상자들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이 절실히 필요

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부인도 교육이나 모임에 지속적

인 참여가 극복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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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75.65±19.84점이다. 이

는 박유숙(2002)의 연구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의 사회적지지 점수

(84.59±27.27)와 폭력을 당하지 않은 아내의 점수(89.82±21.64)와 비교시 매우 낮은 

사회적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은 남편의 술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지지를 가장 적게 받는다고 

한 연구(박예림, 1994; 이광복 외, 1995)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물질적

지지(3.08±.82)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정보적 지지(2.99±.85)를 받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송자(1998)의 일반가족이 알코올중독자 가족보다 정서적 지

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하위 역에서 유대감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 고 자신감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 다. 수입에 따라 직접적으

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는데 월수입이 100-200만원 이

하인 대상자가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박

지원(1985)의 경제적 수준이 사회적지지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와 100만원 이하인 대상자와는 유의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직이 아닌 알코올중독자 부인이 200만원 이상

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그로인해 알코올중

독 치료를 위한 교육이나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회적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박지원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지지점수를 보 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교

와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경제문제 관련 스트레스로 조사되었고(박세진, 2001) 본 연구의 대상자

들도 물질적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은 남편의 실직이나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스트레스에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보적지지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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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희성(1998)의 연구에서 물질적지지와 정서적 지지

보다는 정보적 지지나 평가적 지지가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공동의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처럼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위한 중재 제공시 정보적 제

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6점 척도로 측정한 성의 평균은 112.45±24.92점, 평균평점은 

4.02±.89이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 오복자(2001)가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3.6점의 평균, 평균평점은 3.66±.47을 보 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성정도를 상중하로 나누

었을 때 평균이 28~56은 적고뇌를 의미하고 84~112점은 보통, 140~160점은 

성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5%의 대상자가 적고뇌, 30%가 보

통의 성정도를, 55%의 대상자가 높은 정도의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알코올중독자 부인들이 중상위 정도의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자들의 88.8%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Al-Anon 모임에서 “위대한 힘”으

로 불리는 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성과 종교의 

유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 Al-Anon을 포함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석기간이 길수록 성이 높다는 결과가 이러한 사실

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코올중독자인 남편의 연령이 40-50세미만인 대상자의 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연령이 40-50세미만인 대상자가 118.74 ±22.60점

이고 40세미만인 대상자는 90.67±24.3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강은실

(1995)의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종적 단

계(0~5년), 공격적단계(5~10년), 절망적 단계(10~15년), 수용적단계(15년이상) 등의 

네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고통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다고 하 다. 즉 깊은 절

망단계를 거쳐 적변화를 통해 변화된다고 하 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이 40대미만인 경우에 알코올중독자 부인이 공격

적 단계나 절망적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관한 관계 중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대상자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

간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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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14.96점이 높았으며 남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

는 기간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2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보

다 평균 26.92점이 높았다. 이는 Al-Anon이나 A.A. 모두 성을 강조하기 때문인

데 Carroll(1993)은 AA에서 단정하는 회복의 근거로는 어떤 적 원칙의 실천을 

통한 적인 성장임을 주장하 고 이정숙(1997)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자들이 

AA 12단계의 실천과 친교로 위대한 힘을 경험하는 성체험을 하므로써 삶에 새

로운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 다. 또 다른 성과 일반적 특성에 관한 관계를 살펴

보면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고졸이하보다 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Mickley, Soeken, & Belcher가 고학력자일수록 적 믿음과 종교적 

실천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이미라, 2002 재인용).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한 결과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중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r=.346, p=.002), 극복력과 성(r=.731, p=.000), 성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r=.460,p=.000)는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성과 사회적 지지가 극복력의 보호요인이라고 한 Lowenson과 Blum(2001), 

Olsson 등과 Claire와 Genest(198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알코올중독자 부

인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성과 사회적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극복력과 사회적지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극복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극복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

하고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 해주는데 알코

올중독자 부인들에게는 실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보다 본인

이 느끼는지지 욕구의 충족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코올중독자 부인

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사회적지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

낸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정서적지지, 자원연계

를 통한 물질적지지 중심의 간호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대상자들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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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더 낮은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대감, 자신

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극복력의 하부 역인 개인내적특성, 수용성과 성의 하부 역인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상호관계성, 초월성은 모두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되는 전환점이 성체험(이정숙, 1997; Thomas, 

1989)이고 알코올중독자 부인이 절망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도 성(강은실, 

1995)이라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여 성체험 후에 새롭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은 극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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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극복력은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나 병리 또는 부족한 부분보다 이

들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경요인에 따라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이 가능하고 더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개인이 가진 극복력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시켜주면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적 접근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간호중재로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상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편견의 시각으로 낙인을 찍

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강점과 보호요인을 밝히는 긍정적

인 측면을 부각하여 대상자를 폭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알코올중독이 전체 가족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알코

올중독자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가 매우 중요함

을 인식시키고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파악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확인하므로써 대상자의 강점과 자원을 부각시켜 더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알코올중독자 부인을 보는 편견의 시각을 전환하도록 하는데 필

요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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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므로써 알코올중독자 부인과 관련된 정신보건 서비스를 계

획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알코올중독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알코올중독자 부인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알코올상담센터, 병원, 알코올

사목센터, 복지관, Al-Anon 회원을 임의추출 하 고 최종 설문지 응답자는 80명이

었다.

연구도구는 극복력을 측정하기위해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이 개발한 사회지지 척도

로, 성을 측정하기 위해 Howden(1992)이 개발하고 오복자가 번역한 한국어판 

성측정도구(Spirituality Assessment Scale)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33세에서 65세 으며 평균 연령은 47.14±7.83세

다. 이 중 70명(87%)은 기혼 상태 으며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

고(88.8%)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 다. 40명(50%)의 대상

자는 전업주부 으며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29명

(36.3%)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본인이 도움을 받고 있

는 기관으로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40.5%

를 차지하 으며 병원이 23.3% 으며 프로그램도 알코올가족친목모임(Al-An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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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교육(32.1%), 자조모임(16.8%) 순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간은 1개월부터 240개월까지 매우 다양하 으며 평균 33.08±48.94개월이

었다. 

대상자들의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50.12±8.87세 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58%를 차지하 으며 음주기간은 평균 25.19±9.66년이었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없음이 39.1%, 단주모임(A.A)이 36.2% 순으로 

조사되었고 참여 기간은 1개월에서 120개월로 평균 10.93±26.77개월로 조사되었다.

2. 극복력의 평균은 116.19점, 표준편차는 21.13점이었다. 사회적지지는 간접적

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74.35±19.84점이다. 직접적으로 지각

한 사회적지지는 45.49±8.79점이었다. 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는 112.45±24.92점이

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변수를 보면 극복력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대상자들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직의 극복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5). 대상자들의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100만원 이상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극복력이 낮게 나타났고 (p<.01),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대상자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이 길수록 극복력이 높게 

(p<.05) 나타났으며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

석한 기간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이 12개월 이하라고 응

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보다 높게 나왔다(p<.01).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

수가 없었다.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수입이 100-200만원 이하

인 대상자가 48.35±9.83점,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 42.03±7.54점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5).

성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수입에 있어서 100-200만원이하 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비교 시 10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성이 유의하게 낮으며(p<.05), 알코

올중독치료를 위해 대상자가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간이 13개월 이상이라

고 응답한 대상자가 6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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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연령이 40-50세미만인 대상자의 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고졸이하보다 성이 

유의하게 높았고(p<.05), 남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

는 기간이 1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2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보

다 평균이 높았다(p<.01). 

4. 극복력과 성, 극복력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성과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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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교육이나 자조모임 등에 참석하고 있는 대상자들이어

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치료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알코올중독자 부인과는 

극복력, 사회적지지, 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반

복 연구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알코올중독자 부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극복력을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 발전하는 것

으로 정의를 내리고 도구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극복력을 측정한 것이 아닌 고정

된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극복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이는 극복력의 개

념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도 연구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여 연구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극복력의 개

념 정의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반복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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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극복력척도의 문항별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문    항 평균평점±표준편차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끝까지 해낸다. 4.84±1.45

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다. 4.94±1.5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4.93±1.59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5.69±1.45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5.38±1.60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5.52±1.53

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2±1.62

나는  단호한 성격이다. 3.96±2.00

내가 전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일들

을 견뎌낼 수 있다.
5.07±1.73

나는 나 자신을 자제할 수 있다. 4.84±1.67

내가 계속 흥미 있어 하는 일이 있다. 4.59±1.80

나 자신에 관한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준다. 5.16±1.55

위급한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편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4.19±1.52

나는 한가지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4.31±1.37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어떤 일을 해결할 때가 있다. 4.83±1.37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방

법을 찾을 수 있다.
4.91±1.70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4.25±1.82

개인내적특성평균 4.75±.90

나는 일을 처리하는데 냉철하다. 4.18±1.65

나는 나 자신을 친구로 여긴다. 3.90±1.60

나는 어떤 문제에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끔은 잘 모르겠다 4.21±1.70

나는 그 날 일을 그때그때 처리한다. 4.13±1.55

나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4.59±1.61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08±1.60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매달리지 않는다. 4.74±1.97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4.64±1.74

삶과 자신에 대한 수용성 평균 4.43±.86

극복력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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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별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문   항 평균평점±표준편차

그들은 모두 배울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2.88±1.10

그들은 모두 내개 어려운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2.99±1.07

그들은 모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2.89±1.13

그들은 모두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99±1.10

그들은 모두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해준다
3.14±1.06

그들은 모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준다.
3.00±1.17

정보적지지 2.98±.91

그들은 모두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3.04±1.00

그들은 모두 함께 있으면 친 감을 느끼게 해준다 2.93±1.19

그들은 모두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3.11±1.24

그들은 모두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3.06±1.02

그들은 모두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3.01±1.24

그들은 모두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때 결단을 내리게끔 자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2.93±1.12

그들은 모두 내가 기분이 언짢아 할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

켜 주려고 노력한다.
3.03±1.08

정서적지지 3.01±.85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마련해준다. 3.16±1.40

그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

를 도와준다.
3.24±1.15

그들은 모두 무슨일이건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2.98±1.18

그들은 모두 의논할 문제가 생길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2.93±1.16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3.13±1.14

그들은 모두 내가 몸져 누워 있을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3.03±1.16

물질적지지 3.08±.82

그들은 모두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3.14±1.08

그들은 모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2.98±1.15

그들은 모두 내가 하고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나의일을 인정해준다. 2.94±1.15

그들은 모두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3.01±1.23

그들은 모두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3.04±1.16

그들은 모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3.13±1.20

평가적지지 3.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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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별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문   항 평균평점±표준편차

나는 가끔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3.04±1.21

나에겐 언제 방문해도 반가이 맞아줄 친지의 집이 있다. 3.24±1.22

나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3.01±1.34

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03±1.28

나는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과 어울려 지낼수 있다. 2.99±1.08

유대감 3.06±.73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2.95±1.24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 2.94±1.2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85±1.15

나는 매사에 열등감을 느낀다.* 3.14±1.1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83±.95

자신감 2.94±.69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3.08±1.28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3.26±1.35

내가 멀리 떠나버린다면 마음이 아파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3.06±1.20

일단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들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2.96±1.06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85±.84

신뢰감 3.04±.64

주 : * 역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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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성척도의 문항별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문   항 평균±표준편차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3.48±1.28

삶의 의미는 나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3.84±1.32

내 삶에는 의미와 목표가 있다. 4.09±1.42

나는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4.19±1.36

삶의 의미와 목적 3.90±1.13

나는 어려운 때에 내재하는 힘을 의지한다. 4.39±1.24

나는 삶의 안내자로 마음속에 내재된 적 힘에 의지한다 4.35±1.42

나는 조화로운 느낌이나 내적 평안감이 있다. 3.96±1.23

나에게는 내적 강인함이 있다. 4.18±1.35

나는 내 삶에 대한 균형감이 있다. 3.54±1.23

나의 내적 강인함이나 내면적 의지력은 삶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4.25±1.23

나는 난관의 때에 스스로의 힘을 발견해 왔다. 4.23±1.30

나의 내적 힘은 절대자나 신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다. 4.60±1.46

내적자원 4.19±.97

나는 전반적으로 소속감을 느낀다. 4.14±1.20

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3.99±1.34

나는 자연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4.29±1.26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질감을 갖는다. 3.78±1.22

나는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연관성을 갖는다. 4.24±1.00

나는 다른 이들에게 즐겨 봉사한다. 3.70±1.2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진다. 3.91±1.26

나는 지구를 보존할 책임을 느낀다. 3.83±1.41

나 자신이나 이웃 혹은 절대자와의 조화관계 혹은 화해관계는 내게 

중요하다.
4.46±1.29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느낀다. 3.69±1.26

상호관계성 4.00±.84

나는 현재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거나 초월할 힘이 있

다.
3.99±1.31

나는 절망적인 때에 평온함을 경험해 본적 있다. 4.20±1.63

나는 신체적 변화나 결손을 극복하고 초월할 힘이 있다. 3.74±1.44

나는 자가치유력이 있다고 느낀다. 3.78±1.37

나의 우주관은 기존의 시공간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초월한다. 3.65±1.32

낙담될때에도 내 삶은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4.01±1.37

초월성 3.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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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사과정의 한미라입니다.

 본 질문지는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

해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좀 더 깊이 이해하

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본 질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

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면 됩니다. 이 질문지는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했으며 연구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

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히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를 해주시고 간

혹 귀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귀하

의 생각과 더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간호학 전공 한미라

(☏ 017-336-8703 ⁄ h1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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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복력 측정도구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보통
매 우

그렇다

1.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끝까지 해낸다. 1 2 3 4 5 6 7

2. 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다. 1 2 3 4 5 6 7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1 2 3 4 5 6 7

4.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6 7

5.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6.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1 2 3 4 5 6 7

7. 나는 일을 처리하는데 냉철하다. 1 2 3 4 5 6 7

8. 나는 나 자신을 친구로 여긴다. 1 2 3 4 5 6 7

9. 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단호한 성격이다. 1 2 3 4 5 6 7

11. 나는 어떤 문제에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끔은 잘 모

르겠다.
1 2 3 4 5 6 7

12. 나는 그 날 일을 그때그때 처리한다. 1 2 3 4 5 6 7

13. 내가 전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

려운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
1 2 3 4 5 6 7

14. 나는 나 자신을 자제할 수 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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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보통
매 우

그렇다

15. 내가 계속 흥미 있어 하는 일이 있다. 1 2 3 4 5 6 7

16. 나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1 2 3 4 5 6 7

17. 나 자신에 관한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준다. 1 2 3 4 5 6 7

18. 위급한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편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6 7

19. 나는 한가지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 2 3 4 5 6 7

20.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어떤 일을 해결할 때가 있

다. 
1 2 3 4 5 6 7

21.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22.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매달리지 않는다. 1 2 3 4 5 6 7

23.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 2 3 4 5 6 7

24.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25.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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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지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경우 귀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귀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되는 란에 ∨로 표시해주십시오.

         각 문항의 응답번호가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모두에게 그렇게 느낀다     2 - 반수 이상에서 그렇게 느낀다

3 - 보통이다                   4 - 반수 이상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

5 - 모두에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내    용 응 답 번 호

1. 그들은 모두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 그들은 모두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1 2 3 4 5

3.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마련해

준다.
1 2 3 4 5

4. 그들은 모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 2 3 4 5

5. 그들은 모두 내가 하고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나의 일을 인

정해준다.
1 2 3 4 5

6. 그들은 모두 함께 있으면 친 감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7. 그들은 모두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1 2 3 4 5

8. 그들은 모두 배울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1 2 3 4 5

9. 그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

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10. 그들은 모두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11. 그들은 모두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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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응 답 번 호

12. 그들은 모두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 2 3 4 5

13.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건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 준

다.
1 2 3 4 5

14. 그들은 모두 내개 어려운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1 2 3 4 5

15. 그들은 모두 의논할 문제가 생길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

해준다.
1 2 3 4 5

16. 그들은 모두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1 2 3 4 5

17. 그들은 모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1 2 3 4 5

18. 그들은 모두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때 결단을 내리게끔 자극

을 주고 용기를 준다.
1 2 3 4 5

19. 그들은 모두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1 2 3 4 5

20.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1 2 3 4 5

21. 그들은 모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1 2 3 4 5

22. 그들은 모두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해준다.
1 2 3 4 5

23. 그들은 모두 내가 몸져 누워 있을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1 2 3 4 5

24. 그들은 모두 내가 기분이 언짢아 할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

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5. 그들은 모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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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은 귀하가 일상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가끔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3. 나에겐 언제 방문해도 반가이 맞아줄 친지의 집이 있다.

4.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5.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

6. 나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7.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9. 나는 매사에 열등감을 느낀다.

10. 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2. 내가 멀리 떠나버린다면 마음이 아파할 사람이 많을 것으

로 생각한다.

13. 일단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들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과 어울려 지낼수 있다.

15.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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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성측정도구

내   용

매 우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반적으로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6

2. 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1 2 3 4 5 6

3. 나는 현재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거나 초월할 힘이 

있다.
1 2 3 4 5 6

4. 나는 자연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1 2 3 4 5 6

5. 나는 절망적인 때에 평온함을 경험해 본적 있다. 1 2 3 4 5 6

6.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질감을 갖는다. 1 2 3 4 5 6

7. 나는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연관성을 갖는다. 1 2 3 4 5 6

8. 나는 어려운 때에 내재하는 힘을 의지한다. 1 2 3 4 5 6

9. 나는 다른 이들에게 즐겨 봉사한다. 1 2 3 4 5 6

10. 나는 삶의 안내자로 마음속에 내재된 영적 힘에 의지한다. 1 2 3 4 5 6

11. 나는 신체적 변화나 결손을 극복하고 초월할 힘이 있다. 1 2 3 4 5 6

12. 나는 조화로운 느낌이나 내적 평안감이 있다. 1 2 3 4 5 6

13. 나는 자가치유력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4. 나에게는 내적 강인함이 있다. 1 2 3 4 5 6

15. 나의 우주관은 기존의 시공간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초월한다. 1 2 3 4 5 6

1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진다. 1 2 3 4 5 6

17. 나는 내 삶에 대한 균형감이 있다. 1 2 3 4 5 6

18.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1 2 3 4 5 6

19. 나는 지구를 보존할 책임을 느낀다. 1 2 3 4 5 6

20. 삶의 의미는 나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1 2 3 4 5 6

21. 낙담될때에도 내 삶은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6

22. 내 삶에는 의미와 목표가 있다. 1 2 3 4 5 6

23. 나의 내적 강인함이나 내면적 의지력은 삶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6

24. 나는 난관의 때에 스스로의 힘을 발견해 왔다. 1 2 3 4 5 6

25. 나 자신이나 이웃 혹은 절대자와의 조화관계 혹은 화해관계는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6

26.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느낀다. 1 2 3 4 5 6

27. 나의 내적 힘은 절대자나 신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다. 1 2 3 4 5 6

28. 나는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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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고 직접 기입할 난

에 자세하게 기입해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  만        세

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기독교(   ) ②불교(   ) ③천주교(   ) ④무교(   )⑤기타

3.귀하의 결혼상태는? ①미혼(  )   ②기혼(  )  ③이혼(   )  ④사별(   )  ⑤기타

4.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초졸(  )  ②중졸(  )  ③고졸(  )  ④대졸 (  ) ⑤대학원 이상(  ) 

5. 귀하와 가족구성원 중 알코올중독자와의 관계는? ①배우자(  )  ②부모(  )  ③자녀(  )  ④기타

6. 귀하의 직업은? ①전문직(  ) ②사무직(  ) ③판매서비스직(  ) ④생산기술직(  ) ⑤무직(  ) ⑥기타

7. 귀하의 가정 한 달 총 수입은?

①100만원 미만(  ) ②100만원~200만원(  ) ③200만원~300만원(  ) ④300만원 이상(  )

8. 귀하가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도움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병원(  ) ②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  ) ③종합사회복지관(  ) ④알코올중독자 가족친목모임(  ) 

⑤기타

9. 귀하가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도움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가족교육(  ) ②가족자조모임(  ) ③알코올중독자 가족친목모임(Al-Anon)(  )  ④ 상담(  )     

⑤기타

10. 도움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귀하의 가족 중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의 연령은? :  만        세

2.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의 교육정도는?

① 초졸(  )  ②중졸(  )  ③고졸(  )  ④대졸 (  ) ⑤대학원 이상(  ) 

3.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의 음주기간은?           년

4.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의 입원횟수는?            회

5.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①환자교육(  ) ②단주친목모임(AA)(  ) ③상담(누구와          )  ④기타

5-1 모임에 참석한 기간은?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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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lience, Social support, Spirituality in wives of 

Alcoholics.

                                                     Han, Mi R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ilience,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in wives of alcoholic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80 wives of alcoholics at Al-Anon, 

Catholic Alcohol Pastoral Ministry Center, Alcohol community center, welfare 

center, hospital, A.A.

The data collected from September, 25 to December, 5, 2003 using Resilience 

Scale(Wagnild & Young, 1993), Social support Scale(Park, 1985),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ity Assesment Scale(Oh et. al., 200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 test and ANOVA using SPSS 11.0 WIN program.

The major find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resilience was 116.19±21.13(Range 25~175) and the 

mean score of indirected social support was 74.35±19.84(Range 25~125), directed 

social support was 45.49±8.79(Range 5~75) and the mean score of spirituality 

was 112.45±24.92(Range 28~168).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lience score and occupation(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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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p<.01), participated program duration of wives of alcoholics(p<.05). 

Directed social support sco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come(p<.05) and  

spirituality sco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gion(p<.01), income(p<.05), 

participated program duration of wives of alcoholics(p<.05), age of 

alcoholics(p<.05), education of alcoholics(p<.05), participated program duration 

of alcoholics(p<.01). 

3.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directed social 

support(r=.346, p=.002) and spirituality(r=.731, p=.000).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directed social support(r=.460, p=.000).

In conclusion, directed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must be assessed 

when planning nursing interventions to increase resilience in wives of 

alcoholics

 

Key words : wives of alcoholics, resilience, social support, spirit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