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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행동심리학의 견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북미에서 약물남용자에게 효과성이 실증적으

로 입증된 접근방법인 인센티브치료를 국내 지역사회기관에서 두 명의 알코올남용클라이언트에게 실시

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탐색적 조사이다. 이를 위해 ABA단일체계설계를 활용

하여 총 12주간의 기초선 단계, 인센티브치료 개입단계, 개입철회단계동안 표적행동으로 클라이언트의 

음주여부를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였다. 시행결과 음주사용의 감소가 인센티브치료 개입단계 중반 무렵

부터 발생하였다. 개입철회단계에서는 한 사례의 경우 다시 음주가 시작된 반면, 또 한 사례에서는 단

주가 유지되어 일관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센티브치료는 알코올남용자의 단주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지속적인 심리사회적 상담 및 사회복지개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법임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인센티브치료, 알코올남용, 단일체계설계, 지역사회 기관, 단주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남용자의 치료순응(compliance)과 치료효과성은 임상가 뿐 아니라 약물남용분야 연구자들의 

공통관심사일 것이다. 이는 알코올남용자들이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해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특성으

로 인해 낮은 단주동기를 가지므로, 치료 참여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치료의 효과성도 떨어지기 때

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알코올남용자들이 퇴원 후에는 단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상가들은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 투약 및 상담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만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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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알코올남용자들이 외래방문을 중도에 그만두며, 폭음과 재발로 인하여 응급실로 방문하거나 재

입원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약물남용자의 반 정도는 한번도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오더라도 처음 몇 주내에 탈락한다고 한다(Hubbard et al., 1989: Stark, 1992).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 따라 현재 26개인 알코올상담센터를 2010

년까지 전국적으로 96개를 설치하고, 현 정신보건센터의 알코올중독자 관리사업도 현재 40개소에서 

146개소로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하 다(김혜련, 2006). 이는 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중심이었던 알코

올남용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기관에서 알코올남용의 예방, 치료, 재활서

비스의 하드웨어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남용에 개입하는 지역사회기관은 입원 

셋팅과는 매우 다른 환경으로 비자발적인 알코올남용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알코올상담기관으로 찾

아오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실적으로 약

물남용클라이언트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찾는 기술과 동기가 부족하며(Dennis et al. 1993), 강제로 치

료현장에 오더라도 조기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원 

셋팅에서도 발생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지역사회기관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알

코올남용자가 지역사회기관을 찾도록 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치료에 참여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장수미, 2005, 재인용).

연구자는 이상의 문제 제기 하에 지역사회 약물남용자에게 그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접근방

법인 인센티브 치료를 국내 지역사회 알코올상담기관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를 시행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치료의 정의 및 개입방법을 소개하고, 인센티브 치료 적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예상할뿐더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센티브 치료의 실

행가능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서 실제로 국내 지역사회기관에

서 두 명의 알코올남용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살펴봄으로

써, 인센티브 치료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 다. 

  사회복지 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는 이론에 입각한 실천이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론들 외에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인접학문에서 찾고 그러한 이

론들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원리나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개입에 연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구하는 것이다(이인정,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알코올남용자 개입에 효과

적으로 알려진 인센티브 치료가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접근방법인지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례를 

선정하고, 단일체계설계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성 검증과정을 통해 실천함의를 얻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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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인센티브 치료의 개념 및 방법

인센티브 치료는 원래 컨틴젼시 매네지먼트(Contingency Management; CM)라는 명칭으로 시작되

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센티브 치료(Incentive Therapy: Bigelow, Bronner and Silverman, 1998), 강

화치료(Reinforcement Therapy: Roll et al., 2004), 행동계약(Behavior Contracting: Holder, 

Longabaugh and Miller, 1991), 상황계약(Contingency Contracting: Boudin, Valentine, Inghram, 

Brantly, Ruiz, Smith, Caltin and Regan, 1977)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적

절한 용어로 번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컨틴젼시 매네지먼트 대신 의미전달이 용이한 인센티브 치료의 

명칭을 사용하 다. 물론 인센티브 치료의 명칭이 조작적조건화와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컨틴전시 매

네지먼트의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약물남용클라이언트에게 컨틴젼시 매

네지먼트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비글로우 등(1998)이 이미 인센티브 치료로 명명하여 사용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인센티브 치료로 칭하 다.

인센티브 치료는 언급한 바와 같이 스키너(Skinner) 행동심리학이론의 핵심인 조작적 조건화의 정

적강화와 부적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즉 알코올남용자의 알코올사용이 중단, 감소되는 것과 같은 긍정

적인 행동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보상하고, 알코올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나 

처벌하는 것이다. 조작적 조건화이론에서 바라보는 약물남용은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인해 나타

난 증상이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환경적 상황이 단주를 강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자연적 결과이

다. 따라서 인센티브 치료의 원리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역기능적 약물남용행동이 학습되었다

면 단주를 하는 데도 환경적 상황에 의해 약물남용의 중단이 가능하리라고 보고(Bigelow and 

Silverman, 1999), 환경적 상황의 조작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다(장수미, 2005, 재인용). 

페트리, 마틴, 피노체(Petry, Martin and Finocche, 2001)는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3가지 

행동원칙이 요구된다고 하 다. 첫째, 표적행동(Target behavior)의 설정과 표적행동에 대한 잦은 모

니터링 둘째, 표적행동이 일어날 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강화물 제공 셋째, 표적행동이 발생하지 않

을 때 강화물의 제거이다. 알코올남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는 표적행동을 

단주에 두지만 상담회기에 참석(Kidorf, Stitzer, Brooner and Goldberg, 1994)등과 같은 단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관련활동을 강화하기도 한다(Iguchi, Belding, Morral, Lamb and Husband, 

1997). 특히 상담회기참석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은 알코올남용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가로막는 가장 

빈번한 장벽인 치료현장에 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센

티브 치료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자신의 표적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Petry, Tedford and 

Martin, 2001). 주로 교육, 직업, 가족, 주거, 법적․경제적․정신과적 역에서의 개선과 여가,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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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등의 10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중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행동은 단주친목(AA) 참

석 활동이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사회의 알코올상담치료프로그램이 단주친목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단주친목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임상가에게 인센티브 치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자

리를 구하는 것, 의료적․정신과적 치료약속을 정하는 것,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등이 인센티브 

치료에서 목표관련활동으로 자주 선택되는 행동들이다. 목표관련활동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

역사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관리와 일치한다. 따라서 목표관련활동의 이행을 강화

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치료는 지역사회기관에서 매우 수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Petry, Martin and 

Finocche, 2001). 

인센티브 치료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증명

서방식(Voucher)이다. 이는 약물남용자의 소변에서 약물음성반응이 나올 때마다 증명서를 제공하고, 

후에 증명서에 해당하는 가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Higgins et al., 1993). 

이 외에 상품권 등을 즉석에서 지급하는 현물방식(On-site retail items: Rowan-Szal et al., 1994), 현

금지급방식(Cash: Shaner et al., 1997), 복권추첨을 통해 여러 크기의 상품을 지급하는 복권방식

(Prize: Petry, 2000) 등이 있다. 

2) 지역사회기관에서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

선행연구에서 인센티브 치료는 지역사회기관에서 약물남용클라이언트를 계속적으로 치료받도록 하

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롤, 체르막, 쵸드린스키(Roll, Chermack and Chudzynski, 2004)는 3명의 정신분열병을 가진 코카인 

남용자를 대상으로 낮 병원 외래에서 증명서중심 인센티브 치료(Voucher-Based Reinforcement 

Therapy: VBRT)의 효과를 단일체계설계를 활용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 총 4주간의 개입기간동

안 처음 두주동안에만 코카인음성기록이 나타나 인센티브 치료가 개입초반에 유용한 방법임이 제시되

었다. 연구자들은 왜 초기에만 단주기간이 관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추후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동일한 대상군에게 증명서대신 현금을 인센티브

로 사용한 쉐이너 등(Shaner et al., 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즉 두 연구 모두 코카인사용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간동안 단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개입 

초기단계에 발생한 단약은 향후 심리사회적 개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주목된다고 설명하 다.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센티브 치료 

시행에 필요한 비용 때문이다. 연구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관에서는 강화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인센티브 치료를 지역사회기관에 적용

시키는 것이 필요해졌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증명서보다 복권추첨을 통해 당첨기회를 제공하는 

“간헐적 강화시스템”(Intermittent reinforcement system)이 개발되었다(Petry, 2000). 

복권방식의 인센티브 치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적행동을 단주로 설정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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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클라이언트는 소변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때마다 복권을 뽑을 기회를 갖게 된다. 추첨함

에는 수십~수백 장의 복권이 들어있는데, 이중 약 1/4은 ‘미안하지만 다음기회에’ ‘잘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긍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 현금가치는 없다. 나머지 3/4은 소액권(약 이천 원 상당), 중

액권(약 이만 원 상당)과 단 1장의 고액권(약 십만 원 상당)으로 구성된다. 복권방식은 점진강화스케

줄을 따랐으므로 치료효과의 감소 없이 전반적인 비용을 감소시켰다는 데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권방식과 증명서방식을 비교한 결과 12주의 치료기간 중 복권시스템에서 소요된 

비용이 클라이언트 한 명당 137달러임에 비해(Petry and Martin, 2002), 같은 기간 동안 증명서 방식

은 클라이언트 한 명당 426달러가 소요되어(Silverman, Chutuape, Bigelow and Stitzer, 1996) 복권방

식의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페트리는 복권방식의 인센티브 치료를 처음 고안한 정신과의사이다. 페트리, 마틴, 피노체(2001)는 

지역사회무료상담센터에서 약물남용치료중인 43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약물남용집단치료프로그

램 참석을 표적행동으로 설정하고 복권방식의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하 다. 6주간의 기초선 기간 동

안 치료프로그램 참석여부와 치료목표수행정도가 기록되었고, 7주차에 인센티브 치료 절차에 대해 공

고한 후 8주-21주 동안 인센티브 치료가 실시되었다. 22-28주의 개입철회기간에도 표적행동이 기록되

었다. 연구결과 인센티브 치료 개입기간에서 집단참여의 증가가 발생했고, 이러한 결과는 상품권이나 

현금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참여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다른 연구결과

(Carey and Carey, 1990)와 일치하 다.

이 연구에서 보고 된 흥미로운 결과중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 개입과정이 "범람효과(spillover effect)"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즉 연구대상 클라이언트들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기관의 다른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 치료 개입단계의 중반이후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성원은 인센티브 치료에 대해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인

센티브에 상관없이 다른 클라이언트에게도 집단에 참여해볼 것을 권유하 다. 집단프로그램의 참여증

가는 클라이언트와 직원사이에 나타난 인센티브 치료 과정에 대한 열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었

다. 처음에 직원들은 프로젝트에 저항을 보이기도 했지만 몇 주 내에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를 언급하

기 시작했다고 한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초기의 가장 큰 걱정은 클라이언트들이 오직 상품 때문에 집

단에 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클라이언트들이 강화절차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보다 

행동전반에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또 직원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인 멘토

링 프로그램, 개별상담, 투약집단, 자원봉사활동 등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

상이라고 하 다. 더욱이 이러한 효과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직원과 클라이언트 상호간 사회적 

지지를 통해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하 다.

초기 인센티브 치료가 주로 코카인 남용자에게 시행된 반면 그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알코올남용을 

비롯하여 흡연(Hughes, Hatsukamim, Mitchell and Dahlgreen, 1986), 벤조다이아제팜(Stitzer, Iguchi 

and Felch, 1992), 마리화나(Burdney, Higgins, Radonovich and Novy, 2000), 아편(Carroll, Sinha, 

Nich, Babuscio and Rounsaville, 2002) 등 여러 종류의 약물남용개입에 실시되었고 그 효과성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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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 적용대상도 정신장애와 알코올남용을 가진 이중진단자(Hughes, Hatsukamim, Mitchell, 

and Dahlgreen, 1986), 약물남용문제를 가진 노숙자(Schumacher, Milby, McNamara, Wallace, 

Michael, Popkin and Usdan, 1999), 임신부(Elk, 1999), 공적부조 수혜자(Waldman and Hercik, 

2002), 응급실에 내원한 약물남용자(Sorenson, 2004) 등 다양하 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S복지관7) 사회복지사에 의해 음주문제가 심각하다고 의뢰된 두 

명의 알코올남용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복권방식의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하

다. 사례관리를 담당해오던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이들이 만취된 상태에서 복지관을 자주 찾아오고 

다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음주문제 때문에 취업연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 연구자들은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의뢰된 클라이언트들이 음주문제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치료경험이 있음을 확

인하 고, 초기면접에서 실시한 알코올중독선별검사(NAST)를 통해서도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남용 

클라이언트임이 나타났다8). 연구자들은 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초기면접에서 연구의 취지 및 절

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동의서를 받았다. 두 연구대상자의 간단한 과거력 및 음주력은 다음과 

같다.

(1) A 사례

47세 남자, 무직, 가톨릭교, 학력은 밝히길 꺼려함. 부모 모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으로 

어머니와 자주 싸웠으며 심하게 때리는 적도 많았다고 한다. 농사지으며 살았는데, 매우 가난했고 상

경한 이후 현재까지 넉넉지 못한 형편이다. 클라이언트는 5남매 중 셋째로 남동생이 지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이후로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일년 정도 같이 살던 여자와 몇 년 

전에 헤어지고 난 후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근처 지하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기초

생활수급권자로 월 20여만 원의 보조금으로 방세, 전기세 등 주고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한다. 젊

어서는 공장에 다녔고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5급 판정을 받은 후 이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부보조금으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다. 마음이 내키면 길거리에서 신문지 등 

7) S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알코올 문제 해결사업은 가족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부터 지역사회 알코올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상담, 

가족모임, 여성 알코올중독상담, 자녀프로그램, 지역위원회 조직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
심의 알코올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8) 한국형 알코올중독선별검사로 개발된 NAST(National Alcoholism Screening Test)는 4점 이상이면 
알코올중독으로 분류된다. 본 조사대상자에게 측정한 결과 A사례는 10점, B사례는 7점으로 심각한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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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을 주어 팔면 하루에 700~1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천주교에서 하는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에 

200원하는 식사를 사먹으면 되므로 별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한다. 술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평생 마셔왔고, 술을 마시는 이유는 외롭고 허전하고 주변에 모두 술을 마시는 사람들만 있어서 술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아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 오래 살아, 아는 사람들에게 술을 

얻어먹고 잔술을 사먹기도 하며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경우도 많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성격을 소극

적이며 꽁하고 있다가 술 마시면 욱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는 복지관에 자주 찾아오는데, 때로는 만취된 상태에서 찾아와  욕하고 자살을 하겠다며 위협한 적도 

있다고 한다. 술이 깨고 나면 또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미 10여 년간 S복지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 다. 자신은 심심하고 외롭고 자신의 인생이 

허무해서 마시는 것이지 얼마든지 술은 자제할 수 있다고 하 다.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이혼 후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게 된다고 느낀다. 10여 년 

전 시립병원 정신과에 술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으며, 이후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

은 없다고 한다. 

초기면접 당시 술 먹고 넘어져서 다친 혹과 상처로 이마가 심하게 부어있었으며 옷차림이 깨끗하

지 않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았고 술 냄새가 약간 풍기었다. 클라이언트는 인센티브 치료에 대해 잘 

이해하며 호기심을 보이고 ‘돈이 많이 들 텐데요’라며 걱정하기도 하 다. 

(2) B 사례

54세 남자, 무직, 무교, 고졸. 아버지가 술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 부모 모두 돌아가셨고 8

남매 중 다섯째이다. 오랫동안 해왔던 알루미늄 창호 사업을 하다가 6개월 전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판정을 받았다. 그 충격으로 매일 술을 많이 마시고 한 열흘 동안 여관생활을 했던 것 같

은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등포의 노숙자 시설이었다고 한다. 당시 돈이 떨어져 더 이상 술은 못 

사먹고 3일간 물만 먹었던 기억이 있으며 깨어보니 눈 옆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상처가 심했다고 한

다. 쉼터소개로 시립병원에 다니며 오래 동안 치료했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멀리 가고 싶다고 부탁

하여 이곳 복지관부설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부인과는 사업 실패 전부터 가족문제 때문에 

이미 별거하고 있었으며, 현재 성인이 된 자녀들과만 가끔 연락하고 있다. 주량은 소주 2병에 막걸리

를 즐겨 마시며 안주 없이 주로 혼자 마신다. 4년 전 췌장염으로 두 번 입원한 후로 일년간 단주해본 

경험이 있다. 2년 전부터 다시 마시고 있는데, 술은 끊을 수 있으나 명절, 아이들 생각이 날 때 마시게 

되고 가끔 일(노동)을 나가면 힘들기도 하고 주위에서 술을 권하면 마시게 된다고 한다. 이번 설날에

도 큰집에 가서 차례지내면서 술을 마셨고, 쉼터에 와서 기분도 그렇고 해서 이곳사람들과 또 마셨다

고 하 다.  

쉼터생활은 출입이 자유로우며, 가족 및 친척방문을 위한 외박도 가능하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주로 다른 노숙인과의 교류 없이 종일 무협지를 읽거나 자면서 지내고 가끔씩 노동일을 나가서 일당

을 벌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라 말하기도 싫고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하며 쉼터 사

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주변상황에 무관심하다고 하 다. 8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어 고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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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술을 마시면 더 잠이 잘 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 다. 겨울동안 쉼터에서 몸을 추스르고 따뜻

해지면 나가서 노동일부터 시작하여 빚을 갚아야겠다고 말하지만, 초기면접에서는 우울해보이고 무기

력하며 상담을 귀찮아하는 태도가 관찰되었다. 인센티브 치료에 대해서는 쉼터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며 별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연구절차

(1) 조사방법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ABA 단일체계설계(Single System Design)9)를 활용

하 다. 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2주 동안 기초선단계(A1)를 가졌고, 6주간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한 개입단계(B)후 4주간의 개입철회기간인 제2기초선 단계(A2)로 돌아갔다. ABA설계의 논리는 

중재기간 중 목표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하다가 중재가 제거된 후 다시 기초선 수준으로 변화

해간다면, 목표행동의 향상을 중재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상자에게 중

재효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될 때 외적 타당도를 강화할 수 있다(이소현 외, 2005).

ABA설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지키며 연구절차를 진행시켜야한다. 첫

째, 목표행동을 행동적으로 정의한다. 둘째, 최소한 3회 이상 기초선 자료(A2)를 수집한다. 셋째, A1에

서 안정된 “반치료적(Countertherapeutic)”경향을 보인 후에 중재(B)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반치료적 

경향이란 종속변인이 중재를 통해 변화하기를 바라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

다. 넷째, 최소한 3일 이상의 중재기간동안 연속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째, 중재조건(B)에서 정도 

및 경향의 수용할 만한 안정세를 보인 후에 중재를 제거하고 기초선 조건(A₂)으로 되돌아간다. 마지

막으로 다른 대상자들에게 실험효과를 반복 연구한다(Gast and Tawney, 1984: 이소현 외, 2005, 재

인용). 

단일체계설계의 일차적 목적은 집단대상의 설계에서처럼 가설의 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

적행동에 대한 개입효과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Polster and Lynch, 1981). 다시 말해서 변수 간 

관계의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입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대상자

인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을 개입의 표적행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성재, 2005: 22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표적행동을 음주여부로 설정하

다. 즉 클라이언트의 음주여부를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명

9) 단일체계설계는 단일사례연구디자인(single case study design), 단일사례실험(single case 

experiment), 단일체계디자인(single system design)등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단일사례디
자인(single subject design)은 조사연구의 과정이 실천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Rubin and Babbie, 1993). 기존의 연구디자인들은 대개가 실천 과정 중에 사용되
기는 힘들고, 실천개입이 끝난 후에야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하게 된다. 단일사례디자인은 실천개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져 실천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정보들을 제
공해줄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직접서비스나 기획 및 행정분야에 종사하는 실천가겸 조사자들
에게 단일사례디자인은 매우 유용한 조사방법이 되고 있다(김 종, 19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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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혈중알코올농도 zero점수를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하고, zero가 아닌 점수를 음주한 상태로 정의

하 다. 기초선 단계(A1)와 개입철회단계(A2)에서 각각 6회, 12회 음주측정을 하 다. 또한 6주간의 

개입기간(B) 동안 18회의 측정을 하 으며 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반복실험을 실시하는 등 

게스트와 타와니(Gast and Tawney, 1984)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 다.  

(2) 인센티브 치료 절차

본 연구는 복권방식의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하 다. 

복권은 총 4종류의 가치로 구성된 35장을 준비하여 추첨함을 만들었다. 35장중 10장(28.6%)은 액

면 가치가 없는 “미안합니다. 다음기회에.”라고 적혀있다. 나머지는 이천오백 원 15장(42.8%), 이만 

원 9장(25.7%), 십만 원 1장(2.9%)으로 구성하 다. 조사대상자는 음주측정결과 zero가 나오면 1회 

추첨기회를 획득하며, 연속 2회 zero가 나오면 보너스로 1회 추첨기회를 추가 획득하도록 하 다. 클

라이언트는 당첨된 금액별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은 다음번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지급되었

다. <표 1>과 같이 상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필품과 식품을 중

심으로 구성하 다. 

 <표 1>  상품리스트 

액 선택품목

￦2,500

런닝셔츠, 팬티, 양말, 화카드, 라면5개,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두루마

리휴지, 쓰 기종량제 투, 치약, 칫솔, 비 , 샴푸, 장갑, 목도리, 계란, 과일, 

비타민, 해열진통제

￦20,000

남방, 내복, 담요,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 잡곡류(보리, 미, 콩 

등), 지갑, 카셋트(워크맨), 라디오, 무선주 자, 휴 용 가스 지, 기장 , 

히터/ 기스토 , 학습용스탠드, 다리미, 드라이기, 토스트기  

￦100,000 백화 상품권, 농 상품권, 이만 원 복권 5장

연구자들은 연구목적과 함께 인센티브 치료의 개념과 방법(음주측정기 사용, 기록방법, 복권추첨, 

상품선택 등 포함)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와 음주측정을 담당하는 쉼터 사회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 다. 또한 이들과 인센티브 치료기간 중 1회, 치료종결 후에 

각각 1회씩 간담회를 가져 인센티브 치료 진행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 또한 연구자중 1명은 클

라이언트와 주1회씩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인센티브 치료과정을 체크해 나갔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적행동은 음주여부이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관 쉼터소속 2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

다. 연구자들은 조사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쉼터 사회복지사가 주3회 임의로 클라이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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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화를 하여 내방하도록 협조를 구한 후 음주측정기10)로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측

정함으로써 음주여부를 확인하 다. 측정은 주로 음주유혹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간대인 저녁

부터 밤 시간에 이루어졌다. 음주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음주여부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 후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주에 한 

번 더 측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 다. 측정은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위하여 2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을 기록하 다. 음주측정결과 zero점수가 나오면 즉석에서 추첨기회를 제공하 고, 금액에 따른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음주 연구자와의 면담시간에 해당상품을 지급하 다.

(4) 자료 분석방법

단일체계설계에 의해 도출되는 자료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시각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 실용적

(임상적) 분석 등 세 가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어 어

떤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각각의 분석들은 실천/연구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중요

성을 가지고 있다(김 종, 1999: 423). 본 연구에서도 먼저 그래프를 작성하여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

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후 자료에서 나타난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비율-빈도 방법(proportion & frequency method)을 통해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 다. 비

율-빈도 방법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져 바람직한 행동을 한 비율을 계산하여 개입

효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특히 자료의 기록이 ‘예’와 ‘아니오’로 이분화된 경우에 활용이 

적합한 통계적 기법이다(최성재, 2005: 260). 본 연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zero가 아닌 경

우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간주하고, zero인 경우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이분화하 다11). 마지막

으로 개입을 통해 나타난 변화가 어떤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주는지 임상적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1) A 사례 결과

인센티브 치료의 실시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 클라이언트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1>, 기초

선 단계에서는 6회 측정 중 4회(66.7%), 개입단계에서는 18회의 측정 중 4회(22.2%), 개입철회단계에

서는 12회 측정에서 4회(33.3%) 음주한 사실로 나타나, 기초선 단계보다 개입단계에서 음주횟수가 줄

어들고 있으며 개입철회단계에서는 다시 음주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한국의 디에이텍(주)에서 제조된 AL5000모델, 음주 측정기 전용의 반도체식 알코올 센서 및 유량 
센서를 장착하여 정확도를 극대화한 특허출현제품(2004-0020975). 0.00%부터 0.40%까지의 혈중알코
올농도가 디지털 표시됨.

11) 단일체계설계 자료의 비율-빈도 통계분석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최성재(2005), 박봉길․최종백
(200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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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빈도분석을 위해 우선 기초선 기간 동안 전체 기초선 관찰 값의 개수 중 술을 마시지 않은 날

은 6일중 2일임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기초선 기간 중 바람직한 역에 드는 관찰 값의 비율은 2/6, 

즉 0.33이었다. 한편 개입기간 중 총 관찰횟수는 18회로 <단일사례 조사 설계 개입효과의 통계적 판정기

준 수표>12)에서 0.33과 18의 줄이 교차하는 난에서 판단기준 수치를 확인한 결과 10 이었다. 즉 인센티

브 치료 개입이 p<.05 유의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개입기간동안 10일은 술을 

마시지 않은 날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4일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날로 나타났으므로 A

사례에 실시된 인센티브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는 개입 3주차에서

부터 나타나 개입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한번 음주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단주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센티브 개입이 종료된 후 4주간의 개입철회단계에서는 다시 음주횟수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 1>   A사례 측정결과 그래

<표 2>를 보면 A 클라이언트는 총 21회의 추첨 중 다음기회에 7회, 이천오백 원 11회, 이만 원 2회, 

십만 원 1회가 나와 모두 167,500원 상당의 상품을 획득하 다. 금액별로 주로 선택한 상품은 전화카

드, 샴푸, 세제, 칫솔, 런닝셔츠와 같은 생필품이었다. 개입중반부터는 휴대용가스와 라면, 계란을 선택

하 다. 클라이언트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천 원짜리 김밥을 사먹는다거나 가끔 종교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기관에 가서 밥을 타먹는 등 식사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신적도 많았다고 하며 

이제 라면이라도 잘 챙겨먹어야겠다고 하며 좋아하 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빈곤한 

알코올남용 클라이언트의 경우 인센티브 개입을 통해 다양한 생필품이 갖추어짐으로써 자기위생관리

를 하게 되고, 직접 식사를 챙겨먹게 되어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음주기회가 줄어드는 효

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12) 최성재(2005: 609), <부록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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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A 사례 측정결과  상품내역

 단계 주 측정
날자

측정
시간
(pm)

측정치
평균
값 추첨금액 선택상품

1회 2회

기초선

단계

1

1/11 2:00 만취13) 만취 만취

1/17 10:20 0.00 0.00 0.00

1/19 5:00 만취 만취 만취

2

1/21 9:35 0.00 0.00 0.00

1/24 7:55 0.2514) 0.24 0.25

1/27 6:00 만취 만취 만취

개입

단계

3

1/28 7:00 0.20 0.20 0.20

1/29 10:00 0.00 0.00 0.00 ￦2,500 전화카드

1/31 9:45 0.00 0.00 0.00 ￦2,500/다음기회에 샴푸

4

2/2 8:30 0.20 0.20 0.20

2/5 10:00 0.00 0.00 0.00 ￦20,000 휴대용가스

2/6 10:30 0.00 0.00 0.00 ￦2,500/￦2,500 런닝,세탁용세제

5

2/14 6:00 만취 만취 만취

2/16 11:00am 0.00 0.00 0.00 ￦2,500 계란

2/17 2:20 0.00 0.00 0.00 ￦2,500/￦20,000 칫솔, 라디오

6

2/19 7:35 0.00 0.00 0.00 다음기회에

2/22 9:30 0.00 0.00 0.00 다음기회에/다음기회에

2/23 4:00 0.00 0.00 0.00 ￦2,500 라면

7

2/25 7:05 0.00 0.00 0.00 ￦2,500/￦100,000 부탄가스/상품권

2/28 8:05 0.00 0.00 0.00 ￦2,500 라면

3/3 9:35 0.00 0.00 0.00 다음기회에/다음기회에

8

3/6 9:25 0.00 0.00 0.00 ￦2,500 비타민

3/8 9:40 0.00 0.00 0.00 ￦2,500/다음기회에 계란

3/9 6:50 만취 만취 만취

개입

철회

단계

9

3/14 8:25 0.00 0.00 0.00

3/16 7:30 0.00 0.00 0.00

3/17 8:55 0.00 0.00 0.00

10

3/18 7:00 만취 만취 만취

3/21 10:00 0.00 0.00 0.00

3/23 6:30 0.00 0.00 0.00

11

3/27 10:00 0.26 0.24 0.25

3/29 7:30 0.25 0.23 0.24

3/30 11:00 0.00 0.00 0.00

12

4/2 8:00 0.00 0.00 0.00

4/6 8:50 0.00 0.00 0.00

4/7 9:30 0.26 0.25 0.26

13) 만취상태로서 측정협조가 안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2로 추산하여 그래프
를 작성함. 복지관 근처에 살고 있는 A클라이언트는 전화 후 만취상태에도 복지관 방문에 협조적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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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상품에는 그동안 혼자 외로웠는데, 라디오가 있어서 평화방송을 들으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

상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 다. 십만 원이 당첨되자 ‘선생님이 알코올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행운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매우 기뻐하고 ‘앞으로 술

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 다. 개입초기 음주가 반복된 시점은 설 연휴 즈음으로 시기적으

로 음주유혹이 높아지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이언트는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그래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 ‘술을 마셔서 미안하고 선물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며 음주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 다. 

클라이언트가 음주문제에 대하여 통찰력이 생기면서 연구자는 인근 병원에서 열리는 단주친목모임

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 다. 클라이언트는 인센티브 치료 개입 3주째부터 단주친목에 나가길 시작했

으며 병원 사회복지사와의 협조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목할 만한 것은 단주친목에 나가게 된 시점부터 약 3-4주간 단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

센티브 치료가 다른 심리사회적 접근과 함께 사용되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보고(Lincourt et al., 

2002; Preston et al., 2002)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센티브 치료는 단주친목참석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예상하도록 한다.

개입중반 클라이언트는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지내는 자신의 시간관리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연구

자는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 고, 수지침 같은 건강강좌수강이나 복지관내 작

업장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단주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개입철회단계에서는 다시 음주빈도

가 늘어났는데, 강화제 제공이 중단된 첫 주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2, 3, 4주에는 계속 음

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단주가 유지되지 못했다.

2) B사례 결과

 

B클라이언트는 복지관내 쉼터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측정이 훨씬 용이하 고, 24시간 음주여부를 

관찰하기도 쉬웠다. <그림 2>를 보면 기초선 단계에서는 6회중 2회(33%), 개입단계에서는 18회중 3회

(17%) 음주를 하 고, 개입철회단계에서는 한번도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 B 클라이언

트는 전반적으로 음주횟수가 많지 않았으며, 음주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도 A 클라이언트에 비해 낮

았다.

BAC 추신경계에 미치는 향
알코올

제거시간

0.03% 근육이완, 홍조, 기증, 보통 편안한 상태 2시간

0.05% 사고와 단, 억제력 상실 4시간

0.1% 억제능력 상실로 수의 인 행동이 에 띄게 서툴고 수다스러워짐 6시간

0.2% 발음이 분명치 않고 기분에 젖어있으며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주의집 이 어려우며 기억의 결함이 있음 8~9시간

0.3% 운동실조, 경련, 주의산만 10~12시간

0.4~0.5% 무의식, 혼수, 사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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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빈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선 기간 동안 전체 기초선 관찰 값의 개수 중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은 6일중 4일로서, 기초선 기간 중 바람직한 역에 드는 관찰 값의 비율은 4/6, 즉 0.66이었

다. 개입기간 중 총 관찰횟수는 역시 18회로 <단일사례 조사 설계 개입효과의 통계적 판정기준 수표>

에서 0.66과 18의 줄이 교차하는 난의 판단기준은 16이다. 즉 인센티브 치료 개입이 p<.05 유의수준에

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16일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되어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15일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날로 나타났다. 따라서 B사례에 실시된 인센티브 치료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4주간의 개입철회기간 동안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 하다. 이는 전체 조사기간 동안 최대 2주가 연속 단주 기간으로 

관찰되었는데, 개입철회단계에서는 4주 연속 음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쉼터 출입이 자유로워 원할 경우 술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반면, 음주여부의 관찰도 복지관 밖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림 2>  B사례 측정결과 그래

B클라이언트는 모두 22회의 추첨기회를 얻어, 다음기회에 6회, 이천오백 원 8회, 이만 원 7회, 십만 

원 1회 총 260,000원의 상품을 획득하 다<표 3>. 주로 선택한 항목은 전화카드, 커피믹스, 상품권이었

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쉼터에 거주하여 생필품은 모두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항목이 제

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카드는 가족과 연락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아하 다. 개

입단계 2주차와 7주차에 음주를 한 것은 ‘설 명절에 큰집에 가서 차례를 지냈고’, ‘노동일을 나가게 되

어 현장에서 술을 권했기 때문’으로 ‘한달 정도만 술을 입에 안대면 술 끊는 것은 자신이 있다’고 하

다. 실제로 개입철회기간에는 4주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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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사례 측정결과  상품내역

 단계 주 측정
날자

측정
시간
(pm)

측정치
평균값 추첨금액 지급상품

1회 2회

기초선

단계

1

2/2 7:30 0.00 0.00 0.00

2/5 9:00 만취 만취 만취

2/6 6;40 0.00 0.00 0.00

2

2/7 9:30 만취 만취 만취

2/9 9:00 0.00 0.00 0.00

2/11 8:00 0.00 0.00 0.00

개입

단계

3

2/13 6:00 0.00 0.00 0.00 ￦20,000 농협상품권

2/14 9:00 0.00 0.00 0.00 다음기회에/￦20,000 카세트(워크맨)

2/16 10:40 0.06 0.09 0.08

4

2/19 9:00 0.00 0.00 0.00 ￦2,500 전화카드

2/20 9:00 만취 만취 만취

2/24 9:30 0.00 0.00 0.00 다음기회에

5

2/25 7:25 0.00 0.00 0.00 ￦2,500/다음기회에 커피믹스

2/27 10:35 0.00 0.00 0.00 ￦2,500 적립15)

3/3 9:30 0.00 0.00 0.00 ￦20,000/다음기회에 농협상품권

6

3/7 7:30 0.00 0.00 0.00 ￦2,500 전화카드

3/9 7:15 0.00 0.00 0.00 ￦2,500/￦20,000 전화카드/농협상품권

3/10 7:40 0.00 0.00 0.00 ￦2,500 적립

7

3/16 9:00 0.00 0.00 0.00 ￦20,000/다음기회에 농협상품권

3/17 9:30 0.16 0.15 0.16

3/20 11:00 0.00 0.00 0.00 ￦20,000

8

3/21 9:05 0.00 0.00 0.00 ￦20,000/￦2,500 농협상품권/적립

3/23 10:00 0.00 0.00 0.00 ￦100,000 농협상품권

3/24 9:25 0.00 0.00 0.00 ￦2,500/다음기회에 전화카드

개입

철회

단계

9

3/26 9:00 0.00 0.00 0.00

3/28 9:30 0.00 0.00 0.00

3/30 10:00 0.00 0.00 0.00

10

4/2 7:00 0.00 0.00 0.00

4.3 10:00 0.00 0.00 0.00

4/6 9;00 0.00 0.00 0.00

11

4/11 8:00 0.00 0.00 0.00

4/12 9:00 0.00 0.00 0.00

4/16 7:00 0.00 0.00 0.00

12

4/18 5:30 0.00 0.00 0.00

4/20 9:00 0.00 0.00 0.00

4/22 8:35 0.00 0.00 0.00

  

15) B클라이언트는 2,500원 복권을 뽑으면 선택할 상품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적립하여 이만 원이 되면 
상품권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총 합계가 이만 원이 되지못하여 결국 전화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
를 통해 볼 때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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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3주차부터는 ‘일부러 술자리에도 안가고 안 좋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딸 생각하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술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라며 단주에 대한 동기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기 있는 사

람들은 마음 속 이야기를 못한다.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도움이 되고 술 끊을 결심을 하게 

된다’. 라고 하 다. 이 시점에서 클라이언트는 노동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일을 나가기 시작하여 우울하고 무기력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긍정적변화가 관찰되었다.

클라이언트는 또 ‘선물을 받으면 솔직히 인간이므로 기분이 좋다. 지난번에 십 만원 뽑은 사람이 있

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큰 것을 뽑았더니 박선생님(쉼터 사회복지사)이 나보다 더 좋아하셨다. 그

동안 큰 것 뽑아야 하는데 하며 걱정하셨는데...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며 상담하면 상품을 주느냐

고 묻는다...일 안나가고도 일당 벌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 치료가 직원에게도 상당

히 흥미로운 방식이며 쉼터 같은 단체 거주시설에서 다른 집단성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이 나타났다. 

클라이언트는 겨울이 지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며 ‘이번 계기에 (술을) 끊어

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계속 단주를 하기로 했다’ 며 우울한 기분으로 임했던 초기면접당시와 큰 

차이를 보 다. 연구자는 개입을 종결하면서 쉼터 사회복지사와의 계속적인 상담을 격려하 다. 

이상의 결과는 강화제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목표관련활동의 이행정도가 높게 이어진 페트리 외

(2001)의 연구와 같다. 그들은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일단 배우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지는 내적인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

명하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음주측정을 담당한 직원, 상담을 담당했던 연구자 모두 

인센티브 치료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유지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 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센티브 치료를 국내 지역사회기관에서 두 명의 알코올남용클라이언트에게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이를 위해 단일체계설계를 활용하여 총 12주의 기초선 

단계, 인센티브 치료 개입단계, 개입철회단계동안 표적행동으로 설정한 음주여부를 음주측정기로 측

정하 다. 연구결과 두 사례모두 인센티브 치료가 시작된 지 중반 무렵부터 단주가 발생, 유지되는 경

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A 사례의 경우 개입철회단계에 이르러 다시 음주를 시작한 반면, B 사례의 경

우는 개입단계중반 무렵 시작된 단주가 개입철회단계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었다. 통계적 유의미성도 

두 사례에서 상반되게 나타나 결론적으로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성은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기관에서 2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단일체계설계를 활용한 연구로서 연구결과

의 일반화가 어려운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두 조사대상자의 음주문제 정도, 단주에 대한 동

기정도,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의 정도, 주거지 등 완전히 동질성 있는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표

적행동으로 음주여부를 설정하여 무작위 측정을 시도하 지만 주3회 측정의 결과라는 점, 음주 후 일

정시간이 경과된 후에 측정했을 경우 음주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본 연

구가 기초적인 탐색연구로써 표적행동의 측정을 클라이언트 및 주변사람의 보고(report)가 아닌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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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지표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 점을 비롯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실

천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인센티브 치료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는 학문적 장을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실천함의로는 인센티브 치료가 알코올남용클라이언트의 동기증진에 분명히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인센티브 치료가 시행되면서 두 클라이언트 모두 단주에 대한 결심을 나타내었고, 연구자는 

면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단주결심이 자신에 대한 진실 된 통찰력(True insight)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글로우 외(1998)는 약물남용자에게 동기증진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치료적 

개입이 된다고 하 다. 인센티브 개입은 행동변화를 위한 동기를 증진시켜주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하므로, 어떤 환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단주를 성취할 충분한 개입일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 치료가 심리사회적 개입을 시작할 수 있는 창문(Window)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단기간의 단주는 약물의존에서 재활하기 위한 잠재적인 창문을 의미하여 다른 치료에게도 

향을 미치는 시작점이다(Gawin, Kleber, Byck, Rounsaville, Kosten, Jatlow and Morgan, 1989). 이 

연구에서도 인센티브 치료 실시 단계 중반부터 단주가 유지되면서 단주친목참석, 시간관리를 위한 활

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클라이언트의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페트리 외(2001)의 연구에서도 인센티브 치료를 받은 클라이언트가 가족상담, 직업상담과 같은 다

양한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치료 기간 중에 5명의 클라이언트가 취업이 되었고 4명이 다시 

학교공부를 시작하고, 병원진료를 다시 받게 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밸락과 개런(Bellack and Gearon, 

1998)은 인센티브 치료가 단기간에 단주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므로 심리사회적 접근방법과 

동시에 혹은 연결된 맥락에서 인센티브 치료가 정착되는 것이 단주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라고 하 다.   

셋째, 강화제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획득한 총 

인센티브 금액은 427,500원이며, 1인 평균 약 2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 

금액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금액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인센티브 치료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효과성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북미에서도 연구기금을 받는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용이슈 때문

이다. 

인센티브 치료의 실행가능성과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비용의 감소와 치료의 비용

효과성 제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치료비용 감소를 위해 강화제로 제공하는 상품을 기부 

받아 사용하는 방법과 강화제로 상품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부상품을 활용하는 것

은 비용감소접근이기보다는 비용전환접근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충분한 기부상품의 확보가능성 및 인

센티브 치료의 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야할 것이다(Bigelow et al., 1998). 본 연구처럼 지역사

회복지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제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 주 1회 반찬 배달서비스, 결연 후원금 지급, 치과 등의 의료서비스 등). 비용효

과성분석은 인센티브 치료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치료가 다른 

알코올 치료모델과 비용효과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현재 덜 효과적으로 알려진 치료모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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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된다면 인센티브 치료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넷째, 인센티브 치료의 실행 시 직원교육과 협조가 중요함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

기 전에 조사대상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 쉼터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치료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고, 개입기간중과 종결 후 1회씩 평가회의를 가졌다. 처음에 기

관 직원들은 치료방식에 대해 매우 낯설어하 으나 치료절차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흥미를 가졌고, 클

라이언트가 ‘다음기회에’를 뽑으면 함께 아쉬워하고 ‘고액권’을 뽑으면 함께 기뻐하는 등 클라이언트와

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 다. 특히, 24시간 주야근무를 담당하는 쉼터 사회복지사의 협조로 

음주측정이 야간에도 가능해짐으로써 측정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므로 측정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인센티브 치료의 잠재적인 이점은 상당하지만 아직까지 인센티브 치료를 실시했을 때의 많은 이슈

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센티브 치료의 발달과 적용은 철저하고 주의 깊은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발달되어야 한다. 인센티브 치료 절차가 구체적이고 자

세하며 매우 양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효과성 및 효율성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Silverman et al., 

1996). 연구자들은 인센티브 치료의 적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후연구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우선 본 연구의 두 사례가 비록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인센티브 치료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있으며, 치료가 중단되면 효과성도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았

다(Epstein, Hawkins, Covi and Umbricht, 2003). 이러한 비판은 인센티브 치료연구가 주로 단일체계

설계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에서 나왔다. 단일체계설계는 강력하고 치료효과성에 대한 견고

한 증거를 제공하지만 인센티브 치료가 일시적인 효과라는 인식을 가져온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치료의 장기효과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장기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절차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사실 알코올남용이 만성 질환이라는 보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알코올남용의 경우에는 단기치료를 

통해 장기효과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바램이 널리 퍼져있다. 약물치료나 다른 심리사회적 치료접근도 

임상효과성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roject MATCH Research 

Group, 1997; Ouimette et al., 1997). 모든 치료모델의 장기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인센

티브 치료의 경우 강화제의 성질과 크기, 강화되는 특정의 표적행동, 표적행동의 사정 및 측정방법, 

강화스케줄 등이 연구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치료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더 적용가능성이 높은 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도 두 클라이언트에 실시한 인센티브 치료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외부적 사건의 향을 차단하지 못하는 단일체계설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알코올남용 클라이언트의 음주문제 정도, 클라이언트의 성격, 동기정도, 이중진

단유무, 가족적․사회적 자원 유무, 주거지, 병원 및 지역사회 등 개입기관의 유형 등등 여러 특성을 

지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단일체계설계이외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한 인센티브 치료의 효과성 

평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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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Incentive-Therapy 
to Alcohol Abuser Using Single System Design 

Jang, Soo-Mi
(Ewha Womans University)

Sim, Jung-Won
(Lifeline Community Welfare Center)

Incentive-Therapy approach on substance abuser has a solid theoretical base in 

Behavior Psychology and shows the effectiveness empirically in US.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ncentive-Therapy 

on two alcohol abusers using ABA Single System Design in a community welfare 

agency, Korea. It proceeded for 12 week-baseline stage, 6-week intervention stage 

and 4-week postintervention stage through scanning whether alcohol abuser 

drinks or not by the alcohol analyzer as a target behavior. As a results, this study 

showed that two abusers' drinking were decreased in the middle of intervention 

stage in incentive-therapy but they showed differently in the postintervention 

stage : One sustained his abstinence and the other recurred to drink. 

Thus, we concluded Incentive-Therapy had better adaptability in community 

welfare agency in that alcohol abusers were driven to motivate for abstinence and 

then had an opportunity for psycho-social counseling and social welfare 

intervention consistently. 

Key words: Incentive-Therapy, Alcohol Abuser, Single System Design,        

Community Welfare Agency,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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