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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며, 대상자는 2개의 도시에 소재한 5개 병원에 알코올의존으
로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알코올의존자 209명이었다. 측정은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포함
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알코올의존자의 변
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은 감사성향, 전문가 지지 및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었고, 이들 변인은 변화동기를 
22.7% 설명하였다. 변화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이었고 다음은 전문가 지지였다. 결론적으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성향과 전문가 지지와 같은 강점과 자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 with an 
alcohol dependence. The participants were 209 peoples with alcohol depende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ocio-demographics, alcohol drinking-related factors, 
and psychosocial-spiritual factors.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9.0 program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s with alcohol dependence were gratitude, professional support, and age at first 
admission. These alcohol drinking-related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explained 22.7% of the variance in 
peoples with an alcohol depend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tivation to change in people with an alcohol 
dependents can be changed positively by increasing gratitude and  professional support.

Key Words : Motivation, Self-esteem, Gratitude, Support, Spirituality 

본 논문은 2013년도 대구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Geum-Yi Jo(Taegu science Univ.) 
Tel: +82-10-9872-1775  email: gyjo@tsu.ac.kr
Received October 10, 2013     Revised October 29,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문화에서 술은 어떤 물질로써의 개념보다는 음식
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음주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음주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1]. 18～64세 인구에 있어서 주요정신질환
의 평생 유병률은 30.0%이며, 이 중 알코올의존 및 남용

의 평생 유병률은 16.2%에 이르러[2],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평생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알코올의존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되며, 동일한 
경과나 양상을 밟지 않고, 한 가지 뚜렷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알코올의존자와 그 가족 모두가 
치료와 예후에 불신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
다[3]. 일반적으로 알코올의존자는 자신의 음주문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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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치료에 순응하지 못하고, 회복의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등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다[4]. 변화동기는 개
인이 변화해야 할 이유와 변화하고자 하는 열의 등을 의
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의존자에 있어서 알코올 사용을 
줄이려는 결정을 하거나, 치료 시작을 결정을 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5]. 대부분 알코올중독자의 지나
친 음주는 개인의 지식부족보다 단주하고자 하는 변화동
기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동기를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6],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의 치
료 참여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개입을 도울 수 있다[7].

최근 인간의 강점과 덕목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이 발
달되면서 알코올의존자의 한계점보다는 긍정적 측면개발
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에 보다 쉽
게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다[1]. 알코올의존자에 대한 강
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시각의 변화는 이들에 대한 개
입의 초점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로 이동시킴으로써 알코올의
존자의 현존하는 잠재적 능력과 자원을 규명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개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8].

지금까지 수행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입원 중인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변화동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4], 알코올의
존자의 변화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9], 알
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1],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10] 등이 있으나, 알코올의존자의 강점 파악과 자원 규
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코올의존자의 강점
과 자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을 심
리적, 사회적, 가족적, 영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과정[11]으로 보고, 알코올의존자의 변화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규명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혹은 회
복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로 두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개인 내적 특성[1]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알코올의
존자의 경우 알코올의존 이전에 자기존중감이 낮으면 재
발 위험성이 높고[12], 일반인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낮
으며[13],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알코올의존이 감소되었다
는 연구결과[14]가 있다. 감사성향은 ‘고맙게 여기는 마
음’으로 자신이 받은 혜택이 다른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
하는 긍정적 정서이며[15], 이 정서는 기쁨, 행복, 만족 등
의 긍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신체적 및 
지적 자원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16]. 일반적으로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낙담, 절망감, 무가치
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적으며, 긍정적 결과에 대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자
아존중감과 감사성향은 인간의 개인 내적 심리적 특성으
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인간의 변화에 힘과 자원이 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알코올의존자가 사회적 지지
를 많이 지각할수록 재발이 감소되고[3], 배우자, 자녀, 
부모, 이성 친구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변화동기와 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17]를 감안한다면, 가족, 친구, 전
문가 등의 지지가 알코올의존자의 사회적 자원으로 변화
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영성은 중독의 원인이나 중독 치료와 재활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18],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정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19]. 영성은 알코올의존자의 회복능력과 
관련된 요인인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1], 중
독에 대한 인식 증가와 변화행동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행
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감사성향,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영적 요인으로 영성을 포함시키
고,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동거여부 
및 월소득, 음주관련특성으로 최초 입원시기 연령, 입원
횟수, 단주기간, 가족 중 알코올문제 여부 및 입원유형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
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알코
올의존자의 강점 파악과 자원 규명에 초점을 둔 본 연구
의 결과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에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알코올의존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에 따
른 변화동기 정도는 어떠한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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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광역도시와 1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5개의 정신병원에 알코올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알코올의존자 209명이다. 대상자 수를 결정하
기 위해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5, 예측요인 17개일 때 적절
한 피험자 수는 208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
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220을 최종 목
표 인원으로 하여, 대상자 220명을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
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
외한 209명(95%)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에 앞서 알코올의존자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
로 알코올의존자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 예비조사 결과, 질문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수정사항, 추가설명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
방적인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
려를 위해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하였으며, 대상자
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
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였
고,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
었다.

2.4 연구 도구

2.4.1 변화동기

변화동기는 Miller와 Tonigan[21]이 문제 음주자의 변
화동기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변화동기척도(stage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를 Chun[9]이 우리나라의 치료환경에 적합
하게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9문항으로 인식(recognition), 실천(taking 
steps), 양가성(ambivalence)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ang[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었다.  

2.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
도(self-esteem sale)를 Park[23]이 번안·수정한 도구로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
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이었다.  

2.4.3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Watkins 등(1998)이 개발하고 Thomas와 
Watkins[24]이 개정한 감사측정도구(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test; short form GRAT)를 Kim[25]이 번
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풍부한 감각, 사소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감
사의 세 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6점에서 144
점의 9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Thomas와 Watkins[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
이었다.  

2.4.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26]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를 Na(1998)가 번
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가족지지, 친구지지 및 전문가 지지의 3개
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2점에서 최고 60
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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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Categories    n(%)
Motivation 
to change

  t or 

F
    p

(M±SD)

Gender Male 201(96.2%) 64.02±11.56  .965 .336

Female  8( 3.8%) 68.00± 6.72

Age Below 40 13( 6.2%) 68.69± 7.29 2.001 .115

Over 40～
Below 50 68(32.5%) 65.68±12.36

Over 50～
Below 60 88(42.2%) 63.66±10.31

Over 60 40(19.1%) 61.30±12.67

Occupation Have 103(49.3%) 64.36±11.55  .227 .821

   Haven't 106(50.7%) 64.00±11.36

Marital status Single 53(25.4%) 64.72±12.34  .152 .859

Married 56(26.8%) 64.46±11.42

Others 100(47.8%) 63.73±11.02

Monthly

  income

 (10,000 won)

Below 100
a 116(55.5%) 62.71±10.26 2.462 .047

Over 100～
Below 200b 32(15.3%) 65.59±13.59 e>a

Over 100～
Below 150c 22(10.5%) 67.23± 9.74

Over 150～
Below 200d 13( 6.2%) 67.92± 9.90

Over 250
e 26(12.5%) 68.54±13.99

Age at first 

 admission

  (year)

Below 30a 11( 5.3%) 69.09±12.22 2.823 .026

Over 30～
Below 40b 50(23.9%) 66.38±11.80 e>a

Over 40～
Below 50c 78(37.3%) 63.99±11.12

Over 50～
Below 60

d 41(19.6%) 64.49± 8.89

Over 60e 29(13.9%) 58.59±12.93

Frequency of 

 admission

  (frequency)

1～2 87(41.6%) 63.28±11.93  .592 .555

3～5 56(26.8%) 64.25±10.69

Over 6 66(31.6%) 65.30±11.42

Duration after

 quitting drinking  

   (month)

Below 1 56(26.8%) 61.80±10.92

Over 1～
Below 6 81(38.8%) 64.67±11.03 1.763 .175

Over 6 72(34.4%) 65.47±12.11

Problem drinker

in the family
Have 79(37.8%) 65.81±10.08 1.621 .107

Haven't 130(62.2%) 63.18±12.10

Type of 

  admission

Voluntary 
admission 97(46.4%) 64.87±11.73  .843 .405

Involuntary 
admission 112(53.6%) 63.56±11.18

 †Scheffé test. 

[Table 1] Differences in Motivation to Chang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and Alcohol Drinking- 

Related Factors for Subjects          (N=209)  

Shin과 Lee[2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회적 지지가 
Cronbach's α=.86, 가족, 동료 및 전문가 지지가 각각 
Cronbach's α=.82, 86, 73이었다.  

  

2.4.5 영성

영성은 Howden[28]이 개발한 영성척도(spirituality 
assessment scale; SAS)를 Oh, Chun과 So[29]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8점에서 최고 168점으로 6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Chun과 So[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이었
다.

2.4.6 개인 및 음주 관련 특성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동거여부, 
월 소득 등과 음주관련특성으로 최초 입원시기 연령, 입
원횟수, 단주기간, 가족 중 알코올문제 여부, 입원유형 등
을 측정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 19.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변화동기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
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치료자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화동기 설명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이에 따른 

변화동기 정도

대상자의 개인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자가 201명(96.2%), 여자가 8명(3.8%)이었으며,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88명(42.2%)으로 가장 많았
고,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68명(32.5%), 60세 이상
이 40명(19.1%), 40세 미만이 13명(6.2%%) 순이었다. 직
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06명(50.7%)이었고, 가진 사람
이 103명(49.3%)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이혼, 사별 등이 
100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56명(26.8%), 미
혼이 53명(25.4%) 순이었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1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이 32명(15.3%), 250만원 이상이 26명(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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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M±SD Min. Max.

 Motivation to change 64.18±11.43 31  90

 Self-esteem 32.07± 6.12 18  49

 Gratitude 92.58±16.06 54 140

 Social support 39.36± 7.95 19  60

   Family support 13.12± 3.70  4  20

   Peer support 12.23± 3.72  4  20

   Professional support 14.01± 3.08  4  20

 Spirituality 98.60±23.17 28 164

 Min.=Minimum; Max.=Maximum.

[Table 2] Level of Motivation to Change and Psychosocial 

-Spiritual Factors of Subjects         (N=209)

 Variables

 

Motivation 

to change

Self

-esteem

Gratitu

de

Family

 support  

Peer

 support  

Profess

ional

support  

Spiritu

ality

r 

(p)

r 

(p)

r 

(p)

r 

(p)

r 

(p)

r 

(p)

r 

(p)

 

Motivation 

 to change

  1.00

 Self

-esteem

.098 

(<.160)
  1.00

 Gratitude
.399 

(<.001) 

 .354 

(<.001)
  1.00

 Family 

support  

.216 

(.002)

.396 

(<.001)

.319 

(<.001)
 1.00

 Peer 

support  

.094 

(.177)

.379 

(<.001)

.169 

(.014)

.671

(<.001)
 1.00

Professional 

support  

.315 

(<.001)

.104 

(.132)

.255 

(<.001)

.212

(.002)

.129

(.062)
 1.00

Spirituality
 .258 

(<.001)

 .541 

(<.001)

 .522 

(<.001)

.284

(<.001)

.228

(<.001)

.260

(<.001)
  1.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Motivation to Change and  

Psychosocial-Spiritual Factors of Subjects   

(N=209)

15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 22명(10.3%), 2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이 13명(6.2%) 순이었다.  

음주관련 특성에서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40세 이상
에서 50세 미만이 7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
상에서 40세 미만이 50명(23.9%), 50세 이상에서 60세 미
만이 41명(19.6%), 60세 이상이 29명(13.9%), 30세 미만
이 11명(5.3%) 순이었다. 입원횟수가 1～2회는 87명
(41.6%)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은 66명(31.6%), 3～5
회는 56명(26.8%) 순이었다. 단주기간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81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은 72명(34.4%), 1개월 미만은 56명(26.8%) 순이었다. 가
족 중 알코올문제가 없는 경우는 130명(62.2%), 있는 경
우가 79명(37.8%)이었으며, 자의입원이 130명(62.2%), 타
의입원이 112명(53.6%)이었다. 

대상자의 개인․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변화동기 정도
는 월소득과 최초 입원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변화동기는 월소득이 가장 높은 군이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높았고(F=2.46, p=.047), 첫 입원시기 연령은 30세 
미만인 군이 60세 이상 군에 비해 높았다(F=2.82, 
p=.026). 
         

3.2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

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 정도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동
기 정도는 평균 64.18±11.43점(최소 31점, 최대 90점)으
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9점∼95점에서 중간보다 높았
고,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2.07±6.12점(최소 18점, 최
대 49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0점∼50점에서 중간
보다 높았다. 감사성향 정도는 평균 92.58±16.06점(최소 
54점, 최대 14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6∼144점에
서 중간보다 높았고,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9.36±7.95점(최소 19점, 최대 6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

위인 12∼60점에서 중간보다 높았으며, 하부요인 중 전
문가 지지가 평균 14.01±3.0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 
지지가 평균 13.12±3.10점, 동료 지지가 평균 12.23±3.7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영성 정도는 평균 98.60±23.17점(최
소 28점, 최대 164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28∼168점
에서 중간보다 높았다.    

3.3 대상자의 변화동기와 자아존중감, 감사성

향,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전문가 지

지) 및 영성 간의 관계

대상자의 변화동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r=.098, p<.160), 
감사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399, p<.001).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
으나(r=.216, p=.002), 친구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r=.094, p=.177), 치료자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r=.315, p<.001), 영성과 유의한 순상관관
계가 있었다(r=.258, p<.001),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사회
적 지지 즉, 가족, 친구, 치료자 지지 및 영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감사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
가 있었다(r=.345, p<.001).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
계가 있었고(r=.396, p<.001), 친구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으나(r=.379, p<.001), 치료자 지지와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r=.104, p=.132), 영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541, p<.001). 감사성향은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r=.319, p<.001), 친
구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69, 
p=.014), 치료자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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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5, p<.001), 영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r=.522, p<.001). 영성은 가족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
가 있었고(r=.284, p<.001), 친구 지지와 유의한 순상관관
계가 있었으며(r=.228, p<.001), 치료자 지지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r=.260, p<.001). 

3.4 대상자의 변화동기 설명 변인

대상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알코올관련 특성 중 변화동기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월소득과 최초 입원시기 연령을 예측변인
으로 투입하였다.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 중 감사성향, 가족 지지, 전문
가 지지 및 영성이 변화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어서(r=.216∼.399, p=.002∼p<.001), 예측변인
으로서의 투입조건이 되었다. 이들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는 .01～.67로 .80 이상인 변인이 없어 예측변인 간
에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
과 공차한계가 .728～.994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
산 팽창요인도 1.006～1.374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잔차 분석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
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813으로 오차항 간의 체
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 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음주관련 특성 중 월소득과 최초 입원시기 연령, 심리사
회적, 영적 변인 중 감사성향, 가족 지지, 전문가 지지 및 
영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알코올의존자의 변화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감사성향, 전문가 지지 및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었다. 이들 변인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22.7% 설명하였으며, 이 중 변화동기를 설명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감사성향이었다(Table 4).  

[Table 4] Predictors of Motivation to Change of Subjects  

(N=209)  

 Predictors B S.D.  β    t p

 Gratitude .233 .045  .328 5.15 <.001

 Professional  support .872 .236  .235 3.69 <.001

 Age at first admission†d4 -2.753 1.222 -.139 2.25 .025

                                    Adj. R2=22.70, F =20.06, p<.001 
  

 †Dummy variables(below 30=0, Over 60=d4)

4. 논 의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개인․알코올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 중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 변인을 파악하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 방
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변화동기 수준은 평균 
64.18±11.4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50% 이상이 자의입원을 
하여 입원치료 중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수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입원한 알코올의존자 중 스스로 
치료를 받으러 온 집단에서 변화동기 수준이 높다고 한 
Diclement et al[30]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서울, 경
기지역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Woo[9]의 연구
결과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정도가 72.25±10.07
점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추후 연구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일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2.01±6.1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1]에서도 알코올의존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33.2±7.10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코올의존자의 자아존중감은 동기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며[1],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14],[23],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변화동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연
구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반복되는 중독 과정
을 거치면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
어 자신을 묘사하는데 부정적인 특성을 더 잘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알코올의존자의 자아존중감과 
변화동기 간의 관련성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영성 정도는 평균 98.60±23.17점으로 중간보
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성이 입원 상황에
서 치료자와의 관계성과 음주문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20]의 
연구에서 112.85±23.84점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
이어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
악한 결과, 주요 설명변인은 감사성향, 전문가 지지 및 최
초 입원시기 연령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변화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22.7%이었다. 이 중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이었고, 감사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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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알코올의존자가 변화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지금까지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로 측
정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비교분석 할 수 없었다. 그
러나 공감적 정서의 하나인 감사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
으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받는 수혜자라고 
강하게 인식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31], 알코올의
존자에 있어서도 주변 의미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경
험이 알코올 사용을 줄이려는 결정이나, 치료 시작을 결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후연
구에서 알코올의존자의 의미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감사의 정서적 반응을 매개로 하
여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
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가 개인
의 심리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32], 알코올
의존자의 감사성향 증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위해 책
임 있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알코올의존을 극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에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전문가 지지였는데,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알코올의존자들이 변화동기가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알코올의존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변
화동기는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0]와 
사회적 지지와 변화동기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의존자가 지각한 가족 지지는 변화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인 지지체계인 가족 지지가 치료의 중요한 변인이
며, 알코올중독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하는데 주요 영향요
인이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3]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대상자 표집과 관련된 것인지 추
후 대상지역 확대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 중 치료자 지지가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치료를 위
해 입원 중인 대상자로 구성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
으므로, 추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에 거주하고 있는 알코올의존자를 포함하여, 가족, 동료 
및 전문가 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최초 입
원시기 연령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낮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0세 미만
인 군이 60세 이상 군에 비해 변화동기가 유의하게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와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높을수록 병

식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4]와도 일맥상통하는 부
분이 있으나, 최초 입원시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화동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0]와는 상반
된다. 이러한 상반한 결과는 최초 입원시기 연령과 변화
동기 간에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는 알
코올관련 특성 중 최초 입원시기 연령과 심리사회적, 영
적 변인 중 감사성향과 전문가 지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감사성향은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
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해 알코올의존자의 감사성
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이와 
더불어 전문가 지지를 높여 변화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
도력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
기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시에 이들의 최초 입원시기 연
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
는 강점과 자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영적 변
인을 함께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
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연구결
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추후연구에서는 보
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영적 변인을 포함해서 알코올의존
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해 볼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음주관련 특성과 심리사회적 및 영적 변인을 포함
하여, 변화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
이었으며,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았다. 다음
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전문가 지지였으며, 전문가 
지지가 높을수록 변화동기가 높았다. 따라서 알코올의존
자의 변화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성향 증진과 전
문가 지지를 높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알코올의존자 스
스로 변화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실무적 차원의 의의는 임상현장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감사



알코올의존자의 변화동기 설명 요인

5769

성향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정
책적 차원의 의의는 물질관련 중독의 하나인 알콜의존자
의 회복을 위한 변화동기와의 관계를 밝힌 양적 연구라
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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