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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입원한 알콜의존환자가 지각하는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
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J시 소재 2개 정신전문병원과 S시
에 소재한 1개 정신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151명의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였다.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상관
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알코올의존 환자의 신체상과 정서표현 신념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신체상
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표현신념과 의사소통능력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 학력, 정서표현신념이었고 총 설명력은 24.9%였다. 따라서 알코올의존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도록하며 정서표현신념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알코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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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lcoholcs’ body image ,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lated factors. Alcoholcs’ body image,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competence level scales were used as the measurement tools with a sample 
of 151 students from 2 hospitals in J-city and S-cit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1.0 ver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lcoholcs’ body-im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elief emotion expression bu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Belief emotion ex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dy-image, education degree, and belief 
emotion expression explained 24.9 % of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of alcoh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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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은 인체 각종 장기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로 사람에게 다양한 위험을 증가시키며[1],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알콜 사
용장애의 유병률과 그 사회경제적 비용이 타 선진국에 
비하여 높다[2]. 알코올 의존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재발이 잘 되고, 오랜 기간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우
리사회의 가장 흔한 중독중 하나이며[3],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에서 물질 관련 중독 장애 
분류의 하나로 알코올 사용 장애이다[4]. 알콜 의존환자
들은 습관적인 음주행위와 음주에 대한 조절능력상실로 
술을 마시는 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알지만 멈출수
가 없다[5]. 또한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언어로 
표현하는데 제한을 가지며 강한 부정적 정서와 감정조절
의 실패와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을 초래한다[6,7].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요건이
며[8],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경우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긴장감, 두려움, 대인불안, 마시는 음주량이 증가한다
[9,10]. 알코올 의존환자가 정신전문병원에서 퇴원 후 사
회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이며, 
상황에 부적절한 대화는 자칫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
게 된다[12]. 그러므로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변
수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상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보
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지를 반영하는 다차원적
인 구성 개념이며[13], 타인에게 보여 지는 몸에 대한 주
관적 인식과 느낌이다[14]. 신체상의 변형은 환자의 자기 
개념 및 자기 인식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자존
감의 저하, 대인관계에서의 주도성 및 질 저하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치료 순응도 및 예후 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15]. 신체상은 자기개념의 일부로서 전체적인 자아평
가에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신체상이 자존감, 우울, 자살생각, 삶의질 과 관련된 연구
등[16-22]이 주로 이루어졌고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서표현신념(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은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

을 때 겪었던 부정적인 반응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서표
현을 하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고에
서 비롯되었다[26], 정서 표현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
람은 자신의 정서를 망설임 없이 드러내지만, 정서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정서표현을 억제·회피
하거나 표현하고도 후회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므로
[27], 알코올 의존 환자의 정서표현신념이 정서관련 행동
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대인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코올 의존 환자는 비알콜의존자보다 감정표현 
불능이 높았다는 연구[28] 이외에는 알콜의존자를 대상
으로 정서표현신념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알코올 의존환자들은 습관적으로 정서 표현을 억제하
며,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이나 느낌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고의로 속이면서[18],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해왔다. 
알콩 의존 환자들에게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
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알코올의
존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알코올의존환자를 대
상으로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성
을 파악하고,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한 알코올의존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의존 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신념 및 의
사소통 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알코올의존 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신념 및 의
사소통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알코올의존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 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신념 

및 의사소통 능력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의사소
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의존 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신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291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S시와 J시에 소재한 정신전문병원에 

DSM-5[2] 진단기준에 의해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총 3개 병원의 알콜 의
존환자 151명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자수는 G pow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중
간효과 크기인 effeict size .15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5개, 검정력 .95 으로 설정하여 대상자수를 산
출한 결과 138명 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9부
를 제외한 151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
자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신체상
Cash(1990)[19]의 다면적 신체-자기관계질문지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hip 
Questionaire)을 근간으로 Lee[20]과 Kim[21]의 연구
를 토대로 Shin[22]가 수정 보완한 신체상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외모평가 및 지향
성, 체중 평가 및 지향성, 건강평가, 질병평가, 신체부분 
만족도의 다섯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외모평가 및 지향성.88, 체중 평가 및 지향성 .80, 건
강평가 .82, 질병평가 .73, 신체부분 만족도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전체의 Cronbach’s α는 .89였으며, 
외모평가 및 지향성.86, 체중 평가 및 지향성 .72, 건강평
가 .81, 질병평가 .71, 신체부분 만족도 .90 이었다.

2.3.2 정서표현신념
Choi 와 Min[16]이 개발한 ‘정서표현 신념척도’를 

Choi[17] 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4문항을 제거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의 기능이나 결과에 대한 부정
적 신념을 측정하며, 자기보호, 친사회성, 유용성, 관습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구-관습적 신념과 정서
-관계적 신념의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이며, 각 문항 당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17] 의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는 .86 이었
으며, 도구-관습적 신념요인은 .81, 관계-정서적 신념은 .82 
였고 본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α .809, 도구-관습

적 신념요인은 .728, 관계-정서적 신념요인은 .63이었다.

2.3.3 의사소통 능력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An과 Hur[23]

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 도구를 Bae[24]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1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Bae[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으로 경상남도 S 소재 2
개와 J시소재의 정신전문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전문의
인 병원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병원장이 허락한 
병원에 한하여, 연구자가 간호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
해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정신과 전문의
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알콜 관련 장애로 입원한 환자이며, 
20세 이상이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 
설문지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였으며,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한 알콜 의존 환자 중 환청이나 망상의 정
도가 심한 대상자, 성격장애 대상자, 인지장애가 있는 대
상자, 기타 정신과 전문의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대상자
는 제외하였으며, 연구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 
중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적합한 폐쇄병동에 입원한 알콜의존 대상
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목
적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 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도
중에 불편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책임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에 잠근 상태로 보관하였다. 연구대
상자에게 설문내용이 설문 응답시간은 20∼25분 정도 소
요되었으며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70가 수거되
었고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자료처리의 부적절한 설
문지 19부를 제외한 151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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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
소통 능력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
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증
은 Scheffe로 확인하였다.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
통 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
하였으며,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이 의사소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알콜 의

존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66.7%로 많았으며, 나이는 
50~59세가 45.6%로 가장 많았고, 40~49세 31.0%, 
30~39세 15.7%, 20~29세 7.7%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47.2%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없는 경우가 83.4%
를 차지하였다. 경제상태는 50.8%가 중간정도였고, 교육
정도는 58.5%가 고졸이었다. 유병기간은 5년 미만이 
44.4%, 5~15년 36.4%, 16년 이상이 19.2% 순이었고 종
교는 없는 경우가 54.8%, 있는 경우가 45.2%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99
52

65.7
34.3

Age(yr)

20~29
30~39
40~49
50~59

12
24
47
68

7.7
15.7
31.0
45.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

71
44
36

47.2
29.3
23.5

Job Yes
No

24
127

15.7
84.3

Economic status
Upper
Middle
Low

15
77
59

9.7
50.8
39.5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High
College〈

32
88
31

21.2
58.3
20.5

Duration of alcoholics (yr)
<5years
5~15y
≥16

67
55
29

44.4
36.4
19.2

Religion Yes
No

68
83

45.2
54.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1)

3.2 대상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신념 및 의사소통능력
대상자가 지각한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 능

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신체상은 5점 만
점에 2.97±.56점, 정서표현신념은 5점 만점에 평균 
3.05±.60점, 의사소통기술은 3.20±.49점 이었다.

Variables Range M±SD Min Max

Body image 1 ~5 2.97±.56 1.28 4.76

Belief emotion expression 1 ~5 3.05±.60 1.18 4.45

Communication competence 1 ~5 3.20±.49 2.00 4.80

Table 2. Mean Scores for body image,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competence 

  (N=15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정서표현
    신념, 의사소통 능력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분석은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은 종교(t=3.75. p<.001)에 
따른 차이만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신념은 
유병기간,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2.94. p<.05). 
알콜의존 유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5년 이상인 경우
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 정서표현신념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교육정도(F=5.29, p=.006), 
유병기간(F=3.80. p=.024), 종교(t=2.69. p=<.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고졸과 대졸이상이 중졸보
다, 유병기간이 5년 미만이나 15년 이상인 경우가 5~15
년 사이인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Table 3 참고). 

3.4 대상자의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알콜 의존환
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의사소통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콜 의존환자
의 신체상은 정서표현신념과 부적 상관관계(r=-.142, 
p<.05), 의사소통능력과는 정적상관관계 (r=.453, p<.01)
를 나타내었다. 알콜 의존 환자의 정서표현 신념은 의사
소통능력과 부적상관관계(r=-.221, p<.01)가 있었다.

3.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알콜 의존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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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body image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competenc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2.95±.53
3.01±.50

-.60
(.549)

3.04±.57
3.07±.64

-.38
(.704)

3.18±.46
3.23±.53

-.697
(.487)

Age(yr)

20~29
30~39
40~49
50~59

2.90±.65
3.15±.53
2.92±.58
3.00±.54

1.630
(.183)

3.27±.69
3.02±.61
2.96±.53
3.10±.61

1.74
(.159)

3.12±.56
3.15±.41
3.18±.46
3.24±.52

.648
(.585)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

2.98±.60
2.95±.56
3.00±.56

.06
(.940)

2.98±.55
3.05±.63
3.20±.62

2.44
(.089)

3.16±.50
3.28±.48
3.19±.49

1.288
(.278)

Job Yes
No

3.00±.53
2.96±.56

.29
(.768)

3.06±.61
3.05±.59

.10
(.918)

3.32±.54
3.18±.47

1.720
(.087)

Economic status
Upper
Middle
Low

2.92±.56
2.98±.56
3.11±.56

1.14
(.319)

3.04±.61
3.06±.56
3.04±.74

.03
(.962)

3.14 ±.53
3.22±. 44
3.34±.52

1.923
(.148)

Educational degree
<Middlea

Highb

Collegec〈

3.01±.56
2.91±.56
3.10±.54

2.34
(.098)

3.03±.59
3.09±.55
2.98±.72

.64
(.525)

3.06±.55
3.20±.43
3.36±.52

5.295
(.006)
a<b,c

Duration of Alcoholics
 (yr)

<5yearsa

5~15yb

≥16c

2.97±.55
2.92±.55
3.07±.60

1.09
(.337)

3.15±.57
3.02±.56
2.89±.68

3.44
(.034)
a>b,c

3.24±.44
3.10±.46
3.32±.58

3.804
(.024)
b<a,c

Religion Yes
No

3.11±.54
2.85±.54

3.75
(<.001)

2.93±.62
3.15±.55

-2.940
(.004)

3.29±.49
3.13±.47

2.690
(.008)

Table 3. Differences in body image ,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competence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1)

Variables
Body image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

on 
competence

r  (p) r  (p) r  (p)

Body image 1

Belief emotion expression -.14(<.05) 1

Communication competence .45.(<.01) -.22(<01) 1

Table 4. Correlations of body image, belief emotion 
expression, communication competence 

   (N=151)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2.368 .273 6.02 .000
Body image .360 .050 .41 7.25 .0001.071

Education degree .132 .042 .17 3.17 .0021.010
Belief emotion expression -.128 .046 -.15-2.76 .0061.063

R2=.264, Ajd R2= .249, F=17.34,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N=151)

인은 Table 3과 같다. 알콜 의존 환자의 의사소통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7.3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4.9%였으며 주된 영향요인은 신체상, 교육정도, 정서표
현신념 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치료기간, 종교는 유의하
지 않아 제외되었다.

본 모형은 각 변수들의 잔차 분석을 위한 Durbin 
Watson값이 1.775로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분산팽창지수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모
두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알콜 의존 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신념의 

정도와 각 변수간 관련성 및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신체상은 5점 만점에 2.97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59.4점으로 매우 불만족한 수준이
었다. 이는 알콜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는 어려웠지만, 퇴원후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
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66.93점[25]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써 알콜 의존 대상자들의 신체상이 매우 부정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정서표현신념은 5점 만점에 평
균 3.08점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알콜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웠으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6점[2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알콜 의존 환자의 정서
표현 신념이 높다는 것은 감정을 표현해서 부정적인 기
대와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16] 
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기술은 5점 만점에 3.31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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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6.2점이며 이는 간호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74.5점[27]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은 종교에 따른 차이만 있
었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 신체상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신념은 유병기간, 종교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알콜 의존 유병기간이 5년 미만
인 경우에 5년 이상인 경우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 정서 
표현신념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교육정도, 유병기간,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
석결과 고졸과 대졸이상이 중졸보다, 유병기간이 5년미
만 또는 15년 이상인 경우가 5~15년 사이인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
았다. 종교는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 능력에 모
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알콜 의존 환자에게 종
교를 갖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리라 본다.

알콜 의존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 의사소통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콜 의존환자의 신체상은 정서표현신념과 부적 상관관
계, 의사소통능력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알
콜 의존 환자들이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긍정적 
정서표현신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는 다르지
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상이 긍정적일수
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었다는 연구결과[29] 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알콜 의존 환자의 정서표현 신념
은 의사소통능력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알콜 의
존 환자들이 정서표현 신념이 부정적이면 의사소통능력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콜의존 환자들이 자신
의 정서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
로 사고하여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입원한 알콜 의존자의 경우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표현신념
을 갖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알콜 의존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의 주된 영향요인은 
신체상, 교육정도, 정서표현신념이었다. 신체상이 의사소
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었다는 것은 대상자
는 달랐지만,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과 자아정체감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쳤다는 [30]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입원한 알콜의존 
환자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알콜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알콜 의존 환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상을 긍정
적으로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
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는데, 특히 중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는 대상자가 고졸이상의 학력이 있는 
대상자들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낮았다. 그러므로 중졸이
하의 알콜 의존 대상자들을 위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핖요가 있다. 또한 중졸 
이하의 입원한 알콜의존 환자들을 위한 알콜 회복 프로
그램 개발시 학력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정서표현신념이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
데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이 더 원
활한 것 보고한 [30,31]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솔
직한 정서표현은 알콜 의존 환자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알콜
의존 환자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상과 부정적 
정서신념을 낮추도록 할 필요성을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알콜의존 환자의 신체상, 정서표현신념, 
의사소통 능력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콜의존 
환자의 신체상은 정서표현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알콜의존 환자의 의사소
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상을 증진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신념을 낮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첫
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입원한 알콜 의존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알콜 의존 환자에게 이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구체화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연구에
서는 알콜 의존 환자에게 신체화, 정서표현 신념을 포함
한 의사소통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는 실험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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