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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와 G시에 소재한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알

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152명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만족도, 자족지지, 금주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삶의 만족도는 3.24점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 알코올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을 계획할 때, 직업재활과 금주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전력

이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알코올, 금주 자기효능감, 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t outpatient treatment facilities in two cite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o December 30, 2016,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bstinence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ere investigated. 152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Mean score 
for life satisfaction was 3.24. Lif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bstinence self-efficacy and family 
support.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n these men were abstinence self-efficacy. Findings indicate that 
abstinence self-efficacy and perceived mental health satisfaction are important variable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abstinence self-efficacy and perceived mental health satisfaction will help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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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 중독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삶

의 만족을 저하시킨다[1].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알

코올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 또는 도덕적 비난

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한 개인이 가진 심리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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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정신건강의 문

제로 이해해야 한다[1]. 정신건강 문제 지닌 대상자 중

에 단주 혹은 질병의 회복을 위한 알코올 중독치료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알코올 중독 치료 패러다임

이 단주 혹은 질병의 회복에서 건강과 삶의 만족과 같

은 포괄적인 기능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2]. 현재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3]. 이로 인해 정신

건강분야에도 증상회복이나 기능평가와 더불어 주관적

인 삶의 만족도 측정을 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설정된 재활의 목표는 도달가능한 수준의 목표로써 성

공적인 치료의 결과를 반영시킬 수 있다[3,4].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매우 다

양하며, 단일의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삶의 만족은 심

리적, 사회적, 신체적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4], Morgan 등[5]은 알코올 중독의 심리적 영역과 사

회적 영역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알코

올 사용장애 환자의 직업적 영역은 행동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실행단계이며, 단주가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6]. 즉,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정상

적인 생활을 되찾는 과정이면서, 개인적인 삶의 만족

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7].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인해 알코올중독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며, 가족의 해체, 재발과 재

입원이라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8]. 가정적 영역에

서 살펴보면, 치료 과정에서 가족이 개입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가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보다 안정적

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면서 주관적 삶

의 만족이 향상되었다[9]. 특히, 가족 간의 갈등[10], 가

족지지[3],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정서적 갈등[3],

결혼만족도[11]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적 영역은 신체적 질병과 삶의 만족 수준

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

의 만족정도가 다른 질환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12]. 신체적 질병과 건강 상실 등의 신체적 문제

[3,13]와 신체적 기능[3]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은 부정적

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음주

의 부적 강화 기능[14]이 중요한 요소로 금주 자기효능

감은 고위험 음주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을 의미한다[14]. 또한, 정신건강의 부정

적 측면[10], 자신감,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요소가 삶

의 만족에 부정정인 영향으로 작용하기에 본 연구에서

는 정신건강 만족도로 이를 대체하여 연구하였다. 대

부분의 국내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1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10], 정신, 사회적 특

성과 삶의 만족도[9]로 일부 변수만으로 이루어진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건강 목표는 개인의 삶

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의 기능을 일정수준으로 회

복하는 것이다. Testa와 Simonson[4]는 심리적, 사회

적, 신체적 영역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만족을 설

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역을 가정과 직

업으로 구분한 심리적, 가정적, 직업적, 신체적 4가지

영역으로 조사하여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금주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

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설계

본연구는알코올사용장애환자의삶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와 G시에 소재한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대상자에해당하며, 이 조건에충족하는알코올사

용장애 160명을대상으로하였다. 본연구계획은 00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승인(00 IRB-176)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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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12

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각 병원 병원장과 담당자의

동의및협조를받은후외래방문시연구의목적, 설문

지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배부하였

다. 대상자에게자료수집시자발적으로참여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

성하도록하였다. 수집된자료는익명으로처리되고, 연

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

며, 자료수집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연구대상자에게충분히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평

균 25분 정도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이끝난후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품을 전달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크기 .15, 예측변수 5개로산출하여대상자

수는 138명이었다. 이를근거로설문지의응답률과탈락

률을고려하여대상자수는총 160명을조사하였으나, 이

중내용이불충분한자료를제외한 152부가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연구에서는치료를받는알코올사용장애환자

를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정도를

일반적특성인직업, 가정신체, 정서적으로구분하여파

악하고자하였다. 직업적영역으로는직업, 경제상태, 술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며, 가정적 변수로는 가족력, 결

혼, 부부갈등, 자녀갈등, 가족해체, 가정생활만족도이며,

신체적 변수로는 신체질환, 주관적인 신체건강만족도,

정서적 변수로는 가족지지, 금주 자기효능감, 주관적인

정신건강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1) 가족지지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가 인지하는 가족의 지

지정도를파악하기위해 Kim[15]의배우자와가족으로

부터 받은 지지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 4점

으로처리하여, 총점이높을수록가족의지지가높은것

을 의미한다. 알코올중독자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인정,

관심, 존중등과같은심리적인측면에서의지지를측정

하는 것으로 가족지지의 신뢰도는 Kim[1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이었다.

2) 금주 자기효능감

금주 자기효능감은 DiClemente 등[16]이 모든 연

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발한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ASE)을 Kim [15]이

번안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총 20문항으로 ‘매

우 자신 없음’ 0에서 ‘매우 자신 있음’ 4점의 Likert식 5

점척도로구성되어있다. 부정적정서, 사회적압력, 신

체적고통, 금단및갈망등의경험으로최저 0점에서최

고 80으로 점수가높을수록금주 자기효능감이높은것

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고위험 음주상황에서 술을 마시

지않을수있는자신감을측정하는것으로금주자기효

능감의신뢰도는 Kim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
다.

3) 삶의 만족도

개인의삶의만족도를측정하기위해사용하는방

법으로써 현재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에

해당하는삶의만족도를측정하고자한다. 이에본연구

에서는 Yang[17]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주

관적삶의질을측정하고있는척도를사용하기로하였

다. 이 척도는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높을수록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족

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는 Yang[1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다.

4) 만족도

주관적인 경제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은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1개의 문항으로 ‘매

우 불만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주관적인 신체건강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은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1개의 문항으로 ‘매

우 불만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 척도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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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Life satisfac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114(75.0) 3.27±0.84

0.78 .434
Female 38(25.0) 3.13±1.23

Age

(yr)

30-39 a 17(11.2) 3.88±0.78

4.27
.006

a<b,c

40-49 b 47(30.9) 3.06±1.05

50-59 c 54(35.5) 3.07±0.97

60 d 34(22.4) 3.41±0.70

Education level

Elementary 10(6.6) 3.70±1.06

1.36 .258
Middle 21(13.8) 3.24±0.77

High 89(58.6) 3.13±0.99

≥College 32(21.1) 3.38±0.91

Religion
No 41(27.0) 3.10±1.11

-1.09 .275
Yes 111(73.0) 3.29±0.89

Self-rated alcohol problem

(year)

≤19 3(2.0) 4.00±1.00

2.60 .054
20-29 40(26.3) 3.05±1.01

30-39 32(21.1) 3.56±0.76

40-49 77(50.7) 3.17±0.97

First hospitalization

time drinking

(year)

< 1 a 54(35.5) 3.00±0.91

3.64
.014

a<b

1-5 b 50(32.9) 3.54±0.97

6-10 c 19(12.5) 3.42±0.69

≥10 d 29(19.1) 3.03±1.02

가 높을수록 신체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주관적인 정신건강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은 정신건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1개의 문항으로 ‘매

우 불만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4.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을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생활, 신체건강,

정신건강만족도, 가족지지, 금주자기효능감및삶의만

족도의 측정변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금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

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2)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삶의 만족정도

대상자는총 152명으로대상자의성별은남성 114

명(75.5%), 여성 38명(25.0%), 연령대는 30대 17명

(11.2%), 40대 47명(30.9%), 50대 54명(35.5%), 60대 이

상 34명(22.4%)으로 남성 및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교

육정도는 초등학교 10명(6.6%), 중학교 21명(13.8%), 고

등학교 89명(58.6%), 대학교졸업이상 32명(21.1%)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58.6%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는 111명(73.0%), 알코올 섭취를 처음으로 문제로 인식

한 경우에는 40대 77명(50.7%), 병원 입원까지 걸린 기

간은 1년이하 54명(35.5%), 법적인문제가없는경우는

105명(69.1%), 단주경험이없는경우는 103명(6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적 영역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86명

(56.6%), 경제상태가 상위권으로 보고한 경우에 76명

(50.0%),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험이 없는 경우

에 121명(79.6%), 경제생활 만족도가 약간 불만족인 경

우가 57명(37.5%)로 나타났다. 가정적영역은알코올가

족력이 있는 경우가 120명(78.9%),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 60명(39.5%), 자녀와 갈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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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quitting drinking
No 103(67.8) 3.26±0.97

0.47 .637
Yes 49(32.2) 3.18±0.93

Legal problems
No 105(69.1) 3.31±1.10

1.50 .135
Yes 47(30.9) 3.06±0.79

Occupation
Have not 86(56.6) 2.97±0.93

3.11 .002
Have 66(43.4) 3.44±0.93

Self-reported

income state

High 76(50.0) 3.25±0.99

2.13 .123Middle 68(44.7) 3.15±0.89

Low 8(5.3) 3.88±0.99

Economic loss due to alcohol
No 121(79.6) 3.33±0.91

2.43 .016
Yes 31(20.4) 2.87±1.06

Self-reported

economic satisfaction

Not at all a 20(13.2) 3.55±0.89

5.83
.000

b<d

Slightly b 57(37.5) 2.93±0.92

Moderate c 54(35.5) 3.26±0.89

Very d 18(11.8) 3.94±0.80

Extremely e 3(2.0) 2.33±1.16

Family history
No 32(21.1) 3.38±0.75

0.92 .358
Yes 120(78.9) 3.20±1.00

Marital status

Single 41(27.0) 3.00±0.98

1.19 .157Married 60(39.5) 3.28±0.90

Divorced 51(33.6) 3.37±0.98

Self-reporte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N=111)

No 64(57.7) 3.25±0.88
0.21 .836

Yes 47(42.3) 3.21±1.12

Perceived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Not at all a 8(5.3) 2.50±0.93

5.30

.001

a<d

c>d

Slightly b 29(19.1) 3.14±0.83

Moderate c 68(44.7) 3.04±0.91

Very d 44(28.9) 3.70±0.90

Extremely e 3(2.0) 3.67±1.53

Perceived mental

health satisfaction

Not at all a 8(5.3) 2.75±1.17

6.28
.000

b<d,e

Slightly b 19(12.5) 2.97±0.94

Moderate c 67(44.1) 3.05±0.85

Very d 51(33.6) 3.61±0.75

Extremely e 7(4.6) 4.14±1.22

64명(57.7%)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영역은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보통으로 68명(44.7%) 나타났

다. 심리적영역은정신건강보통으로 67명(44.1%)이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삶의 만족도는 연령, 병원 입원까지걸린기간, 직

업, 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제생활 만족도, 신체건강

만족도, 정신건강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연령에서 30대 3.88점으로 40대 3.06점,

50대 3.07점에 비해 높아유의하게나타났다. 병원 입원

까지 걸린 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 3.54점으로 1년 이

하 3.0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 영역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 3.44점으

로직업이없는경우 2.97점에비해높았으며, 술로인한

경제적 손실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에 3.33점으로 경험

한경우 2.87점에 비해높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만족도

만족한다는군이 3.94점으로약간불만족한다는군 2.93

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신체건강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한다군이

2.50점, 약간 불만족한다군이 3.14점, 보통이다군이 3.04

점, 만족한다군이 3.70점, 매우만족한다군이 3.67점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영역에서는정신건강만족도에서매우

불만족한다군이 2.75점, 약간불만족한다군 2.97점, 보통

다군이 3.05점, 만족한다군 3.61점, 매우만족한다군 4.14

점으로 집단간에서삶의만족도에서유의한차이를보

였다<표 1>.

2. 대상자의 가족지지, 금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정도와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2.65±0.72점, 금주 자기효능

감은 49.90±19.56점으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금주 자

기효능감이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높은것(p<.001)으

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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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ife satisfaction

M±SD r(p)

Family support 2.65±0.72 .258(<.001)

Abstinence self-efficacy 49.90±19.56 .541(<.001)

표 2. 주요변수의 평균과 상관관계

Table 2. Mean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3.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

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Model 1은 경제적 상황과 연관성 있는 변수 직업유무,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자가보고한 경제생활 만족

도를투입하여분석하였고, Model 2는 신체건강, 정신건

강만족도, 가족지지, 금주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분석

하였다.

Model 1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값은

2.047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 CD)가 1보다 작아 극단값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L)

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표 3. 삶의 만족도의 회귀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N=152)

Variables
Model 1 Model 2 Collinearity statistic

β t p β t p Tolerance VIF

Occupation* d1 .29 3.610 <.001 .943 1.060

Economic loss due to alcohol*

d2
-.19 -2.434 .016 .980 1.021

Self-reported economic
satisfaction

.13 1.653 .100 .926 1.080

Perceived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16 1.676 .096 .571 1.752

Perceived mental health
satisfaction

.17 1.979 .050 .571 1.752

Family support .10 1.062 .290 .693 1.442

Abstinence self-efficacy .20 2.055 .042 .916 1.092

Adjusted R² .012 .158

R² change(p) .146

F(p) 6.561(<.001)

* Dummy variables(d1, 0=Have not, d2, 0=No)

통해 확인하였는데 공차한계는 .926～.943로 1.0이하,

VIF지수는 1.021～1.080로 10 이하로 나타났다. 다중공

선성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1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1.2%를 설명하였다. 삶의 만족도에는 직업이 있는 경우

(β=.29, p<.001), 알코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

우(β=-.19, p=.016)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는 29% 올라

가고 알코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 삶의 만

족도가 19% 상승하였다.

Model 2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값은

2.399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 CD)가 1보다 작아 극단값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L)

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공차한계는 .571～.980로 1.0이하,

VIF지수는 1.092～1.752로 10 이하로 나타났다. 다중공

선성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2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15.8%를 설명하였다. 삶의 만족도에는 금주 자기효능

감(β=.20, p=.042), 정신건강만족도(β=.17, p=.050)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주 자기효

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20% 증가시키고 정신건강 만족

도는 삶의 만족도를 17% 증가시킨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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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연구는알코올사용장애환자의삶의만족도영

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자실시되었다. 특히, 선행

연구를 근거로 일반적 특성에 직업, 가정 신체,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가족지지, 금주 자기효능감

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는 3.24점으

로 나타나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만족도 3.89점

[1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는지[17]에 대한 평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3.12점으로 남성의 3.27점

에 비해 낮았으나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정도가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 점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12],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반영한 비교분석 연구도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이 있는 경우,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인 경우에는 직업이 있는 경우

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관계적, 기능적, 행동적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14]. 그러나 자가보고한 경제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직업유무, 소득수준, 경제생활만족도 등을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과 관련성

을 보인 연구결과[2]와 유사하다. 알코올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을 경험한 경우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

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삶의 만족이 저하되기에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서는 경제적 특성에서 수입[4]과 직업[9,10,19,20] 부분

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직업을 가진 경우 무

직에 비해 삶의 만족에 영향[19]을 주거나 직업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21] 연구결과마다 상이하

다. 또한, 경제적 손실 여부에 따라 연구된 결과는 없

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개인특

성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며,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여 삶

의 만족과 관련성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경제적 손실경험

[22]은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

런 부분에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금주 자기효능감은 49.90점으로 이

는 Kim과 Byun [20]의 연구에서 금주 자기효능감 점

수인 45.68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Lee와

Park[23]의 연구에서는 33.4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외래 치료를 받는 알코올 사용장

애 환자이며, Kim과 Byun [20]의 연구는 퇴원 후 3개

월 이내로, Lee와 Park [23]의 연구에서는 입원한 알코

올의존 환자로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측정하였다. 금주 자기효능감은 입원과 외래 치료 형

태, 음주 유혹정도,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훈련 등 치료

특성에 따라 금주 자기효능감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에[24], 연구 대상자의 치료형태, 실생활 금주 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금주 자기효능감은 인간 내

적인 결정요인인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등에

서의 금주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행

연구는 부정적인 감정이 알코올 재발을 촉진시키는 주

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16]. 이로 인해 금주 자기

효능감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금주 자신감으로

삶의 만족정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자

신의 삶의 만족을 조절할 수 있는 행동변화를 촉진하

는 주요한 요인이기에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의 삶의

만족을 증진함에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불만족 그보다 보통, 만

족한다는 그룹에서 삶의 만족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요소인 우울이 높을수록 삶

의 만족이 낮은 것[21]으로 나타나 일부 연구결과가 유

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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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요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정도는 정

신건강과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이므로, 정신건

강에 대한 중요요소 관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정신건강을 만족할 수 요인을 추가적으로 조

사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삶의 만족은 정신

건강의 요소인 소외감, 무기력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

정적 측면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10].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정신건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

인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이 우선적으로 필

요할 것이다.

가족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21]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

다. 가족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

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

27%, 기혼 39.5%, 이혼 33.6%로 집단 간 유의하지 않

았으나 이혼에서 삶의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력, 결혼상태, 자녀와의 갈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알코올중독과 같은 문제

가 있는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은 거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

의 주체로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1]. 우리

나라의 경우 알코올중독자의 보호와 치료를 가족이 책

임지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

고 있다[21]. 가족의 부담감이 클수록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알

코올 사용장애 환자들 간에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증

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관점에

서 삶의 만족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삶의 만족을

이론개발을 위한 이론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사정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실무측면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가 수행되어 입원환자, 지역사회에서 상

담을 받는 대상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

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성

이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성별에 따른 연

구결과를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일반적

특성으로 직업, 가정 신체, 심리적 영역과 가족지지 및

금주 자기효능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금주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경제적 손실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을 계획할 때, 직업재활과 금주 자

기효능감을 고려한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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