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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위와 질병관련 변인의 융복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D시에 거주하며, 간경변증 진단으로 병원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총 1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χ2

-test, 

Logistic Regression하였다. 연구결과는 간경변증 환자의 31.8%가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간경변 환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men), 연령(>60), 배우자(have not), 소득만족도(low, 

moderato), 흡연(yes), 선행 진단명(alcoholic hepatitis), Child Pugh Score (≤9), 진단기간(≥3), 질병관련 증상경험, 불
안, 우울과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흡연(yes), 성별(men), 

질병관련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음주행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경변증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행위 관련변인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간경변증, 음주, 불안, 우울,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ffecting factors among patients with drinking behavior 
of liver cirrhosi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157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liver 
cirrhosis at a tertiary hospital located in D-city. Measurements included pati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inical characteristics, disease-related of symptom experience, emotional-factors of anxiety-depression and 
social-factor of social support.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incidence 
rate of drinking behavior was 31.8%.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smoking(yes), men, symptom 
experience, social support and anxiety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 level of drinking behavior.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managing drinking behavior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comprehensive care for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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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사회는 부신 의학기술의 발달, 경제수 의 향

상,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자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으며[1], 만성질환자의 건강 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시 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1,2].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간경변증 통계자료

에 따르면, 유병자수는 7만 6,038명이었으며, 연령 별로

는 50 가 26,261명(34.5%), 60 가 19,658명(25.9%), 40

가 12,301명(16.2%) 등으로 보고되고 있어[3], 간경변

증은 성인에게 있어 비교  흔한 건강문제이지만, 만성 

간질환의 리에 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4].

간경변증은 개 증상이 없는 사성 간경변증과 황

달, 복수, 정맥류 출 , 간성뇌증, 자발성복막염, 신증후군 

등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나타나는 비 사성 간경변

증으로 분류된다[5]. 간경변증은 질병의 완치가 어렵고 ,

발병원인과 계없이 간암으로 진행될 험성이 매우 높

으므로, 비 사성 간경변증을 감소시키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6]. 이는 약물치료, 정기 인 병원검진과 함께 

질병상태에 맞는 식이와 연, 주, 운동 등 개인의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 질병의 경과를 조 할 수 있다[6,7]. 

개인의 생활양식 요인 에서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

트알데히드와 아세트산으로 사되며, 이러한 사과정

에서 산화 , 환원  스트 스는 간세포를 손상시킨다

[6]. 특히 만성 간 질환자의 음주는 간경변증의 진행과 합

병증, 간암 등의 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으며[6,8], 간경변증으로 진행 된 이후에도 음주여부는 가

장 요한 후의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5,6,8]. 한편 국

내외 연구에 의하면 사성 간경변증 환자의 주는 5년 

생존률이 85%로 나타났으나 지속 인 음주를 할 경우 5

년 생존률은 65%로 보고되었다[6]. 이처럼 간경변증 환

자의 지속 인 음주는 부정 인 후인 사망과 련이 

높으므로,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 는 임상 으로나 환

자의 삶의 질 인 측면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

제이다[7]. 

이에 정부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해 음

주량  음주패턴, 음주에 한 정보 등의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극 으로 펼쳐 왔으나,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

자의 사망자 수는 2003년 77.9%, 2007년 79.9%로 다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6]. 한 선행연구에서는 만

성 간 질환자의 58.5%가, 간경변증 환자의 90%가 음주를 

지속하고 있으며[9],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의 35.3%만

이 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이처럼, 간경변증 

환자가 음주폐해의 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 으로 음주를 하고 있어[8],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를 방하기 한 연구가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음주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

소년, 학생, 직장인, 임산부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음

주실태와 음주 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으며

[8,11,12], 이들 연구결과는 음주동기와 음주기 , 음주문

화, 가족지지, 사회  지지 등이 음주행 와 련성이 높

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고, 친구와 동료 간의 결속력

을 증가시키며, 스트 스 해소방법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음주에 해 한 경향이 있다[8,13,14]. 이러한 사회  

인식이 음주가 습 화가 되어 있는 간경변증 환자들에게

도  음주행 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데 향을 미친것으

로 추정된다[10].

만성 간 질환자와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 와 련

된 연구를 살펴보면, 질병기간에 따른 음주행  비교[10]

와 음주정도[15]와 음주동기, 가족지지에 한 연구[9], 

음주행  련요인[8]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결과에서 

성별, 교육, 가족지지, 음주동기, 음주습 , 음주거  자기

효능감, 질병의 진단기간 등이 음주행 에 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었다. 지 까지 간 질환자와 간경변증 환자

의 연구는 음주와 련된 인구학  요인과 사회  요인 

등에 따른 단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간경변증 환자

의 음주행 를 질병 련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 으로 살

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경변증 환자

를 상으로 간경변증의 질병과 련된 요인과 음주행  

간의 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토 로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한 간호 재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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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경변증 환자의 인구학  요인, 질병 련 요인, 

정서  요인, 사회  요인에 따른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차이를 악한다.

둘째,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  련 인구학  요인, 

질병 련 요인, 정서  요인, 사회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하는 학병원과 종합병원 3곳

에서 내과 문의로부터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

상의 외래방문환자 157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는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자로, 본 연구의 목 과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본 연구의 참

여를 동의한 상자를 선정하 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version 3.0을 이용하 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상자 수 악을 하여 오

즈비(odds ratio, OR) 2.0, 유의수 (⍺) .05, 검정력(1-β) 

.80를 기 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상자수는 87명이 산

출되어 본 연구의 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단되었

다. 설문 응답률을 고려하여 총 180명의 간경변증 환자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15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이용하 다. 상자의 윤리  

고려는 연구를 시작하기  D시의 학병원과 종합병원

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설문지에 한 정보를 제공

하고, 내과 문의와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수행하

다. 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에 연구취지와 목 , 언제

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상자의 익명

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 으며,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2.3.1.1 음주행

음주행 는 재 음주를 하고 있는 자로, 과거에 음주

를 하 더라도 재 주를 하는 자는 비음주자로 분류

하 다. 음주빈도와 음주량은 Cahalan 등(1976)[16]이 개

발한 음주빈도와 음주량의 지표(QF Index)를 사용하

으며, 음주빈도는 ‘주 1-2회’, ‘주 3-4회’, ‘월 2-3회’, ‘거의 

매일’로 분류하 고, 1회 평균 음주량은 술의 종류와 용

량을 포함하 고, 이를 토 로 평균 음주량으로 계산하

다. 평균 음주량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표  잔

을 사용하 으며, 표  잔은 순 알코올 함량이 약 12g이 

포함된 한잔을 의미한다. 

 

2.3.2 독립변수

2.3.2.1 일반  특성

인구사회학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소득만족도, 흡연 유무 등을 포

함하 고, 배우자 유무에서 미혼, 배우자 사망, 별거, 이

혼한 경우는 ‘없다’로 하 다. 소득만족도는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로 하 다[9]. 질병 련 요인은 진

단기간, 간경변증 선행 진단명 등을 포함하 고, 진단기

간은 ‘3년 미만’, ‘3년-5년’, ‘5년 이상’으로 나 며, A형 간

염, B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3가지 간염형태에 들어가

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하 다. 간경변증의 증도는 

청 빌리루빈 수치와 알부민 수치, 로트롬빈 시간, 복수 

정도, 간성뇌증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 Child 

Pugh Score [6]를 기 하여 ‘A≤6 ’, ‘B=7-9 ’, ‘C≥10

’ 질병상태를 구분하 다. 

2.3.2.2 질병 련 증상경험

질병 련 증상경험은 간 질환의 주요증상으로[17]  본 

연구에서는 Kim (2005)[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증상의 시간성 18문항, 증

상의 강도 18문항과 증상의 고통감 18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0 , ‘매우 그 다’ 3

까지 수범 를 가지며, 총 은 최  0 에서 최고 

162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질병 련 증상경험의 정도

가 심함을 의미한다. Kim (2005)[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6이었다. 

2.3.2.3 정서  요인

불안과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불쾌한 심리상태를 



간경변증 환자 음주행위 관련변인 -음주행위와 질병관련 변인의 융복합 측면-

25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ul; 13(7): 249-258

의미하며[17],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 (1983) 

[19]가 개발한 도구를 Min, Oh와 Park (1999)[20]이 번안

하고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

으로, 불안 7문항, 우울 7문항으로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4 까지 수범 를 가지며, 

불안과 우울의 각 총 은 최  7 에서 최고 28 이었으

며, 수기 은 8  미만이면 ‘불안과 우울이 없음’, 8-10

은 ‘경계선상’, 11  이상은 ‘임상 으로 불안과 우울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불안과 우울의 Cronbach's α

=.84, .87이었다.  

2.3.2.4 사회  요인

사회  지지는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정  자원을 의미하며[21],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 (1988)[22]이 개발한 Multidim -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4문항, 친구

지지 4문항, 의료인지지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까지 

수범 를 가지며, 총 은 최  12 에서 최고 6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94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구체 인 자료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인구사회학  요인과 질병 련 요인, 

신체  요인, 정서  요인, 사회  요인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 

상자의 음주행 와 련된 차이는 X2-Test를 이용하

다. 

둘째, 상자의 음주행  련 인구사회학  요인과 

질병 련 요인, 신체  요인, 정서  요인, 사회  요인을 

악하기 해 제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고, 이변량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으며, 각 요인별 odd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한 음주행  집단 

군 간에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인구사회

학  요인과 질병 련 요인, 정서  요인, 사회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고, 음주행  집단군을 반응변인으로 하여, 

조건부 단계별 방법을 이용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

로 분석하 으며, 각 요인별로 odd와 이의 95% 신뢰구간

을 산출하 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질병관련 

요인에 따른 비음주군과 음주군의 차이

상자의 인구사회학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68.8%, 평균연령은 56.49세로, ‘60 ’가 49.1%이었고, 교

육정도는 ‘고졸’이 49.0%이며, 종교 유무는 ‘없다’가 

62.4%, 배우자 유무는 ‘있다’가 63.7%, 경제활동 유무는 

‘한다’가 63.7%, 소득만족도는 ‘부족하다’가 50.3%이었다. 

흡연 유무는 ‘한다’가 54.8%, 선행 진단명은 B형 간염이 

63.7%이며, Child Pugh Score는 ‘A’가 60.5%, 간경변증 

진단기간은 ‘3년 미만’이 46.5%, 음주 유무는 ‘하지 않는

다’가 80.9%로 나타났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요인과 질병 련 요인에 따른 

비음주군과 음주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음주군 

68.2%, 음주군 31.8%이었으며, 성별은 음주군의 ‘남성’이 

90.0%, ‘여성’이 10.0%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01), 연령은 음주군의 ‘40 ’가 10.0%, ‘50 ’가 

26.0%, ‘60  이상’이 64.0%로 연령 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p=.036), 배우자 유무는 음주군이 ‘있다’가 

34.0%, ‘없다’가 66.0%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직업유무는 음주군의 ‘있다’가 

46.0%, ‘없다’가 54.0%로 직업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30), 소득만족도는 음주군이 ‘하’가 60.0%, 

‘ ’이 32.0%, ‘상’이 8.0%로 경제 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p=.001), 흡연 유무는 음주군이 ‘한다’가

60.0%, ‘안한다’가 40.0%로 흡연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선행 진단명은 음주군이 ‘B형 간염’

이 52.0%, ‘알코올성 간염’이 34.0%로 선행 진단명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4), Child Pugh Score는 

음주군이 ‘B’가 42.0%, ‘C’가 12.0%로 Child Pugh Score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간경변증 진단기

간은 음주군이 ‘3년-5년’이 32.0%, ‘5년 이상’이 4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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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 Individual Groups                               (N=157)

Variables Categories n (%)

Non-drinking

(N=107, 68.2%)

Drinking

(N=50, 31.8%) Χ2 p

n (%) n (%) 

Gender 
Female 49 (31.2) 44 (41.0) 5 (10.0) 4.76 <.001

Male 108 (68.8) 63 (58.9) 45 (90.0)

Age (year)

56.49 (9.61) 　 　

≤ 49 20 (12.7) 15 (14.0) 5 (10.0) 4.36 .036

50-59 60 (38.2) 47 (43.9) 13 (26.0)

> 60 77 (49.1) 45 (42.1) 32 (64.0)

Education

Middle school 42 (26.8) 29 (27.1) 13 (26.0) 0.13 .937

High school 77 (49.0) 53 (49.5) 24 (48.0)

Over College 38 (24.2) 25 (23.4) 13 (26.0)

Religion
Have 59 (37.6) 36 (33.6) 23 (46.0) 2.22 1.59

Have not 98 (62.4) 71 (66.4) 27 (54.0)

Spouse
Have 100 (63.7) 83 (77.6) 17 (34.0) 2.78 .001

Have not 57 (36.3) 24 (22.4) 33 (66.0)

Occupation
Employed 100 (63.7) 77 (72.0) 23 (46.0) 2.19 .030

Unemployed 57 (36.3) 30 (28.0) 27 (54.0)

Sufficient degree of monthly income 

Low 79 (50.3) 49 (45.8) 30 (60.0) 3.42 .001

Moderate 50 (31.9) 34 (31.8) 16 (32.0)

High 28 (17.8) 24 (22.4) 4 (8.0)

Smoking
Yes 86 (54.8) 56 (52.3) 30 (60.0) 6.77 <.001

No 71 (45.2) 41 (38.3) 20 (40.0)

Pre-diagnosis

HAV 17 (10.8) 12 (11.2) 5 (10.0) 2.93 .004

HBV 100 (63.7) 74 (69.2) 26 (52.0)

Alcoholic hepatitis 33 (21.0) 16 (15.0) 17 (34.0)

others 7 (4.5) 5 (4.7) 2 (4.0)

Modified Child Pugh Score 

A (≤6) 95 (60.5) 72 (67.3) 23 (46.0) 4.02 <.001

B (7-9) 45 (28.7) 24 (22.4) 21 (42.0)

C (≥10) 17 (10.8) 11 (10.3) 6 (12.0)

Disease duration (year)

< 3 73 (46.5) 59 (55.2) 14 (28.0) 3.46 <.001

3-5 43 (27.4) 27 (25.2) 16 (32.0)

> 5 41 (26.1) 21 (19.6) 20 (40.0)

Frequency of alcohol intake

No 107 (80.9)

2-3 a month 11 (22.0)

1-2 a week 21 (42.0)

3-4 a week 14 (28.0)

Almost every day 4 (8.0)

Alcohol intake Frequency(month) 9.68 (±6.35)

Amount (g/1회) 26.42 (±10.54)

HAV=hepatitis A ; HBV=hepatitis B.

간경변증 진단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음주군의 평균 음주 개월 수는 9.68개월, 1회 평균 음주량

은 소주 26.42g으로 나타났다<Table 1>.

4.2 대상자의 질병관련 요인, 정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체 상자의 질병 련 요인인 증상경험의 평균 수

는 117.54 (최  162 )이었고, 비음주군은 120.07 , 음

주군은 112.12 으로, 각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3.53, p<.001), 정서  요인인 불안의 평균 수는 6.40

(최  28 )이었으며, 비음주군은 6.28 , 음주군은 

7.68 으로, 각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02, 

p=.045), 우울의 평균 수는 7.13 (최  28 )이었으며, 

비음주군은 6.61 , 음주군은 8.92 으로, 각 집단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2.99, p<.003). 사회  요인인 사회  

지지의 평균 수는 45.23 (최  60 )이었으며, 비음주

군은 46.79 , 음주군은 42.0 으로 각 집단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3.89, 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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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Degree of Disease related to factor, Emotional factor and Social factor 
in Individual Groups

Variables

Total

(N=157)

Non-drinking

(N=107)

Drinking

(N=50) t (p) 

M (SD) M (SD) M (SD)

Disease factor
Symptom

experience
117.54 (13.61)  120.07 (13.05) 112.12 (13.32) 3.53*** 

Emotional factor
Anxiety 6.40 (4.47) 6.28 (3.99) 7.68 (4.16) 2.02*

Depression 7.13 (4.91) 6.61 (4.51) 8.92 (4.51) 2.99
**

Social factor Social support 45.23 (7.47) 46.79 (7.15) 42.00 (7.14) 3.89*** 

* p<.05, ** p<.01, *** p<.001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f Drinking behavior by Univariate Analysis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Gender (vs, female) Male 15.38 4.51-52.47   <.001

Age (year)
50-59 0.47 0.16-1.42 .181

> 60 0.39 0.18-0.83 .015

Education(vs, over college)
Middle school 8.96 2.96-21.084 .001

High school 2.39 2.39-6.93 .107

Religion (vs, have) Have not 0.34 0.06-0.37 .007

Spouse (vs, have) Have not 0.49 0.16-0.65   <.001

Occupation (vs, unemployed) Employed 0.43 0.21-0.85 .016

Sufficient degree of monthly income (vs, high)
Low 8.85 1.96-39.94 .005

Moderate 6.12 1.29-29.00 .023

Smoking (vs, no) Yes 9.81 4.37-22.02   <.001

Pre-diagnosis (vs, HAV)

HBV 0.86 0.26-3.05 .861

Alcoholic liver disease 4.62 1.22-17.45 .024

Others 1.80 0.29-11.16 .528

Child Pugh Score(vs, C (≥ 10))
A (≤ 6) 4.57 1.00-20.89 .050

B (7-9) 9.19 1.92-43.91 .005

Disease duration (year)(vs, < 3)
3-5 2.50 1.07-5.84 .035

> 5 4.01 1.72-9.35   <.001

Anxiety 1.18 1.04-1.34 .009

Depression 1.16 1.01-1.31 .035

Social support 0.96 0.93-1.00 .032

Symptom experience 0.95 0.92-0.98   <.001

OR=Odds ratio; 95% CI=95%; HAV=hepatitis A ; HBV=hepatitis B. 

4.3 대상자의 음주행위 발생 관련요인 

상자의 음주행 의 발생 련요인을 규명하기 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15.38배(p<.001), 연령은 60세 이상은 40-49세에 비해 

0.39배(p=.015), 졸은 문 졸 이상보다 8.96배

(p=.001) 더 음주행  가능성이 높았다. 종교가 없는 경

우는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0.34배(p=.007), 배우자가 없

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0.49배(p<.001), 직업

이 있는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0.43배 (p=.016), 

경제상태가 ‘ ’인 경우는 ‘상’인 경우보다 6.12배(p=.023)

와 ‘하’인 경우는 ‘상’인 경우보다는 8.85배(p=.005) 음주

행  가능성이 높았고, 흡연을 하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경

우보다 9.81배(p<.001), 알코올성 간염인 경우는 A형 간

염보다 4.62배(p=.024), 간경변증의 증도가 A (≤6) 경

우는 C (≥10)인 경우보다 4.57배(p=.050)와 B (7-9) 경우

는 9.19배(p=.005), 간경변증 진단기간이 3년-5년인 경우

는 3년 미만인 경우보다 2.50배(p=.035)와 5년 이상인 경

우는 4.01배(p<.001) 음주행  가능성이 높았다. 불안이 

높아질수록 1.18배(p=.009)와 우울이 높아질수록 1.16배

(p=.035),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0.96배(p=.032), 질병

련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0.95배(p<.001) 음주행  가능성

이 높았다<Table 3>.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요인들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흡연을 

하는 경우는 하지 않은 경우(p<.001), 남성의 경우

(p<.001), 질병 련 증상경험이 낮을수록(p=.007),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p=.006), 불안이 높을수록 (p<.001), 



Affecting factors of the Drinking Behavior of Liver Cirrhosis Patients The Aspects of Convergence of Drinking Behavior and Disease-related of fact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5

<Table 4> Logistic Regression of Drinking behavior by Multivariate Analysis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Smoking (vs, no)   Yes 14.50 3.86-54.50 <.001

Gender (vs, female)   Male 0.60 0.01-0.29 <.001

Symptom experience 0.18 0.05-0.63 .007

Social support 0.90 0.84-0.97 .006

Anxiety 1.46 1.22-1.74 <.001

OR=Odds ratio; 95%CI=95%

음주행 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을 하는 경

우는 음주행  가능성이 14.5배 높았고, 남성이 0.60배, 

질병 련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0.18배 높았으며,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0.90배, 불안이 높을수록 1.46배 음주행

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5.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증가되고 있는 간경변증 환

자의 음주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인구사회학  요인, 질병 련 

요인, 정서  요인과 사회  요인을 고려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31.8%가 음주행 를 하며, 음주

횟수는 한 달 평균 9.68회이고, 1회 평균 음주량은 26.42g

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간경변증 환자를 상으로 연

구한 Kim과 Kim(2007)[9] 결과에서는 90%가 음주행

를 하며, 이들  음주횟수는 한 달 평균 14.74회이고, 1

회 평균 음주량은 7.75잔으로, 표  잔으로 환산하면 93g

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한 본 연구 

상자의 1/3 비율이 음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간암환자

를 상으로 추  연구한 Jee 등(2004)[15]의 51.9%와 만

성 간 질환자를 상으로 한 Lim 등(2010)[4]의 47.4%가 

음주를 계속하 다는 결과 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이러

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최근 들어 만성질환에 한 과제

가 화두가 되면서 각종 기 에서 만성질환에 한 홍보

가 극 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성 간 질환  간경변증

에 한 음주행 의 유해성을 리 홍보한 결과[14]로 보

여진다. 그러나 모든 간염환자나 간경변증 환자들에게 

직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순히 책자를 이용한 자료 

제공만으로도 음주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23], 이들의 주행 를 유도하기 해서는 다양 한 정

보매체를 활용하여, 반복 이고 지속 인 정보제공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율의 차

이는 표본추출의 방법과 지역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추후 지역  분포를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

다. 

첫째, 음주행  련 인구사회학  요인을 살펴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보다 14.5배, 남성이 여성보다 0.6

배의 음주행 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상자의 흡연율은 

54.8%이었고, 남성 음주률은 90.0%, 여성 음주율은 

10.0%이었다. 이는 흡연을 하는 경우가 흡연을 하지 않

는 경우보다 음주행 가 높은 결과[14,27]와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행  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와 일

된다[14,16].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율은 선행연구 결과 

[16]와 유사하 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문제 음주율이 

22.8%[26] 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는 간경변증 환자의 음

주율이 일반인에 비해 심각함을 의미한다. 간암 환자를 

상으로 한 Jee 등(2005)[15]의 결과에서는 남성 음주율

은 76.3%, 여성 음주율은 14.2%, 흡연율은 58.5%로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행 에 더 많

이 노출되어 있음을 [15,16]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간경변증 환자는 질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 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율이 높은 것은 

복잡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등으로 인한 술 문화의 노

출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두 연구에서 남

성 음주율의 차이는 간경변증 환자와 간암환자로 연구

상자의 차이로 이해되므로, 연구 상자별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흡연은 알코올 섭취에 향을 미치는데,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될 때 기분을 향상

시키는 도 민을 분비하며,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되도록 

돕는 작용을 하므로, 흡연과 알코올 섭취를 동시에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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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기분이 더 좋아지게 된다[14]. 이는 흡연과 음주는 

상보  계로 작용하게 되므로[14], 간경변증의 경우 복

합된 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한, 흡연과 음주는 습 성 

행 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의 물질로 단시간의 개입

보다는 장기간의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

자의 음주행 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흡연과 음주, 성

별과 음주 등을 고려한 연 로그램과 주 로그램을 

병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4,11], 더불어 이들 로

그램이 장기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심과 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음주행  련 질병 련 요인을 살펴보면, 증상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0.18배 음주행 의 가

능성이 낮았으며, 비음주군의 질병 련 증상경험은 

120.07 (최  162 ), 음주군은 112.12 이었다. 이는 

Choi (2007) [14]의 연구에서 질병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군의 음주행 의 가능성이 낮은 결과와 일 된다. 

일부 선행연구[4]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정신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주행 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경변증은 질병특성 상 진행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질

병 련 증상경험이 다를 수 있고, 한 질병이 많이 진행

되고서야 증상이 심해지고,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질

환이다. 이러한 간경변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음

주행 에 한 고찰은 매우 요하므로 질병의 기부터 

질병의 심각성과 지속 이고 규칙 인 질병 리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을 활성

화해야[8]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변량을 실시한 결과, 불안의 정도

가 높은 경우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1.46배 음주행 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우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불안과 우울은 심리  건강상태로 볼 수 있으며, 심리  

건강상태가 좋은 군은 심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

보다 음주행 의 가능성이 낮은 결과[27]와 일 된다. 우

선 상자의 불안 정도는 비음주군이 6.28 (최  28 ), 

음주군은 7.69 으로 음주군의 불안정도가 높은 편이며, 

선행연구에서[13,24]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  심리상태

는 음주동기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음주행 에 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특히 간경변증은 일반 으로 50

의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이 시기의 불안은 사회생

활에 부정  향을  수 있어 음주행 의 욕구를 증가

시킬 수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를 상

으로 한 불안의 실태조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 

로그램이 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간경변증 

환자들이 질병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에 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불안을 유발하

는 요인을 악하여 음주행 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편 본 결과에서 우울의 정도는 비음주군이 6.61 , 

음주군이 8.92 으로, 음주군의 우울정도가 높은 편이며,  

Kim (2014)[25]의 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우울의 정도와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선행연구[24]에서 우울증상이 있

는 군이 없는 군보다 문제음주자의 가능성이 보고되었으

며, 이를 토 로 우울의 정도는 음주행 에 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간경변증 환자를 상으로 우울변

수를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정서  요인인 불안과 우울이 음주행 에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불안과 우울이 높은 간경병증 

환자에게 극 인 간호 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음주행  련 사회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0.90배 음주행

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사회  지지의 평균정도는 

45.20(최  60 ) 으로 비음주군이 46.79 , 음주군이 

42.00 이었다. 사회  지지는 타인의 지지로 볼 수 있으

며, 타인의 지지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음주행 의 가

능성이 낮은 결과[25,27]와 일 된다. 한 상동맥우회

술 환자를 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한 Kim (2014)[25]

의 결과는 24.0 (최  30 )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만성질환자의 사회  지

지는 불 건강의 유발인자인 음주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만성질환자의 사회  지지는 음주행 를 감

소시키기 한 재 로그램에 극 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한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간질환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과거의 습 에 의해 지속 인 음

주를 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진단 이후에 주를 할 수 

있도록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을 포함한 사회구

성원의 극 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8].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의 주 로그램 제공 시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사람, 동료 등을 함께 포함하는 력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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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음주행  련 인구학  

요인, 질병 련 요인, 정서  요인, 사회  요인을 통합

으로 고려하여 음주행  련변인을 악하기 해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흡연하는 경우와 남성인 경우, 질병

련 증상경험의 정도가 낮은 경우, 사회  지지의 정도가 

낮은 경우,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경우가 음주행 에 유의

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의 주 

재  용과 련하여, 이들 변인을 고려한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한 본 연구는 단일기 을 내원하는 간경변증 환자

만을 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내 간경변증 환자의 

인구사회학  요인과 질병 련 요인에서 표성의 제한

이 있다. 한, 표본 수는 음주행 를 살펴보기에는 

한 수이지만, 단  연구가 아니라는 제한 이 있으

므로, 추후 범 한 표본 수와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간경변증 환자를 상으로 이들의 음주행 와 련변인

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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