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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문제음주는 음주로 인한 신체 문제나 정신 ,사회 인 폐해 등

부정 인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높은 불건강 행태이다.이들에게

조기에 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알코올 독으로 진행되거나 엄청

난 사회경제 비용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음주

에 한 사회 분 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

기 때문에 자발 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치료를 선택할 가능성

을 낮춘다.그러므로 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 변화 동기를 증진하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문제음주자를 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알코올지식,음주결과기 ,음주거 효능감,문제

음주 행동,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1단계로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주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2단계는 로그램의 이론 기틀인

정보-동기-행 기술 모델과 동기증진 략에 따라 음주습 평가와

그 결과에 한 피드백,알코올정보 제공,의사결정균형 연습,변화

계획 수립,자기 리의 재계획안을 구성하 다.활동 평가와 비

연구의 3단계를 수행한 후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최종 개발

하 다. 로그램 반기의 면 상담은 동기면담의 기술과 원리

를 활용하 고,후반기는 화 코칭으로 근하 다.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실험연구를 한 질 자료

내재 설계 동시 혼합연구 방법에 따라 실험군과 조군을 무작

배정한 후 재를 통한 양 인 효과를 평가하 으며, 재가 종료된

후 연구도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드러내지 못하는 참여자의 변화

과정과 상황 맥락을 질 자료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된 양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 다.연구 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사업장

에 근무하는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 결과상 12 에서 25 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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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실험군 24명, 조군 23

명이었다.실험군과 조군의 모든 상에게 알코올정보 자료집을

제공하 으며,실험군에게는 8주 동안 주 1회,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용하 다.윤리 인 고려로 조군에게는 사후 조사 후

희망자에 한해 피드백과 1회 상담을 용하 다.수집된 자료의 분

석은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t-test,Mann-WhitneyU test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정 음주결과기 (p=.025),음주거 효능감(p=.015)의 수가 유

의하게 증가되어 가설이 지지되었다.그러나,알코올지식,부정 음

주 결과기 ,문제음주 행동,음주문제는 실험군과 조군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로그램 참여자의 개별 면담

결과 ‘알코올의 향과 음주의 부정 결과에 한 정확한 인식’,‘음

주 양상과 알코올문제에 한 자각 증진’,‘음주행동 변화 동기의 형

성’,‘내 변화 동기의 강화’,‘작은 성공의 으로 얻게 된 자신

감’,‘건강한 습 으로의 변화’,‘문 도움으로 가능했던 변화’의 7

주제를 확인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문제음주자의 변

화 동기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이었으나,음주행동 변

화와 음주문제를 감소시키려면 상에 따라 8회기 이상의 재와

알코올지식 달을 한 교육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법을 용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한

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변화 동기가 충분하지 않

은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에서 향후 독 간호의 실무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문제음주, 방,동기면담,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학 번:201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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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문제음주란 음주로 인한 신체 문제나 정신 ,사회 인 폐해 등

부정 인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높은 불 건강 행태로서 음주로

인한 폐해는 세계 으로 심각하게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 으로 부정 향을 끼치는 주요한 보건문제이다(WHO,

2014). 우리나라 19세 이상 남성에서 AUDIT 8 이상의

문제음주자는 체 42.6%로(질병 리본부,2013),국외에서 조사한

문제음주자 평균 18.0%에 비하여 높다(Bergman& Källmén,2002;

Newmannetal.,2012).특히 통 으로 음주에 한 우리나라의

사회 분 기는 고 험 음주자의 비율을 지속 으로

증가시키며(질병 리본부,2013),음주로 인한 각종 질환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높이고 사회경제 비용 손실도

증가시킨다(정 호 등,2012;NationalHealthandMedicalResearch

Council:NHMRC,2009).

문제음주 행동이 진행될수록 알코올로 인한 다양한 폐해가

발생되고 문제음주가 지속되어 뇌의 비가역 인 상태를 동반한

알코올 독의 단계로 진행되면 범 한 수 의 집 치료와

다양한 법 제재가 야기되므로(Marlatt& Witkiewitz,2002)이를

방하기 한 책은 매우 요하다. 기 문제음주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음주행동 변화를 한 재를 잘 수용하나(Gerace　et

al.,1995),알코올 독 수 의 음주자가 음주문제를 인식한 후

치료를 결정하려면 평균 10년 이상으로 보고되었다(김성재,1996).

따라서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사 에 재를 제공하는 것은

알코올 독 방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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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알코올지식(신수미

& 손애리,2008;문정순 등,2001;최승희,김명 & 김 기,2001;

제갈정 등,2011;Oei& Morawska,2004)과 규범 태도(류미,

이민규,신희천,2010;Borsani& Carey,2003;Cunningham etal.,

2012;Riperetal.,2009),음주결과기 (강경화 & 김성재,2014;

김 이,2007;도은 ,2007;Hasking,Lyvers& Carlpio,2011)와

음주거 효능감(유진희,2005;김 이,2007;도은 ,2007;Blume,

Schmaling,& Marlatt,2003;Kim & Hong,2013)등의 인지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특히 음주거 효능감은 음주행동 변화의

직 인 요인이며(강경화 & 김성재,2014;Bandura,1977;1982),

변화를 결정하고 지속시키는데 매우 요하다(Diclemente.,1986;

Young,Connor,& Feeney,2011).따라서 문제음주자의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 재에서는 건강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정보-동기-행 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Skills:

IMB Model)을 기반으로 음주규범을 포함한 알코올지식,

음주결과기 와 음주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으로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 일 것이다.

동기증진치료(Motivational Enhancement Treatment: MET)는

음주행동 변화에 한 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음주자를 한

근으로 시작되었으며(Miller,Zweben,Diclemente,& Rychtarik,

1992), 변화단계, 음주결과기 나 음주거 효능감(유진희, 2005;

유채 ,2002;이혜일 & 손정락,2009;장수미,2004)의 증진

음주행동 변화에 효과 이라고 보고되었다(Dieperinketal.,2014;

Hester Squires,& Daniel,2005;LaBrie,Lamb,Pedersen,&

Quinlan, 2006; LaBrie et al., 2008; Noknoy, Rangsin,

Saengcharnchai& McCambridg,2010).동기증진치료에 활용되는

동기면담(MotivationalInterviewing:MI)은 상자 스스로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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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증진시켜 변화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임상 면담

스타일로(Miller & Rollnick,2002; Miller & Rollnick,2013),

불건강한 생활 습 이나 만성질환 리(강경자 & 송미순,2010;

김성민,2013;김 롱,2012;하 선 & 최연희,2015;Britt,Hudson,

& Blampied, 2004; Vasilaki, Hosier, & Cox, 2006)

알코올 독자의 행 변화에 효과 인 재로 알려져 있다(Cox&

Klinger,2004;Smedslundetal.,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기증진치료를 용한 선행 연구(유진희,

2005;유채 ,2002;이혜일 & 손정락,2009;장수미,2004)를 보면

개인의 음주문제에 한 인식의 심층 평가나 음주행동 평가 결과에

한 공감 피드백을 개별 으로 제공하지 못하 다. 한

변화과정에서의 개인의 차별화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 고 재를

제공한 후 변화를 지속 으로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문제음주자를 한 재는 상자마다 개별 특성을 보이는

음주행동의 인식,음주문제와 변화과정에 한 심층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자 심의 로그램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InstituteofMedicine:IOM,1990;Sobell& Sobell,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한 후 알코올지식,음주결과기 ,음주거 효능감과 문제음주

행동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양 연구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그리고 양 연구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 맥락과 참여자의

변화 과정을 질 자료로 탐색하여 그 효과를 보완하는 실험연구를

한 질 자료 내재 설계(EmbeddedDesignofQualitativeData

withinanExperiment)의 동시 혼합연구 방법(ConcurrentMixed

MethodsStudy)으로 평가하고자 한다.이러한 방법은 향후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용과 연구를 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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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알코올 독 방을 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음주자에게 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구체 인 연구 목 은 아래와 같다.

1)문제음주자의 알코올 독 방을 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한다.

2)문제음주자를 상으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제공하여

알코올지식,음주결과기 ,음주거 효능감의 변화와 문제음주

행동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변화 과정과

상황 맥락을 질 으로 탐색하여 양 도구로 드러내지

못하는 효과를 규명한다.

3.용어의 정의

1)문제음주(Problem Drinking:PD)

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알코올 독의 기나 덜 심각한 단계의

음주를 의미한다(WorldHealthOrganization:WHO,1994).

본 연구에서는 Babor등(2001)이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AlcoholUseDisordersIdentificationTest:AUDIT)로 측정한

결과 12 이상 25 이하인 경우이다.

2)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Tailored-MEP)

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에 한 변화를 유발할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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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면담을 활용하여 음주습 평가 평가 결과의 피드백,

의사결정균형 연습, 치료 계획 수립 등의 동기증진 략을

구조화시킨 근을 말한다(Milleretal.,1992).

본 연구에서는 Miller등(1992)의 동기증진치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개인의 음주행동 변화 동기를 증진할 목 으로 개발한

5회 면 상담 근과 문제음주자의 자기조 을 돕는 3회 화

코칭 근으로 구성된 총 8회기 재 로그램(Motivational

enhancementProgram:MEP)을 의미한다.

3)알코올지식(AlcoholKnowledge:AK)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명료한 이해나 알고 있는

내용과 인식에 의해 얻어진 결과로서(차 숙,1997),음주와 련된

일반 인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최순희 & 박민정,2010).

본 연구에서는 최순희와 박민정(2010)의 음주지식 도구를 연구

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4)음주결과기 (AlcoholExpectancies:AE)

알코올 섭취에 하여 의사 결정하는 음주행동으로 인한 정

결과인 이득(Pros)과 부정 결과인 손실(Cons)에 한 인지

믿음을 의미한다(Maddok,1997)).

본 연구에서는 유채 (2007)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 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5)음주거 효능감(DrinkingRefusalSelf-Efficcy:DRSE)

음주와 련된 각각의 고 험 상황에서의 유혹에 음주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을 의미한다(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 Hughe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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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성재(1996)가 번안한 도구를 연구 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6)음주문제(DrinkingrelatedNegativeConsequences:NC)

알코올 소비량이나 의존 정도와 련 없이 다양한 생활 역에서

나타나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의미한다(Miller, Tonigan, &

Longabaugh,1995).

본 연구에서는 김 식과 오동열(2000)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

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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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헌고찰

1.문제음주

문제음주란 1960년 반 알코올 독의 질병 개념이 두되면서

소개된 개념으로 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음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 독의 기나 덜 심각한

단계이다(WHO,1994).문제음주는 알코올 독의 진단 기 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지만 건강이나 사회 기능면에서 상당한 손상을

야기하는 음주 양상으로 간주된다(최윤 & 권정혜, 2003).

미국정신의학연구소(IOM, 1990)도 술을 조 하여 마시지

못함으로서 야기되는 음주 수 을 문제음주,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국민건강 양조사(질병 리본부,2013)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의

78%가 재 음주자이고, 이들 고 험 음주자의 비율은

17.2%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14.9%)과 비교하 을 때

2.3%포인트가 증가된 셈이다.특히 보건복지부(2011)는 지역사회 내

알코올 문제가 있는 상자를 180만 명(5.6%)으로 추정하 으나,

높은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음주 행동 특성상

과소 추정하므로(이선미 등,2008)문제음주 해결을 한 극

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음주자는 사회 ,성 즐거움,공격성과 긴장 감소를 해

음주하는 경향을 보여 범죄를 지를 험이 높으며(Rohsenow,

1983),직장 손실이나 가족 계를 해체하거나 폭행 사고 음주

운 등의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자살과 같은

우발 이고 충동 인 범죄 발생의 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 기,장승옥,& 제갈정,2006;윤명숙,2007).음주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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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음주자에서 경험하는 정도가 높고 알코올 섭취가

증가될수록 음주문제도 증가된다(김 기, 1996). WHO(2005)에

의하면 문제음주를 지속하면 기억 상실이나 면역력 감소로 인한

각종 질환 발생의 험이 높으며,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 문제

발생과 련된다.개인의 건강 행태가 좋지 않을수록 문제음주의

험성은 증가하고(Schuit et al., 2002),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고 압,뇌출 ,간경화 뿐 아니라 각종 암의 발생 등 알코올

기여도(alcohol-related fractions)도 높다(NHMRC, 2009). 주당

229g1)이상으로 음주하는 남성은 삶의 만족 수가 낮았고, 정한

수 으로 음주하는 경우 주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Saarni,2008).주 건강 상태에 한 지각이 낮을수록

음주의 양과 횟수는 증가하며(Strangesetal.,2006;Tsaietal.,

2010), 삶의 질을 낮게 지각할수록 음주량과 횟수도

증가하 다(이 경 등,2012;Fosteretal.,2002;Guntheretal.,

2007). 과다하게 음주하거나 잦은 음주행동은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Mathiesen & Nome,Eisemann,& Richter,2012),

고 험 수 의 음주자일수록 신체 역의 삶의 질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 다(Essexetal.,2014).문제음주는 체 인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데(권 수,2009;윤명숙,2007),일정 수 의

음주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만,심각한 수 의 문제음주 행동은

삶의 만족도도 낮추었다(박재홍,2012;Mathiesenetal.,2012).

음주에 한 사회 분 기는 폭음자를 지속 으로 증가시키며,

특히 직장인은 업무 스트 스와 긴장의 해소,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기 하여 음주가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다.남성 직장인의

45.8%는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자리에서 소주 7잔을 마시는 고 험

음주자이고,AUDIT 8 이상의 음주자는 55.9%이었다(이지 ,

1)세계보건기구는 순수 알코올량 10g을 음주표 잔으로 사용하나,우리나라의 경우 20도짜리

소주 1잔(45cc)에 포함된 알코올량은 7.02g임(알코올량은 비 0.78×도수×부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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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 음주량은 6.9잔으로 이들의 45.2%는 술이 깨지 않은 채

출근한 이 있고, 략 20%가 음주로 인한 결근,지각,조퇴를

경험하고 업무능력 하를 경험하 다고 하 다(이지 ,2012).

직장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알코올의존도가 높으며(삼성경제연구소,

2004),문제음주를 할수록 높은 결근율과 낮은 생산성,동료와의

갈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WHO,2005).음주에 한 험 지각이

낮은 직장인일수록 알코올을 더 많이 섭취하며(Arezes& Bizarro,

2011), 음주하는 근로자의 47.6%가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도

경험하 다(산업안 보건공단,2005).이와 같이 음주 폐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조기 사망과 생산성 감소,각종 사고 피해 등

우리나라의 연간 사회 경제 손실 비용도 총 24조 9천 억 원이며,

이는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 비 3.3%로

미국의 2.7%,캐나다의 1.4%에 비하여 높고(Rehm etal.,2009),

2000년의 14조 9,352억 원(GDP 비 2.6%)과 비교할 때 약

40.1%(0.7%포인트) 증가된 결과이다.특히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연간 의료비용은 7조 3698억 원으로 건강보험

지원 산인 6조 5131억 원보다 훨씬 많다(정 호 등,2012).

과다한 음주행동을 보이는 문제음주자가 그 문제를 인식하는

기간은 평균 8년이고,입원하여 치료를 결정하는 기간도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김성재,1996).자신을 사회 음주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음주자 역시 실제로는 음주량의 경감을 한 재가

요구되는 문제음주자 는 치료가 요구되는 증 알코올사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문제음주자의 부분이 알코올 문제로 인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제음주자로 선별될 확률이

낮고(Saitz,2005),문제음주자라고 하더라도 지속 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며 음주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치료 기 방문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는다(강경화 & 김성재,2014;유채 ,2007;Korch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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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2;Michelltal.,2013).문제음주는 뇌의 보상회로 이상으로

발생되는 음주 충동과 개인의 통제력 이상으로 음주하게 되는

알코올 독 상태의 단계이고(Enoch& Goldman,2002),비교

조기에 재를 제공하여 그 진행을 방할 필요가 있다.진행성

과정에 있는 알코올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 인

알코올 독으로 진행되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SubstanceAbuse

andMentalHealthServicesAdministration:SAMHSA,1999).

문제음주 선별은 알코올 련 문제를 지닌 상이나 문제로

발 될 험성이 높은 경우와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을 찾아내는 과정이다(NationalInstituteon Alcoholism and

AlcoholAbuse:NIAAA,2006).선별은 재 계획을 수립하기 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음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상자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된다.여러 선별 도구 AUDIT는 미시건

알코올의존 선별 검사(MAST)나 CAGE(Cut down, Annoyed,

Guilty,Eye-opener)에 비하여 치료 개입에 필요한 불건강한 음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Saitz,2005),

특히 AUDIT는 공 보건학 으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일으킬

험을 방할 수 있는 즉 알코올 섭취를 여야 하는

문제음주자에 한 기 을 제공한다(Baber, Higgins-Biddle,

Saunders, & Monteiro, 2001). AUDIT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Disease)-10의 진단 기 을 사용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음주 빈도 양,음주 행태,음주문제를 평가한다(Baboret

al., 2006; 이병욱 등, 2000). 도구의 1-3번 문항은 단축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C)로 활용되며 음주빈도,1회

음주량,1회 음주시 소주 7잔(맥주 5캔)이상을 마시는 과음 여부

등의 문제음주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 AUDIT-C의 최

단 (Cut-offpoint)이 8 이상일 때 민감도 0.95,특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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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이었다(이병욱 등,2000).4- 6번은 조 장애,강박 음주,

해장술 여부 등 알코올 의존 증상에 한 문항이며,7-10번은

죄책감 후회,일시 기억 장애,상해 여부,음주에 한

주변인의 걱정을 음주 련 문제의 험한(hazardous) 알코올

사용으로 구성하 다.10문항에 응답한 수의 값을 합산하며,

총 은 4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독으로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는 총 이 7 이하 험 음주,8-15 은 험 음

주,16-19 은 알코올 남용,20 이상은 알코올 의존으로 분류하

다.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국민건강 양조사,2012;

류지수 등,2011:유채 ,2007;제갈정,김 기,& 이종태,2011)에

서도 문제음주를 AUDIT 8 이상으로 보고하 으나,우리나라 음

주 행태상 생리 사회 문제를 고려한 단 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근호 등,2009).신체-정신-사회학 문제를 포함한 범 한 의

미의 문제음주 단 은 12 으로 분류되는데,알코올의존자와 일반

인의 최 단 이 12 인 경우 민감도 96.9%,특이도는 87.1%로

(김종성,1999),이병욱 등(2000)은 민감도 84%,특이도는 86%라고

보고하 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문제음주란 충동과 조 력의 상실로 독의

험성을 보이며 건강이나 심리사회 측면에서 부정 인 폐해를

야기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특히 문제음주 행동은 알코올 섭

취 수 이 증가됨에 따라 신체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삶의 질

을 하시키며 생산성 손실 안 사고 발생 등 사회경제 으로

많은 부정 인 결과를 유발시킨다.음주로 인한 부정 인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극 인 재가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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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주행동 변화 향요인

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 변화를 진하는 요인은 알코올지식,음주

결과기 ,음주거 효능감 등의 인지 요인과 하게 련된다.

사 지식이 부족하면 문제와 그로 인한 향을 인식하거나

변화에 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은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요하다(변창진 & 김경란,1984; Bandura,1977).

지식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얻어지고 습득한 정보는 문제를

정확히 알도록 하며,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 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Ajzen,

Joyce,Sheikh,& Corte,2011;Awad,& Ghaziri,2004).서울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40 미만 사무직 종사자의 알코올지식에 한

정답률은 36.6%로 낮은 편이었으며(최승희 등,2001),근로자에게 웹

기반 재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제갈정 등, 2011)에서도

참여자의 알코올지식 정도가 100 만 으로 환산하 을 때 참여

평균 55.1 을 보 다.특히 직장에서 음주문제 방을 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은 30% 정도로 낮고(강경화,2008,이지 ,

2012;장혜정 & 장윤업,2004;제갈정 등,2011),1회성 교육이나

캠페인을 제공받은 후에도 특정 역의 알코올지식을 잘못 아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다(강경화, 2009; 2010).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이 알코올에 하여 검증된 사실이나 올바른 정보를 한

경험이 고 지속 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한다면 변화의 동기를 증진하는데 효과 일 것이다.

알코올의 특성과 음주행동에 한 추상 이고 모호한 지식은

음주행동에 한 정 음주결과기 와 련이 깊은데(신수미 &

손애리, 2008), 학생을 상으로 알코올지식 정도를 조사한



- 13 -

연구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왜곡된 지식이 형성되어 부정

음주결과기 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 다(탁 란, 2007).

일반 으로 지식은 인지발달 수 에 따라 발달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음주지식 정도가 높아지며(Sigelmanetal.,2000),특정한

행동에 한 지식은 주로 교육을 통하여 변화되고 지식이 변화되면

태도와 행 실천도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문정순 등,2001).

음주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인지 ,정서 변화가 요하며(Cox&

Klinger(2004),양가감정의 탐색과 해결도 변화의 주요한 과정으로

본다(Miller& Rollnick,2002;2013).양가감정은 음주를 지속하게

되는 상황에 한 상자의 신념을 평가하는 것으로

음주결과기 와 유사하다(Bandura,1977;변창진 & 김경린,1984).

음주결과기 는 알코올 사용과 지속성에서의 요한 인지

개념으로 재와 미래의 알코올 섭취에 한 사고 과정과 음주할

때 상되는 행동 ,정서 결과를 포함한다(Connoretal.,2007;

Gulloetal.,2010;Haskingetal.,2011).음주결과기 는 알코올의

생리 작용으로 행동 향력을 결정하는 개념이기보다 행동을

변화하도록 하는 알코올의 힘에 한 개인의 믿음으로(Leigh,1989),

직 인 알코올 섭취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도 학습이나 모델링에

의하여 정 음주결과기 가 습득된다(Bandura, 1977). 음주

상황은 음주하기 훨씬 이 에 정 음주결과기 에 의하여

자동 으로 선택되며,알코올을 섭취하도록 한 주된 선택의 이유를

음주결과기 를 통해 다시 확인한다(Oei& Morawska,2004).

정 음주결과기 는 알코올 섭취로 얻어지는 사교성,자부심과

같은 즉각 이득에 한 믿음으로 정서 인 디스트 스를

최소화하며,부정 음주결과기 는 알코올 섭취로 손상된 인지와

단 등 장기 손실에 한 효과를 생각하도록 한다.음주로 인한

정 효과인 이득은 숙고 단계에서 가장 높고 비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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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수록 부정 효과인 손실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Maddock,1996).특히,음주결과기 는 인구사회학 ,배경

변인(Brown,1985; Christiansen & Goldman, 1983)이나 동료

향과 사회 환경(Martin& Hoffman,1993)보다 다양한 문제음주

행동의 시작과 유지를 측하는 주요 인자이었다.일반 으로

정 음주결과기 는 알코올 섭취를 증가시키고(김성재,1996;

Hasking,& Oei,2008),부정 음주결과기 는 알코올 섭취 감소와

련된다(Hasking et al., 2011). 자기 효능감이 낮고 정

음주결과기 가 높을수록 최근의 음주행동의 이득을 측하며,

부정 음주결과기 가 높은 경우 최근의 음주로 인한 요한

손실을 측하 다(Blume,Lostutter,Schmaling,& Marlatt,2003).

성인의 음주결과기 는 35% 이상에서 향후 음주행 여부를

설명하고(Oei& Morawska,2004),뇌의 회백질 부피에 향을 주는

구조 인 변화도 입증되었다(Jaime et al., 2014). 직장인은

음주결과기 의 세부 항목 사회 기술의 증가,이완 긴장

완화,성 고양에 한 수가 높게 나타났다(이지 ,2012).

음주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재는 부분 음주에 한 잘못된

생각의 교정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근을 사용한다.자

기효능감의 증진은 알코올 섭취를 감소할 의지가 없는 상자라고

할지라도 해로운 음주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다

(Blumeetal.,2003a).음주행동 변화를 성취하는데 요한 음주거

효능감은 음주 상황에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용시킨 것으로,잠

재 으로 음주에 취약한 유혹 상황에서 음주를 거 하는 능력에

한 신념으로 정의된다(Diclementeetal.,1994). 독 행동의 성공

인 변화와 련이 깊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변화 과정과 성공을

측하는데(Bandura,1977;1982),숙고 단계와 숙고 단계에서는

음주거 효능감의 수가 낮았고 행동 단계와 유지단계로 진행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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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가 높았다(Diclemente.,1986).이와 같이 음주거 효능감은

폭음 행동 감소에 요한 향을 미치고 고 험 음주 상황에서의

낮은 음주거 효능감과 높은 정 음주결과기 는 폭음 행동 발

생에 더욱 향을 미치며(류지수 등,2011;Blumeetal.,2003b;

Gulloetal.,2010),문제음주자의 섭취하는 알코올 양이나 재발에

요한 역할을 한다(Oei& Morawska,2004;Youngetal.,2011).

고 험 음주자는 낮은 음주거 효능감과 높은 음주결과기

특히 음주할 때 자신이 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높은 자신감을 보이

며,낮은 음주거 효능감은 치료받지 않은 집단에서 더 높은 알코

올 섭취와 련이 있었다(Hasking& Oei,2008).그러나 일반인 집

단에서 음주거 효능감은 음주량과 음주 빈도 감소를 측하나,알

코올 의존 집단에서는 일반 인 자기효능감이 알코올 섭취 빈도와

음주량 감소를 측한다(Oei,Hasking& Philips,2007).동양계

학생은 음주거 효능감이 음주행동과 유의한 련성을 보이는데(Oei

& Jardin,2007)음주거 효능감이 높을수록 변화 동기가 증진되고

구체 인 행동 변화의 실천이 가능하며 음주문제도 감소된다(유채

,2000;Maistoetal.,2015).특히 알코올 문제를 보이는 상자의

재발행 에 음주거 효능감은 부 향을 미치는데(김성재,1996),

음주거 효능감이 낮고 음주결과기 가 높은 경우 음주문제를 경험

할 확률도 높다(Connoretal.,2007).음주거 효능감은 알코올 독

의 이 단계에서 높은 향력을 보이는데(Connoretal.,2007),직

장인의 주 의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변인도 지각된 행 통제인 자

기효능감이었다(Kim,& Hong,201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문제음주자에게 알코올의 특성이나

알코올섭취의 향 등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는

건강한 음주행동 변화를 한 지식과 태도 형성에 향을 주어

알코올 독을 방하는 데 효과 일 것이다. 음주결과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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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을 섭취함으로서 기 하는 효과에 한 믿음이므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탐색하고 수정하도록 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정 음주결과기 를 증진시키고 정

음주결과기 를 감소시킨다면 음주행동 변화의 주요한 동기가 되어

행동 변화를 한 실천 동기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고 험

음주 상황에서의 거 능력인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실제 문제음주

상황에서의 처 기술인 음주 거 의 자기조 능력으로 이어져

문제음주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3.알코올 독 방 재

개인을 상으로 알코올 독 방을 한 폐해 감소 근은 일반

인 상의 보편 방과 알코올로 인한 부정 문제를 보이는

상을 한 선택 방, 독의 잠재성을 보이는 상이 표 인 지

시 방이 있다.이 선택 ,지시 방 형태로 제공되는

로그램에서는 상자의 음주행동 변화를 한 동기증진이 매우

요하다.흔히 제공되는 알코올 독 방 재는 선별,단기 재,의

뢰 치료(Screening,BriefIntervention,Referral& Treatment:

이하 단기 재),단기 상면담(BriefNegotiateInterview:BNI),민

감한 음주를 한 선별 재 로그램(Screening Intervention

Program forSensibleDrinking:SIPS,이하 선별 재)과 보다 장기

인 동기증진치료,행동 실천에 을 두는 주 로그램 등이

있다(Table1).

단기 재는 정음주 기 을 과하는 험 음주자(hazardous

drinkers), 독 가능성을 보이는 음주자와 치료 서비스에

근하지 않는 독 성향의 음주자에게 합하다(Cox& Klinger,

2004).주로 지역사회 내 문제음주자의 음주 행동이 진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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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Name Content

Kaner(2009)

Saitz(2007)

Tsai(2009)

Hermansson

(2010)

McPherson(2010)

Screening,
Brief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SBIRT)

-Information(standarddrink,nationalnorms,
risksforharm)

-Benefitsofcuttingdowndrinking
-Constructionofachangeplan
-Determineaction& review progress
-Self-helpbooklet/diary
-Referredtodiagnosis≥AUDITscore20

AcademicED

SBIRT

Research

Collaborative

(2010)

Cherpital(2010)

BriefNegotiate
Interview(BNI)

-GivingInformations(alcohol& norms)
-Feedbackondrinking&consequences
-Readinesstochange
-Assessdecisionalbalance
-Provideamenuofoption
-Referredtodiagnosis≥AUDITscore20

Kaner(2013) Screening
Intervention
Program for
Sensible
Drinking,
(SIPS)

-Information(drinkingnorms,consequences)
-Describingtypicaldrinkingday
-Ratingimportance& confidenceofchange
-Decisionalbalanceexercises

Miller(1992)

Noknoy(2010)

Dieperink(2014)

Yoo(2002)

Chang(2003)

Yoo(2005)

Lee& Son(2009)

Motivational
Enhancement
Treatment
(MET)

-Explorealcoholeffects& problems
-Reflectivefeedback(drinking&

consequence)
-Discussiontoalcohol& health
-Pros& Cons
-Optionsonhow toreducedrinking

Do(2007)

Kim(2007)

Drinking
Reduction
Program

-Educationaboutalcoholdrinking
-Explorationofalcohol-relatedproblems
-Tipsonreduceconsumption
-Discusstochangeplan
-Alcoholreductioncampaignforworkplaces
-Sendinginformationmaterialsforfamily
-Monitoring& encourageoncontroldrinker

Table1.PreviousInterventionsforAlcoholism Prevention

발생하는 폐해를 방하기 때문에(Fleming & Manwell,1999),

음주행동과 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효과 이다(Babor &

Higgins-Biddle, 2006; Hyman, 2006; Lopez-Bushnell, 2004).

단기 재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기본으로

알코올 사용에 한 선별과 피드백,알코올섭취와 련된 정보,

알코올 섭취를 감소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한 동기 증진,고 험

상황의 분석과 처 략, 변화 계획 수립, 스스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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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도록 돕는 리 렛 등이 제공된다(Kaner et al., 2009).

형 으로 1-4회기,5분-60분 동안 음주문제가 시작되기 단계의

음주자에게 상담 교육을 통하여 음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재를 제공한다(Babor& Higgins-Biddle,2006).특히 단기 재는

알코올 독으로 낙인되지 않기에(nonstigmatizing), 상자들이

재를 쉽게 수용하고 스스로 올바른 방향(rightdirection)으로

변하게 돕는다(Marlattetal,,1998).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McPhersonetal.,2010)결과 이들의

40%가 AUDIT-C 4 이상이었고,52%는 AUDIT 8 이상을

보 다. 화로 1회 단기 재를 제공한 결과 추 리와 면 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가 42%이었는데 직장인 알코올 독 방을

하여 조기 발견과 재의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 다(McPherson etal.,,2010).특히 직장인 알코올 독

방을 하여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과 경력 리에 목 을 두는

직장인 지원 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 다(Roman& Blum,2002).

Vasilak etal(2006)의 단기 재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탈락률,

짧은 추 리,부수 이거나 객 타당성의 부족( 액이나 호흡

분석),맹검 추 리 안되고 반복 연구가 부족한 방법론 문제를

지 하 다. 재에 참여한 상자의 평균 연령은 31.8세(표 편차

10.3),지역사회의 알코올 남용자나 고 험 음주자가 상이었다.

단축형 음주양상 평가(BriefDrinkerProfile:BDP)와 음주일기 분석

추 평가가 3,6,12,25개월에 이루어졌다. 은 성인과 고 험

음주자와 낮은 의존 수 의 음주자에게 더욱 효과 이며,

자발 으로 도움을 찾는 경미한 수 의 알코올의존자에게 가장 큰

효과를 보 다.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3개월 후

비알코올의존자의 음주 섭취 행동이 감소되는데 효과 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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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동안 1회 동기면담을 제공받은 집단은 다른 치료 로그램을

받은 집단에 비하여 효과 이었다(Vasilakietal.,2006).

응 실에서 험하거나 해로운 수 으로 음주하는 성인에게 변화

동기를 증진할 목 으로 개발된 단기 상면담(BNI)은 피드백과

음주 양상의 변화를 돕는 동기증진 략을 활용한 상자 심의

조언을 20분 이내 수행한다(Collaborative,AcademicED SBIRT

Research,2010).단기 상면담은 라포를 형성하며 알코올사용에

하여 평가하기,피드백을 제공하기,변화 비정도를 평가한 후

음주행동 변화에 한 불일치를 발달시켜 변화동기를 증진시키기,

상하고 조언하기의 4단계로 구성된다(D'Onofrio etal..,2005).

단기 상면담을 제공하고 3개월 후 측정한 효과 평가 결과

음주빈도와 주당 음주량, 험음주빈도 음주문제가 감소되었으나

변화 비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Cherpiteletal..2010).

선별 재(SIPS)는 지역사회 일차 의료 기 을 방문한 성인에게

음주평가 결과에 한 피드백과 5분간의 구조화된 조언을

제공한다(Kaneretal.,2013). 재를 제공한 2주 후 동기면담을

활용하여 형 인 일상 탐색하기, 변화 요성과 자신감을

수화하기,의사결정균형 연습을 20분가량 면 상담하 는데,

재를 제공한 후 6개월과 12개월에 측정한 AUDIT와 음주문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변화 비정도와 상자 만족도가 증가된

결과를 확인하 다(Kaneretal.,2013).

동기증진치료(MET)는 알코올 독자의 변화를 유발하기 해

고안된 재로 90일 이내 구조화된 4회기의 개별 재 근을

제공한다(Miller et al., 1992). 첫 회기(1주)에서 상자의

음주문제의 평가(Comprehensive Drnker Profile) 결과에 한

구조화된 피드백,음주수 과 이와 련된 증상 미래의 계획,

그리고 상자의 변화 시작과 유지 동기를 증진하는 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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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2회기(2주)는 동기면담을 용하여 변화 목표를 확립하고

6주째와 12주째도 동기면담을 용하여 상자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지지한 후 근을 종료한다(Milleretal.,1992).알코올이

개인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행동의 심층 평가를 하여 사용한

음주자 평가(Drnker’sCheck-Up:DCU)는 상자의 음주 험에

한 인식을 증진하고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 이었다.

일반 음주자를 상으로 개발된 음주자 평가는 상자의 음주 양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가족력,병 음주 양상과 독 수

확인을 하여 동기면담 근으로 구조화시켜 객 인 평가에

용하 다(Milleretal.,1988;1992).특히 음주자 평가 결과에

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상자의 진술에 정확하게 공감하는

략이 그들의 내면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보 다(Milleretal.,

1988;1992).이러한 근 방식은 주나 건강 행동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기증진치료 개발에 많은 향을 주었다.

AUDIT 8 이상을 상으로 15분가량의 3회기 동기증진치료를

용한 후 6주,3개월,6개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지속 으로 1회

평균음주량 주당 평균음주량과 폭음일이 감소되었다(Noknoyet

al.,, 2010). 간질환이 있는 음주자에게 30-45분동안 4회기의

동기증진치료를 제공한 연구(Diperink etal.,2014)에서도 3개월,

6개월의 효과 측정 상 음주하지 않은 날과 주당 평균음주량,

30일간의 단주 실천은 증가되었으나,간 기능 액 검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LaBrie 등(2006)은 평균

50g이상 폭음하는 학생에게 60-90분 집단 동기증진 재를 1회기

제공하 으며, 재 내용은 지난 1달 동안의 음주행동

평가(Time-LineFollow-Back:TLFB)와 음주규범 교육,음주행동

변화를 한 의사결정균형 연습과 재발 방,음주결과기 다루기와

변화에 한 목표 수립이었다. 용 결과 재 1달 후까지 음주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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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빈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특히 폭음을 보이는 남학생에서

효과를 보 다(LaBrieetal.,2006).여 생에게 2시간의 1회기 집단

동기증진치료를 용한 후 10주째 측정한 결과상 주당 음주빈도와

최 음주량이 감소되었는데, 사회 음주자인 경우 보다

효과 이었다(Labrieetal.,2008).한편 컴퓨터기반 동기증진치료를

용한 연구(Hester et al.,2005)는 8주째 음주량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12개월까지 지속되는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 다.

AUDIT 21 이상의 남자 학생에게 3회기 개별 동기증진치료를

5회기의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제공한 결과 변화단계와 변화과정,

주효능감이 증진되었다(유진희,2005). 학생 집단 동기증진치료

연구(이혜일 & 손정락,2009)도 음주결과기 와 음주거 효능감은

증진되었으나 알코올사용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가정폭력행 를

한 문제음주자에게 8회기 집단 동기증진치료를 제공한 결과

변화단계와 변화과정이 상향되었고(유채 ,2002),가정폭력으로

로그램에 참여한 문제음주자에게 5회기의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3회기 집단 동기증진치료를 제공한 결과 변화 동기와 정

정서로의 변화 사 사후 음주정도(AUDIT) 수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3개월 후 결과에서는 음주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장수미,2004).

주 로그램은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실천 재 연구로

수행되었다(김 이, 2007; 도은 , 2007). 김 이(2007)는

변화단계모형을 활용하여 18회기 동안 집단 교육,개별 리,

이메일 자료 제공과 화 리를 용하 고, 다른 연구는

변화단계모형과 여가모형을 활용하여 12회기 동안 집단 교육과

화 리,이메일로 가족과 상자에게 자료를 제공하 다(도은 ,

2007). 재 내용은 알코올 사용에 한 교육,알코올 섭취 감소를

한 방법과 변화 계획이나 문제 에 한 토론,음주일지 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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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용되었다. 결과상 인지 요인인 음주결과기 ,

음주거 효능감, 변화과정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음주량과

문제음주 행동의 변화도 확인되었다(김 이,2007;도은 ,2007).

이상과 같이 행 변화에 요한 인지 요소인 음주결과기 나

음주거 효능감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보다 구조화된 동기증진

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우리나라 성인 문제음주자의

행동 변화를 해서는 상자가 경험하는 음주문제에 한

심층 인 평가와 함께 공감 피드백을 용하고 동기면담을

활용한 상자 심의 맞춤형 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

기에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4회기 정도의 면

재를 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음주자의 내 변화 동기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략을

로그램에 구성하여 음주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 행동을

유지하는데 효과 인지 추 조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문제음주 행동 변화를 한 동기증진 략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 으로 상자의

변화 동기를 증진시켜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동기란 독 행동의 변화를 성공하기 한 개인 이유

의도로서(Diclemente,Schludt& Gemmell,2004),동기는 다양한

양상을 띠며 변화 가능한 상태이다(Miller & Rollnick,2002).

문제음주 행동 변화를 한 동기증진 략은 FRAMES(Feedback,

Responsibility,Advice,Menuofstrategy,Empathy,Self-efficacy),

의사결정균형 연습(Decisional balance exercise),

불일치(Discrepancies)의 인지, 상자 속도에 맞추기(Flexible

pacing), 상자가 재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지속 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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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 다(SAMHSA,1999).

FRAMES는 단기 재에서 효과를 보인 6요소의 앞 자를 따

음주행동 변화에 한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동기증진

재로 활용되었다(Milleretal.,1999). 재의 음주 양상과 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알코올로 인한 문제와 발생 가능한 험을

인식하도록 상자의 액검사나 설문 평가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한다.음주행동 변화에 한 상자의 목표나

을 강요하지 않고 변화의 목표를 자발 으로 선택하도록

개인의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강조한다. 상자가 원하면

교육하거나 지시 이지 않은 방식으로 음주행동을 감소시키거나

변화하도록 조언(Advice)하고 해결 방법을 토론한다. 재의

본질인 알코올 섭취 감소에 한 목표 수립과 음주 상황에

직면하거나 고 험 상황에서의 음주 섭취를 피하게 하는 기술 발달

등 상자에게 합한 다양한 략을 제공한다(MenuofStrategy).

상담 과정에서 음주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 인 온정 이고

반 인 공감(Empathy)반응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증진으로 변화에 한 동기를

강화한다.치료자의 임상 면담 기술인 MI는 동기증진 재의

주요 요인인데 지역사회에서 MI를 활용한 FRAMES 연구 결과

음주 빈도와 r-GTP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음주량이

감소되는 등 행동 변화에 정 인 효과를 보 다(Beckham,2007).

피드백은 개인을 상으로 폭음 등의 문제음주 행동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알코올지식과 규범 태도를 변화시킬 목 으로

단순한 조언(simple advice)부터 몇 개월간의 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으로 제공되었다(DiClemente,Marinilli,Singh,&

Bellino,2001;.Riperetal.,2009).피드백은 문제음주 방을 한

미디어 홍보,리 렛,포스터 이메일 등을 통한 캠페인 근이



- 24 -

학생들의 래 음주 규범을 지속 으로 잘못 지각하도록 하여

두되었다(Carey, Scott-Sheldon, Carey, & DeMartini, 2007;

Neighbors,Lewis,& Larimer,2004;Cunningham etal,2008;

2010;2012).특히 피드백은 단기 재 근을 실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 의 어려움과 이들의 80%가

문가를 만나는 횟수의 제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수행되었다(Riperetal.,2009).음주의 규범

태도는 다른 사람의 음주 정도에 하여 주 인 지각을 의미하며,

지각된 규범이 개인의 알코올 섭취에 두 단계로 향을

다(Borsani& Carey,2003).먼 개인의 알코올 섭취를 지각된

규범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과장된 음주 규범을 자신의 알코올

섭취에 한 기 으로 용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음주행동을

하게 된다. 피드백은 음주의 규범 태도에 한 비교가

문제음주자의 음주 양상과 험 인식의 시발 이 되고 알코올

사용을 이도록 동기화한다(Riperetal.,2009).이 재는 자신의

음주행동이 동료 음주에 한 지각에 하여 향을 받는 경우

그러한 지각이 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를 과음하는

상에게 피드백 할 때 그들의 가치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유발하고 결과 으로 음주행동도 감소된다(류미,이민규,신희천,

2010;Cunningham etal,2008;2010;2012).주당 7잔 이상의 술을

동성의 집단에서도 마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7%,AUDIT 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주량을 과다하게 인식하는

불일치(discrepancy)의 수 도 더욱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Cunningham etal.,2012).

피드백의 메타연구를 보면 주요 상은 1회 50g이상의 폭음을

하는 학생이나 18-25세의 성인으로 1회,50분 이내의 면 면

상담이나 자우편(e-mail), 웹기반 상담 제공으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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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다(Agostinelli,Brown,& Miller,1995;Careyetal.,2007;

Lewis& Neighbors,2006).피드백 내용은 주당 알코올 섭취의

평균량, 알코올 농도,음주와 건강,사회 험과의 계,

문제성 알코올 섭취를 변화시키도록 자조 가이드라인 안내 등이

포함되었다(Riper etal..,2009).특히,규범 피드백은 알코올

섭취(빈도,양)수 을 상자가 속한 집단원의 비교 뿐 아니라

정 음주 가이드라인도 제공하 는데,음주행동 감소에 한 효과

크기(effectsize=d)는 학생은 .224(.16-.29)이었으며,18세 이상

성인은 .004부터 .293이었다(Riperetal.,2009). 다른 연구(Carey

etal.,2007)에서는 음주 정보 래의 음주행동에 한 학생의

인지를 래의 실제 음주행동에 한 정보와 비교하도록 불일치를

외부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 을 때 음주행동 감소의

효과 크기(d)는 .11에서 .41이었다. 한,사회 ,신체 ,학업 ,

법 으로 발생하는 부정 상황 감소에 한 효과 크기(d)는

단기(4-13주) .15, 간(14-26주) .22, 장기(27주-1년)는

.14이었다(Carey et al., 2007). 피드백과 련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개인을 상으로 MI를 활용한 재와 동기나 기 에

한 피드백,규범 비교,음주 의사결정균형 연습을 하는 경우

알코올 련 문제 감소에 효과 이나,문제음주자의 행동 변화에

한 재 결과에 한 과학 인 근거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 다(Carey etal.,2007).피드백은 음주행동 감소를 유도하는

재로서 알코올과 련된 규범 등 정보 제공 측면에 한정된다.

알코올 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부족한 상에게 음주행동의

규범 오류나 지각을 변화시키는 피드백은 그들의 재

음주행동과 규범 행동에 한 불일치를 극 화시키는 동기증진

재로 활용된다.

의사결정균형 연습은 음주행동의 이익과 손실에 한 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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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기반으로 한다(Sobelletal.,1996).음주행동의 손실을

두드러지게 하여 이로 인한 인지된 보상을 감소시키고 변화의

이익을 강조하고 변화의 손실과 같은 잠재 인 장애를 확인하여

문제음주 행동의 변화 동기를 진시킨다(Sobellet al.,1996;

SAMHSA,1999;Miller& Rollnick,2002;Miller& Rollnick,2013).

의사결정 균형은 부정 상황을 울질하고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에 상자의 변화 목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SAMHSA,

1999).

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모든 상자는 자신만의 속도로

변화단계를 거쳐 변화를 성취하기 때문에 상자의 변화 비

정도를 평가하고 변화 과정 진을 고려하는 방법이다(SAMHSA,

1999).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상자마다 강도나 기간,효과

주요 역에서 차이가 있으며 문제음주자가 수용하려는 치료

형태도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IOM,1990).따라서 문제음주자의

특성과 보이는 문제에 한 평가와 로그램 제공이 상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입원 형태가 아니라 비집 인

형태에 동기증진 형태의 자기 리 근이어야 한다(Sobell&

Sobell,1993).과거에는 알코올 문제나 문제의 수 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 화된 치료를 제공하 으나 심층 인 기 평가를 통해

상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반 하여 맞춤형으로 알코올문제에 한

치료가 제공될 때 효과도 정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AMHSA,

1999).나선형으로 변화 단계를 이동하는 문제음주자 특성상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변화를 도울 때 상자 속도에 맞추는

특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상자가 재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지속 리하기는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상자와 치료 계를 강화하는 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략이다(SAMHSA,1999).이러한 근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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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와 치료에 머무르는 경우를 높이고 치료 이행도 증진시킨다.

이상과 같이 심층 인 상자 평가와 함께 인지 과정의 변화를

돕는 의사결정균형 연습, 상자의 변화 과정에 맞춘 개별 계획

수립과 자기 리 근을 돕는 재가 FRAMES 근으로

용된다면 알코올 독 방에 효과 인 동기증진 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5.동기면담(MI)

동기면담은 알코올 독자의 치료 경험에서 발 된 방법으로

Miller(1983)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는 상자의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상자의 내재된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고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상자 심의

임상 면담 방식이다(Miller& Rollnick,2013).동기면담의 목 은

상자가 변화의 요성에 한 신념을 강화하고 변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데 있다(Miller &

Rollnick,2002).변화의 동기는 군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상자로부터 이끌어 내고 증진되기에 상자 심 으로 그들의

변화에 한 양가감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과정이

요하다(Rollnick& Miller,1995;Miller& Rollnick,2002;Miller

& Rollnick,2013).동기는 치료자와 상자의 인 계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에 MI를 용하는 치료자는 상자와 동 계를

형성하여야 하고 반 경청 기술로 상자의 거 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Miller & Rollnick, 2013). Miller 등(1993)은

통 으로 문제음주자의 행동 변화를 하여 직면 근이

사용되었으나 문제음주자에 한 존 과 정확한 공감(accurate

empathy) 반응을 보인 결과 정 행동 변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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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크기(d)가 치료 후 6개월 .82, 1년 .71, 2년 .51이라고

보고하면서 공감 상담 스타일을 강조하 다.

기존에 알려진 동기면담의 방법은 변화 동기를 형성하고 결심을

강화하는 2단계로 설명하 으나(Miller& Rollnick,2002),3 (Miller

& Rollnick,2013)에서는 계형성하기, 맞추기,유발하기,

계획하기의 4단계로 보완하고 계형성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는 연속 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동기면담 실천에서는 트 십(Partnership),수용(Acceptance),

유발(Evocation), 동정(Compassion)의 정신(spirit)을 가장

강조한다(Miller& Rollnick,2013). 트 십은 상자와 상담자

계가 권 이지 않은 등한 치에서 함께 춤을 추듯 부드럽게

화하는 동 태도이다.유발은 상자를 설득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교육하는 신 상자의 심과 생각을 자발 으로

이끌어내는데 을 맞추는 태도이다.동정은 감정 측면이

아니라 상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하여 노력하는 마음가짐이다.

수용은 가치,정확한 공감,자율성 지지와 인정해주기의

측면을 강조하는데, 가치를 지닌 고유한 상으로 수용하기,

행동 변화를 한 능력과 동기가 상자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존 감을 보이면서 자율성 지지하기, 상자의 내 을 마치

그의 시각으로 보려는 정확한 공감, 상자의 강 과 노력을 찾아서

인정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동기면담의 원리는 공감 표 하기(express empathy),불일치

만들기(develop discrepancy),논쟁 피하기(avoid argumentation),

자기 효능감 지지하기(supportself-efficacy)이다(Miller& Rollnick,

2002). 공감 표 하기는 상담자가 상자를 비 하거나 단,

비난하지 않으며 상자의 느낌이나 을 이해하고 반 으로

되돌려 때 이해 받는다는 느낌이 강화된다.불일치 만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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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재 행동과 이상 으로 생각하는 가치 사이의

불편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상자 스스로가 자신이 변해야 하는

이유를 언어 으로 표 하게 한다. 상자가 변화 행동과 련하여

갈등하는 경우 상담자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분의 상자는 변화의 반 방향(변화하고 싶지

않다)으로 방어 태도를 보인다(Miller& Rollnick,2002).논쟁

피하기는 해결책이 상자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상자가 방어 이

되지 않도록 논쟁을 피한다.자기효능감 지지하기는 상자가 행동

변화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고

변화할 책임을 갖도록 하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원래 상자의 항을 변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원리를 항과 함께 구르기(Rollwith resistance)라고 하 으나

3 에서는 항이라는 용어 신에 유지 화(Sustain talk)와

불화(Discord)라고 표 된다.유지 화란 변화 화의 반 용어로서

행동이나 변화 행동과 련된 양가감정의 한 측면을 의미하고,

불화는 상자와 계 측면에서의 불 화음을 보이는

경우이다(Miller& Rollnick,2013).

동기면담의 기술은 열린 질문하기(open-ended question),

인정해주기(affirmation),반 으로 경청하기(reflectivelistening),

요약하기(summarizing)이다(Miller& Rollnick,2002;2013).열린

질문하기는 상자의 생각과 느낌을 이끌어내고 탐색하기 하여

상자가 가 이야기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해주기는 상자를 직 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때 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려는 마음도 강화되고 변화가 진되기에

상자가 실제 행동해 온 것이나 언 한 것 정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가장 요한 기술인 반 으로 경청하기는

상담자가 상자의 언어 표 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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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달한다.반 은 상자의

이야기를 그 로 표 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꾸는 단순 반 (Simple

Reflection)과 상자의 숨은 의미와 감정,양가 상태를 표 하는

복합 반 (Complex Reflection)으로 구분된다.요약하기는 면담

과정에서 나온 상자의 진술 표 을 마치 부 를 만들 듯 모으고

연결하는데, 상자가 표 한 내용 변화와 련된 부분을

강조하여 상자에게 재진술한다.

궁극 으로 동기면담 기술은 상자의 변화 화(ChangeTalk)를

이끌어내는데,변화 화는 변화에 한 바램(Desire),변화할 수

있는 능력(Ability), 변화하려는 이유(Reason)와 변화의

필요성(Need)에 한 비 (Preparatory)변화 화와 변화에 한

결단(Commitment), 변화하려는 행동을 시작하려는

활성화(Activation),변화행동의 실천에 한 착수(Taking step)의

행동 (Mobilizing)변화 화로 설명된다(Miller& Rollnick,2013).

변화 동기와 변화 화를 유발하기 하여 지각된 불이익에 한

걱정과 변화의 이익에 한 인식 여부를 열린 질문 형태로

사용한다.주요 내용은 요성 척도 사용하기,문제가 있기

상황과 재 상황을 비교하기 한 과거 되돌아보기,변화된 미래를

상해보기,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거나 변화된 후 가장 좋은 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극단 질문하기와 상자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기이다.

Rubak 등(2005)이 메타 분석한 19편의 연구에서는 동기면담

재가 94%의 연구에서 개별 으로 이루어졌으며, 화 상담만

제공한 연구에서는 효과 인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 다.개별

상담은 평균 6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5회기 이상 재를 실시한

경우 87%에서 효과 이었고,상담 유지 효과를 측정한 결과상

12개월 이상에서도 81%가 효과를 보 다. 재 역은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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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이나 독 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분 생리 임상 지표보다

설문조사로 결과를 측정하 다(Rubaketal.,2005).메타분석 결과

효과크기(f)는 알코올 농도는 72.9㎎/ℓ, 정 음주량은

14.6잔으로 나타났다(Rubak et al.,2005).1회기 이상의 개별

면방식의 동기면담을 용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Smedslund

et al., 2011)에서는 동기면담 재를 마친 후 행 변화의

효과크기(f)가 동기면담 재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보다 재 직후

.01-.79,6개월 후 .01-.17,12개월은 .02-.15로 미미한 효과를 보 다.

문제음주 행동의 변화를 해서는 치료 동 계를 형성한 후

상자가 변화를 향하도록 내 동기를 증진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무엇보다도 음주행동과 련된 상자의 주요 문제와

상자가 보이는 음주행동 변화에 한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성취에 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변화 동기나 자신감

등의 인지 욕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음주행동과 삶을 심층 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자의 변화 동기와 자신감이 형성되며,스스로

문제음주 행동의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자율 인 선택에 의한

결정은 변화 행동의 실천을 가능하도록 하고 보다 장기 으로 변화

행동을 유지하는데도 효과 일 것이다.따라서 재를 제공하는

동안 상담자로부터 인 존재로서 이해 받고 있음을 상자가

수용하도록 근하여야 하며,인정해주기,반 경청과 탐색을

한 열린 질문하기 기술을 통하여 상자의 변화 동기를

유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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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이론 배경

1.이론 기틀

정보-동기-행 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IMB Model)은 에이즈 방,유방 자가 검진,오토바이

기어의 안 한 사용,항 트로바이어스제 복용 이행의 연구를

통하여 건강행동 변화를 측하고 설명하는 모델로

발 되었다(Figure 1).이 모델의 주요 가정은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면 건강 행 에 한 지식이 높고 건강행 의 동기와 필요한

행 기술을 보유할수록 건강행 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정 인

결과를 경험한다고 본다(Fisher& Fisher,2000;Fisheretal.,

2003).반 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행동의 동기가 없거나

행 기술이 부족한 경우는 건강 험 행 를 선택하고 부정 인

결과를 경험한다고 가정한다(Fisheretal.,2003).이 모델은 정보를

잘 알더라도 행 변화를 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Figure1.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Skills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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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음주자의 주행동은 알코올 특성에 한 모호한 지식(신수미

& 손애리, 2008)과 타인의 음주행동에 한 한

인식(Cunningham etal.,2013),음주의 정 효과에 한

믿음(Leigh,1989)과 고 험 상황에서의 취약한 음주거 효능감에

향을 받는다(강경화 & 김성재,2014;Kim & Hong,2013).이는

음주행동 변화를 하여 알코올지식이나 규범에 한 정보와 동기,

행동기술의 깊은 련성을 보여 다.

이 모델의 구성개념 정보는 행 와 련된 지식과 이 의

경험을 포함하며, 정보는 합한 휴리스틱스뿐 아니라 건강

행동으로의 증진을 한 사실 내용을 포함한다(Fisher,Fisher,&

Harman,2003). 부분의 음주자는 개인의 알코올 험에 한

정확한 지식을 정보로서 제공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어림 사고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정보 제공은 행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Fisher& Fisher,1992;2000),알코올의 특성,신체 향에

한 지식과 음주행동의 험과 변화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상식,

음주와 련된 규범을 정보로 제공받는다면 음주행동 변화에 한

동기와 행 기술에 향을 미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정보 요인을

알코올의 약물학 특성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상식과 음주 사회 규범에 한 정확한 정보를 피드백하여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고자 하 다.

동기는 건강 행동을 수행하려는 태도와 믿음 같은 개인 동기와

건강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 지지와 같은 사회 동기를 포함한다.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상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에 한 동기가

유발되는데(변창진 & 김경란,1984),본 연구에서는 동기 요인을

개인의 알코올 섭취 행동으로 기 하는 정 이득과 부정

손실에 한 믿음인 음주결과기 로 보았다. 상자의 음주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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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는 정 결과에 한 요성과 음주행동 변화로 상되는

결과에 한 요성 정도를 탐색하는 것은 변화 동기인 비정도를

반 한다.의사결정균형 연습을 통하여 개인의 음주행동 변화로

인한 손실과 이득을 상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한 믿음과

태도의 진정한 의미를 자각한다면 건강한 음주행동으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행 기술은 개인의 실제 건강 수행 능력과 행 수행 능력에

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 행 변화의 선행 조건이다.스스로의

조 능력에 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은 변화 동기 수 을 결정하고

성취하도록 돕는다(Bandura,1993).행 기술은 직 인 행 수행

능력 뿐 아니라 건강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Fisher et al., 2003), 음주행동 변화를 한

행 기술 요인은 고 험 음주 상황에서 효율 으로 처하는

음주거 효능감과 련된다.다시 말해 행 기술은 음주충동 상황의

분석을 통한 합리 안 탐색과 처 략 실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음주 상황에서 거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증진된다.이는

음주행동의 조 과 음주행동 변화를 한 능력으로 발 되어

궁극 으로 변화를 성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통해 알코올지식이

향상되고 정 음주결과기 와 부정 음주결과기 ,

음주거 효능감이 변화되어 궁극 으로 문제음주 행동과

음주문제도 감소될 것으로 가정하 다(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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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Theoreticalframeworkofthisstudy

2.연구 가설

1) 제 1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알코올지식 수가 증가될 것이다.

2) 제 2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정 음주결과기 수가 감소될 것이다.

3) 제 3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부정 음주결과기 수가 증가될 것이다.

4) 제 4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음주거 효능감 수가 증가될 것이다.

5) 제 5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문제음주 행동의 수가 감소될 것이다.

6) 제 6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음주문제의 수가 감소될 것이다.



- 36 -

IV.연구 방법

1. 로그램의 개발

1)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구는 알코올 독 방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Sussman(1991)의 방 장에서의 커리큘럼 개발 모형을

활용하 다.Sussman(1991)모형의 로그램 개발 차는 1단계

이론 요구도 연구,2단계 활동 수집,3단계 활동 평가 연구,

4단계 로그램의 제작 비 연구이다.본 연구에서는 활동

평가와 비연구를 통합한 3단계의 과정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Figure3.Program development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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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이론 요구도 연구

로그램 개발 과정 1단계인 이론 요구도 연구를

실시하 다. 과학 인 근거를 두고 실제 으로 도움이 되는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문제음주자의 주 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문헌고찰과 실태 조사(강경화 & 김성재,2014)를

실시하 다. 도출된 내용을 토 로 이론 모형을 확정하고

로그램의 목 ,세부 목표와 로그램 계획을 구성하 다.

(2)2단계: 로그램 활동 수집

로그램 활동 수집 단계에서는 로그램의 목표와 재 계획에

따른 활동 요소를 회기별로 구성하고 효과 평가 방법도 고려하기

하여 최근 10년간 국내외에서 수행된 성인 상의 알코올 독

방 로그램에 한 문헌을 수집하 다(Table2).

로그램의 형태는 선별 평가,상담( 면, 화,집단),피드백,

코칭이었다. 부분의 연구에서 재는 훈련된 간호사가

제공하 으며,회기 구성은 동기 증진이 목 인 경우 1회기에서

4회기로 용되었다.회기당 재시간은 최소 5분에서 60분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2편의 주 로그램을 제외하고 개별 근

방식으로 재가 제공되었다.연구 설계는 주로 무작 조군

시계열 설계 으며,연구 장은 지역사회가 가장 많았고 사업장,

응 실,병원에서도 수행되었다.문제음주자 선정 기 은 주로

AUDIT를 사용하거나 NIAAA의 성별을 고려한 주당 7-16잔,하루

4-5잔 이상을 기 으로 사용하 다.AUDIT를 사용한 경우 상

선정의 단 기 을 8 이상으로 하 으나 12 이상을 사용한

연구도 1편 있었다.

재 계획의 내용을 선행된 동기증진치료 매뉴얼과 로토콜 등을

참고하여 회기별 내용과 세부 활동 요소로 구조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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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Name Background
Session
length/time

Type Mode Interventionist Research
Design

Recruitment
Source

Inclusion
Criteria

Lock
(2006)

SBI Drink-less
Protocol

1/
5-10min

Structures
advice
Self-help
booklet

Inperson Trainednurse Pragmatic
Cluster
RCT

Primary
HealthCare

M:AUDIT8-14
F:AUDIT7-12

Beckham
(2007) FRAMES

MI 1/
45-60min

Counseling
Coaching

Inperson Investigator
(FamilyNurse
Practitioner)

RCT Community
HealthCare
Center

AUDIT≥8

Do
(2007)

Drinking
Reduction
Program

TTM
Leisure
Model

12/
600-640min

Education
Campaign
Monitoring

Group
Family
Telephone
E-mail

Investigator(RN) Quasi-
Experimental
Time-series

Workplace AUDIT≥12

Kim
(2007)

Drinking
Reduction
Program

TTM 18/
360min

Giving
information
Coaching
Monitoring

Inperson
Group
Telephone
E-mail

Investigator(RN),
Occupational
Nurse

Onegroup
Pre-Post
Time-series

Workplace ≥16drinks/week
or≥5drinks/D

Saitz
(2007)

SBI MI 1/
30min

Feedback
Coaching

Inperson Psychology
DoctoralStudents

RCT Inpatient M:>14drinks/wk
or≥ 5drinks/D
F&≥Age66:≥11
drinks/wkor4
drinks/D

Tsai
(2009)

SBI WHOBI
MI

1/
15min

Feedback
Education

Inperson Psychiatric
Nursewith
Medical
Experience

RCT Inpatient AUDIT≥8

Desy
(2010)

SBIRT MI 1/
5-10min

Feedback,
Counseling
Giving
Information

Inperson StaffNurse Quasi-
Experimental
Time-series

Emergency
Department

M:>14
drinks/wkor≥4
drinks/DF&≥Age
65:≥7drinks/wk
or4drinks/D

Table2.AnalysisofStrategiesthroughPrevious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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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Cherpitel
(2010)

BNI TTM
MI

1
/15-20min

Feedback
Counseling

Inperson TrainedNurse RCT Emergency
Department

M:>15
drinks/wkor
≥5drinks/D
F&≥Age66:
8drinks/wkor
≥4drinks/D

Academic
EDSBIRT
Research
Collabora-
tive
(2010)

BNI TTM
MI 1/

4-24min

Feedback
Counseling
Giving
Information

Inperson Physicians,
Residents,

Nurses,Nurse
Practitioner,
SocialWorkers,
Medical
Technicians

Quasi-
Experimental
Comparison
Time-series

14
Emergency
Department

M:
>15drinks/wkor
≥5drinks/D
F&≥Age66:
≥8drinks/wkor
4drinks/D

Hermansson
(2010)

SBI MI 1/
15min

Counseling Inperson Occupational
Nurse

RCT Workplace AUDIT≥8

Noknoy
(2010)

MET MI 3/
45min

Feedback
Counseling

Inperson Trainednurse RCT Primary
CareUnit

AUDIT≥8

Kaner
(2013)

SIPS MI 2/
30-45min

Self-help
Booklet
Advice
Counseling

Inperson
Telephone

General
Practitioners,
PracticeCare
Nurses

2×2×2×3
Nested
Factorial
(Randomized)

Primary
HealthCare

AUDIT≥8

Dieperink
(2014)

MET MI 4/
120-180min

Feedback
Coaching

Inperson 1Physician,
5Psychologists

RCT Hepatology
Clinic
AUDIT-C>3
Refer

AUDIT≥8
drinks/wk≥7
or
drinks/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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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활동 평가와 비 연구

개발된 로그램 계획안의 내용이 문제음주자에게 합한지 그

성을 확인하는 활동 평가를 실시하 다. 로그램 회기별 내용과

활동 요소에 하여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석사 학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독 상담과 방 업무를 수행한 문가 3인에게 의견을

구한 후 보완하 다. 한 문제음주자 선정 기 에 합한 성인 13인을

실험군으로 12인을 조군으로 하여 활동 평가 비 연구를

수행하 다. 비 연구는 2014년 10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두 군 모두

사 평가 설문조사와 사후 평가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실험군은

1회기부터 4회기의 상담 내용을 2회기로 제공, 조군은 사후 평가 조사

후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하 다.

연령 교육 수 ,음주 양상 등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한 피드백을 받은 후 로그램의 성과 소요

시간, 차상의 문제 등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로그램을 완성한 후

독 문가 2인에게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개발된 로그램은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Tailored Motivational Enhancement Program)의

약자인 ‘T-MEP’으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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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의 효과 평가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알코올 독 방을 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실험연구를 한 질 자료

내재 설계(EmbeddedDesignofQualitativeDatawithinanExperiment)

동시 혼합연구 방법(Concurrent Mixed Methods Study)을

용하 다(성용구,2013;Creswell& PlanoClark,2007;Creswell&

Zhang,2009).

내재 설계(EmbeddedDesign)는 주된 연구 방법에 이를 보완하는 보조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 설계로 동시 내재 혼합 설계(Concurrent

nested mixed methods design)라고도 한다(Creswell& Plano Clark,

2007).이 설계는 하나의 자료로 연구 문제에 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

거나 다양한 연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흔히 사용되며,한 연

구에서 질 자료와 양 자료를 거의 동시에 수집하고 각각 자료를 분석

한 후 결과를 주된 연구의 결과나 논의 단계에서 통합한다(Creswell&

PlanoClark,2007,Creswell,2014).

재 연구나 임상시험 연구에 질 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양 도구

의 측정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

문에 다른 연구자나 간호사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 이다(Creswell&

Zhang,2009;Sandelowski,1996).특히 실험이 종료된 후 질 자료를 수

집하는 경우 재 결과에 한 이유를 탐색하고 연구 상자의 효과 정도

에 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이론의 성과 추후 연구 문제를 생성하는

데 유용하다(Lewin,Glenton,& Oxman,2009).

본 연구에서의 연구 설계는 실험군과 조군을 무작 배정한 후

재를 통한 양 인 효과를 평가하고(Randomized Controlled pre-post

Design), 재가 종료된 후 연구 도구를 통해 양 으로 수집한 자료로

드러내지 못하는 재 결과에 한 이유,상황 맥락과 참여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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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ession 1-3 4 5-7 8

week 1st-3rd 4th 5th-7th 8th

E Pre-test M-P
M-P

1stPost-test
M-T

M-P

2ndPost-test

Qualitative

C Pre-test 1stPost-test 2ndPost-test

과정을 질 자료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된 양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 다(Table3).

본 연구에서의 독립 변수는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T-MEP)이고

종속변수 즉 결과 변수는 알코올지식(AK), 음주결과기 (AE),

음주거 효능감(DRSE),문제음주(PD)행동과 음주문제(NC)이다.

Table3.ResearchDesignofthisStudy

Note.E:Experimental C:Control

M-P:Motivationalenhancementprogram viain-Person

M-T:Motivationalenhancementprogram viaTelephone

Pretest,Post-test:AK,AE,DRSE,PDbehavior,NC

2)연구 상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필요 표본 수를 추정하기 하여

G*power3.1.Program(Faul,Erdfelder,Lang,& Buchner,2007)을 이용

한 statisticalpoweranalysis결과 단측 검정,유의수 α=.05,검정력

(1-β)=.90,효과크기 f=.56일 때 집단 별로 21명이 산출되었다.음주거

효능감의 효과 크기는 직장 내 남성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집단 로그

램을 용한 도은 (2007)은 0.86,문제음주를 보이는 남성 학생을 상

으로 개별 면담을 용한 유진희(2005)는 0.93이었다. 한 타일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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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 행동을 보이는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간호사가 3회기 MET를 용

한 연구(Noknoy,Rangsin,Saengcharnchai,& McCambridge,2010)의 음

주량 감소에 한 효과 크기는 0.56이었다.효과 크기는 음주거 효능감

과 음주행동 변화에 한 향 정도를 EffectSizeCalculator(Version2)

에서 평균과 표 편차의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우리나라 사업장에서

8주 동안 주 로그램을 수행한 선행 연구(김 이,2007;도은 ,2007)

의 평균 탈락률 5.5%를 고려하여 각 군을 24명으로 배정하 다.

연구 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제조업 사업장에서 교 근무하는

성인 남성으로 상자 선정 기 과 배제 기 에 부합한 자이다.

문제음주자 선정 시 김종성 등(1999)의 조기 재 단 인 12 이상과

김종성 등(1999)과 이병욱 등(2000)의 결과상 임상에서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되는 25 이하로 하 다.

선정 기

l 연령이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l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결과 12-25 인 자

l 정신과 문의로부터 DSM-IV나 DSM-5 기 에 의하여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l 심각한 정신장애를 진단받거나 뇌손상의 경험이 없는 자

l 다른 약물을 남용하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l 본 로그램과 유사한 다른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l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배제 기

l 재 주 행동을 실천 이거나 3개월 이상 유지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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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모집과 집단 배정 과정은 Figure4와 같다.

Figure4.Flow designforidentificationofthissubjects

상자 모집을 하여 사업장 표와 안 보건책임자 담당자에게

본 연구에 하여 설명한 후 로그램 홍보에 하여 승인을 받았다.

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장 근로자에게 단축형 알코올사용장애 선

별 검사(ADUIT-C),생활습 ,직무스트 스 수 ,의학 질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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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로그램에 한 요구도 등을 조사하 다.3차례 진행된 로그램

설명회에 총 213명이 참석하 고 로그램 참여 희망자 ADUIT-C결

과상 7 이상인 상 62명을 1차 선별(Screening)하 다.사업장 담당자

의 도움 하에 1차 선별된 62명에게 사 조사가 실시되었고 연구자가 개

별 으로 AUDIT의 설문 결과를 확인하 다.연구의 목 과 취지,연구

내용에 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자의 으로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

우 직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선정 기 에

합한지 최종 확인한 결과 AUDIT 결과상 12 미만에 해당되는 상 10

명과 업무상 제약과 환경 등으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상 2명,음주행동

변화를 원하지 않은 상 2명 등 총 14명이 제외되었다.참여가 확정된

후 48명은 무작 할당되었고 실험군 24명은 5회기의 면 상담과 3회기

의 화 상담에 모두 참여하여 탈락자가 없었다. 조군 1명이 1번째

설문 조사 도 설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며 탈락하여(탈락률 4.2%)23명의 상자가 8주 후 사후 조사

에 참여하 다.최종 분석 상은 실험군 24명과 조군 23명의 총 47명

이었다.

무작 배정 과정은 통계학을 공한 제 3자가 AUDIT평가 설문지의

결과 확인을 한 상담 순서에 따라 피험자번호를 부여한 후 온라인 생성

기(www.randomizer.org)를 이용하여 무작 번호를 배정하고 리하

다. 체 피험자 번호를 48로 입력하고 무작 생성 세트 수는 2,1세트

당 24로 지정한 후 결과를 생성하 다.생성된 1세트를 실험군에 배정하

고 자동 으로 남은 번호는 조군에 배정하 다.배정된 무작 결과는

상자에게 개별 으로 화와 메시지로 알렸다.

3)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 자와 국문번역자에게 연락하여

사용에 한 허락을 받았다.본 연구의 이론 기틀에 근거한 종속

변수와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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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음주(PD)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기의 험한 음주자도

선별할 수 있으며, 문항은 문제음주 행동 양상(AUDIT-C) 3문항,

알코올의존 증상 3문항, 험한 알코올 사용 4문항의 3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Baboretal.,2001).각 문항은 0 부터 4 의 5 Likert척도이며

총 은 40 이다.본 연구에서는 김종성 등(1999)의 진단의 목 이 아닌

조기 재에 목 을 두고 민감도와 특이도 상 무리가 없다고 단되는

총 12 이상에서 25 이하인 경우를 문제음주로 보았다.선행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인 r=.86이었으며(Babor,etal.,2006),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75이었고,문제음주 행동 양상인

AUDIT-C의 신뢰도 Cronbachα=.83이었다.

(2)알코올지식(AK)

고등학생을 상으로 김지은(2001)이 사용한 10문항과 학생을

상으로 이경희(2004)가 사용한 10문항을 토 로 최순희와

박민정(2010)이 15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 다.원래

문항은 알코올의 특성과 알코올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향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성과 련된 3문항을 제외하고 연구 상인 성인

남성과 련된 3문항을 추가하여 15문항으로 하 다.각 문항은 ‘그 다’,

‘아니다’,혹은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정답일 경우 1 ,오답이거나

모르겠다를 선택하면 0 으로 처리한다. 총 은 1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실험군과 조군 모두 최 측정

시 35% 이하,2회 사후 측정 시에도 50% 이상을 넘기지 못한 4(5,6,7,

12)문항을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 다.최순희와 박민정(2010)의 신뢰도

Kuder-Richadson20은 .77이었으나,본 연구에서 사용한 11문항의 신뢰도

Kuder-Richadson20은 .6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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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결과기 (AE)

Maddock(1997)의 음주 의사결정 균형(Decisional Balance)을

유채 (2007)은 의사결정 균형이라고 하 으나 김 기 등(2005)은 의미

달을 하여 음주결과기 로 번역하 다.원 척도는 비의존성 음주자를

상으로 개발되었으며,음주로 인한 정 이익 척도(ProsofDrinking

Scale) 8문항과 음주의 부정 손실 척도(Cons ofDrinking Scale)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채 (2007)은 척도 번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타당도 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가정 폭력

상자에게 합하도록 문항을 구성하 으나 본 연구 상이 직장이 있는

성인 남성임을 감안하여 원문의 문항에 최 한 일치되게 재구성하 다.

응답은 요하지 않다(1 )에서 으로 요하다(5 )까지 5

Likert척도로 처리하 으며,총 은 정 음주결과기 40 ,부정

음주결과기 40 이다.하 척도 각각의 총 이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즉, 정 부정 음주결과기 가 높음을 의미한다.

Maddock(1997)의 연구에서 정 음주결과기 인 이익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9. 부정 음주결과기 인 손실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9이었으며,유채 (2007)에서의 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α는 .87이었다.본 연구에서의 이익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1.손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α =.86으로 나타났다.

(4)음주거 효능감(DRSE)

Diclemente 등(1994)은 각각의 고 험 음주 상황에서의 유혹에

음주하지 않을 개인의 효능감과 자신감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49문항의 AlcoholAbstinenceSelf-Efficacy를 내과 해독 치료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20문항으로

축약하 다.원 도구는 음주 유혹 상황과 각각의 유혹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별도로 측정하 으나,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독자를 상으로

김성재(1996)가 음주 유혹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번안한 척도의 문항을



- 48 -

연구 상에 합하도록 번역 문구를 수정하 다.하 척도는 부정

정서 5문항, 정 사회 상황 5문항,신체 걱정 5문항, 단

갈망 5문항의 4 역으로 구성되었으며,총 은 8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유혹 상황에서의 음주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정 유혹 상황에서 술 마시지 않을 자신감을 ‘매우 자신 없음’의 0 에서

‘매우 자신 있음’의 4 Likert척도로 측정한다.Diclemente(1994)와

김성재(1996)에서의 신뢰도는 모두 Cronbach α =.92로 나타났으며,본

연구에서는 Cronbachα =.92이었다.

(5)음주문제(NC)

음주문제 척도는 알코올리즘 부정 결과 척도(DrinkersInventoryof

Consequences)로 Miller등(1989)에 의하여 개발되었다.이 도구는 1990년

NIAAA(NationalInstituteonAlcoholAbuseandAlcoholism)의 지원으

로 시행된 ProjectMATCH의 치료 결과를 평가하기 하여 사용되었으

며,여러 기 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1,728명의 알코올 독 환자를 상으

로 표 화하 다.DrInC는 음주량이나 의존성 정도와 련 없이 다양한

삶의 역에 한 기능 정도를 평가한다.원 도구는 신체 문제 8문항,

인 계 문제 8문항,개인 내면 문제 19문항,충동조 문제 12문항,

사회 책임감 문제 7문항의 5가지 소척도 45문항과 응답의 신뢰성 여부

를 악하기 한 조 항목 5문항이 포함되어 5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음

주로 인한 평생 결과와 최근 결과로 측정하 다.각 문항은 0 에서 3

으로 측정하고 총 은 13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 경험이 높음

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김 식과 오동열(2000)이 번안한 도구를 연구

상에 합하도록 번역 문구를 수정하고 사 조사는 평생 결과 척도를

사후 조사는 최근 1개월간의 결과 척도를 사용하 다.Miller등(1989)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 r은 .90이상이었으며,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α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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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진행 자료 수집 차

본 연구의 진행은 사 조사,실험처치 1(4회 면 근),사후조사 1,

실험처치 2(3회 화코칭 후 1회 면 근),사후조사 2를 진행한 후

질 자료수집이 실시되었다.

(1)양 자료 수집

양 자료 수집은 경기도 화성시에 치한 E사업장에서 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한 2014년 12월 2일부터 진행되었다.실험군과 조군은

모두 같은 시기에 동일한 도구를 실험 처치 ,실험 4주 후,실험 8주

후로 3회에 걸쳐 수집하 다.실험 처치가 시작되기 의 설문 조사는 본

연구와 자료수집 등에 하여 2시간 정도의 사 교육을 받은 사업장

건강증진 로그램 담당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 다.사후 조사 1은 2015년 3월 16일부터 25일의 6일 동안

간호학 석사 과정 이상 5명에 의해 진행되었으며,사후 조사 2는 2015년

4월 21일부터 29일의 5일 동안 사회복지학 박사 1명과 간호학 석사

과정 이상 2명에 의해 진행되었다.자료 수집원 6명은 조사 연구

목 과 설문 조사 내용 방법에 하여 1시간의 사 교육을 받은 후

실시하 다.자료 수집원은 3회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하여 답변이 곤란한 내용은

추가 으로 연구자에게 화를 통하여 확인한 후 설명을 제공하고 자료를

수집하 다.자료 수집원은 연구 참여자가 실험군과 조군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료 수집을 수행하 고

처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참여하지 않았다.

실험에 참여한 상자는 서로 다른 시간에 참여하도록 일정이 조정되어

서로의 처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사업장의 담당자는 로그램 참여 자료를 수집하기 이 에 상자별

일정을 화나 사내 메신 이메일로 개별 으로 알려 참여를 유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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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처치

실험군에게 제공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5회기 면 상담과

3회기 화 상담이다. 로그램의 진행자는 개별 상담의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로서 참여자가 방해받지 않는 사업장의 상담 사무실에서

로그램을 제공하 으며,참여자의 상담 일정은 사업장과 서로 다른

시간 에 참여하도록 사 에 조율하고 미리 문자로 공지하여 상담에

불참한 상자는 없었다. 화 상담도 사 에 통화 가능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확인한 후 해당 일정에 연락하 다.각 회기는 참여자의 일상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나 순서가 약간씩 달라졌으나 부분

동기증진 로그램의 로토콜에 따라 제공하 다. 면상담의 각 회기는

50분 이내로 화 상담은 10분을 넘지 않으려 하 다.

로그램 참여자에게 합한 재 제공과 진행 과정의 질 측면을

평가하기 하여 상담 참여자가 동의한 경우에 재 과정을 녹음하 다.

녹취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도 첫 회기는 10명의 참여자가 녹음

자료의 회사 이용에 한 걱정과 의구심을 표 하며 거부해 녹음하지

못한 채 재를 수행하 다.2회기 재를 하기 녹음의 이유에 하여

다시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재 과정을 녹음하 으나 1명은 재

과정의 녹음을 거부하여 체 회기를 녹음하지 못하 다.

(3)질 자료 수집

질 자료 수집은 양 연구도구로 드러내기 어려운 결과에 한

이유를 보완하고 재를 통한 상자의 변화 과정과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자료 수집은 실험군 질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은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참여 효과에 한

내용을 충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상에게 마지막

회기를 제공하면서 개별 으로 면담에 한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참여자용 서면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요청하 다.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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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참여자에게 제공하 으며,2015년 4월 20일부터 6월 5일에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다.개별 면담 참여자는 13명이었고,면담 횟수는 1회,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로 주로 사업장의 상담 사무실에서 진행하 다.

면담을 한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그램 참여 에 기 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② 로그램 참여 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③ 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④ 설문을 작성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드러내기 어려웠나요?,

⑤ 로그램 운 상의 아쉬운 은 무엇인가요?

면담을 하는 동안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참여자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생생하고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말에

해 단순 반 으로 반응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 표 을

사용하 다.자료의 락을 방지하기 하여 참여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 으며,면담을 실시한 후 참여자의 반응을 장

노트에 메모하 다.면담 후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 한 언어 그 로 필사하 다.

5)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양 자료는 부호화하여 IBM SPSS Statistics

20.0forWindows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통계학

박사에게 검토를 받았다.

① 각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test를 이용하 다.

②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을 Chi-squared

test,Fisher'sexacttest,t-test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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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규성을 띠는 변수(AK,DRSE,AE,AUDIT-C)의 두 군간

동질성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규성을 띠지 않는 변수(

DrInC)의 두 군간 동질성은 Mann-WhitneyU test로 분석하 다.

④ 실험군과 조군의 재 ,4주 후,8주 후 시 에 따라 결과

변수의 변화가 군 간 차이가 있는지 RepeatedMeasuresAnalysisof

variance(RM-ANOVA),paired t-test,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 다.RM-ANOVA 분석시 결과 변수의 Mauchly 구형성

검정을 확인하 고 Mauchly구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Epsilon

교정값으로 보고하 다.

⑤ 모든 통계의 유의수 은 p<.05로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얻어진 질 자료는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내용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단어와

주제를 일차 으로 선택한 후 여러 의미를 보이는 문장과 단락을 모아 구

분해내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한다(Elo & Kyngäs,

2008).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참여자 13명의 개별 면담 자료와 연구자의 장

노트로 하 다.본격 인 분석에 앞서 녹취 자료와 장 노트를 반복 으

로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체 인 의미를 이해한 후 핵심 인 생각을 포

함하는 단어나 구를 표시하고 코딩하 다.참여자별로 코딩된 자료 에

서 상호 연 된 내용끼리 묶어 주제로 분류하 다. 련 주제를 표로 작

성한 후 주요 주제를 정렬하고 코드화하 다. 련 주제를 범주화한 후

범주의 내용을 심으로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와 총체 으로 읽고 분

석하면서 범주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류된 하

범주를 다시 축약하고 통합하여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최종 범주로 도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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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연구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한 략을 자료 수집

과 분석 과정에 참고하 다(Creswell,2014).

신뢰도(trustworthiness)를 높이기 하여 필사하는 동안 실수로 빠뜨린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 고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

고자 하 으며 연구자의 고정 념도 최소화(bracketing)하 다.연구자는

면담 선입견을 배제한 립 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 으며,참여자

와 신뢰하는 계 속에서 면담 자료의 진실성(authenticity)을 확보하 다.

면담 도 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그

의미를 명료화하 으며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

행하 다.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 한 연구노트를 작성하 으며,개

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수집하 고 그 로 필사하

다.내용 분석 방법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 후 결과물로 작성할 때 참여자

의 경험을 풍부하게 서술하고자 하 으며,도출된 주제와 구체 인 서술

내용을 참여자 5인에게 확인받는 참여자 검(memberchecking)을 실시

하 다.서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독과 련된 질 연구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박사과정 이상 5인과 10년 이상의 독

장 경험이 있고 질 연구방법론을 수강한 간호학 박사과정 이상의 2인

에게 도출한 주제의 명명에 하여 동료 보고(peerdebriefing)도 활용하

다.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하여 주제에 반 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자료도 나타내고자 하 으며,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를 지속 으

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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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자 비

본 연구자는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수행하기 하여 21년 동안의

정신간호 장 근무와 정신보건간호사 1 ,정신 문간호사, 독 문가 1

자격을 소지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직장인을 상으로 주 2회,

10시간 이상의 개별 상담과 사업장 음주문제 방 로그램 주사업

을 용한 경험이 있다.

2004년 알코올치료 문기 의 동기면담 번역 연구 모임과 여러 워크

동기면담 훈련가 네트워크(MotivationalInterviewing Network of

Trainers:MINT)회원인 일본의 정신과 문의 하라이(Harai)박사의 15

시간 워크 (2011년 8월),국내 회원인 조성희박사의 워크 2회 총 30시

간(2014년)에 참여하 다.특히 동기면담을 개발한 러(Miller)박사의 15

시간 워크 (2013년 2월)과 2013년부터 국내 동기면담 훈련가 네트워크

회원이 진행하는 한국 동기면담연구회의 월례 모임에 참여하여 용 기술

을 연습하면서 동기면담의 정신과 략을 꾸 히 습득하 다. 한 2015

년 5월에 한국에서 3박 4일간 동기면담 개발자 러(Miller)박사에 의해

진행된 새로운 훈련가를 한 훈련(TrainingforNew-Trainers:TNT)

과정을 수료하 다.특히 8개월의 실치료 상담 과정과 비폭력 화 1단

계 교육과정,사이코드라마연구회의 과정(60시간)이수와 2년 동안의

사이코드라마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공감 의사소통 기술을 익혔다.

질 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자 비는 학원 과정에서 질

연구방법론과 질 자료분석,교육문화기술지연습 강의를 수강하 다. 한

질 연구와 련된 워크샵에 30시간 참여하 으며,질 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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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구의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기 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과 재를 시행하 다(승인번호:1406/001-013).

1차 선별된 상자에게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수하여 작성된

설명서의 연구의 취지와 목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단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성을 보장하 다.특히 본 연구는

상자의 심리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기에 상자 권리 보호를 해

수집된 자료가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비 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할 것임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 다.

양 자료를 수집하기 상자가 연구와 련하여 제공한 정보를

이해한 후 자발 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필로 동의서에 날짜와

서명을 작성하도록 하고 동의서 1부는 상자에게 제공하 다.양

자료 수집과 별도로 질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기 에도 자발 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상에게 연구에 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동의서

1부를 제공하 다.수집된 자료에 한 근성은 연구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자료 수집을 마친 설문지는 무기명 부호화해 산 로그램에

입력하고 녹취 자료의 음성 일과 녹취록 등과 함께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 분쇄 폐기한다.다만,연구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하여 간호 학

연구실의 잠 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원 자료를 3년간 보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할 것이다.

자료 수집시 실험군과 조군의 모든 상자에게 알코올과 련된 정보

자료집을 개별 제공하고 조군에게는 사후 조사 실시 후 원하는 상에

한하여 음주 설문조사 결과에 한 피드백과 1회 상담을 제공하 다.

3차례에 걸친 자료 수집시 실험군과 조군에게 답례품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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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 결과

1. 로그램의 개발

1)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계획안

문헌고찰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문제음주자의 주의도 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약 90%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음주행동의

변화를 지속 으로 망설이는 숙고 단계와 숙고 단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강경화 & 김성재,2014).기존의 문제음주 행동 변화를 한

로그램은 주로 행동 실천 재에 이 맞추어졌기 때문에(강경화,

2008;2009;2010;김 이,2007;도은 ,2007), 기 변화단계에 있는

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 변화를 도우려면 그들의 행동 변화에 한 동기를

증진할 로그램이 필요하 다.

숙고 단계 상은 행동 변화와 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

며(Miller& Rollnick,2002),우리나라 성인은 음주행동과 련된 객

평가와 그 결과에 한 피드백이나 알코올 독의 방 재를 받은 경

우가 거의 없고(이해국 등,2014),직장인의 경우도 음주문제 방이나

주 교육 등을 제공 받은 경험도 부족하 다(강경화,2008,이지 ,2012).

알코올과 련된 정보는 주로 일회성이나 집단 교육 형태로 제공되어

상자의 변화 동기를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제갈정 등,2011).따라서

문제음주자의 알코올 독 방을 한 재를 한 이론 기틀을 결정할

때 주변인의 음주행동을 과다하게 인식하는 음주 규범의 오류 지각과

알코올의 특성과 향 등에 한 정보(Information)를 고려하 다.변화의

기 단계에 있는 문제음주자에게 음주행동으로 기 하는 결과와 고 험

상황에서의 처기술 탐색을 통하여 음주행동 변화에 한 내재 동기

증진과 행동 실천을 한 자신감으로 발 시킬 필요가 있었다.이러한 이

유에서 본 로그램의 이론 배경을 개인이 정보(Information)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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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bjectives InterventionPlan

Alcohol

Knowledge

-Acquirethecorrectinformationon

alcohol.

-Understandtheeffectofalcoholuse

onhealth.

-Achievethedrinkingsocialnorm to

changefalseknowledge.

-Provideinformationon

standarddrinks,alcohol

pharmacologicproperty,

bloodalcoholconcentration

-Provideinformationon

effectofhealth

-Provideinformationon

drinkingsocialnorms

Alcohol

Expectancies

-Awareofalcoholexpectancieson

changeofdrinkingbehaviors.

-Promotemotivesofchangedrinking

behavior

-Evaluatepros& cons

-Exploremotivesofchange

drinkingbehavior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chievethenecessityofcoping

skillsonhigh-risksituation.

-Promoteconfidencetopractice

reasonablealternativesinhigh-risk

situation.

-Discusstoresolvingfor

high-riskdrinking

situation

-Practicealternatives

습득하고 행 변화를 한 동기(Motivation)와 행 기술(Behavior

Skills)이 향상되었을 때 행 가 변화되고 유지된다는 IMB모형(Fisheret

al.,2000)으로 확정하 다.

IMB 모형의 변인에 따라 구성된 로그램의 목 을 알코올지식 습득,

음주행동으로 기 하는 결과에 한 믿음의 변화와 음주거 효능감 강화

로 내재된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두었다.이러한 목 에 따른 목표와

재 계획은 Table4와 같다.알코올지식의 목표는 알코올 특성과 건강

향,음주규범에 한 정보 제공으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두었다.

음주결과기 의 목표는 음주행동으로 얻고자 하는 기 의 인식으로 변화

동기를 증진하도록 하 고,음주거 효능감의 목표는 음주 조 의 필요성

을 이해하고 조 능력을 성취하는 자신감을 증진하는 데 두었다.

Table4.ObjectivesandInterventionPlanofthisProgram

로그램 회기와 소요시간은 Rubak 등(2005)을 참고하여 동기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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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면 상담을 50분씩 4회기로 하고, 화 코칭을 10분씩 3회기,

종료 상담 30분 1회기로 구성하 다. 로그램 활동 수집을 통하여

알코올 독 방에 효과 인 로그램은 개별 상자에게 동기면담을

기반으로 한 동기증진 략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선행 문헌고찰(Careyetal.,2007;Milleretal.,1992;Miller& Munoz,

2005;Riperetal.,2009;Rollnick,Heather,& Bell.,1992;SAMHSA,

1999;Sobelletal.,1996;Whittmore,Bak,Melkus,& Grey,2003)을

바탕으로 재 계획에 따른 회기별 주제와 활동 요소를 Table5와 같이

개발하 다.

1회기는 음주하는 형 인 일상과 음주자 평가로 상자의 음주습 과

음주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탐색하여 음주행동을 객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음주문제의 인식과 자기 리 이행을 돕기 하여

음주일지도 작성하도록 하 다.2회기는 알코올의 특성과 알코올의 건강

향,사회 음주규범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일치를 증진시키고

상자의 음주습 평가에 한 결과를 공감 으로 피드백 하여 변화에

한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하 다.평가 결과를 피드백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회 음주규범과의 차이,음주 련 통계 수치와 비교하고 알코올

섭취로 경험했던 신체건강, 인 계,정신건강,충동조 ,사회 책임에

한 설문평가 수도 분석하여 피드백 보고서로 제공하 다.3회기는

의사결정균형 연습으로 변화 책임감을 강화하고 변화 동기를 증진하고자

하 다.4회기는 고 험 음주 상황의 평가와 변화를 한 안 탐색으로

행동 변화를 한 기술을 형성하고 변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다.

5-7회기는 상자의 자기 리를 증진하고자 상담자가 화코칭을 통하여

음주행동 변화의 실천 여부를 검하고 실천에 어려운 장애물 탐색과

상자의 처능력 증진에 두었다. 화코칭은 궁극 인 목표인 음주행동

변화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4회기의 재 제공 후 1개월 동안

검하 다. 8회기는 음주행동 변화과정을 평가하고 로그램을

종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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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heme Program activities Source

1

-Engagement

-Exploring

acknowledgement

ofdrinking

behavior

-Typicalday

-Evaluateofdrinkinghabit

-Negativeconsequencesrelated

todrinkingbehavior

-Evaluatereadinesstochange

-Writingdrinkingdiary

-Milleretal.,(1992)

-SAMHSA(1999)

-Miller& Munoz(2005)

-Rollnick,Heather,& Bell(1992)

2

-Promoting

alcohol

information

-Awarenessof

responsibility

-Summarizeoflastsession

-Review ofdrinkingdiary

-Alcoholproperty& effect

-Drinkingsocialnorms

-Feedbackofalcoholrisk

-Evaluatereadinesstochange

-Buildofchangeplan

-Milleretal.,(1992)

-Miller& Munoz(2005)

-Riperetal(2009)

-Careyetal.,(2007)

3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Motivation

enhancement

-Summarizeoflastsession

-Review ofdrinkingdiary

-Explorepros& cons

-Evaluatereadinesstochange

-Buildofchangeplan

-SAMHSA(1999)

-Sobelletal.,(1996)

4

-Buildingbehavior

skill

-Establishing

changeplan

-Summarizeoflastsession

-Evaluatehigh-riskdrinking

situation

-Alternatives

-Evaluatereadinesstochange

-Buildofchangeplan

-SAMHSA(1999)

-Miller& Munoz(2005)

5-7

-Buildingbehavior

skill

-Monitoringof

goalattaintment

-Summarizeoflastsession

-Exploreofbarrier

-Monitoring(viatelephone)

-SAMHSA(1999)

-Whittmoreetal.,(2003)

8
-Monitoring of

goalattaintment

-Summarizeoflastsession

-Evaluatechangeprocess

-Determination

-Milleretal.,(1992)

Table5.DraftofProgram Activities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면상담의 용을 한 계획은 아래와 같

이 구조화하 다.

1회기를 시작하기 로그램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씨나

면담에 한 느낌을 표 하도록 하면서 상자와 계를 형성하고자 하

다.회기별 본격 인 주제를 토론하기 음주일지를 검하거나 음주행

동 변화 여부를 평가하고 피드백 하 다.1회기부터 4회기까지 변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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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평가하면서 상자의 변화와 련된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화하고

변화를 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다. 요도와 자신감을 평가한 후 6

이하와 7 이상에 따른 근 략으로 구성하 다.

로그램 계획안에 한 문가 검토 결과 1회기 상담을 시작하기

참여자의 언어 표 정도를 알아보는 도입과 2-4회기에 구성된

변화계획 작업은 4회기만 구성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1회기 시작에 개방 질문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자가 당황하기 때문에

면담장소의 분 기를 색상으로 표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을 이끄는데

용이하다는 의견을 주었다.이에 따라 상자의 색상별 반응에 따라

상담자의 반 경청도 양가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수정하 고,

2-3회기의 변화계획 작업은 삭제하 다.

2) 비 연구

비 연구 결과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20.0forWindows를

활용하여 재 과 후의 차이값으로 검증하 다(강경화, 2014).

실험군에서 조군보다 알코올지식 수가 재 9.2 에 비하여

12.3 으로 증가되었으며(t=1.258,p=.002),참여자는 알코올의 향을

상세한 설명으로 정확히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평가하 다. 재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조군보다 부정 음주결과기 수는 재

(28.1±8.9)에 비하여 재 후(33.4±3.7)감소하 으나(t=-1.346,p=.042),

정 음주결과기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05,p=.086).

한 실험군의 음주거 효능감 수는 하 항목인 부 정서(t=2.353,

p=.028),신체 걱정(t=2.154,p=.042)과 단 충동(t=2.411,p=.024)은

조군보다 증가되었으나,총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07,

p=.280).실험군에서 문제음주 행동이 재 9.0(1.7) 에서 재 후

7.2(1.2) 으로 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481, p=.635).

실험군의 음주문제 수도 재 (21.0±10.9)에 비하여 재 후

(12.8±8.7)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494,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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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연구의 실험군 참여자의 피드백 결과를 보면 50 후반이면서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는 1회기 음주행동 평가를 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다소 불편했다고 표 하기도 하 다.AUDIT 수가

높거나 변화 비정도가 낮을수록, 력 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2회기의 음주행동 평가 결과에 한 피드백을 제공받으면서

스스로의 삶에 한 후회와 자책 등 부정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를

보 고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3회기 음주에

한 손실과 변화에 한 이득을 탐색하는 의사결정균형 연습으로

음주행동 변화에 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하 다.4회기

변화계획 수립은 실제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으며,

체 인 소요 시간도 하다고 평가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자와 치료 계가 충분히 형성될 필요가

있고 충분히 공감을 받거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화 동기 증진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높은 AUDIT 수를 보이는 상은 로그램

참여로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입 설명 과정에 상자의 음주

문제나 불건강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행동의 탐색을 한

기회 제공으로 매뉴얼 내용을 보완하 다.1회기 음주 양상 탐색과 2회기

변화 동기 탐색을 진행한 후 3회기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회기

순서도 변경하 다.동기증진 략인 개인의 삶에 한 가치와 목표를

구체화하는 질문을 2회기에 추가할 경우 불일치가 극 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질문의 내용도 보완하 다.4회기는 개별 으로 수립한 변화

계획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하여 강 과 과거

성공 경험 찾기를 추가하 다(Miller& Rollnick,2002).특히 요성과

자신감 수를 회기마다 평가하고 수에 따른 략으로 근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상자의 변화 동기 수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근하는 것으로 보완하 다.

조군도 설문 결과를 피드백 보고서로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음주

행동을 알게 되었다고 피드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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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개발

(1)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구조

동기증진 략과 효과 인 활동 요소를 반 한 최종 로그램은 Table

6(세부 내용은 부록 7)과 같다.

로그램 역을 동기면담의 4과정에 따라 계형성하기, 맞추기,

유발하기,계획하기,자기 리와 종결로 구조화하여 연속 인 재 과정이

되도록 구조화하 다.

로그램 8회기 반 4회기의 목표를 음주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상담하면서 상자가 자발성을 갖고 음주행동 변화에 한

책임감과 동기를 증진하는 데 두었다.

1회기인 음주행동 탐색을 본격 으로 들어가기 에 로그램에 한

상자의 욕구와 기 를 탐색하 다.음주하는 형 인 일상(Typical

day)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의 음주습 으로 경험한 사건이나

증상,질환 등을 비 단 이고 립 인 태도로 심층 평가하 다.2회기인

변화 동기 탐색은 음주행동과 음주행동 변화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세세하게 비교하면서 그러한 행동의 원인을 자각하는데 을 맞추었다.

음주행동으로 기 하는 결과와 삶 속에서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변화에

한 요성이 증진되도록 하 다.3회기의 음주습 피드백은 개인의

음주행동 평가 결과지를 국가별(한국,미국,러시아)알코올 섭취량과

빈도 등의 통계치 자료와 비교하면서 불일치를 극 화하는데 을

맞추었다.정보를 제공할 때 음주 횟수와 음주 표 잔,

알코올농도 등 알코올의 특성과 건강에 미치는 향,알코올 독의

정의와 보상기 을 설명하면서 행동 변화를 한 비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4회기의 고 험 음주행동 체는 상자의 장 과 과거

성공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각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유도하 다.특히

상자가 변화 계획에 한 도움을 요청하면 구체 정보를 제공하 고

인스토 기법을 용하여 변화 실천 계획도 구체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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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ession Themes Contents Strategy Time

Engaging 1

Exploredrinking

habits

-Therapeuticalliance

-Typicalday

-Alcoholrelatedproblems

-Drinkingdiary(homework)

Facetoface

Counseling

Discussion

50min

Focusing 2
Exploringchange

motivation

-Explorethealcoholexpectancies

-Decisionalbalanceexercise

-Exploringvalue

Facetoface

Counseling

Discussion

50min

Evoking 3
Feedbackofdrinking

habits

-Alcohol& health

-Drinkingsocialnorms

-Personalfeedbackreport

-Evokingthechangetalk

Facetoface

Counseling

Discussion

50min

Planning 4

Alternativesof

high-riskdrinking

-Explorethestrengths

-Exploretheexperienceofpastsuccess

-Copingstrategiesforbehavioralself-controling

-Alternatives(Menu)

Facetoface

Counseling

Discussion

50min

Self-care 5-7
Supportself-efficacy -Selfmonitoringoneverydaylife

-Discusstheresolvingstrategyforobstacles

Telephone

Coaching

10min

Determination 8
Facilitatecontinuing

lifestyle

-Monitoring(Evaluatechangeprocess)

-Discussthecontinuinglifestyle

Facetoface

Coaching

30min

Table6.InterventionProtocolforT-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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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기의 후반 3회기는 상자의 음주행동에 한 조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처 능력을 검하고자 하 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한 계획을 실천하면서 노력하는 상자를 격려하여 자신감이

강화되도록 하 다.8회기는 상자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자기 리

상황에서의 문제 과 일상생활에서의 음주습 을 유지하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토론하 고 로그램을 종결하 다.

(2)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략

반 4회기는 면 상담 근으로 동기면담의 정신을 기반으로 그

원리와 기술을 용하여 맞춤형 상담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① 면 상담

동기면담을 용한 면 상담은 Figure5와 같이 근하 다.

먼 ,회기의 주제로 들어가기 상자에게 오늘 날씨나 면담에 한

느낌을 색상이나 구체 단어 등으로 표 하도록 하여 회기 참여를

비시켰고 치료 계도 형성하 다.

2단계는 회기 시작 한 주 동안의 경험을 나 면서 상자의 노력과

성실함을 인정하 다.첫 회기는 로그램에 한 기 를 나 었고

2-3회기는 작성해 온 음주일지를 검하 다. 상자의 음주 행동과

련된 양가감정의 표 에 공감 으로 반응하면서 상자의 자율

선택과 책임감의 수용을 언어 으로 표 하 다.

3단계는 상자와 앞으로 나 거나 지난 회기에 나 었던 내용을

요약 으로 들려 후 열린 질문 형태로 목표와 방향을 유도하 다.

회기의 주제에 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자의 생각을 탐색하 다.

‘이번 회기에 나 얘기는 00에 한 것입니다.이와 련해 당신이 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지난 회기에 당신의 000에 하여

얘기하 던 것으로 기억되네요.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주세요.’ 상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듣고 ‘000라는 거네요’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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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 고, 상자가 이야기하는 과거 상황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상태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반 으로 재해석하고 피드백하면서

음주행동에 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 다.

Figure5.FacetofacesessionstrategyforT-MEP

4단계는 음주행동 변화의 자신감과 요성에 하여 10 척도로

수화하고 토론 과정을 비시켰다. 상자가 먼 음주행동 변화를

언어 으로 표 하는 경우 요성과 자신감을 평가하 다. 요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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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음주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요한가요? 아주

요하다고 생각하면 10 , 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0 입니다’.

라고 질문하 다. 상자의 답변이 1-2 의 낮은 수인 경우도 ‘0 은

아니네요’라고 반 한 후 ‘그 이유가 궁 하네요’.라고 질문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자가 행동 변화에 해 좀 더 생각하도록 도운 후

‘요성을 5-10 이상으로 높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라고 다시

질문하여 지속 으로 행동 변화에 한 동기를 증진하도록 유도하 다.

5단계는 상자의 비 (Preparatory) 변화 화를 이끌어내고

행동 (Mobilizing)변화 화는 강화시켰다. 상자의 음주행동 변화와

련된 비 변화 화는 바램(술을 이고 싶다),능력(술을 일 수

있다),이유(술을 이면 속이 덜 불편하다),필요(술을 이지 않으면

속이 불편하다)로 나타났으며, 행동 변화 화는 결단(술을 덜

마시겠다),활성화(술을 이려고 해 봤어요)와 착수(어제부터 술을

나 어 마시고 있어요)와 같이 표 되었다. 상자의 변화에 한 동기를

이끌어내기(Elicit)-반 하기(Provide)-이끌어내기(Elicit)과정을 통하여

지속 으로 증진시키면서 변화 화를 표 하도록 하 다.

6단계는 상자가 음주행동 변화를 성공하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에

하여 함께 토론하 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조언을 제공하여 목표

수립을 돕고 상자의 자기효능감을 지지하 다.

마지막으로 회기의 체 내용을 반 으로 요약(Summarize)하 고

상자에게 소감을 들은 후 종료하 다. 상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필요시 상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목표와 련된 조언을 제공하 다.

② 화 근

화 근은 로그램의 반의 개별 면 근이 끝난 후 로그램

제공자가 주 1회씩 3회 상자에게 연락하는데 1회당 소요 시간은 약

10분으로 구성하 다. 화 근의 목표는 상자의 변화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 동기와 자기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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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주 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물 검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상황에서의 해결 방안을 함께 탐색하 다.특히

화 근은 상자와 동 계를 유지하면서 음주행동의 변화를

자각하고 건강 지향 인 목표를 향하도록 코칭하 다.

③ 자기 리 근

자기 리 근의 목 은 상자가 받기만 하는 수동 상이 아니라

극 상으로서의 자율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조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로그램 진행자의 강요가 아닌 상자의 자율 인 선택을

강조하며 로그램 반 4회기는 후반기의 자기 리 이행을 하여

음주일지 작성하기 과제를 통하여 연습하고 후반 3회기는 실제 상황에서

자기조 능력을 실천하며 자신을 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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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p(n=24)

n(%)or

Mean±SD

Con(n=23)

n(%)or

Mean±SD

Χ2/t
p

Age 41.9±6.2 45.8±7.4 -1.990 .053

Education

  ≤HighSchool

  College≤

20(83.3)

4(16.7)

  17(73.9)

6(26.1)

0.622 .494

MaritalStatus

  WithSpouse

  WithoutSpouse

18(75.0)

6(25.0)

20(87.0)

3(13.0)

1.084 .461

Religion

  Yes
No

11(45.8)

13(54.2)

9(39.1)

14(60.9)

0.216 .770

MonthlyIncome

  <3millionwon

  3millionwon≤

11(45.8)

13(54.2)

2(43.5)

9(56.5)

0.026 .871

NumberofFamily
Members

3.1±1.3 3.7±1.1 -1.646 .107

SmokingHabit

  Yes

  No

14(58.3)

10(41.7)

11(47.8)

12(52.2)

0.521 .471

Exercise

None

1timeperweek

2times≤ perweek

7(29.2)

12(50.0)

5(20.8)

7(30.4)

9(39.2)

7(30.4)

0.741 .690

Depression

  Yes

  No

2(8.3)

22(91.7)

0( 0.0)

23(100.0)

2.002 .157

2. 로그램의 효과 평가

1)일반 특성에 한 사 동질성 검정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실험군과 조군 간의 사 동질

성 검정 결과 두 군 간에 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Table7).

Table7.HomogeneityTestbetweentheGroupat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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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p(n=24)

Mean±SD

Con(n=23)

Mean±SD
t/z p

Alcohol  Knowledge 7.3±2.1 6.5±2.7 1.164 .251

AlcoholExpectancies

  Positive

  Negative

25.2±6.8
31.2±6.4

25.6±4.4
27.6±9.5

-0.264
1.498

.793

.142

DrinkingRefusalSelf-Efficacy

NegativeAffect

Positive& Social

 Physical& Concerns

With-drawl& Urging

50.1±14.1

10.9±4.9

10.4±3.9

15.4±3.9

13.4±3.9

49.6±12.5

11.0±3.9

9.7±4.4

15.8±2.7

13.0±3.9

0.121

-0.065

 0.527

-0.454

0.325

.904

.948

.600

.652

.746

Problem DrinkingBehavior

DrinkingFrequency

DrinkingAmount

 8.8±1.3
7.8±4.1
9.5±4.1

 8.6± 1.1
6.4±3.5
8.9±2.7

0.643
1.294
0.535

.524

.202

.595

Negativeconsequences

 Physical

Interpersonal

SocialResponsibility

Interpersonal

ImpulseControl

13.9±12.0

3.5±2.8

2.7±3.3

1.7±1.9

2.5±2.4

3.6±3.2

14.7±13.8

3.6±2.9

2.6±2.5

2.3±3.2

2.0±2.2

4.2±4.3

-0.096

-0.108

-0.259

-0.307

-0.785

-0.335

.924

.914

.795

.759

.433

.738

2)결과변수에 한 사 동질성 검정

본 연구 상자의 로그램 실시 알코올지식,음주결과기 ,음주거

효능감,문제음주 행동,음주문제의 수는 Table8과 같다.실험군과

조군의 사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Table8.HomogeneityTestofOutcome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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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Alcohol

Knowledge

Within-
subjects

Time 23.522 2 11.761 6.775 .002

Time*Group 3.210 2 1.605 0.925 .400

Error 156.237 90 1.736

Between-
subjects

Group 51.805 1 51.805
4.005 .051

Error 582.068 45 12.935

3)가설 검정

제 1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

보다 알코올지식 수가 증가될 것이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조군의 시간에 따른 알

코올지식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F=0.925,p=.400)가설 1은 기각되

었다(Table9).

그러나 교호작용의 평균제곱(MS)값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시간에 따른

실험군의 알코올지식의 수가 조군과 차이가 있는지에 한 주효과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4주 후 측정값에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20,p=.021,Table10).

Table 9. Repeated Measures ANOVA of AK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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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test 4wks 8wks 4wks-pre8wks-4wks8wks-pr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Alcohol

Knowledge

Exp

(n=24)
7.3±2.1 8.6±14 8.4±1.9 1.3±1.8 -0.2±1.5 1.1±1.9

Con
(n=23)

6.5±2.7 7.0±2.7 7.1±2.7 0.5±2.0 0.1±1.6 0.6±2.2

t 1.164 2.420 1.791 1.314 -0.563 0.773

p .251 .021 .080 .195 .576 .444

Table 10.Comparison ofMean Differences ofAK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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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Changesofalcoholknowledge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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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Within-
subjects

Time 108.954 2 54.477 2.847 .063

Time*Group 146.457 2 73.229 3.827 .025

Error 1722.295 90 19.137

Between-
subjects

Group 384.008 1 384.008 6.412 .015

Error 2694.943 45 59.888

제 2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정 음주결과기 수가 감소할 것이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조군의 시간에 따른

정 음주결과기 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3.827,p=.025)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정 음주결과기 의 변화는 유의하 다(Table

11).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실험군과 조군의 어느 시 에서 정 음주결과기 의

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기 해 t-test로 분석한 결과 4주 후 측정값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549,p=.001),8주 후 측정값도

통계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351,p=.023).각 시

별로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정 음주결과기 의 수

는 조군보다 더욱 감소하 다(Table12).

Table 11.Repeated Measures ANOVA of PAE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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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 4wks 8wks 4wks-pre8wks-4wks8wks-pre

Mean±SDMean±SDMean±SDMean±SD Mean±SD Mean±SD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Exp

(n=24)
25.2±6.8 21.5±5.8 21.1±7.4 -3.8±5.3 -0.3±7.3 -4.1±6.9

Con
(n=23)

25.6±4.4 26.5±3.7 25.5±5.2 0.9±6.8 -1.0±4.8 -0.1±5.4

t -0.264 -3.549 -2.351 -2.601 0.367 -2.168

p .793 .001 .023 .013 .715 .035

Table12.Comparison ofMean DifferencesofPAE Score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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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Changesofpositivealcoholexpectancies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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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Negative

Alcohol

Expectancies

Within-
subjects

Time 17.883 2 8.941 0.252 .778

Time*Group 155.500 2 77.750 2.190 .118

Error 3195.351 90 35.504

Between-
subjects

Group 83.349 1 83.349 0.611 .438

Error 6138.353 45 136.408

제 3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부정 음주결과기 수가 증가할 것이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조군의 시간에 따른 부

정 음주결과기 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90,

p=.118,Table13).따라서 제 3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부정 음주결과기 의 수를 시 별로 비교하기

해 t-test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4주 후 측정값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556p=.581),8주 후 측정값도 통계 으로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975,p=.335,Table14).

Table 13.Repeated Measures ANOVA of NAE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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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test 4wkstest8wkstest4wks-pre8wks-4wks8wks-pre

Mean±SDMean±SDMean±SDMean±SD Mean±SD Mean±SD

Negative

Alcohol

Expectancies

Exp

(n=24)
31.2±6.4 29.2±9.7 31.5±8.3 -1.9±10.5 2.2±8.2 0.3±8.9

Con
(n=23)

27.6±9.5 30.6±6.7 29.0±8.7 3.0±7.8 -1.6±6.3 1.4±8.2

t 1.498 -0.556 0.975 -1.818 -0.458 1.761

p .142 .581 .335 .076 .649 .085

Table14.ComparisonofMeanDifferencesofNAE Score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27.6

30.6

29

31.2

29.2

31.5

25

26

27

28

29

30

31

32

Pretest 4wks 8wks

Con

Exp

Figure8.Changesofnegativealcoholexpectancies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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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Within-
subjects

Time 765.203 2 382.601 3.945 .023

Time*Group 858.479 2 429.240 4.426 .015

Error 8729.081 90 96.990

Between-
subjects

Group 1806.611 1 1806.611 4.048 .050

Error 20081.829 45 446.263

제 4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음주거 효능감 수가 증가할 것이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으로 두 집단의 실험 후 음주거 효능감

(DRSE) 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

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4.426,p=.015,

Table15)집단 간 시기에 따른 음주거 효능감의 변화는 유의하 다.

따라서,제 4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실험군과 조군의 음주거 효능감 수의 차이가 어느 시

인지 비교하기 해 t-test로 분석한 결과 4주 후 측정값에서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087,p=.043),8주 후 측정값도 통계 으

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631,p=.012).추가 으로 살펴

본 하 항목에서도 정 사회 상황에서의 음주거 효능감을 제외

한 모든 항목(부정 정서,신체 걱정, 단 충동)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 시 별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음주거 효능감의 수는 조군보다 증가되었다(Table16).

Table 15.Repeated Measures ANOVA of DRSE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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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

Mean±SD

4wks

Mean±SD

8wks

Mean±SD

4wks-pre

Mean±SD

8wks-4wks

Mean±SD

8wks-pre

Mean±S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Exp

(n=24)
50.1±14.1 58.3±16.0 61.5±14.9 8.1±11.4 3.3±7.7 11.4±9.9

Con
(n=23)

49.6±12.5 49.5±12.5 49.3±16.9 -0.2±11.3 -0.2±19.2 -0.3±19.8

t 0.121 2.087 2.631 2.506 0.819 2.588

p .904 .043 .012 .016 .417 .013

Negative
Affect

Exp

(n=24)
10.9±4.914.7±4.4 15.6±4.3 3.8±3.9 0.9±2.2 4.6±3.7

Con
(n=23)

11.0±3.911.7±3.8 11.6±4.4 0.7±3.9 -0.1±5.5 0.6±5.2

t -0.065 2.474 3.143 2.625 0.823 3.109

p .948 .017 .003 .012 .415 .003

Positive

&

Social

Exp

(n=24)
10.4±3.911.4±4.8 12.8±5.0 1.0±3.9 1.1±3.3 2.1±3.7

Con
(n=23)

9.7±4.410.1±3.7 10.3±4.1 0.4±4.3 0.1±4.8 0.5±5.5

t 0.527 1.021 1.670 0.538 0.804 1.186

p .600 .313 .102 .593 .426 .242

Physical

&

Concern

Exp

(n=24)
15.4±3.916.9±3.6 17.2±3.5 1.3±2.6 0.6±1.9 1.8±3.3

Con
(n=23)

15.8±2.714.6±3.4 14.4±4.9 -1.3±2.6 -0.1±5.2 -1.4±5.1

t -0.454 2.010 2.238 3.274 0.625 2.610

p .652 .051 .030 .002 .537 .012

With-drawl

&

Urging

Exp

(n=24)
13.4±3.9 15.5±4.7 16.3±3.9 2.1±3.6 0.8±2.8 2.8±2.9

Con
(n=23)

13.0±3.9 13.0±3.8 13.0±4.8 0.0±3.1 -0.0±5.3 -0.0±5.6

t 0.325 1.952 2.544 2.121 0.648 2.239

p .746 .057 .014 .039 .521 .030

Table16.ComparisonofMeanDifferencesofDRSE Score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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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Changesofdrinkingrefusalself-efficacy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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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Problem

Drinking

Behavior

Within-
subjects

Time 378.260 1.676 225.711 71.449 <.001

Time*Group 11.224 1.676 6.698 2.120 .135

Error 238.237 75.414 3.159

Between-
subjects

Group 11.425 1 11.425
0.943 .337

Error 544.986 45 12.111

제 5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

보다 문제음주 행동 수가 감소할 것이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조군의 시간에 따른 문

제음주 행동 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과 측

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20,p=.135,

Table17).따라서 제 5가설은 기각되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문제음주행동의 수를 시 별로 비교하기 해

t-test로 분석한 결과 4주 후,8주 후 측정값에서 통계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18).그러나 모든 재를 종료한 후

질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수행한 개별 인터뷰에서 실험군 2명이

심한 음주 충동과 우울 증상으로 음주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보고하 다.이들을 제외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참여 실험군

과 조군의 시간에 따른 문제음주 행동 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반

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문제음주 행동의 변화가 유의하 다(F=3.436,

p=.047,Table17-1).

Table17.RepeatedMeasuresANOVA ofPD BehaviorScore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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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 4wks 8wks 4wks-Pre8wks-4wks8wks-pr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roblem
Drinking
Behavior

Exp

(n=22)
8.8±1.3 5.0±2.7 4.5±2.9 -3.8±2.5 -0.6±1.9 -4.3±2.6

Con
(n=23)

8.6±1.1 5.9±2.8 5.5±2.9 -2.6±2.6 -0.5±1.3 -3.1±2.6

t 0.643 -1.151 -1.197 -1.536 -0.223 -1.640

p .524 .256 .238 .132 .825 .108

Table 18.Comparison ofMean Differences ofPD Behavior Score

betweenExperimental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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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Changesofproblem drinkingbehaviorscore

특히 교호작용의 평균제곱(MS)값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시간에 따른

실험군의 문제음주 행동의 수가 조군과 차이가 있는지 주효과를 비교

하기 해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 측정값과 8주 후 측정값의 차이

수에서 두 군 간에 차이가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t=-2.124,p=.039,

Table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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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Problem

Drinking

Behavior

Within-
subjects

Time 2702.177 1.310 242.625 78.531 <.001

Time*Group 17.365 1.636 10.617 3.436 .047

Error 217.287 86 3.090

Between-
subjects

Group 29.768 1 29.768 2.933 .094

Error 436.424 45 446.263

Variable Group

Pre 4wks 8wks 4wks-Pre8wks-4wks8wks-pr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roblem
Drinking

Behavior

Exp

(n=22)
8.6±1.3 4.6±2.3 4.0±2.4 -4.0±2.3 -0.6±1.9 -4.7±2.5

Con
(n=23)

8.6±1.1 6.0±2.8 5.5±3.0 -2.6±2.6 -0.5±1.3 -3.1±2.6

t 0.204 -1.800 -1.883 -1.943 -0.324 -2.124

p .839 .079 .067 .059 .747 .039

Table 17-1. Additional Analysis of PD Behavior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Table18-1.AdditionalAnalysisofMeanDifferencesofPD Behavior

ScorebetweenExperimental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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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ource SS df MS F p

Negative

Consequences

Within-
subjects

Time 2860.841 1.311 2182.804 30.456 <.001

Time*Group 63.224 1.311 48.240 0.673 .454

Error 4227.074 56.978 71.672

Between-
subjects

Group 168.926 1 168.926 0.926 .341

Error 8208.350 45 182.408

제 6가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

보다 음주문제 수가 감소할 것이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조군의 시간에 따른 음

주문제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673,p=.454,Table19).따

라서 제 6가설은 기각되었다.

교호작용의 평균제곱(MS)값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시간에 따른 실험군

의 음주문제의 수가 조군과 차이가 있는지 주효과를 비교하기 해

Mann-WhitneyU test로 분석한 결과 8주-4주 후 측정값에서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038,p=.042).추가 으로 살펴본 하 항목

의 충동조 문제에서도 8주후 측정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z=-2.960,p=.003,Table20).

Table 19. Repeated Measures ANOVA of NC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Note.ANOVA=Analysisof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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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

Mean±SD

4wks

Mean±SD

8wks

Mean±SD

4wks-pre

Mean±SD

8wks-4wks

Mean±SD

8wks-pre

Mean±SD

Negative

Consequences

Exp
(n=24)

13.9±11.8 4.3±6.4 2.8±3.6 -9.7±10.2 -1.5±4.7 -11.3±9.7

Con
(n=23)

14.7±13.8 8.3±10.2 4.7±8.3 -6.4±13.6 -3.6±5.2 -10.0±11.6

z -0.096 -1.835 0.000 -1.194 -2.038 -0.639

p .924 .067 1.000 .232 .042 .523

Physical

Exp
(n=24)

3.5±2.8 1.1±1.7 0.8±1.2 -2.4±2.2 -0.3±1.0 -2.6±2.2

Con
(n=23)

3.6±2.9 1.7±1.9 1.1±1.7 -1.9±3.0 -0.6±1.6 -2.4±2.4

z -0.108 -1.491 -0.176 -1.185 -1.452 -0.075

p .914 .136 .860 .236 .147 .940

Interpersonal

Exp
(n=24)

2.7±3.3 0.9±1.7 0.6±0.9 -1.8±3.1 -0.3±1.4 -2.1±2.7

Con
(n=23)

2.6±2.5 1.9±2.8 1.3±2.2 -0.7±3.1 -0.7±1.9 -1.3±2.2

z -0.259 -1.280 -0.977 -0.790 -0.528 -0.674

p .795 .201 .329 .430 .597 .500

Social

Responsibility

Exp
(n=24)

1.7±1.9 0.5±0.8 0.3±0.5 -1.2±1.6 -0.2±0.7 -1.4±1.8

Con
(n=23)

2.3±3.2 0.9±1.7 0.6±1.4 -1.3±3.1 -0.3±1.1 -1.7±2.9

z -0.307 -0.560 -0.348 -0.336 -0.162 -0.197

p .759 .575 .728 .737 .871 .844

Intrapersonal

Exp
(n=24)

2.5±2.4 0.9±1.5 0.5±0.9 -1.6±2.2 -0.5±1.4 -2.0±1.9

Con
(n=23)

2.0±2.2 1.4±2.1 0.8±1.5 -0.6±1.7 -0.6±1.4 -1.2±1.7

z -0.785 -0.997 -1.007 -1.316 -0.367 -1.463

p .433 .319 .314 .188 .714 .143

Impulse

Control

Exp
(n=24)

3.6±3.2 0.9±1.2 0.7±0.8 -2.7±2.8 -0.3±1.2 -3.1±2.9

Con
(n=23)

4.2±4.3 2.3±2.8 0.9±1.9 -1.9±4.1 -1.4±1.6 -3.3±3.9

z -0.335 -2.275 -0.683 -1.227 -2.960 -0.173

p .738 .023 .495 .220 .003 .863

Table 20.Comparison of Mean Differences of NC Score betwee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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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1.Changesofnegativeconsequences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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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Age Education
FirstDrinking

(Years)
AUDIT
Score

Smoking Exercise

1 31 HighSchool 19 12 Yes None

2 44 HighSchool 16 14 No 1-3times/Month

3 37 HighSchool 19 14 Yes None

4 50 HighSchool 19 14 Yes 1times/Week

5 44 HighSchool 16 15 No 2-3times/Week

6 44 HighSchool 16 21 No 1-3times/Month

7 42 HighSchool 19 12 No 1-3times/Month

8 46 HighSchool 16 17 Yes None

9 47 University 20 13 Yes 1times/Week

10 42 HighSchool 16 21 Yes 2-3times/Week

11 34 HighSchool 17 18 No None

12 38 College 20 22 Yes 1-3times/Month

13 45 University 20 25 No 1-3times/Month

4)질 자료 분석 결과

양 연구 설계로 얻어진 결과를 보완하고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참여자가 경험한 변화의 과정과 맥락을 탐색하기 하여 개별 인터뷰에

참여한 13명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 다.

질 분석 자료 상인 참여자별 특성은 Table21과 같다.

Table21.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알코

올의 향과 음주의 부정 결과에 한 정확한 인식’,‘음주 양상과 알코

올 문제에 한 자각 증진’,‘음주행동 변화 동기의 형성’,‘내 변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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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Sub-themes

알코올의 향과 음주

의 부정 결과에 한

정확한 인식

알코올의 향에 한 지식을 습득함

음주가 건강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알게 됨

음주 양상과 알코올문

제에 한 자각 증진

음주행동을 새삼스럽게 상기함

음주 양상과 음주습 을 인식함

음주행동 변화 동기의

형성

음주행동의 손실과 이득을 알게 됨

과거 음주행동과 정한 음주행동의 불일치를 느낌

내 변화 동기의 강화 과음의 기 에 한 생각이 바뀜

반복 으로 주의도를 상기함

음주행동 변화에 한 결심을 굳힘

작은 성공의 으로

얻게 된 자신감

음주유혹 상황에서 자기조 능력이 생김

음주행동 변화로 인해 성취감을 느낌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임

건강한 습 으로의 변

화

음주 습 이 변화됨

건강생활로의 변화

문 도움으로 가능

했던 변화

맞춤형 재의 도움을 받음

경청과 수용 받음이 도움 됨

의 강화’,‘작은 성공의 으로 얻게 된 자신감’,‘건강한 습 으로의 변

화’,‘문 도움으로 가능했던 변화’의 7주제로 나타났다.주제에 따른

16개의 하 주제는 Table22와 같다.

Table 22. Experience of Change after Participating in Tailored

MotivationalEnhancemen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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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알코올의 향과 음주의 부정 결과에 한 정확한 인식

첫 번째 주제는 참여자들이 알코올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얻게 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알코올의 특성과 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알코올이 건강이나 인 계에 미치는 유해성

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 다.

(1)알코올의 향에 한 지식을 습득함

참여자들은 음주행동이 과다한 칼로리 섭취로 인하여 비만을 유발시키

고 소화기 심· 등 각종 질환의 발생과 련이 깊음을 알게 되었

다.알코올에 한 지식의 습득은 주변인과 술에 한 정보를 나 는 계

기가 되었으며,음주하는 요령에 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 다.

말 그 로 이런 음주에 해서 지식이 없잖아요.술 그냥 마시지 제 로

알고 마신 이 없잖아요.교육을 받으면서 제 로 알게 되었잖아요.술이라

는 걸 그냥 모여서 마시고 그런 지식이 아무 것도 없이 먹었기 때문에 지식

이 조 씩 들어오니까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

(2)음주가 건강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알게 됨

주종별 알코올 함량,알코올의 특성과 성,만성 효과에 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은 참여자들로 하여 음주행동으로 인한 건강과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자세히 알도록 하 다.아래 인용문은 알코올의 해독 과정

이나 습 성 알코올 섭취,음주 충동과 독 등의 정보를 알게 되면서,음

주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하여 좀 더 생각하게 된 참여자의 경험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알고 있었는데..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었는

데....알려 주니까...습 이라는 게 참...삼겹살에 소주 한 잔...궁 했던 게

이런 술을 먹고,많이 먹게 되면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데 구체 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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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 간 이런 건 좀 상식이고..어떻게 하면 해독이 빨리 되고........도 좀

충동 으로 마시는 편이거든요.(참여자 13)

한 음주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 향도 알게 하 다.‘술기운

을 빌어 부인과 다투려고 빌미’를 잡거나 ‘음주 후 회사 동료의 이야기를

오해하여 말다툼’을 한 경험 등도 진술하 다.다음은 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과음으로 인한 부정 인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참여자의 경

험을 잘 드러내주는 인용문이다.

술 많이 마시면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요.가족들 피해주는 거죠...아

빠 술 좀 그만 먹고 오라고 술 먹고 오면 괜히 이상한 얘기한다고 술만 먹

고 오면 자야 되는 사람들 붙잡고 이런 런 얘기 했던 얘기 하고 한

다고 는 몰랐어요.아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취해 갖고 하

고 했다 네요.상담할 무렵에 안 좋았죠.나도 모르게 그 게 된 거고...

(참여자 8)

2주제:음주 양상과 알코올문제에 한 자각 증진

자신의 음주행동에 한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에게 맞춤

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본인의 음주행동을 회상하고 음주 양상과 습 ,

그로 인한 결과를 알아차려 알코올문제에 한 지각을 증진시켰다.

(1)음주행동을 새삼스럽게 상기함

참여자들은 로그램에서 음주행동과 련된 이야기를 나 면서 본인의

‘음주행동을 새롭게 의식’하 다.특히 술 마시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음주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거나 술 마시기 에 ‘음주에 해 계속 생

각’하며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건강상 험을 걱정하 다.

음주..간경화..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술 마시는 상황에서 부담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생각....술을 먹기 에 생각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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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술을 먹지 않을 때도 있고…(참여자 1)

(2)음주 양상과 음주습 을 인식함

참여자들은 알코올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을 개방하게 되면서,본인의 음

주 양상을 그 로 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자신이 음주행동으로 인한 문

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검하 다.그 결과 본인의 음주

양상을 ‘자주 마셔옴’,‘많이 마심’으로 알아차렸고 ‘술을 조 해서 마시기

어려움’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 왔을 때 제가 말 드렸잖아요.뭐 이런 걸 하냐고....내가 먹

고 싶은 데로 술 먹으면 되지.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내가 답한 것들이 틀린 거구나.....기분 좋을 때 한 두 잔정

도 괜찮고 기분 안 좋을 땐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참여자 7)

한 지 껏 조 이 안 될 정도로 음주했던 이유가 ‘술을 갈망’하고 ‘부

정 인 상황을 피하기 한 수단’이었기 때문임을 인식하기도 하 다.더

불어 ‘취한 상태로 잊어버리고 싶은’소극 이고 회피 인 처방식으로

음주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었음을 떠올리게 되었

다.

그 처럼 먹어본 이 없으니까..진짜 맛으로 (마셨다)라기 보다는 마시

고 싶다,그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게 더 강했죠.술 하고 담배하고 습

인 것 같아요.맛을 알고(서)라기보다 분 기.간혹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동료들한테 마시자고 한 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마시고 나면 취해

서 그냥 자게 되니까.아침이 오긴 하니까.먹으면 환각 상태니까.그게 컸

죠.(참여자 13)

참여자들은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통해서 반복 으로 되풀이되는

음주행동이 자신의 음주습 을 형성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다음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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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에는 잦은 음주 행동으로 살이 고 몸의 피로감을 느 던 경험이

‘거의 매일 마셔온’습 음주행동과 련이 깊음을 알게 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오후 되면 늘.. 날 술을 먹었잖아요.오 에는..괜찮아졌는데 오후 되면

껌껌해지니까 생각이 났죠.어김없이 먹었죠.........나를 돌아보는 기회,

술 먹는 패턴에 한 걸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거의 매일 마셨었

어요.습 ,습 이었죠.살도 고 몸도 뿌둥하고 바꿔야겠다.상담 받기

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참여자 11)

3주제:음주행동 변화 동기의 형성

참여자들은 본인의 음주 양상과 음주 습 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후

‘시험 삼아 주’를 시도하게 되었다. 주시도를 통해서 ‘많은 양의 알코

올을 자주 섭취하면 부정 인 결과가 발생’되고 술을 ‘덜 마시면 정 인

결과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로 하여 음

주 습 을 바꾸고 알코올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차 근 해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 다. 한 과거에도 주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잘

유지되지 않았고 본인이 음주 충동을 느낄 때 정량을 섭취하거나 술을

조 해서 마시는 행동이 생각처럼 쉽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음주행동의 손실과 이득을 알게 됨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들었던 음주행동의 부정 향과 본인이 경험하

는 부정 상황을 비교하게 되었다.더불어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이 불편해지고 걱정이 많아질 뿐 아니라 술 값 지출을 하는 등 손실의

발생에 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다음날 머리 아 고 컨디션도 안 좋다고 그런 걸 얘기하면 이해

를 못 했어요.내 몸 버려가면서 돈 써가면서 아.술 안 먹는 사람들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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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 먹는구나. 에는 다 받아 마시고 먹을 땐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먹을 땐 좋은데 그 다음날 무 힘들더라고요.다음

날 후회하고 그랬는데..(참여자 3)

한 주행동을 시도하면서 변화된 신체 반응과 가정에서의 행동 변

화 등 정 이득을 구체 으로 직 느끼게 되었다.이러한 경험은 음

주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 고,이에 해 언

어 으로도 자주 표 하게 하 다.

에 (자녀에게)신경도 안 쓰더니 이젠 신경도 잘 써 다고.많이 물

어보니까 좋다고 해요.내가 이러는 게 필요하구나.........술을 덜 마시니까 조

그 게 오래 취해 갖고 하루 종일 워 있을 일도 없고 잠깐 워있다

일어나서 애들이랑 화도 하고 집안 일도 도와주고..(참여자 8)

한 참여자는 ‘술을 조 씩 여 마시려고’노력하 음에도 ‘술을 마시면

신체 불편’을 느 다.‘주 행동을 실천하면서 몸이 덜 불편하다’는

정 결과에 한 인식은 조 씩 ‘건강을 지키는 행동의 요성’을 키우게

하 고,자발 으로 음주행동의 덜 좋은 과 음주행동의 변화를 여러 차

례 생각하도록 하 다.

이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3차,4차(가던 행동을) 이고.......술 안마시면

서 몸이 가벼워지고 좀 덜 불편한 것 같아요.제가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요

사이는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술을 별로 안 마셔도 그런 걸 느끼니까..

진작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몸을 다치면 안 되겠다.그런 생각을 많

이 하게 되었네요.(참여자 10)

술을 여서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주행동의 이득을 생각하는 기

회가 많아졌다.‘건강이 좋아짐’과 ‘가족과 보내는 일상의 기쁨’등의 정

경험은 음주행동 변화에 한 심리 갈등을 감소시키게 되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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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와 가족 등 주변의 심으로 ‘자신에게 요한 가치’와 ‘변화의 이

유를 생각’하게 되었고,이들이 발견한 가치와 이유는 변화 동기를 형성하

고 키우는데 하나 둘 씩 보태어졌다.

군가가 나의 습 이나 생활에 심을 가져주고 그 심으로 인하여 좋

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가족들과 하는 시간

이....근데 피곤해서 못했는데 아침에 애도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좋아진 게 참 제가 그래서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

이 강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3)

(2)과거 음주행동과 정한 음주행동의 불일치를 느낌

참여자들은 과거 음주행동으로 인한 결과와 술을 조 해서 정한 양을

마실 때를 지속 으로 ‘비교’하며 심리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자신이

나가야 할 미래에 ‘음주 행동이 걸림돌임’을 깨닫게 되면서 ‘내 뜻 로’계

속 음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다음의 인용문은 주하려고

다짐한 후에도 제 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의 음주 행동과 음주 충동을

느낄 때 술을 조 해서 마시는 행동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인지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 단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끊는다고 하면서도.계속 잡고 있

고...내가 안 먹는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구나.그 때 그런 상태를 이겨내 봤을 때 그 상황이 낫다는 것

을 내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하다 보면 틀리잖아요.(참여자 4)

4주제:내 변화 동기의 강화

참여자들은 과다하게 마시는 음주량의 기 과 술을 마신 후 행동에

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지속 으로 주 실천에 한 생각을 키우게 되었

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참여자들로 하여 음주행동 변화를 마

음으로만 생각하며 주를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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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하여 결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 다.

(1)과음의 기 에 한 생각이 바뀜

참여자들은 로그램에 참여하기 까지는 음주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 없었기 때문에 과음을 지속하 고 주를 권유하는

가족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주에 한 필요성’이 명확해지자

‘음주행동에 하여 잘못 생각한 행동을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다음 진술문은 주에 한 충분한 이해로 과음의 기 에 한

생각이 바 게 된 참여자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에는 술을 자주 많이 먹었죠.그때는 신경을 안 썼죠.먹으면 먹나

보다 이랬죠.그 죠.그땐 많이 먹었죠.그때는 많이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평상시 먹을 때 한 병 두병 정도만 먹

는다고 생각했죠. 에 3병이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한 이 없거든요.근

데 지 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죠..(참여자 8)

(2)반복 으로 주 의도를 상기함

동일한 로그램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마다 음주행동 변화

비 정도와 목표에 차이가 있었다.음주행동 변화에 한 동기를 형성한

상도 있었으나,‘회사 로그램 참여’라는 외 인 동기에 머물러있는 경

우도 있었다.한 참여자는 ‘변화를 공감하나 실천하려면 안 됨’,‘술 마시

면 몸이 안 좋음’으로 표 하면서 ‘주에 해 더 생각’하는 계기이나 행

동을 변화시키려면 목 과 구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회사에서 하니까 오는 것 같아요. 실하고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얘

기를 들으면 공감은 하거든요.근데 막상 실천하려면 안 돼요.다음 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생각은 하죠.술 먹고 나면 살이 잖아요.그건 느껴요.(

주에 한)생각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어떻게 해야 되겠다.목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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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12)

특히 피드백 결과지는 로그램 후 자신의 음주 습 이나 몰랐던 부분

을 심사숙고하도록 도왔으며,‘자신에 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신

선한 느낌’도 받았다고 하 다.참여자들은 피드백 결과지를 지속 으로

보면서 주행동에 한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3번째 만날 때 내가 술에 해 몰랐던 것 그 때부터 조 씩 뭐라고 해야

하나 생각의 환이랄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았어요...........술에 한

부분이나 데이터로 된 피드백 자료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마셨고 술

습 이나 나에 해 몰랐던 부분에 해 알게 되었고 나한테는 신선한 로

그램,처음 참여하면서 신선한 느낌이 많았어요.(참여자 3)

종이로 받으니 행동을 해야겠다는 경각심이.나 에 나에 한 미래가 있

는데 조 이라도 잘하려면 요성이 컸어요.술에 한 지식과 그 게 마시

면 안 된다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이 (피드백 결과지에)나와 있어서 보

다 더 경각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3)음주행동 변화에 한 결심을 굳힘

음주행동 변화를 해서는 본인의 음주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더

라도 그러한 변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요한데,참

여자들에게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변화에 한 결정을 스스로 선

택’하고 ‘변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다음 인용문은 ‘지속 으로

주행동을 실천’하기 하여 노력한 자신의 행동을 정 으로 평가하면

서 변화에 한 요도와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변화에 한 결심을 다

져나가는 참여자의 경험을 잘 드러내 다.

약간은 술이 술을 마실 때도 한 잔 두 잔을 일 수 있고 내 나름 로

일 수 있고 제를 할 수도 있고....확실히 술을 많이 먹던 걸 조 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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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고..술을 한 잔씩이라도 덜 먹을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거죠. 주하는

게 요도로 치면 많이 요하죠.10 은 되죠.그만큼 요한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건 50%정도요.6-7 정도 요.(참여자 9)

주제 5: 작은 성공의 으로 갖게 된 자신감

참여자들은 음주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굳히면서 이를 한 방

법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험음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처 방법을 세운 후 타인의 도움도 받고 지속 으로 실천하여 성공하게

되면서 자신감 뿐 아니라 성취감과 자 심도 느끼게 되었다.

(1)음주유혹 상황에서 자기조 능력이 생김

참여자들은 고 험 음주 상황에 처하는 자신만의 안을 모색하게 되

면서 ‘조 해서 마시는 행동과 제하며 음주하는 행동이 가능함’을 경험

하게 되었다.다음의 참여자 진술은 술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과는 다르

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술 생각이 자주 나죠.휴무 때 집사람이 맥주 4병을 사다 줬는데,,1병은

생각이 안 나서 안 먹었어요.있으면 계속 먹게 되죠.근데..며칠 동안 맥주

를 안 마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옛날같이 않구나.. 에 1병,1병반씩

마셨거든요.(참여자 6)

다음의 인용문은 음주행동을 변화시키기 한 노력이 성공하자 다시

시도하고 그 시도가 성공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변화에 요한 자신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만 할 땐 그 구나 정도만 알았는데.제가 느끼다 보니 맞다.이게 느

껴져요.변화라는 건 자신이 조 이라도 경험해야 아는 거지 그냥 지 으로

외워서 배워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구나.이런 걸 내가 조 이라도 느끼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못할 게 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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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며 하더라고요.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모든 거 시도하잖아요.하나를

하다 보니 하게 되더라고요.내가 뭔가에 참여하면 하더라고요.내가 한

다 하면 하더라고요.(참여자 4)

(2)음주행동 변화로 인해 성취감을 느낌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도 술을 자제하는 행동이 가능해지자 본

인이 단한 일을 성취했다고 평가하게 되었으며,이로 인해 ‘자신이 단

하게 느껴지는’자 심도 경험하게 되었다.

로그램 참여하고 술을 좀 덜 먹고 그러니까.(친구들이)달라 보인다.

그 게 말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이러는 제가 단하다는 느낌이 들어

요.내가 제 로 하고 있구나.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친구 만나면 무

장해제가 되잖아요.이제는 제가 (술을)줘도 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자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제가 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3)

(3)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임

참여자들은 혼자 변화를 한 계획을 비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특히 ‘상

담’이라는 문가와의 공식 세 이 음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요한

의지와 변화를 지속시키는데 요한 자신감을 키우는데 유용함을 받아들

이게 되었다.

나 혼자 그 게 하는 것보다 같이 상담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그러니까..어떨 때는 좀 구속이라고 그

럴까..나 자신에 해 상담까지 하는데.다시 돌아갈 수 없다.여기 와서 마

음을 다 잡게 되고..오히려 잘 된 거죠.어떻게 된 게 이제 와서 보니까 혼

자 했으면 원상태로 되었을 지도 모르는데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더 좋

았어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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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제:건강한 습 으로의 변화

참여자 본인의 음주행동을 변화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한 경우 건강

한 습 을 한 계획도 생각하게 하 으며,그 계획을 실천하여 정

결과를 내도록 하 다.

(1)음주 습 이 변화됨

참여자들은 로그램을 통하여 음주량을 조 하고 덜 마시게 되면서 주

량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 다.혼자이거나 쉬는 날에도 술 마시지 않는

행동이 가능해졌으며, 정량 이하로 마시게 되는 등 건강에 유익한 양상

으로 변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안 먹어도 폭음을 했어요. 에는 1주일에 3-4번 음주 충동이

있었고 2번 정도 술을 마셨어요.지 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말까하고 실제

술을 마시는 건 어쩌다 한 번 1달에 한 번 정도.등산가면 술을 좀 먹기는

하지만..막걸리 3잔 정도만 마셔요. 는 안 먹는 거죠.먹는 사람은 먹어

요.(참여자 8)

(2)건강 생활로의 변화

참여자들에게 로그램은 주행동의 실천 뿐 아니라 운동과 등산,낚

시 등의 안 활동도 시작하게 만들었다.다음 인용문에서는 생활의 반

에 걸친 변화가 가족에게 정 평가를 받음은 물론 스스로에 한 만족

감을 갖게 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등산이나 낚시 같은 것.. 교산,팔 산에 가게 되고..산악동아리도

들고… 등산 자주 가요.다들 좋아하더라고요.쉬는 날이니까 부담 없고

에는 쉬는 날에 워만 있었거든요.와이 도 좋아하더라고요.상담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게 된 것 같아요.성취감이 내가 이걸 했다 좋기는

참 좋아요.(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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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제: 문 도움으로 가능했던 변화

참여자들은 상자 맞춤형 로그램 운 과 문가의 정기 인 도움이

변화에 한 정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 다. 다수의 참여자들

이 개인별 변화 비 정도를 고려하고 고 험 음주 상황에 효율 으로

처하도록 개별 계획을 수립한 후 실천하도록 격려 받은 경험을 소 하게

생각하 다.특히 상담자의 수용 이며 공감하는 태도는 참여자들이 ‘상담

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상담 시간에 나 얘깃거리’도 풍성하게 하기

하여 음주행동에 한 변화를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 다.

(1)맞춤형 재의 도움을 받음

천편일률 인 근이 아닌 상자의 상황과 일정을 고려하여 ‘맞춤식으

로 운 ’된 로그램으로 도움 받았다고 하 다. 로그램에서 제공받은

‘알코올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않으나,자신이 경험하는 부정

감정을 솔직히 나 고 ‘음주 충동에 한 안 마련에 도움’을 받았다

고 하 다.다음은 음주행동에 한 변화와 함께 심리 불편도 해소되어

보다 정 인 처를 하게 되었다는 참여자의 진술이다.

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마시긴 했는데 자주 마시고 그러는 건 의식이

없었거든요.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에는 어떻게든 화풀이를 하고

제가 잘못하든 안하든 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와 터질 때도 많았

고… 속 안 좋은 것 살짝 도지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아니까.일단

음주 련 로그램보다 안 좋았던 일에 해 얘기 나 고 그런 게......(

략)....제가 에 보다 많이 나아졌거든요.(참여자 5)

어떤 참여자는 변화에 한 의지를 다지고 음주 충동에 지속 으로

처하기 하여 진행자에게 지속 으로 지지받고 싶은 마음도 드러내었다.

개인 으로 성향도 틀리고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장기 으로 효

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몇 번 듣고 끝나잖아요.장기 이면 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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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해주면 조 더 도움이 되겠죠.술 마시면 어디가 안 좋겠죠.그 게

요하게 당장 바꿔야 하는 건 몸에 반응이 없으니까 안 좋겠다.다음 날 몸

이 안 좋아지니까 생각은 하죠.술 먹고 나면 살이 잖아요.그건 느껴요.

3병에서 2병 먹다가 그래요.맥주 하나 소주 하나 정도 먹고..약간 어들

었나 큰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요즘은 3병까지는 안 먹는 것 같아요.먹

는 동안은 편해요.퇴근하기 집에 가기 에 생각이 나요.생각나면 바로

사서 먹는 편이구요.오늘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트랙을 돌더라고요.(나도)

밥 먹고 집에 가서 좀 움직여야겠다.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랑 술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모르겠네요.해질 때쯤 되면 슬슬 생각이 나요.아까 생각이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근데 이 게

술 얘기를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참여자 12)

2)경청과 수용 받음이 도움 됨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경청과 공감 태도로 마음을 솔직하게 끄집어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음주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키우는데 더욱 도움 되었

다고 하 다.아래 인용문은 상담자가 존 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참여자

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 기에,자발 으로 변화에 한 동기를 키우고

변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나 클리닉가면 리 받는 느낌 돈 안주고 리 받는 것 같은 느낌.

유소견자 리와 확연히 달라요.그건 막.간호사한테 혼나러 온 그냥 뭐

압 괜찮네요.뭐 안 했냐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혼난다는 느낌이 유소견자

는 들어요.이건 제 속에 있는 마음들도 꺼내서 얘기하고 뭔가 리 받는

느낌..진솔한 얘기를 나 수 있었던 부분이 더 도움 되었어요........( 략).....

술을 덜 먹어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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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논의

1. 로그램의 개발

문제음주는 음주로 인한 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독의 기

단계로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이다(WHO,

2011).그러나 부분의 문제음주자는 잦은 음주 충동과 조 력 상실로

음주량을 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리 상태인 알코올 독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흔하다.특히 문제음주는 문제 행동이 드러나지 않거나 문제

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행동에 한 인식과 변화 동기를 증진하는

로그램(Motivationalintervention)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Sussman(1991)의 방 장에서의 로그램 개발 모형

을 참고하여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하 다.이론 기틀을 IMB 모형

으로 하고 정확한 정보 달과 내재 동기 자기효능감의 증진으로 실

제 음주행동 변화 동기를 증진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 다.본 연구는 기 변화단계에 있는 상자 특성과 향

요인을 사 에 살펴본 후 그 결과를 재에 반 하 다. 방 로그램

개발에 인지 요인을 탐색한 후 로그램 구성의 주요 개념으로 반 하

는 과정은 성공 인 결과를 측하기 하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Sussman,1991).활동 수집 결과 음주습 평가 피드백,의사결정균형

연습,개별 계획 수립이 음주행동 변화의 동기증진 로그램에 효과 이

라고 하 기에 이러한 략을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형 인 일상은 병리 이지 않은 형태로 상자의 알코올 사용에 하

여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여 음주행동의 심층 평가에 효과 이라고 보고되

었다(Rollnick,Heather,& Bell.,1992;SAMHSA,1999;Sobell& Sobell,

1993).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음주와 련된 다소 불편한 소재를 음주하

는 형 인 일상을 이야기해달라는 열린 형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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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청하도록 구성하 다. 상자와 함께 동하며 상자의 경험을

심층 이해하기 하여 개방 으로 탐색하 고,이는 맞춤형 로그램의

제공과 변화 동기를 증진하는데 효과 이었다.의사결정균형 연습은 재

행동과 원하는 삶과의 차이에 한 인지 갈등을 유발시켜 상자의 변

화에 한 동기를 증진시키고 보다 자발 으로 결정하도록 돕기 때문에

(LaBrieetal.,2006)포함하 다.실제 변화의 기 단계에 있는 문제음

주자에게 부정 상황을 울질하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유도하

던 은 음주행동 변화에 한 요성을 키우고 변화 동기를 진시키는

효과를 보 다.음주습 평가 결과를 피드백 하며 동기를 유발하도록 구

성하 는데,알코올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음주 사회 규범을 비교하

는 피드백은 음주 험 인식의 시발 이 되었다.향후 알코올 독 방을

한 로그램을 제공할 때 단순히 알코올과 련된 정보만을 제공하기보

다 상자의 음주행동과 조 능력에 한 인식의 불일치가 외부로 드러나

게 할 때 변화 동기 증진에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Careyetal.,2007;

Riperetal.,2009).과거 성공 경험과 내면의 정 특성에 한 탐색은

변화 자신감을 강화하는 유용한 략이므로(신성만,권정옥,& 손명자,

2006;Miller& Rollnick,2002;2013)포함하 다. 상자의 강 찾기와

과거 성공 경험을 탐색한 후 변화에 한 자신감을 갖고 충동 상황 처

를 한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는데,이는 자기 리를 실천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하 다고 보여진다.

선행 연구에서의 동기증진 로그램은 주로 4회기로 용되었으나 면

상담 회기를 통하여 변화된 동기를 유지하고 행동 실천의 자기 리를

유도할 목 으로 5-7회기는 참여자에게 화를 통하여 지속 으로

하여 일상에서의 자기 리 능력을 검하고자 구성하 다.본 회기의

반 4회기에서 평가,상담과 토론을 통하여 상자가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음주행동 변화를 실천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 기에 후반기인

자기 리 근은 상자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는 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특히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상자를 한 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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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내 변화 동기를 증진하는데도 효과 이기

때문이다(SAMHSA,1999).주로 인지 요인을 변화시키기 한 교육

재를 제공한 후 정서 지지를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리를

지속 으로 실천하도록 할 때 코칭 간호 재가 효과 이기에(Whittemore

etal.,2004)활용하 다.코칭은 상자와 동 계를 유지하면서 건강

행동의 변화를 자각하고 건강지향 인 목표를 향하도록 돕는 재로서

상자의 자기 리 이행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Olsen,2010).코칭

략의 용이 최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효과 인 자기 리 이행을

증진하는 재(Hayesetal.,2008;Whittemoreetal.,2001)임을 고려할

때 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 변화에 한 자기조 능력을 연습하고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 인 근일 것으로 생각한다.향후 문제음주

행동 변화를 돕는 재에서 동기증진 략을 용한 후 상자의

자기 리 능력을 강화하는 화코칭 근을 구성하여 지속 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변화 동기 증진에 상자가 어떠한 변화수 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를 선택하고 이동하도록 돕는 략이

유용하므로(Miller& Rollnick,2002;Miller& Rollnick,2013;SAMHSA,

1999). 본 연구에서도 연구 상자에게 스스로 인지하는 요성을

질문함으로서 상자에게 맞추어 변화 과정을 진하고자 구성하 다.

한 참여자가 변화에 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안 선택을 돕는

방법은 변화 행동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참여자의 자발성을 높이는데

효과 이었다.참여자의 질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이러한

략이 상자의 음주행동 변화를 한 시도로 이어졌고 실제 성공

경험과 건강한 행동으로의 변화도 가능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문제음주자의 음주행동 변화 동기를 증진시켜 음주행동 변화를 돕는데

효과 인 재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기증진

로그램을 장에서 용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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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의 효과 평가

1) 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한 후 개발된 로그

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양 자료와 질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혼

합연구 방법을 시도하 다.양 연구는 무작 배정 후 설계를 사용하

여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이 문제음주자의 알코올지식,음주결과기 ,

음주거 효능감,문제음주 행동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다.

질 연구는 로그램 참여자를 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여 로그램의 효과에 해 심층 으로 탐색하고 양 결과를 보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알코올지식 수가 조군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925,p=.400).사 조사 결과상 두 집단

의 알코올지식 수는 평균 62.7 으로 나타났다.이 수는 조사 문항이

달라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알코올지식을 측정한 제갈정

등(2011)의 사 조사 정답률인 55 보다 높은 결과이다.웹 기반 재를

제공한 직후 근로자의 평균 지식 수는 72.3 으로 증가되었는데(제갈정

등,2011),본 연구도 재 4주 후 75.4 , 재 8주 후 78.2 으로 증가되

는 양상을 보 다.그러나 참여자 2번의 사후 조사에서 일 된 정답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며,2번의 사후 조사에

서 정답률이 46%를 넘지 못하는 문항도 있었다(부록 9).본 연구의 조사

문항 주종별 알코올 함량,알코올의 추신경억제 특성,기름진 음식

섭취와 흡수,운동과 알코올 분해에 한 사 조사의 정답률이 35%를

넘지 못하 고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인 문항의 내용도 알코올특성과 인식

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지식

문항에서 결측치가 많고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선행 연구(김일옥,정구철

& 양은경,2012;탁 란,2007)를 고려할 수 있겠다.특히 알코올지식 문

항이 알코올특성이나 음주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경우 알코올이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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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보다 추상 이고 모호한 지식을 보이기 때문에(신수미 & 손

애리,2008),지식으로 통합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시간

등이 필요함을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Awad,& Ghaziri,2004).질

인터뷰 자료에서도 로그램을 통하여 알코올에 한 상식을 알게 되었으

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 으며,실험군의 수가 재 4

주후 측정값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t=2.420,

p=.021)는 알코올지식을 달하는 시간이나 달 방법이 보완된다면 효과

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특히 알코올지식 문항 낮

은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을 반 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

다(양수 등,2003).본 연구에서는 비연구를 수행한 후 로그램 계획안

을 조정하면서 동기증진에 효과 인 음주 규범이나 음주행동을 객 자

료와 비교하는 불일치 키우기 략을 용하면서 인식의 증진을 부각시켜

상 으로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재를 통한

상자의 알코올지식이 측정도구에 모두 반 되지 못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추후 표본 수를 확 한다면 유의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정 음주결과기 는 로그램 에 비하여 유

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F=3.827,p=.025),음주 방을 한 목

으로 로그램을 제공하여 정 인 결과를 보인 선행 연구와 일치된다

(김 이,2007;도은 ,2007;이혜일 & 손정락,2009).실험군의 결과

조군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추가 으로 살펴보았다.문

항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를 더 잘 할 수 있다(AE10),자신감이 더

생긴다(AE12),용기가 더 생긴다(AE15),더 행복하게 느껴진다(AE16)

항목의 수가 실험 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이러한 결과는

로그램을 통하여 알코올 섭취로 기 하는 효과를 미리 생각하게 하여 알

코올이 주는 즉각 이득에 한 생각인 정 음주결과기 를 변화시켰

음을 의미한다.이러한 로그램의 효과는 질 자료에서도 참여자가 음

주하지 않은 채 상담자와 함께 화하며 어울리는 경험으로 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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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게 되면서 가족과 화가 많아지는 이득에 하여 진술하 다.즉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통하여 정서 각성,자기 재평가나 환경재

평가와 같은 인지 변화과정을 경험하면서(Prochaska,Norcross &

Doclemente,1994)음주로 인한 즉각 효과가 상담이라는 치료 재를

통하여 유사하게 충족되는 것으로 지각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

다. 정 음주결과기 가 음주행동을 측하는 요한 변인이라는 을

미루어볼 때(김성재,1996;Blum etal.,2003b;Gullo etal.,2010;

Hasking& Oei,2008), 로그램에서 다룬 음주행동에 한 이익과 음주

행동 변화에 한 이익을 비교하는 의사결정균형 연습이 정 음주결과

기 감소에 효과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 음주결과기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190,p=.118).이는 부정 음주결과기 에 한 실험군의 수가

재 에 이미 상당히 높은 수 이었기 때문에 재 후 변화량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 결과와 비교

할 때 본 연구에서의 부정 음주결과기 수는 총 40 평균

수가 29.4(±8.9) 으로 강경화와 김성재(2014)의 24.6(±5.2) ,유채 (2007)

의 19.8(±8.8) ,Maddock(1997)의 23.1(±7.8) 보다 높았다.이러한 결과

는 문제음주 행동으로 부정 결과가 발생되고 타인에게도 향을 수

있음을 인식한 상이라도 음주행동 변화의 요성에 한 지각과 자신감

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음을 보이는 것

으로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방 재를 제공할 때 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Diclemente.,1986;Miller& Rollnick,2002).질 자료에서도

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로그램 참여로 음주행동에

한 상담을 받게 되면서 주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하 다. 주 시도로

음주행동의 부정 효과인 음주로 인한 신체 불편과 부부 계 등의 손

실을 더욱 알게 되었고,변화 동기에도 향을 미쳐 주 행동의 지속

실천이 가능해졌다고 하 다.이러한 결과는 지 껏 문제음주 행동과 음

주행동 변화를 설명하기 하여 정 음주결과기 만 사용되었는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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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음주결과기 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

다 음주거 효능감 수가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 로그램 4주 후

측정한 결과가 8주 자기 리 후에도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하 다

(F=4.426,p=.015).이는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참여가 음주거 효능

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생각되며,선행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 다

(김 이,2007;도은 ,2007;유진희,2005;이혜일 & 손정락,2009).변화

단계와 련 없이 자기효능감은 행 변화의 주요 결정인자이고 변화 유지

와 하게 련되기에(강경화 & 김성재,2014;Diclemente,1986;Miller

etal.,2012),시간이 지날수록 음주거 효능감의 상승된 결과는 상자의

자기조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본 연구 참

여자의 질 자료를 보면 내 변화 동기가 강화되면서 주 행동을 시도

하여 성공하는 경험이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궁극 으로 음주

자기조 에 한 능력이 생겼다고 하 다.따라서 참여자는 지속 으로

변화된 음주행동의 유지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군의 결과 조군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았다.부정 정서 상황인 마음 속 깊이 화가 날 때,되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좌 감을 느낄 때,기분이 축 가라앉을 때,몹시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등 모든 하 문항에서의 음주거 효능감이

증가하 다.이는 참여자들이 동기증진 로그램을 통하여 부정 정서를

해결하고 정 정서로의 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결과로서(장수미,

2004),부정 정서는 혼자 음주하는 알코올 독의 기 양상과 련이

깊다.질 자료에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기 해

음주했던 과거의 행동을 변화시킨 자신의 노력에 정 인 평가를 하고

상담자의 정서 지지와 함께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 자신감도

증진되었고 음주행동 변화도 가능해졌다고 하 다.

음주 충동과 련된 음주거 효능감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AASE 2),술 생각만 나고 내 몸이 술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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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될 때(AASE 10),술을 마시고 싶은 갑작스런 충동이 생길

때(AASE 17)항목에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 다.그러나 실험군의

로그램 과 후의 음주거 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음주 충동 항목

AASE 2번과 17번은 동일하 으나 술에 한 나의 의지력을 시험하고

싶을 때(AASE14)항목의 수가 증가되었다. 한 다른 사람이 술 먹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정 상황) 항목의 음주거 효능감 수도

증가되었다.실제 참여자는 음주 충동을 감소시키기 해 운동이나

안활동을 실천하 고 피드백 결과지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 다.이러한 결과는 로그램에서 참여자의 고 험 충동 상황을

살펴본 후 처 략을 수립하고 직 실천하도록 유도하 기에 음주

자기조 에 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특히 질

인터뷰 참여자 AUDIT 16 이상을 보이는 상은 음주 충동을

감소시키기 하여 운동 등의 안활동 실천이 두드러졌으며,이러한

노력이 음주행동 변화를 지속하는데 효과를 보 기에 추후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 실험군의 결과 조군과 비교해 정 사회 상황의 5문

항 연휴나 휴가 이어서 긴장을 풀고 싶을 때(AASE9)와 나 업

무 때문에 술자리에 있어야 하는 상황일 때(AASE20)항목의 수가 유

의하게 증가하 다.질 자료에서도 스스로 마시지 않는 것이 다소 불가

능하다고 생각한 정 상황에서의 효율 인 처가 가능하 다. 한

술을 거 하고 마시지 않는 자신을 단한 사람이라고 정 으로 평가하

면서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성공에 한 자신감과 성취감

이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음주행동 변화에

한 동기가 증진되면 사회 상황에서도 음주거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

음을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자기효능감의 증가는 자기조 기술의

성공과 성취 노력으로 발 된다(Bandura,1999).그러나 술을 권유받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의 음주거 효능감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이는 술자리를 통하여 인간 계를 유지하고 술을 권유받을 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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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실제 본 로그램에서는 술자리에서

의 압력을 다루는 처기술의 내용을 비 있게 다루지 않고 개인의 지각

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개인 조 에 한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을 두었다.향후 직장인의 술자리 압력에 효율 으로 처하는 기술도 사

에 미리 생각해보게 한다면 보다 정 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문제음주 행동의 감소가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20,p=.135). 학

생을 상으로 한 개별 음주상담 연구(유진희,2005)와 가정폭력 행 자의

집단 동기증진 로그램 연구(장수미,2004)도 음주행동 감소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나,근로자에게 주 로그램을 제공

하여 문제음주 행동 감소(도은 ,2007)와 음주량 감소(김 이,2007;이혜

일 & 손정락,2009)와 차이가 있었다.동기증진치료를 용한 연구에서는

부분 주당 평균 음주량의 감소를 보고하 는데(Dieperinketal.,2014;

LaBrieetal.,2006;Labrieetal.,2008;Noknoyetal.,,2010),본 연구

상 AUDIT21 이상의 8주째에도 음주충동과 우울을 호소한 2인의

이들을 제외한 분석 결과에서 문제음주 행동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확인

되었다(F=3.436,p=.047).이러한 결과는 음주행동 변화에 한 내재 동

기의 증진과 음주거 효능감의 증진이 음주행동의 자기조 로 이어져 행

동의 변화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질 자료에서도 참여자들은 음

주에 한 자기조 이 가능해지면서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감소되었다고

하 다.참여자들은 음주행동 변화를 하여 맞춤형 재와 문가의 지

속 도움의 필요성을 언 하 는데, 상자 심의 치료 계획의 수립과

지지와 격려의 제공은 정 인 변화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Whittemore,Sullivan,& Bak,2003).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음주문제의 감소가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 다((F=0.673,p=.454).알코올의존자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인 Forcehimes등(2007)의 47.6(±20.4) ,Miller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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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의 33.7(±33.6 ),김 식과 오동열의 28.6(±2.7) 에 비하면 음주문

제의 수가 매우 낮은 수 이다.이는 본 연구 상이 알코올 독 수

의 상에 비하면 상 으로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낮은 상태임을

보이는 결과로서 알코올 독 수 의 음주자와 부정 상황을 경험하는 정

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음

주문제의 하 역인 충동조 문제에서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

다.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 행동이 감소되면서 나 에 후회할 충동 인

행동,폭력이나 기물 괴,음주운 의 감소,흡연량의 증가,체 증가

사고의 험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 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향후 문제음

주 행동의 감소와 음주문제의 감소를 하여 선별 평가와 조기 재를 제

공한다면 음주행동 감소로 인한 음주로 인한 폐해 감소에도 매우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Baberetal.,201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8회기의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문제

음주자의 음주결과기 를 변화시키고 음주거 효능감을 증진시켜 음주행

동 변화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램의 효과를 이끌어

낸 상황 맥락과 과정 등의 질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효과 인 재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로그램의 용

본 연구는 알코올 독을 방하기 하여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한 후 제조업 교 근로자를 상으로 로그램 운 을 실시하 다.

변화에 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직장인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로그

램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경험이 후속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상자 모집에 한 논의이다.본 연구에서는 최 제작된 참

여자 모집 문건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자발 인 참여 상자 모집

과 주 로그램에 한 심을 유도하는 데 실패하 다.자료수집기

에서 IRB1차 승인을 받은 연구 상자 모집 공고문을 홍보해 주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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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음주행동에 한 문제 인식이 부족한 상자의 특성을 공고문에 충

분히 반 하지 못해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착하 다.즉 로그

램의 운 을 한 홍보,참여자 섭외 등의 사 비과정도 동기증진

략을 기반으로 비될 필요가 있었다.참여자 모집과 련하여 1차 자료

수집기 에서 뇌심 질환 방이나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UDIT로 음주 양상을 평가한 후 본 연구자가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연

구 상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해주었으나 부분의 설문 평가자는

연속 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다.자료수집

기 이 소재한 B시의 D사업장과 건강증진사업을 논의하면서 본 연구에

하여 조 요청도 하 으나 보건 담당 부서가 회사 상황의 어려움과

주 로그램에 한 부담감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 다. 다른 G사

업장은 업무 외 시간인 녁 8시 이후에 로그램 운 이 가능하다고 하

다.본 연구자는 1차 자료수집기 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이 어렵다고

단되어 3개월째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과 자료수집기 의 변경을 고려

하게 되었다.변경된 문건에 음주습 평가로 내용을 변경하고 사업주의

승낙과 조를 얻은 후 상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개

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이 근로자의 음주행동 변화 뿐

아니라 건강 증진 생산성,직장 만족과도 한 련을 보일 것이라

고 생각한 사업주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로그램을 용할 수 있었

다고 생각된다.향후 알코올 과다 섭취와 건강 조직 향 등에 한

인식의 증진이 이루어진다면 로그램의 확 용이 이루어질 수 잇을

것이다.음주행동은 간질환이나 고 압 등의 뇌심 질환과 련성이 높

다고 보고되는데(WHO,2005),음주 폐해에 한 낮은 인식은 음주 로

그램을 운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로그램의 활성화를 해서는 사

업주와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지속

으로 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연구 상 선정에 한 논의이다.본 연구에서는 지속 인 우

울 증상과 음주 충동을 호소하는 2인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문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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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화에 한 효과가 지지되었다(F=3.436,p=.047).이들은 AUDIT

수 상 21 과 22 으로 문제음주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음주거 효능감의 수도 로그램 참여 에 비하여 4-5 씩 감소되는

양상을 보 다.이들 1인의 면 상담 시간은 총 195.39분, 화 상담

은 20.28분이었고,1인은 면 상담 총 211.53분, 화 상담은 18.35분으로

제공되었다.질 자료에서 이들은 모두 자신이 무언가 결정하기까지 시

간이 걸리는 편으로 8주 동안에 음주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

다.이러한 결과는 재를 제공할 때 보다 개인 인 성향을 고려할 필요

가 있고,높은 음주문제 수 을 보이는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8회기

이상의 보다 장기 운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우울 증상은

의사결정과 문제음주에 향을 미치고(정성석 & 정경화,2012)심한 음주

충동은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정신 장

애를 진단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나 향후 연구

상을 선정할 때 미리 우울에 한 선별과 음주 충동이 약물 투여가 필

요한 수 인지에 하여 정확하게 악하여 선정한다면 더욱 효과 인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운 에 한 논의이다.동기증진

로그램의 개별 상담과 자기 리가 상자의 특성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

고 개별 으로 운 될 필요가 있다.질 자료를 보면 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에게 알코올 련 상식,음주행동결과의 탐색과 자신감 증진으로 음

주행동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정 인 피드백을 받았다.이는

동기증진 로그램이 상자 심으로 근하면서 지속 인 도움을 주고

자 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부분의 상자는 비교 건강한

집단으로 알코올문제라는 다소 낙인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로그램

에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었다.참여자들은 로그램 첫 회기

에 참여하면서 진행자의 수용 인 태도에 편안한 분 기를 느 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 는데 이는 좋은 계를 형성하면서

작업 동맹도 발 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 연구가 이루어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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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주도 로그램을 정 으로 평가하고 담당부서장이 참여 일정을

배려해주었기에 부정 반응의 최소화도 가능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자는 로그램 실시 후 동기면담을 활용한 공감 피드백과 결과지

제공이 알코올문제를 변화시켜야겠다는 동기를 갖고 유지하는 데 매우 도

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다.특히 알코올지식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참여자

의 재 신체 증상을 살펴보고 음주사회 규범과 상자의 설문 평가 결과

를 여러 통계 수치와 비교하는 공감 피드백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는 본

인의 음주행동이 과다하여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된 유익한 경험이라고

평가하 다.특히 참여자들은 변화 동기와 통찰, 정 정서로 환이 되

었다고 하 는데,집단 동기증진 로그램을 용한 선행 연구 결과와 유

사한 평가를 받았다(유채 ,2002;장수미,2004).참여자는 의사결정균형

연습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손실을 자각하고 이득을 알아차렸다고 하 는

데,개인의 삶,가치와 목표를 깊게 이해하는 과정과 상자의 변화에

한 양가감정을 재 상태와 바라는 삶에 한 불일치로 충분히 발달시켰

기에 스스로 변화를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발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강 을 찾고 성공 경험을 탐색하자는 요청

에 매우 낯설어 하 는데 실제 자신의 주 행동의 시도가 성공하게 되자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지속 으로 실천하는

기회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자기 리를 연습할 때 사용한 음주일지 작성이 음주행동을 인식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는데,향후 재를 제공할 때는 재 후반

기 자기 리 근에도 꾸 히 검토하게 구성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생

각된다.기록 일지로서 자신의 행동을 검하는 과정은 새로운 건강행동

을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Whittemore,etal.,2003).참여자

들은 화를 받음으로서 마음을 다잡는 기회도 되었고 근무 상황을 벗어

나 온 히 자신에게만 집 할 수 있었다며 정 으로 평가하 다.

참여자의 총 4회기 참여 시간은 략 100-190분이었는데,향후 용에

서는 음주 수 이 과음이나 폭음 양상을 보이는 수 으로 AUDI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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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경우 2회기,50분 는 4회기 30분으로 조정하는 것도 효과 일

것으로 생각한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에 요한 개인별 음주양상을

충분히 탐색하면서 그 결과에 하여 피드백한 후 상자가 변화를 실천

할 동기가 형성되면 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한 조기에 상담자와 치료 계가 형성되고 상자의 알코올문제

에 한 자각과 내 변화 동기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비교 반기부

터 상자와 의하여 화 코칭을 통한 행동조 을 한 자기 리 근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그램 운 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직장인

의 음주와 련된 개인의 경험을 노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비 보장에 한

문제이다.실제 로그램 참여자는 진행자의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된다는

반복된 설명에도 회사에 내용이 공개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한 걱정을 표 하 다.실제 로그램이 이루어진 장소가 회사 사무실

에 마련된 회의실이라서 로그램이 이루어질 때 참여자의 신원이 반복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향후 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신뢰를 주는 계

형성과 함께 비 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진행자가 치료 으로 활용되기에 사 에

충분하게 비되어야 한다.그러나 첨부한 로그램 지침서를 토 로

로그램을 시행하기 에 동기면담의 정신과 원리,기술(OARS)에 한 사

지식과 치료 동맹을 맺는데 필요한 공감 인 태도를 교육받는다면

비교 수월하게 운 할 수 있을 것이다.향후 알코올 독 방을 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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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학 의의

본 연구는 알코올 독을 방하기 하여 행 실천 단계(숙고 ,숙

고, 비단계)에 있는 문제음주자에게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개발

하고 용한 에서 의의가 있다.기존의 로그램은 행동 실천에 이

맞추어져 있거나 집단을 상으로 제공되었으며,알코올 독으로 진행된

상자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문제음주자의 부분이 행 실천 단계

임을 감안하여 알코올 독 방을 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 개발

연구로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 인 근을 시

도하고자 하 다.혼합연구 방법을 용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양 연

구로 평가하고 양 으로 악할 수 없는 로그램의 효과를 질 연구로

보다 심층 으로 규명한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로그램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여 행동 변화의 과정과 상황 요

인을 드러내며 상자 심의 로그램에 한 근거도 제시하 기에 실무

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이 상자의 변화 동기와

자기효능감 변화 과정에 미친 효과를 구체 으로 확인하 다. 문

간호 재 제공을 통하여 문제음주자의 알코올문제에 한 인식을 증진시

키고 행동 변화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 으므로 알코올 독 방의 간호

장에서 유용한 재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자의 음주문제에 한 평가와 피드백,개별 변화 계획 수립 지

속 리 등 상자 심의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독 방의

장에서 활용하고 지속 으로 연구된다면 간호를 제공받는 상자의 치유

와 안녕을 도울 뿐 아니라 간호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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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연구 상자를 경기도 소재 일개 사업장의 소수의 근로자를 상

으로 모집하 으므로 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개발된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추 조사 기간이 다소

짧았으며 설문 조사만으로 평가한 한계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 알코올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63이었다.

추후 알코올지식 도구를 보완한다면 효과 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본 연구자가 참여자를 모집하기 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

는 근로자를 상으로 AUDIT로 2차 선별 과정에 개입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개인 인 통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내외

타당도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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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알코올 독을 방을 한 맞춤형 동

기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은 이론 요구도 조사,활동 수집,활동 평가와 비

연구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음주습 평가와 그 결과에 한 피드백,알코

올정보 제공,의사결정균형 연습,변화계획 수립,자기 리로 개발되었다.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실험연구를 한

질 자료 내재 설계 동시 혼합연구 방법을 용하 다.연구 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사업장의 성인 남성으로 무작 배정에 따라 실험군에

게는 8회기 맞춤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용하 으며,실험군 24명과

조군 23명의 모든 상에게 알코올정보 자료집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평

가하 다. 재 후 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의 정 음주결과기 와 음

주거 효능감 수에 차이를 보 으나,알코올지식과 부정 음주결과기

,문제음주 행동과 음주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질 자료의

분석 결과 ‘알코올의 향과 음주의 부정 결과에 한 정확한 인식’,‘음

주 양상과 알코올문제에 한 자각 증진’,‘음주행동 변화 동기의 형성’,

‘내 변화 동기의 강화’,‘작은 성공의 으로 얻게 된 자신감’,‘건강한

습 으로의 변화’와 ‘문 도움으로 가능했던 변화’의 7주제로 나타나

양 연구 도구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에 한 이유와 참여자의 변화 과

정 상황 맥락을 보완하 다.

결론 으로,본 로그램은 문제음주자의 변화 동기와 자기효능감을 증

진하는데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호 재라고 생각한다.향후 맞춤

형 동기증진 로그램을 실무 역에서 활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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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문제음주자의 변화 동기를 증진하는 로그램의 효과를 반복 검

증하기 하여 좀 더 많은 표본 수를 상으로 하는 규모 연구가 시도

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를 증진하는 로그램의 효과를 지속 으

로 확인하기 해 장기 추 찰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셋째,알코올 독 방을 한 동기증진 로그램의 생물학 인 향을

규명하기 하여 액 지표 등 다양한 생리 의학 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알코올지식에 한 평가 도구

의 수정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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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음주양상 탐색

목 표 1. 재의 목 과 진행 과정을 이해한다.

2.진행자와 참여자간 치료 계를 형성한다.

3.참여자의 음주양상을 이해한다.

주제 1. 재에 한 설명 진행 방법과 참여 안내

2. 상자의 욕구와 기 탐색

3.음주 양상의 탐색

4.회기 마무리 음주 일지 작성 안내

내 용 만남/ 계 형성

상자와 동 계 형성을 하여 면담을 비한다.

1)오시는 동안 날씨가 어떠하 는지요? 오늘따라 유난히 (춥게/ 하게/따

스하게)느껴지네요.

2)지 이 곳의 느낌을 색상으로 표 하면 어떻게 표 할 수 있을까요?

3) 상자의 표 에 양가 으로 반 하고 언어 표 정도를 평가한다.

n ( )색이군요.그 색은 (이러한 )느낌을 주죠.

빨강-다소 진취 이어서 가끔 화가 나죠.

주황-활기차고 사교 인데 과시 이라는 오해를 살 때가 있죠.

노랑-상상력이 풍부하다보니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죠.

록-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건데 게으르다는 얘길 들을 수 있죠.

랑-차분하다보니 냉정하다는 소릴 들기도 하죠.

남색-진지하다보니 냉정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보라-생각하는 걸 즐기다보니 고독해보일 때도 있죠.

상자의 욕구와 기 를 알아본다.

이 게 귀 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바쁘신 에 이 로그

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주신 것에 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인정해주

기).이 로그램은 총 8회기로 면 상담이 5번, 화 리가 3번 이루어집니

다. 면 상담은 이번 주부터 주간 근무일에 4번이 이루어지는데 1회당 시간은

50분간 가량 됩입니다.그런 다음에 화로 3번의 상담이 진행된 후 8주째 5번

째 상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이 당신에 하여 알

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개별 상담 일정은 회사에서 일정

을 잡아서 개인 으로 알려주게 됩니다.궁 한 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열린 질문)

n 오늘은 얼마 조사했던 음주행동과 련된 설문에 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 는 시간입니다. 는 ( )님이 건강하지 못한 습 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히 음주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함이 아닙니다.아마 첫 시간이라서

당신의 음주 습 과 련된 질문을 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n 이 시간을 통하여 ( )님이 기 하는 것을 알고 싶네요.이 로그램으로

기 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는 당신이 어떤 기 감으로 이

부록 7.T-MEP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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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참여하는지 궁 하네요(열린 질문)

n 당신은 이 로그램을 통해 000부분을 기 하고 있군요(반 경청).제가

기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는 ( )님의 음주 습 에 하여 알

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 합니다.

형 인 하루(음주하는 하루 일상)에 하여 알아본다.

음주하는 하루 일상은 정 계를 형성하면서도 상자에 한 정보를 탐

색하는데 유용하다. 상자가 음주행동에 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연스럽

게 탐색할 수 있다.

n 술 마시는 날의 하루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열린 질문). 로 몇 시에 술

자리를 갖는지,얼마 간격인지, 구와 마시는지,얼마나 마시는지,어떤 술

을 마시는지 등등 떠오르는 로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n 당신은 술을 동료들과 주로 일을 끝낸 후 마셔왔네요(반 경청).

술로 인한 부정 사건이나 문제를 탐색한다.

먼 최 의 음주 시기에 하여 알아본다. 재 나이와 첫 음주 시기를 계산

하여 최소 10년에서 최 35년 동안의 음주로 인한 경험에 하여 이야기하도

록 유도한다. 상자가 어려워하는 경우 구체 인 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게

유도한다. 재 앓고 있는 신체 증상이나 술 마신 후 신체 으로 경험하는

증상,일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사람들과 다툰 경

우,해야 할 일을 못한 경우)등 어떠한 것이든 떠올려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편안한 분 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 으로 경청한다.

n 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진단받은 것에 해 이야기해주세요.설문 평가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과거의 술 마신 후 경험한 사건에 해 들을 수 있을

까요?당신이 이야기하기가 괜찮다면 듣고 싶네요(열린 질문).

n 그런 일이 있었군요.참 난감한 상황이었겠군요.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군요.걱정한 도 있네요(반 경청).

회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내용을 요약한 후 상자의 반응에 따라 반 으로 경청한 후 마무리한다.

n 오늘 우리는 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음주 습 에 해 알아보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불편했을 텐데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당신의 얘기

를 요약해보겠습니다(요약하기).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나요?오늘 참

여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 하네요.

음주일지를 제공하고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음주일지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다음 회기에 하여 소개한다.

n 오늘부터 당신은 음주 일기를 쓰게 됩니다.술을 마신 경우 달력에 마신 양

을 쓰기 바랍니다.마시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만약 충동이나

갈망을 경험한 경우는 달력에 △로 표시해오기 바랍니다.

n 다음 회기에는 음주습 을 지속할 때의 좋은 과 음주습 을 바꾸었을 때

의 좋은 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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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변화 동기 탐색

목 표 1.음주행동 변화 동기에 을 맞춘다.

2.삶의 기 와 재 행동과의 인지 불일치를 유발시킨다.

주 제 1.음주행동으로 인한 기 탐색

2.음주행동 변화로 인한 이득과 음주행동 유지에 한 손실 인식

3.개인의 가치 탐색

내 용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를 나 다.

n 열린질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떻게 지냈는지요?지난 회기 이후 좀 더 생각하

거나 나 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 해 주세요.

n 반 경청

-000한 일들을 경험하 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네요.

작성해온 음주일지를 검한다.

n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게 쓴 후 가지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인정해주

기).그동안 음주일지를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는지 궁 하

네요(열린 질문).

n 반 경청

-‘술을 생각보다 자주 마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니 놀랍습니다.

-작성하는 게 짜증이 많이 났다는 말 이네요.

-그만 두고 싶었다는 말 이네요.

음주행동으로 기 하는 결과와 삶 속에서의 가치를 탐색한다.

먼 음주행동으로 얻게 되는 기 감과 삶 속에서의 가치을 알아본다. 상자

의 재 행동과 바라는 결과 간의 불일치를 발달시킨다.

n 열린 질문

-음주행동을 계속 하는 경우 삶 속에서 어떤 결과를 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 있을까요?( 상자가 없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한다)

-삶 속에서 가장 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 하네요.

-지 부터 5년 뒤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어내고 싶은가요?

n 반 경청

-당신은 000기 를 갖고 있기에 술을 마시네요.

-술을 계속 마시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네요.

-000것을 성취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음주를 계속 하게 되면 00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앞으로 무언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음주행동 유지 이득과 음주행동 변화 이득을 인식하도록 한다.

음주행동 변화로 인한 좋은 과 재 행동간의 불일치를 더욱 발달시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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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동 변화에 한 요성을 확인한다.

n 음주행동 유지에 한 열린 질문

-음주행동을 유지할 때 얻게 되는 이득에 해 생각해보세요.어떠한

이 있을까요?

-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

문한다)

n 음주행동 유지에 한 반 경청

-음주행동을 유지하면 --- 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000와 같은 정 결과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

-음주행동을 유지할 때의 향을 잘 알고 계시네요.

n 음주행동 변화에 한 열린 질문

-음주행동 변화에 한 생각을 듣고 싶네요.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

하나요?음주행동을 바꾸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에 해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이 있을까요?(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

- 재 당신은 어떤 이 걱정됩니까?

-5년 과 비교해 어떤 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궁 하네요.

-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

문한다).

n 음주행동 변화에 한 반 경청

-음주행동을 바꾸면 --- 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음주행동을 바꾸었을 경우 000와 같은 정 결과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

-음주행동을 바꾸었을 때의 향을 잘 알고 계시네요.

n 요성 확인에 한 열린 질문

-음주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상자에게 10 비도 측정자를 알려주고 답하게 한다.음주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요하다고 생각하면 10 , 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면 0 입니다.몇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0 이 아닌 경우)0 이 아닌 그 수를 이유가 궁 하네요.

n 요성 확인에 한 반 경청

-당신은 음주행동을 변화하는 것을 000로 생각하네요.

회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회기를 안내한다.

내용을 요약한 후 상자의 반응에 따라 반 으로 경청한 후 마무리한다.

n 오늘 우리는 2번째 만나 음주행동의 유지와 변화에 한 기 에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불편했을 텐데 고맙습니다.당신의 얘기를 요

약해보겠습니다(면담 내용 요약).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나요?

n 오늘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궁 하네요.

로그램을 한 소감도 궁 합니다.

n 다음 회기에는 당신의 음주습 평가 결과에 하여 알려드리고 음주와

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00님을 더 알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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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음주습 피드백

목 표 1.음주행동의 변화 동기를 유발한다.

2.알코올에 한 특성 험,음주규범 등의 지식을 습득한다.

주 제 1.음주습 피드백

2.알코올의 향과 특성, 독의 특성 보상회로 등 정보 제공

3.음주행동 변화를 한 진술(변화 화)유발시키기

내 용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를 나 다.

n 열린질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지난 회기 이후 좀

더 생각하거나 나 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 해 주세요.

n 반 경청

-000한 일들을 경험하 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네요.

작성해온 음주일지를 검한다.

n 음주일지를 쓰시면서 어떤 생각,감정이 드셨는지 궁 하네요(열린 질문).

n 반 경청

-많이 마신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1차에서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에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네요.

알코올과 련된 통계자료와 AUDIT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n 우리나라의 음주와 련된 통계,알코올과 련하여 연구된 자료를 설명하

고자 해요.오늘 주제와 련하여 무엇에 해 알고 싶나요?(반응을 살핀

후) 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궁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 상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국민건강 양조사의 통계치 요.2만 가구를

상으로 조사한 자료 요.(음주량과 음주빈도의 데이터 결과치를 알려 ,

를 들면 한 번 술을 마실 때 1-2잔이 15%정도 요.1주일에 4번 이상 마시는

경우는 10%정도네요.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분 주 1회 정도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5-7잔 정도 요.)여기까지 어떠세요?00님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제가 말 드려도 될까요?(허락을 받은 후)00님은 00정도에 해당되거든요.혹

시 궁 하거나 하실 말 이 있나요?( 답을 기다림)많은 분들이 많이 궁 해

하는 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 하는 건데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평균

음주량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술을 마실 때 14잔,

보통 소주 2병을 마시면 상 5%안에 든다고 되어 있네요.00님의 AUDIT

수는 00 이 요.이 정도면 수를 분류한 기 상에서는 험한 수 으로 음

주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어떠신가요?

n 반 경청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00님은 상 0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네요.

-무언가를 걱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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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독의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n 이끌어내기(E)-제공하기(P)-이끌어내기(E)를 통해 변화 화를 유발한다.

음주양상별 생애 횟수,술의 일 기,알코올의 효과, 알코올농도,술

의 칼로리비교,음주표 잔과 정 음주량,문제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하여 제와 같이 설명한다.

( :이제 알코올과 련된 정보를 드릴께요.음주 양상별 생애 음주를

보면 18세부터 70세까지 1년에 1-2회 술을 마시면 100번,매일 술을 마시면

20,000번이 요.이런 경우 70세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상자는

부분 많이 마신 경우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이런 경우 답변해주셔서 고맙습

니다라고 한 후).계속해도 될까요?알코올은 입을 통해 로 내려갑니다.알

코올은 와 장 어디에서 흡수가 많이 될까요?네.정확히 알고 있네요.장

에서 80%이상 흡수되네요.혹시 다른 이야기할게 있나 궁 하네요)

n 독의 생리학 특성(충동 유발,보상회로)을 설명한다.

혹시 독의 기 에 해 들은 이 있나요?(답을 기다린 후)그럼 제가 설명

을 해드릴께요. 독의 기 은 뇌의 보상회로로 설명하는데요.쥐에게 실험을

했는데 도 민이 많아지면서 무나 강렬한 욕구가 생기게 하니까 다른 데 흥

미를 못느끼게 되는 거 요.술 안마시겠다고 스스로 조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은 무언가 술로 기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어떤 부분일까요?필름 끊

김도 해마가 제 로 기능을 못하여 발생하는 상이구요.최근에 이런 경험을

한 이 있는지 궁 합니다.

n 열린 질문

-00님이 이해한 것이나 어떻게 느 는지를 알고 싶네요.

n 반 경청

-00님과는 련되지 않은 얘기군요./00님은 걱정이 되는군요.

음주습 에 하여 피드백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공한다.

n 이 보고서는 00님의 음주 습 에 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어떠한 생

각을 하셨는지 궁 하네요.조 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집에 가져가

실 수 있어요.궁 한 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열린 질문 후 단순 반 )

회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내용을 요약한 후 상자의 반응에 따라 반 으로 경청한 후 마무리한다.

n 오늘 우리는 3번째 만나 지 까지 악한 당신의 음주 습 에 한 결과와

알코올과 련된 지식이나 음주와 련된 각종 통계치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면담 내용 요약).당신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해보겠습니

다.제가 이해한 것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n 오늘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궁 하네요.

로그램을 한 소감도 궁 합니다.

n 다음 회기에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날 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에 하여 나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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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고 험 음주행동 체

목 표 1. 상자의 변화 계획을 수립한다.

2. 상자의 변화계획을 구체화하는 실천 방법을 비한다.

3.변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강화한다.

주 제 1.음주충동 선행 요인 탐색

2.음주충동 상황에서의 자가 행동 조 을 한 안 모색

3.과거 성공 경험과 강 찾기를 통한 자기효능감 강화

내 용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를 나 다.

n 열린 질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지난 회기 이후 제

가 드린 걸 다시 보셨는지요.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n 반 경청

-00를 좀 덜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음주충동을 일으키는 선행 요인을 탐색한다.

n 열린 질문

-오늘은 술을 자주 마시게 되는 상황에 한 이야기를 나 어보려고 해요

00님은 어떤 경우에 술 생각이 나시던가요?(만약 이야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제가 아는 분들의 얘기를 해 드려도 될까요?주로 어울리거나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유받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거나 우울할 때

마신다고 하는데요.)

n 반 경청

-술자리에서 어울리게 되면 힘들다는 말 이네요.

-안좋은 기분이 들면 술을 찾게 된다는 거네요.

상자의 강 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n 열린 질문

-지 껏 사람들로부터 00님에 하여 어떤 정 평가를 들어오셨나요?

-00님은 당신의 어떤 면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나요?

n 반 경청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네요.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꾸 히 하시는 분이네요.

-고집스러운 부분이 많으시네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n 열린 질문

-지 껏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던 때가 언제 나요?과거에 무언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이루어냈거나 연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

에서 습 을 바꾼 경험이라든지,인생의 요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

루기 해 노력했던 경험에 하여 듣고 싶네요.(충분한 시간을 주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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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가능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n 반 경청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내셨네요.

-본인이 그걸 해냈다는 사실에 만족하셨네요.

-여러 번 연을 시도해 결국 이루어내셨네요.

음주 충동 상황에서의 행동 조 을 한 계획을 수립한다.

n 열린 질문

-이제 음주 충동상황을 잘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볼까 하는데

요.어떠신가요?이러한 결정은 오직 00님만이 할 수 있어요. 00님이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n 정보제공

-괜찮다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례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n 인스토

참여자가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도록 격려한다.

-어떤 방법이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그

게 했을 때 문제되는 건 무엇일까요?어떻게 하면 될까요?어떠한 부분을

걱정해야 할까요?(이끌어내기-제공하기-이끌어내기(E-P-E)를 통해 생각

을 발 시키도록 질문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반응을 살피

는 과정을 반복한다)

n 반 경청

- 00님은 00에 한 생각을 하셨네요(단순 반 )

회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내용을 요약한 후 상자의 반응에 따라 반 으로 경청한 후 마무리한다.

n 오늘 우리는 4번째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신의 음주충동에 한 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함께 이야기 나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면담 내용 요약 후)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내용이 있나요?

n 오늘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궁 하네요.

로그램을 한 소감도 궁 합니다.

n 다음 주부터 3주간 화를 통한 와 이야기를 나 는 시간을 갖게 될 것

입니다.선생님께서 가능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함께 해주셔

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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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회기

자기효능감 지지하기

목 표 1.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물을 악한다.

2.장애물 처능력에 한 자기 리를 증진시킨다.

주 제 1.일상생활에서의 자가 리 검

2.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략과 노력에 한 격려

내 용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를 나 다( 계형성).

n 열린 질문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지난 번 이후 지내시기가 어떠세요?

n 반 경청

-그럭 력 지 고 있다는 거네요.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네요.

-지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네요.

일상생활에서의 자가 리를 검한다( 맞추기).

n 열린 질문

-지난 1주 동안 음주와 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어떠셨어요?술

자리를 하거나 마신 날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n 반 경청

-회식에 참여하셨네요.

-술 마실 날이 없으셨네요.

-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쁜 한 주 네요.

(음주한 날이 없다고 하는 경우 상담시 계획 로 해보기 바란다고 이야기한

후 회기내용 요약하고 마무리하기로 넘어간다)

장애물에 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처와 련된 노력을 격려한다(유발하

기와 계획하기).

n 열린 질문

-어떤 어려움을 알게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상담 때 계획한 로 할 수 있을까요?

n 반 경청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 상하지 못한 일이었네요.

회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n 오늘 화 통화 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지 궁 하네요. 로그램을 한 소감도 궁 합니다.

n 다음 주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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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종결

목 표 1. 상자의 변화과정을 확인한다.

2.추후 건강한 생활 습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주 제 1.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한다.

2.지속 습 유지에 하여 토의한다.

3. 로그램 마무리

내 용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를 나 다.

n 열린 질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그동안 화로만

만나다가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n 반 경청

-다시 만나니 반가워하시네요.

-할 이야기가 많으셨네요.

그동안의 변화 행동에 하여 검한다.

n 열린 질문

-그동안 00님의 음주행동 변화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네요.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기를 바라나요?

n 반 경청

-무언가 해냈다고 생각하네요(인정해주기).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 내셨네요(인정해주기)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하네요/00을 바꾸어 00게 해보겠다고 하네요.

지속 습 유지에 하여 이야기나 다.

n 열린 질문

-앞으로 이 변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n 반 경청

-그런 생각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네요.

-그 생각이 지속된다면 해내리라 믿네요.

회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내용을 요약한 후 상자의 반응에 따라 반 으로 경청한 후 마무리한다.

n 오늘 우리는 마지막 8회기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신의 앞으로의 계획에

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함께 이야기 나 수 있어서 즐거

웠습니다.(면담 내용 요약 후)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내용이 있나요?

n 오늘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궁 하네요.

로그램을 한 소감도 궁 합니다.

n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안녕히 가십시오.

n 로그램 체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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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ge Edu Family
member

Medical
History Smoking Exercise AUDIT

Score
First

Drinking
NAE
1

NAE
2

NAE
3

PAE
1

PAE
2

PAE
3

DRSE
1

DRSE
2

DRSE
3

DB1 DB2 DB3

1 31 high 3 Back 
pain No No 12 19 35 17 10 26 20 18 59 71 59 9 6 0

2 44 high 4 None Yes No 14 16 29 33 29 21 23 20 59 63 72 8 4 5

3 26 high 4 Obesity No No 13 16 40 10 40 28 23 35 70 68 80 9 4 3

4 41 Univ 4 None Yes No 14 20 27 29 27 27 22 18 73 67 78 8 6 7

5 47 high 2 None Yes Yes 13 16 38 34 35 22 23 19 55 60 69 8 5 2

6 37 high 1 None No No 14 19 26 29 31 27 24 26 45 57 62 8 4 6

7 50 high 4 Liver 
disease No No 14 19 28 40 40 12 12 8 75 80 80 10 0 0

8 41 high 4 None Yes No 12 19 25 29 28 27 28 24 33 32 37 7 6 5

9 44 high 4 None Yes Yes 15 16 31 37 36 34 20 20 39 54 54 7 6 5

10 44 high 5 HTN Yes No 21 16 29 26 35 25 23 29 46 28 42 11 9 10

11 52 high 2
HTN

Hyper-
lipidemia

No Yes 19 16 22 9 29 33 15 32 58 67 67 9 2 5

12 45 high 2
Hyper-

lipidemia Yes No 17 16 33 34 33 27 25 21 51 67 61 7 5 4

13 42 high 4 None Yes No 12 19 40 33 40 13 12 14 65 72 76 9 4 4

14 43 high 4 None Yes No 12 19 30 40 32 24 27 21 46 74 76 8 3 1

15 40 high 3 None Yes No 13 19 20 26 29 21 34 25 40 33 36 9 6 6

부록 8.실험군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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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ge Edu Family
member

Medical
History Smoking Exercise AUDIT

Score
First

Drinking
NAE
1

NAE
2

NAE
3

PAE
1

PAE
2

PAE
3

DRSE
1

DRSE
2

DRSE
3

DB1 DB2 DB3

16 51 high 4 None Yes No 12 19 33 39 35 25 20 16 66 75 77 6 1 1

17 37 high 4 None No No 21 16 33 32 33 35 32 32 23 31 34 10 8 6

18 46 high 2 HTN No No 17 16 34 8 8 33 24 8 36 38 60 9 1 0

19 47 Univ 4 HTN No No 13 20 37 40 40 8 8 11 61 76 76 8 5 3

20 42 high 1 None No Yes 21 16 18 23 29 22 26 17 32 58 64 11 8 7

21 34 high 2 None Yes No 18 17 27 27 25 26 23 23 43 45 53 10 8 8

22 38 College 1 HTN No No 22 20 33 34 32 31 24 31 50 53 45 10 11 10

23 45 Univ 5 HTN Yes No 25 20 40 39 39 28 27 24 33 55 47 10 6 4

24 38 high 2 None Yes Yes 12 19 40 34 40 30 22 15 45 74 72 1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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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험군 대조군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정답률 모름 정답률 모름 정답률 모름 정답률 모름 정답률 모름 정답률 모름

AK 1 91.7 1 87.5 1 91.7 0 65.2 3 87.0 1 91.3 2

AK 2 66.7 4 83.3 3 62.5 4 60.9 5 65.2 5 60.9 4

AK 3 58.3 3 87.5 0 81.7 0 56.5 4 56.5 3 43.5 5

AK 4 66.7 6 83.3 2 83.3 2 56.5 6 60.9 6 65.2 7

AK 8 62.5 5 70.8 2 70.8 2 52.2 4 65.2 5 65.2 2

AK 9 66.7 3 75.0 1 70.8 2 39.1 5 52.2 4 52.2 5

AK 10 83.3 4 87.5 2 91.7 0 73.9 4 82.6 3 73.9 5

AK 11 83.3 2 95.8 1 91.7 1 82.6 2 91.3 2 87.0 3

AK 13 58.3 1 66.7 1 70.8 1 43.5 2 39.1 2 47.8 2

AK 14 41.7 3 58.3 3 70.8 3 60.9 4 47.8 6 52.2 5

AK 15 54.2 2 62.5 3 45.8 2 60.9 4 58.5 5 73.9 3

AK 5 25.0 1 29.2 5 54.2 2 17.4 7 21.7 7 16.1 6

AK 6 16.7 10 16.7 5 29.2 1 34.8 18 26.1 10 21.7 6

AK 7 25.0 5 50.0 3 41.7 3 30.4 9 34.9 6 34.8 7

AK 12 33.3 2 45.8 2 45.8 3 34.8 5 19.1 5 47.8 4

총점
11문항

7.3(2.1)

15문항

8.3(2.6)

11문항

8.6(1.4)

15문항

9.9(1.9)

11문항

8.4(1.9)

15문항

10.1(2.4)

11문항

6.5(2.7)

15문항

7.8(3.0)

11문항

7.0(2.7)

15문항

8.3(3.2)

11문항

7.1(2.7)

15문항

8.4(3.3)

부록 9. 체 참여자의 알코올지식 응답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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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Score 대면 1 대면 2 대면 3 대면 4 전화1 전화2 전화3 대면 5

1 12 46분 46분14초 46분50초 18분10초 3분 1분36초 1분29초 22분23초

2 14 46분 43분20초 38분 25분 4분 1분33초 4분37초 28분38초

3 13 49분 31분27초 38분21초 43분22초 4분31초 3분30초 7분57초 24분56초

4 14 35분 32분57초 35분20초 26분29초 1분40초 3분29초 2분15초 20분

5 13 40분 25분 20분 20분 1분52초 3분54초 8분 15분

6 14 41분 37분28초 26분53초 29분 8분54초 3분32초 5분 18분

7 14 43분 39분29초 33분28초 32분46초 3분35초 4분54초 2분58초 28분8초

8 12 47분 35분16초 46분30초 21분53초 4분 4분 5분41초 22분

9 15 50분 50분51초 49분44초 55분 2분 3분46초 1분30초 40분15초

10 21 45분 43분39초 43분 42분59초 6분18초 6분7초 7분 22분

11 19 35분 20분 31분37초 34분30초 4분33초 3분8초 2분 11분30초

12 17 50분 23분 28분37초 30분 4분33초 4분15초 6분43초 20분 15초

13 12 45분 30분 41분26초 30분28초 3분33초 5분 8분17초 15분8초

14 12 42분 57분56초 39분27초 29분32초 4분33초 3분32초 1분30초 25분22초

15 13 48분 48분 42분 33분33초 7분12초 8분22초 2분 22분43초

16 12 40분 35분 28분 26분48초 6분28초 4분25초 4분53초 29분

17 21 45분 46분25초 43분47초 35분52초 8분 10분15초 3분4초 33분53초

18 17 40분 42분 43분14초 43분14초 2분19초 3분 2분 24분47초

19 13 45분 47분54초 41분53초 38분12초 3분44초 2분33초 3분26초 19분

20 21 45분 45분36초 54분51초 29분31초 4분45초 6분29초 4분34초 20분12초

21 18 35분 30분42초 32분 28분51초 2분45초 3분 2분27초 23분23초

22 22 41분 41분51초 56분28초 41분34초 7분58초 6분52초 3분45초 31분

23 25 46분 46분 53분24초 37분 11분36초 9분19초 10분 23분44초

24 12 45분 44분15초 41분43초 27분32초 1분37초 2분42초 2분29초 21분45초

부록 10.참여자의 회기별 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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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참여자의 음주일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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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andevaluationof

tailoredmotivationalenhancement

program forproblem drinkers

Kang,Kyonghwa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im,Sungjae,Ph.D.,RN

Problem drinking is an unhealthy behavior which has high

possibilitytoleadtophysical,mentalproblems,socialdamages,and

other negative consequences caused by alcohol drinking.If the

interventionisnotprovidedintheearlystage,problem drinkerwill

becomealcoholism andcauseenormoussocioeconomiccost.However,

the generous socialatmosphere do not consider alcoholproblem

seriously.Although one recognize as problem,the possibility of

choosing thetherapeuticapproach orbehaviorchangeisvery low.

Therefore,developingaprogram toincreasethemotivationtobehavior

changeandevaluatingeffectneedstobe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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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developatailoredmotivational

enhancementprogram forproblem drinkersandtoevaluateefficacyon

alcoholknowledge,alcoholexpectancies,drinkingrefusalself-efficacy,

problem drinkingbehavior,andalcoholrelatednegativeconsequences.

Theprocessofdevelopingthemotivationenhancementprogram isas

followed.Firststep wasto find theaffecting factorsofmoderate

drinking through secondary data analysis.Second,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based on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skills

Model. According to the motivational strategies, drinking habit

assessmentandthefeedback,providingalcoholinformation,decisional

balanceexercises,changeplan,andself-careintheinterventionplan

were constituted.Lastly,the testactivities and pilotstudies were

performedbeforethefinaltailoredprogram weredeveloped.

Inordertoevaluatetheefficacyoftheprogram,embeddeddesign

ofqualitativedatawithinanexperimentofconcurrentmixedmethods

studywasused.Theexperimentalandcontrolgroupwererandomly

assigned,thenevaluatedthequantitativeresultsthroughintervention.

After the intervention and the quantitative data collection were

collected,andwereprovidedaunderstandingofchangeprocessand

findingsthattheinstrumentdatacannotyield.Theparticipantswere

shiftworkersinaKyonggidoareawhodidAlcoholUseDisorders

IdentificationTest(AUDIT)scoring12-25points,andwhoagreedto

participateinthestudy.Bothgroupwereprovidedalcoholinformation

materials,andtotheexperimentalgroup(n=24),tailoredmotivational

enhancementprogram wereprovidedfor8weeks,onceeachweek.To

the controlgroup(n=23),considering the ethicalissues,those who

wanted wereprovided with feedbacksand counseling foronetime

after intervention. The descriptive analysis, Repe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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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t-test,Mann-WhitneyU testwereanalyzedbyusingIBM

SPSSStatistics20.0forWindowsProgram.

Thesignificantresultsareasfollowed.

Afterapplyingtheprogram totheexperimentalgroup,thepositive

alcohol expectancies(p=.02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p=.015)’s

scoreweresignificantlyincreasedcomparedtothecontrolgroupwhich

supportthehypothesis.However,alcoholknowledge,negativealcohol

expectancies,problem drinking behavior,and negative consequences

seemedtohavenosignificantchange,rejectingthehypothesis.The

individualinterview withtheparticipantsresultedinseventhemesof

‘accuratecognitionoftheeffectandthenegativeresultofalcohol’,

‘improvement of cognition about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

problems’, ‘development of drinking behavior change motivation’,

‘enforcementofinternalchangemotivation’,‘self-confidencefrom small

success’,‘changes to the healthy habit’,and ‘attainable goalfor

professionalhelp.’

Thetailoredmotivationalenhancementprogram showedtosupport

chang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mong problem drinkers but

strategiesfordelivering alcoholknowledgeandchangesin drinking

behaviorneedsmorethan8sessionsoftheprogram tobeeffective.

Thisstudyhassignificantmeaning in using mixedmethodologyto

find the efficacy ofthe program.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problem drinkerlacking motivation anddeveloping tailored program,

thiswouldcontributetothenursingcareinpractice.

Keywords:Problem drinking,Prevention,Motivationalinterviewing,

Tailoredmotivationalenhancementprogram

StudentNumber:201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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