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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 기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

로 문제 음주에 대한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변

인으로 알려진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가 문제 음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용전념치료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음주 갈망, 음주 기대, 음주 의향 개선에 효과적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

주 기대, 문제 음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음주 갈망은 부

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긍정적 음

주 기대와 부정 정서조급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음주 갈망을 매개로 하여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두 가지 탈융합 처치 간 차별적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본인의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대학생 71명

을 대상으로 음주 갈망을 실험적으로 유도한 후, 두 가지 인지적 탈융합

집단(시냇물 위의 나뭇잎, 단어 반복 기법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및 주

의분산 비교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처치 전후 측정치들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탈융합 집단에서 비교 집단에 비해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음주 의향의 처치 전후 변화량이 더 큰 경향성이 나

타났다. 특히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을 활용한 인지적 탈융합 집단이

주의분산 집단에 비해 음주 갈망 수준 및 긍정적 음주 기대 개선 효과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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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및 문제 음주의 관

계성을 검증하였고, 인지적 탈융합 처치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문제 음주, 인지

적 탈융합

학 번 : 2018-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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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술은 오래 전부터 함께한 음식으로 인간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술은 기혈을

순환시키고 정을 펴며 예를 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 칭하는 등 술은

개인을 기쁘게 하고 연회를 풍성하게 하는 좋은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

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한편 여러 선인들도 일정 선을 넘

어서는 음주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주가라고 일컬어지는 공자 역

시 술은 사람 간 관계의 불신을 없애주는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그 믿음을 깨버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조선의 정조(正祖)도

‘주량이 있다는 자가 술에 의해 부림을 당하여서 절주를 하고자 하면서

도 절주를 하지 못하니, 가소로운 일 중에서도 심한 경우’라 표현하며 술

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김준혁, 2014). 유명한 경전 법화경(法華經)에

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삼킨다.’

예로부터 적정선을 넘어선 과한 음주는 개인을 해할 뿐 아니라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국내의 음

주량 및 고위험 음주경험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집단에

서 적정 수준을 넘어선 문제 음주는 여전히 심각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특히 20대를 대표하는 대학생 집단의 상당수가 문제적인 음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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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인다. 즉, 대학생 집단은 일반 성인 집단에 비하여 높은 1회 음주

량, 음주빈도, 고위험 음주율을 보인다(질병관리본부, 2017). 또한 정상군,

위험음주군,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을 선별하는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결과에 의하면 문제 음주군 비율이 성인

(44.0%)에 비해 대학생(66.3%)에서 높았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특히 대학생의 폭음 및 과음은 심각한 음주문제를 야기한다. 학습부진,

폭력적인 행위, 일상생활에서의 적응곤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Bewick et al., 200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 혹은 자살 등

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이미라, 2012). 이처럼 대학생 시절

음주문제를 보였던 일부 개인은 졸업 후에도 음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Wechsler, Lee, Kuo, & Lee, 1999). 대부분 대학생

시절 처음으로 음주를 접하면서 적응적이지 못한 음주 습관이 굳어지게

되는 만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대한 개입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 갈망은 흔히 문제 음주로 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으로 알려져 왔다(Flannery, Volpicelli, & Pettinati, 1999). 이는 재발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인자로서 흔히 알코올 장애의 개입 목표가 되곤

한다(Vukovic et al., 2008). 아울러 음주 기대도 음주 행동에 선행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Flannery et al., 1999; Tiffany,

1999). 또 다른 변인인 부정 정서조급성 역시 다른 충동 행동뿐 아니라,

문제 음주와 상관이 높다고 알려진 성격 특질이다(Adams, Kaiser,

Lynam, Charnigo, & Milich, 2012; Fischer, Smith, Annus, &

Hendricks, 2007). 각 변인들이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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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Hayes의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는 물질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처치라 알려져 왔다(Hayes et al.,

2004/2015; Wilson & Byrd, 2004). 물질 남용이 부정적 사고나 감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촉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Shoal &

Giancola, 2001), 역기능적인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

대로 경험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처치의 목적이다(Hayes &

Smith, 2005/2010). 이 때, 생각을 생각 자체로 보도록 하는 인지적 탈융

합(cognitive defusion)이 다양한 병리적 증상의 치료에 핵심적 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와 음주 갈망, 음주 기대, 그리고 부정 정서조

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인들의 상호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인

지적 탈융합 기법들이 음주 갈망, 음주 기대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제 음주

문제 음주는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한

개념이다(박아름, 권석만, 김빛나, 2018). 즉, 문제 음주는 알코올 사용 장

애의 기준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고 빈도음주와 폭음을 하며 부정적인 결

과까지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서장원, 권석만, 2016). 폭음과 고 빈도음주

를 정의하는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많은 연구들에서는 한 번에 5잔 이상

의 술을 마시거나, 한 주에 14회 이상 술을 마실 경우 과음으로 정의하

고 있다(Bradley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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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음주가 발전되어 알코올 의존 및 남용 수준의 심각한 수준까지 도

달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문제 음주군

의 비율이 증가하는 대학생 시기의 음주 행태에 대한 적절한 임상적 개

입이 필요하다(서장원, 권석만, 2016; Ham & Hope, 2003; Satiz, 2005).

또한 문제 음주가 포괄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음주를 정의할

때, 음주빈도 혹은 음주량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Anthenien,

Lembo, & Neighbors, 2017),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

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문제 음주는 충동성 성격 특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Cyders,

Flory, Rainer, & Smith, 2009). 충동성은 다섯 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나

뉘는데 부정 정서조급성(negative urgency), 긍정 정서조급성(positive

urgency), 계획성부족(lack of premeditation), 인내력부족(lack of

perseverance), 자극추구(sensation-seeking)로 구성된다(Cyders &

Smith, 2007; Whiteside & Lynam, 2001). 그 중 부정 정서조급성은 우

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하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행

동을 보이는 성향을 의미한다(Cyders & Smith, 2007).

부정 정서조급성은 자해(Black & Mildred, 2014), 폭식(Anestis, Selby,

Fink, & Joiner, 2007)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뿐 아니라, 특히 문제 음주

와 강한 상관을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Adams et al., 2012; Fischer et

al., 2007). 임상 환자군, 대학생 집단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Fischer, Anderson, & Smith, 2004; Gunn & Smi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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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dejo-Garcia, Bechara, Recknor, & Perez-Garcia, 2007; Whitheside

& Lynam, 2009). 즉, 조급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나

름대로 대처하기 위해 폭음이라는 충동적 행동을 선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부정 정서 하에서 음주 갈망을 통해 문제 음주로 이어지는 과

정을 신경생물학적인 근거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Grace(2000)는

위상성(phasic), 긴장성(tonic) 도파민의 두 가지 메커니즘의 조절과정으

로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술을 마시게 되면 보상 신호와 연관된 위상

성 도파민 체계가 활성화된다.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면 긴장성(tonic)

도파민 체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세포 외(extracellular)에 일정 도파민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보상적인 자극을 주는 위상성 도파민 체계를 오히

려 억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개인은 불쾌한 감정 상태를 경

험하게 되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위상성 체계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 정서 상태 하에서의 음주

갈망, 그리고 음주 행동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Cyders 등(2014)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 성향이 증가할수록 음주

갈망 정도가 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 음주 정도가 높아질 수 있

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과 폭식과의 관계성

을 확인한 연구(전주리, 2011; 정진영, 2019)는 다수 존재하지만 문제 음

주에서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한 연구는 임

선영과 고은영(2018) 정도이다.

부정 정서조급성과 음주 기대 모두 음주 갈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문제 음주에 선행하는 변인이라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

져 왔지만 부정 정서조급성과 음주 기대 간 관계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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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되어있다. Fisch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로 향하는 경로에서 음주 기대가 이를 조절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설은 완벽히 지지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음주 기대 중 긴

장 감소의 효과 한 가지만 고려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 연구에서는 음주 기대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토대로, 충

동성 특질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칠 때, 음주 기대가 이와 같은 효과

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LaBrie, Kenney, Napper, & Miller, 2014).

한편 Anthenien 등(2017)의 연구에서는 음주 기대의 조절 효과를 보았던

다수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부정 정서조급성이 음주 기대와 음주 동기

를 매개하여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부정 정

서조급성과 음주 기대 간 관계성을 본 선행연구는 음주 갈망이라는 변인

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

관계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안된다.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와 문제 음주

음주 갈망은 술을 소비하려는 강렬한 충동을 의미하며 문제 음주에 선

행하는 요인이다(한창우, 최영석, 김영호, 이건석, 2018). 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조건화 이론(conditioning theory)이다. 고전

적 조건화 이론에서는 술을 떠오르게끔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자극

(cues)이 음주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고 설명한다. 즉, 자극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침이 분비되거나 갈망이 유도되는 등 조건화된 생리적, 심리

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Carter & Tiffany, 1999; Drummond,

2000). 한편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는 술로 인한 보상적 경험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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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에 영향을 주고 음주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술을 통해 쾌락

을 경험하거나 금단 증상이 완화된 경험이 있다면 갈망감이 지속될 수

있다(Lowman, Hunt, Litten, & Drummond, 2000). 또한 Koob(2000)은 5

일 이상 금단 상태에 노출된 쥐에서 조작적으로 조건화된 에탄올 자가

처방 행동이 30-40% 증가된 결과를 토대로, 음주 갈망을 동물 모델을

통해서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음주 갈망은 자극에 의해 쉽게 촉

발되며, 단주 상황에서 음주 행동을 지속하게끔 하는 핵심 인자로 작용

한다.

특히 음주 갈망은 임상 집단에서 재발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인자인 것

으로 알려져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곤 한다. 음주 갈망은 조절

및 통제가 어려운 특성(Samson, 2000)과 더불어, 중독 상태의 회복을 어

렵게 한다(Lowman et al.,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12개월 동안의 치

료 후 추수 회기에서 단주에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유의한 알코올 갈망

상승이 관찰되었으며(Bottlender & Sokya, 2005), 알코올 의존 환자 대

상 CBT 회기 동안 치료 초기에 재발이 일어난 집단, 후기에 재발이 일

어난 집단, 단주 성공 집단 간 비교 결과, 재발 집단에서 음주 갈망이 유

의하게 높았다(Law et al., 2016).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를 하는 대학

생 집단에서 높은 주관적 갈망 수준을 보고했으며 이는 실제로 음주를

필요로 하는 정도와도 상관이 있었다(Hochster, Block-Lerner, Marks, &

Erblich, 2018). 따라서 음주 갈망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음주 갈망은 음식 갈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보상신

경회로에 근거한 생물학적인 면과 조절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심

리학적인 면에서 그러하다(김율리, 조소현, 문정준, 2012). 그러나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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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음식보다 알코올에서의 갈망 정도가 훨씬 더

강한 면이 있으며, 신경생리학적인 기전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알

코올 중독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음식 갈망과

관련된 렙틴(leptin)과 그렐린(ghrelin)이 금단 증상 완화를 위한 음주, 불

안 및 우울감 대처를 위한 음주, 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음주에서 그 발

현양상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Hillemacher et al.,,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음주 갈망과 음식 갈망이 완전히 동일한 특성은 아님을 시

사하며, 각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 기대는 음주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이다. 구

체적으로 사교적인 능숙함, 성적 매력 등의 긍정적인 음주 기대와 숙취,

우울 등의 부정적인 음주 기대로 나뉘게 된다(Jones, Corbin, &

Fromme, 2001). 또한 음주 기대 이론(alcohol expectancy theory)에서는

음주 기대가 음주 행동의 획득 및 유지에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김

석도, 2000; Goldman, Brown, & Christiansen, 1987).

유사한 이론으로 결과 기대 이론(outcome expectancy theory)이 있다

(Marlatt, 1985). 조건화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여, 인지적 변인을 포함시

켜 갈망을 설명하는 더욱 정교화된 이론이지만 갈망과 결과 기대의 관계

성이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Skinner & Aubin, 2010). 이 후,

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의 관계성을 본 연구에 따르면, 정적 상관이 나타

난다는 보고가 있다. 참가자들을 알코올 플라시보 조건, 통제 조건에 각

각 노출시켰을 때, 플라시보 조건에서 노출 전과 후의 음주 갈망의 변화

량이 긍정적, 부정적 음주 기대 모두와 .37～.48 정도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Christiansen, Jennings, & Rose, 2016). 갈망과 기대의 상관을 다

룬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인과적 방향성을 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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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부정적 음주 기대와 문제 음주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

이 있다.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음주 기대는 음주 행동을 비교적 안정적으

로 예측한다. 또한 긍정적 음주 기대를 다루는 것이 문제 음주 대학생의

음주량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Corbin, McNair, &

Carter, 2001). 그러나 부정적 음주 기대는 대학생 집단에서 문제 음주와

부적상관(Anthenien et al., 2017; Nicolai, Demmel, & Moshagen, 2010)

을 보이거나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Ham & Hope, 2006) 혹은 정적상관

을 보이는 등(Gaher & Simons, 2007)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

를 정립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음주 기대는 개인이 여러 행동 중에서도 음주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

을 주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 기대는 술에 대한 본인의 경험뿐

아니라 대리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는 변인이다(김석도, 2000). 즉, 음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다른 행동

보다는 음주 행동을 추후에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

다. 특히 사회적, 관계적 측면의 향상 기대가 음주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섭식 장애, 알코올 장애, 동반

이환 조건의 여성을 대상으로 섭식 및 음주 기대를 탐색한 결과, 알코올

장애 및 동반 이환 조건에서는 섭식 장애 그룹에 비해 음주 기대 요인

중 성적 반응 향상 및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기대 측면이 높았다

(Fischer, Settles, Collins, Gunn, & Smith, 2012). 또한 폭식, 폭음 혹은

다른 물질 사용자들이 어떤 상황 맥락에서 충동적 행동을 하는지 살폈을

때, 특히 폭음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압력이 주어지거나, 타인과 행

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황 등 관계적인 맥락 내에서 유의하게 잦은 빈도

로 나타났으며(Filstead, Parrella, & Ebbitt, 1988), 알코올 및 섭식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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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도 폭음은 타인과 함께 할 때 더 자주 나타났다(Birch, Stewart,

& Brown, 2007). 특히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술이 친목 도모적 성향

을 띠므로 대학생의 음주 기대는 특히 사회적 측면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에 대한 개입:

인지적 탈융합을 중심으로

Hayes의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는 관계구성틀 이론(Relational Frame Theory, RFT)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본인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임의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응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사건을 예견하는 것 혹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 등의 부적응적인 내용이 언어적 관계의 주를 이루거나, 심지어 이

러한 관계성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도한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

상태를 경험하면 인간은 심각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이는 사고

를 억제하고 행동을 제한하며 통제하려는 경직적인 시도로 이어지게 된

다(Hayes & Smith, 2005/2010).

ACT와 기존의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CBT는 부정적인 사고의 내용을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시키고 그 빈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에 반하여

(Beck et al., 2011), ACT는 그 내용과 빈도를 통제하거나 바꾸려는 시

도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므로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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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을 통해 언어적 과정에서 벗어나, 사고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게 바라보려 한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2009). 이는

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망이나 사고 등의 내적 상태를 거리를 두고 바

라보게 하여 문제 음주와 같은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Hayes & Smith, 2005/2010).

국내외에서 ACT를 물질 문제에 적용하여 CBT의 한계점을 보완하려

는 시도가 있어왔다. 물론 CBT가 술을 포함한 물질 문제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다수 존재하지만(Donohue, Allen, Maurer, Ozols,

& DeStefano, 2004; Sacks, McKendrick, & Banks, 2008; Watt,

Stewart, Birch, & Bernier, 2006), 대략 30～60% 정도가 의미 있는 효과

를 경험하지 못하며 특히 공병장애가 많을 경우 그러했다(Clarke,

Kingston, Wilson, Bolderston, & Remington, 2012). 또한 문제 음주에

있어서도 재발률이 높은 편이었다(Evans et al., 2008). 한편 Shoal과

Glancola(2001)에 따르면, 물질 문제는 기저의 경험 회피 성향에 영향을

받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ACT가 물질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Hayes 등(2004)의 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아

편 의존 집단에 ACT를 적용한 결과, 메타돈 단독 치료 조건보다 총 물

질 사용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Wilson과 Byrd(2004)의 연구에

서도 물질 남용자들에게 ACT를 적용하여 경험 회피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춰 ACT가 알코올 남용자들의 치료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질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CBT와 ACT 치료의 효과성을 비

교한 결과, ACT가 추수 회기에서 물질 사용을 경감시켰을 뿐 아니라 전

반적인 정신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있다(Lanza, Ga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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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elas, & Gonzalez-Menendez, 2014). 국내에서는 문제 음주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ACT 집단에서 알코올

사용, 문제 음주 행동, 긍정적 기대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연정, 손정락, 2013). 또한 알코올 의존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ACT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 수용 정도 등의 지표가 유의한 개선

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정나래, 이민규, 2014).

그러나 ACT 효과성 연구는 ACT의 여러 구성 요소 중 구체적으로 어

떤 요소가 문제 행동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핵심 치료 과정이라 여겨지는 인지적 탈융합만의 효

과를 따로 떼어 본 실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탈융합이 자기

참조적 부정적 사고 및 정서적 고통(Masuda, Hayes, Sackett, &

Twohig, 2004; Masuda et al., 2008; Masuda et al., 2010), 사회불안(김

기평, 2011; 오은혜, 조용래, 2014; 이인정, 2014; Kishita, Muto, Ohtsuki,

& Barnes-Holmes, 2013), 분노 수준(유진아, 2011), 음식 갈망(Forman

et al., 2007; Moffitt, Brinkworth, Noakes, & Mohr, 2012)감소에 효과적

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탈융합 처치를 음주에 적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 ACT를 적용한 연구는 집단 치료 형태인 관계로(정나

래, 이민규, 2014; 조연정, 손정락, 2013), 집단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

또한 8명의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대상으로 긍정적 음주 기대, 금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등에 관한 사고를 관찰하게끔 하는 탈융합 처치가 정

서적 고통과 음주 갈망을 감소시켰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가

있지만 표본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Caselli, Gemelli, Spada, & Wells,

2016). 최근 공지은(2017)의 연구에서 알아차림을 접목한 인지적 탈융합

처치 조건에서 물질에 대한 갈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음을 보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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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참가자 38명 중 대부분이 음식에 대한 갈망을 호소했으며 음주에 대

한 갈망 호소는 3명뿐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지적 탈융합 내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

법마다 개입 목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Hayes et al., 1999/2009). 예

를 들어, 개인과 언어와의 융합을 약화시키는 방식, 자동적 행동으로 이

끄는 언어적 규칙 생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

해 본인의 경험을 자각하게끔 돕는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Hayes et

al., 1999/2009). 즉, 각 방식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음주에 대한 초점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각 인지적 탈

융합 기법 간 차별적 효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많이 사용되는 인지적 탈융합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냇물 위의

나뭇잎(Leaves on a stream, Hayes et al., 1999/2009)기법이 있다. 생각

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시냇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 위에 쓰여 있다

고 상상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를 알아차리고

나뭇잎 위에 나타나도록 하며 시냇물이 떠내려가도록 한다. 시냇물이 흐

를 때는 어렵지 않게 본인의 생각에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를 인지적 탈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yes &

Smith, 2005/2010). 특히 갈망을 정교화 시키는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바

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물질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함을 시사

한다(Tapper, 2018). 국내에서 본 기법을 문제 음주 대학생에게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알아차림 기법을 활용한 공지은

(2017)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으로 알아차림과 탈융합 기법을 일주일동안 연습시킨 결과, 최근 갈

망과 갈망사고에 대한 상위인지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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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n과 Marlatt(2009)의 대학생 흡연자 대상 연구에서는 본인의 사고,

감각 및 충동을 비 판단적으로 바라보고 주의를 두어 집중하게끔 한 집

단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흡연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Moffitt 등(2012)의 연구에서는 음식에 대한 갈망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

로 인지적 탈융합(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과 인지적 재구조의 효과성

을 비교하였다. 처치 후, 초콜릿이 들어있는 가방이 각 참가자들에게 주

어졌고 남아있는 양을 마지막 회기에 비교했는데 인지적 탈융합 조건에

서 남은 양이 더 많았을 뿐 아니라 갈망 수준 역시 유의한 개선을 보였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Forman et al., 2007). 즉, 문제 음주처럼 역기능적인 대처 행동으로 발

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음식 섭취 혹은 흡연 등에서 본 기법의 효과

성이 검증되어오고 있으므로 문제 음주에 있어서도 본 기법이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음주에 특

이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단어 반복 기법과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이 있다. 단어 반복기

법은 특정 단어를 빠르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말이 상징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기능은 사라지게 하고 그 단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식으로

발음하게 되는지 등의 직접적인 기능만 남게끔 만든다(Hayes & Smith,

2005/2010). 이를 통해 단어가 야기하는 불편감과 그 단어를 믿는 정도

(believability)가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Masuda

et al., 2004; Masuda et al., 2008; Masuda et al., 2010). 또한 반복기법

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것이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이다. 부정적인 감

정을 유발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장에 ‘나는 ~

생각을 지니고 있다(I'm having the thought that)라는 구를 삽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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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문제적인 사고를 믿는 정도를 약화시키는 기법을 말한다(Healy,

Bames-Holmes, Bames-Holmes, & Keogh, 2008). 이를 문제 음주에 적

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문제 음주 행동을 예측하는 음주

기대는 반복기법과 이름 붙이기 기법의 주된 개입 대상인 부정적인 자기

참조적 사고처럼 역기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응적인 사고라

는 점에서 그 속성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를 문제 음주에 적용하면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

뭇잎 기법과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의 인지적 탈융합 처

치 효과성을 주의 분산 처치와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대학생 시기는 문제 음주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로(질병관리본부,

2017;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이 시기에 학습된 잘못된 음주 습관

이 훗날 심각한 알코올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상적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충동적 속성의 음주 갈

망, 인지적 속성의 음주 기대, 그리고 개인의 성격특질인 부정 정서조급

성은 모두 문제 음주와 상관이 있으며 이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 그

러나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

한 연구는 부족하며(임선영, 고은영, 2018), 경로 상에 존재할 것이라 생

각되는 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관계성을 살핀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음주 기대가 부정 정서조급성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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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불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되며

(Anthenien, 2017; Fischer et al., 2004; LaBrie et al., 2014), 부정적인

음주 기대와 문제 음주 간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난

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Ham, Zamboanga, Bridges, Casner, &

Bacon, 2013). 각 변인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문제 음주를 야기

하는 데 주요 변인이라는 점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문제 음주의 기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변인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

하다.

더 나아가 수용전념치료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문제 음주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물질 문제에 ACT가 유용하다는 연

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나래, 이민규, 2014), 문제 음주에 이

를 적용한 연구는 음식 혹은 흡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문제 음주 대학생(조연정, 손정락, 2013)과 알코올 중독

환자들(정나래, 이민규, 2014)을 대상으로 ACT를 진행한 연구가 보고되

고 있지만, 모두 ACT의 여러 구성 요소를 종합한 집단치료의 형태로 이

루어져 인지적 탈융합의 효과를 초점적으로 살피기는 어렵다. 또한 인지

적 탈융합 처치들은 부정적 자기참조적 사고, 사회 불안 등에 적용되어

그 치료 효과가 검증된 측면이 있지만 음주에 이를 활용한 연구는 충분

치 않다. 또한 탈융합 내에는 다양한 개입 목표를 지닌 기법들이 포함되

어 있는데 각 기법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 부정 정서조급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음주의 기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여 치료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문제 음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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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부정 정서조급성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사이에서 음주 갈망이 매개하는지,

음주 갈망이 음주 기대와 상호작용하여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음주 갈망, 음주 기대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탈융합 처치 중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과 단어 또

는 문장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 그리고 주의 분산 처치를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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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의

관계에서 음주 갈망과와 음주 기대의 역할

연구 1에서는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갈망, 음주 기대, 그리

고 부정 정서조급성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각 변인들은 문제 음주를 유

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며(한창우, 2018; Fischer, 2007; Goldman et al.,

1987), 그 관계성에 대해 탐구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임선영, 고은영,

2018; Adams et al., 2012; Anthenien et al., 2017; Cyders et al., 2014).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

어,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음주량, 음주빈도와 음주문제를 종합하여 문제 음주를 정의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 측정을 위해 음주문제 척도(신행우, 1999)를

사용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UDIT-K 척도; 이병욱, 이충헌, 이필구, 최

문종, 남궁기, 2000)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척도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파악하기엔 적

합하지 않다. 또한 음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반영되

어 있지 않고, 문제 음주의 하위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음주 갈망을 측

정하는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음주 기대뿐 아니라 그 음주 기대를 얼

마나 믿는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믿는 정도는 인지적 융합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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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문현미, 2006), 인지적 융합이 언어적 규칙에

의해 생성된 역기능적 사고를 현실이라고 믿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Luoma, Hayes, & Walser, 2007). 문제 음주자의 음주 행동은 음주 기

대를 믿는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인지적 융합이

강할수록 개인은 현실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기보다 경직된 행동 양식

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이준득, 2018).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이

이를 매개하고, 음주 기대는 음주 갈망과 상호작용하여 문제 음주에 영

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음주 갈망에 관한 이론

(Carter & Tiffany, 1999; Drummond, 2000; Grace, 2000)과 부정 정서조

급성이 음주 갈망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Cyders(2014) 등의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음주 갈망의 매개 역할을 가정하였다. 음주 기대는 학습을 통

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변인이며(Goldman et al., 1987), 부정 정서조급성

및 음주 갈망과 다르게 인지적 요소가 강한 변인이기 때문에 이들 변인

들과의 조절효과나 독립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부정 정서조

급성의 영향을 음주 기대가 조절한다는 선행연구(Fischer, 2014; LaBrie

et al., 2014)를 토대로 음주 기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

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정 정서조급성은 문제 음주를 예측할 것이다.

가설 2. 음주 갈망은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사이를 매개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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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이 매개하

고, 음주 기대는 음주 갈망과 상호작용하여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문제 음주

음주 기대

그림 1.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와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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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904/003-00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을 통해

모집한 총 200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술을 한 번이라

도 마셔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대상에게 수행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명

을 제외한 19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체 평균 연령은 19.9세

(SD=1.65, 범위 18～25세)였으며 남성은 93명으로 평균 20.13세(SD=1.78)

였으며, 여성은 101명으로 평균 19.68세(SD=1.50)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다요인 충동행동 척도(UPPS-P) 중 부정 정서조급성 문항(Negative

Urgency). 성격 5요인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Whiteside와

Lynam(2001)의 충동성 척도에 Cyders 등(2007)이 요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리(2011)가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고 계획 결

여, 인내 결여, 감각 추구, 긍정 정서조급성 그리고 부정 정서조급성의

총 59개의 문항 중 부정 정서조급성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기분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며 1점(매우 동의)에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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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반대)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전주리(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는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음주 패턴 측정 척도. 신행우(199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1회 음주량은 맥주를

기준으로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마시는지 측정하며 0점

(전혀 안마심)에서 11점(5000CC 이상)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주로 마시

는 술이 소주일 경우 마시는 양을 적도록 하였으며 이 후, 맥주와 동등

한 단위가 되도록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고려해 변환하였다. 음주빈도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측정하며 0점(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에서 6점(거의 매일)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음주문제 척도. 신행우(199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술을 마시

고 있을 때나 마시고나서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기적, 단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총 20문항으로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 영역,

말다툼과 행동화를 포함하는 행동상 문제 영역,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마

찰과 대인관계 문제를 포함하는 대인관계 손상 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이 가리키는 내용을 얼마나 자

주 경험했는지를 0점(전혀 그런 적이 없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신행우(1999)의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내적 합

치도가 .88, .84, .79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8, .87, .79였다.

한국판 핀 알코올 갈망 척도(Korean Penn Alcohol Craving Scale;

PACS-K). Flannery, Volpicelli와 Pettinati(1999)가 개발하고 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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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음주 갈망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 갈망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측정하며 0점

에서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김철민(2008)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

도가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음주 효과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EQ).

Brown, Goldman, Inn과 Anderson(1980)이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술의

효과에 대한 6개의 긍정적 기대 요인에 Rohsenow(1983)가 2개의 부정적

기대 요인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홍종필(198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40문항으로 전반적인 긍정적 변화, 사회적 및 신체적 즐거움, 성

적 효과, 공격성과 힘, 표현의 편안함, 긴장감소와 이완, 인지 및 행동 기

능의 손상, 부주의함의 기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의 유무를 측정

하기 위해 예, 아니오로 평정하며 만약 예라고 반응한다면 특정 기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

점(약하게 믿음)에서 5점(강하게 믿음)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홍종필

(198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믿는 정도는 .95로 보고되었다.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성별을 집단 간 요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수행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와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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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odel 4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효과가

조절 효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피기 위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검

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매개변수를 배제하였을 때, 조절변수가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 사이에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살피기 위하여 model

14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번과 95%의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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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1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

이를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

과,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는 성차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한편 문제 음주의 하위 요소 중 1회 음주량만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192)=2.47, p<.05.

표 1.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문제 음주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차(N=194)

평균(표준편차)
t

전체 남(n=93) 여(n=101)

부정 정서조급성 26.35 (6.60) 25.63 (6.89) 27.00 (6.23) 1.45

음주 갈망 7.00 (5.32) 6.83 (6.23) 7.16 (4.35) 0.43

긍정적 음주 기대 15.55 (6.67) 15.15 (7.03) 15.92 (6.33) 0.80

부정적 음주 기대 5.06 (2.26) 4.90 (2.27) 5.21 (2.26) 0.93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54.13(27.97) 51.76(28.25) 56.32(27.67) 1.13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17.27 (8.97) 16.67 (8.77) 17.83 (9.16) 0.90

문제 음주 35.29(10.26) 36.14(10.93) 34.51 (9.59) 1.10

음주빈도 3.30 (1.18) 3.32 (1.19) 3.29 (1.17) 0.21

1회 음주량 5.73 (2.91) 6.26 (2.74) 5.24 (2.99) 2.47*

음주문제 26.26 (8.21) 26.56 (9.02) 25.99 (7.44) 0.4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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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문제 음주 간 상관

문제 음주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

시하였다. 문제 음주는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 음주와 부

정 정서조급성 r(194)=.265, p<.05; 문제 음주와 음주 갈망 r(194)=.482,

p<.05; 문제 음주와 긍정적 음주 기대 r(194)=.356, p<.05; 문제 음주와

부정적 음주 기대, r(194)=.166, p<.05, 문제 음주와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r(194)=.384, p<.05; 문제 음주와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

도, r(194)=.180, p<.05. 음주 갈망 역시 부정적 음주 기대와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음주 갈망

과 부정 정서조급성 r(194)=.202, p<.05; 음주 갈망과 긍정적 음주 기대,

r(194)=.295, p<.05; 음주 갈망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r(194)=.319, p<.05.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문제 음주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과 가설 2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었다.

추가적으로 남녀를 나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표본과 여성 표

본에서 부정 정서조급성과 음주 갈망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여성 표본에서는 그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r(101)=.130, p>.05. 성별에 따른 상관분석표는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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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문제 음주 간 상관(N=194)

부정

정서

조급성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

부정적

음주

기대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문제

음주
음주빈도

1회

음주량
음주문제

부정

정서조급성
-

음주 갈망 .202** -
긍정적

음주 기대
.104 .295** -

부정적

음주 기대
.237** .006 .432** -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058 .319** .917** .369** -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221** .000 .358** .894** .408** -

문제 음주 .265** .482** .356** .166* .384** .180* -

음주빈도 .053** .525** .355** .040 .338** .005 .648** -

1회 음주량 -.009** .363** .382** .064 .406** .083 .592** .491** -

음주문제 .327** .398** .258** .179* .287** .195** .946** .491** .314**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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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이 매개효과를 보

이는지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부정 정서조급성, 매개변인은 음주 갈망

그리고 종속변인은 문제 음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표 3), 매개 모형의 각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정 정서조급성이 음주 갈망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b=.1635,

SE=.0571, p<.05, 음주 갈망이 문제 음주로 향하는 경로 역시 유의미하

였다, b=.8604, SE=.1224, p<.05. 또한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에 미

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고, b=.2726, SE=.0989, p<.05, 부정 정서조급

성과 문제 음주의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b=.1406, Boot SE=.0524, CI95%=.0440 to .2497. 종합하자면,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를 예측한다는 가설 1을 충족시켰으며, 부정 정

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이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

를 가지므로 가설 2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매개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문제 음주

b=.1635** b=.8604***

b=.2726**

그림 2.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음주 갈망의 매개모형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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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

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1635 .0571 .0509 .2761

음주 갈망→문제 음주 .8604 .1224 .6190 1.1018

부정 정서조급성→

문제 음주
.2726 .0989 .0776 .4676

간접효과 .1406 .0524 .0440 .2497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부정 정서조급성→음주 갈망→문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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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

개효과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사이를 음주 갈망이 매개할 때, 음주 기

대가 음주 갈망과 상호작용하여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은 부정 정서조급성, 매개변인은 음주 갈망,

조절변인은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 종속변인은 문제 음주로 설정하였

다.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내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0002, Boot SE=.0033, CI95%=-.0089 to .0050, 부정적 음주 기대의 조

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b=.0107, Boot SE=.0117,

CI95%=-.0160 to .0319. 마찬가지로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효과

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b=.0001, Boot SE=.0006, CI95%=-.0011 to .0014,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b=.0034,

Boot SE=.0029, CI95%=-.0024 to .0091, 가설 3이 지지되지 않았다. 그 외

경로의 구체적인 효과계수는 부록 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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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조급성과 긍정적 음주 기대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 변인으

로 가정한 모형

음주 기대가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조

절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음주 기대의 위치에 관

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부정 정서조급성과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의 상호작용 항, 매개변인은 음주 갈망, 종속변인은 문제 음

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 정서조급성과 긍정적 음주 기대의 상호작용 항과 부정

정서조급성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상호작용 항만이 음주 갈

망에 선행하여 문제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56, Boot SE=.0022, CI95%=.0019 to .0106, b=.0015, Boot SE=.0006,

CI95%=.0006 to .0027. 부정 정서조급성과 부정적 음주 기대 및 부정적 음

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b=.0039, Boot SE=.0054, CI95%=-.0055 to .0155, b=.0009,

Boot SE=.0013, CI95%=-.0014 to .0038. 구체적인 경로는 그림 3과 그림 4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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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조급성×

긍정적 음주 기대

음주 갈망

문제 음주

b=.0075*** b=.7456***

b=.0143***

그림 3. 부정 정서조급성과 긍정적 음주 기대의 상호작용 항을

가정한 모형 (**p<.01, ***p<.001)

부정 정서조급성×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음주 갈망

문제 음주

b=.0021*** b=.7044***

b=.0040***

그림 4. 부정 정서조급성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상호작용 항을 가정한 모형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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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문제 음주의 관

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

칠 때, 음주 갈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 때 음주 기대

및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가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문제 음주는 음주와 관련되어 있

다고 알려져 있었던 주요 변인들인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

대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정 정서조급성과 음주 갈망, 음주 갈망

과 긍정적 음주 기대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임선영, 고은영, 2018; Adams, 2012; Anthenien et al., 2017;

Fisher et al., 2004).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역시 음주 갈망과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특히 부정적 음주 기대와 문제 음주 간 약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부정적인 기대를 지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술을 마신다는 선행연구 결과들(Gaher &

Simons, 2007; Noah, Laforge, Maddock, & Wood, 2003)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 음주자들이 폭음과 잦은 음주로 인하여 부

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높은 긍정적 음

주 기대뿐 아니라 높은 부정적 음주 기대도 보고했기 때문일 수 있다

(Rohsenow, 1983). 또한 술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먼저 발생하고 부

정적 효과는 이에 뒤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음주자들은

두 가지 기대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앞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기억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Earlywine, 1995), 부정적인 결과를 축소시켜서

인식하거나 그리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H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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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03).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음주 갈망이 문제 음주를 예측

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음주 갈망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Carter & Tiffany, 1999; Drummond, 2000; Grace,

2000). 또한 음주 갈망을 낮추는 처치가 문제 음주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긍정적, 부정적 음주 기대 및 기대를 믿는 정도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부정 정서조급

성이 문제 음주로 향하는 경로에서 음주 기대가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했던 연구들(Fischer, 2004; LaBrie et al., 2014)과는 다른 결

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음주 갈망이라는 변인 역시 경로 상에 포

함시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연구 1 표본 집단

대부분이 대학교 신입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만큼, 대학교 신입생들이

지닌 긍정적 음주 기대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

기의 음주 기대는 사회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White, Kraus, & Swartzwelder, 2006). 그러나 Fischer, Smith,

Anderson과 Flory(2003)에 의하면, 사회적 향상 측면의 음주 기대는 외

향성 성격 특질과 더욱 관계되는 변인으로서, 부정 정서조급성보다는 외

향성이 문제 음주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음

주 기대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 특질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음주 기대가 경로 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추

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음주 기대 및 긍정적 음주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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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정도가 부정 정서조급성과 상호작용하여 음주 갈망을 매개로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정 정서조급성과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 음주에 기여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문제 음주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변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데, 부정 정서조급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므로 상대적

으로 개입이 용이한 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를 중심으로 처치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인지적 탈

융합 기법을 제안해볼 수 있다. 탈융합은 생각의 과정을 알아차리고 생

각의 언어적 기능을 약화시켜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보게끔 하는 과정으

로(Hayes & Smith, 2005/2010), 최종적으로는 특정 사고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켜 정서적 고통을 낮추게 된다(Hayes et al., 1999/2009). 이에, 긍

정적 음주 기대와 그 기대를 사실이라 믿는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음주 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탈

융합 과정이 문제 음주 개선에 효과적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를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라 여겨지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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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음주 갈망 및

긍정적 음주 기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문제 음주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변인들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 정서조급성과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가 음주 갈망에 선행하여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각 변인 모두 문제 음주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

한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입이 용이한 음주 갈망과 긍정적

음주 기대를 인지적 탈융합 처치의 대상으로 하여 문제 음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보다 효과적일 것

이라 가정하였다. 인지적 탈융합은 개인에게 역기능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므로(Moffitt et al., 2012), 문제 음주를 야기하는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에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공지은, 2017; Caselli et al.,

2016). 또한 주의 분산 처치는 현재 느끼는 생각, 기분 등의 내적인 상태

와 무관한 정신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Nolen-Hoekema & Morrow, 1993), 불안 혹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완

화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Thayer, Newman, & McClain, 1994),

탈융합 처치와 비교 시에는 그 효과가 적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김기평,

2011). 따라서 다른 외부 자극으로 주의를 돌려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

치는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를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지적 탈융합 처치에 비해서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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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또한, 인지적 탈융합 처치 내의 서로 다른 기법의 효과

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의 유형 별로 효과성 및

작동 기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Blackledge, 2007), 문제 음주와

관련된 변인에 각 기법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 때, 하나의 기법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탈융합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유진아, 2011),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및 유사한 탈융합 처치를 접목하여 비교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

은 음주 갈망 수준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갈

망과 관련한 감각, 사고, 감정을 또렷이 알아차림으로써, 상세하고 정교

한 갈망을 형성하는 자동적인 사고과정을 중단시켜 갈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May, Kavanagh, & Andrade, 2015; Kang, Gruber, & Gray,

2013), 갈망에 관련한 사고나 감정에 엮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적절히 통

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으로 주관적인 갈망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공지은, 2017). 본 기법은 음주 외의 다른 물질 갈망 개선에 효과

적임이 다수 보고되고 있으므로(공지은, 2017; Bowen & Marlatt, 2009;

Tapper, 2018; Forman et al., 2007; Moffitt et al., 2012), 음주 갈망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은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

는 정도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생각을 알아차

리고 흘려보내는 타 기법들과는 달리 음주 기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이를 반복하고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음주 기대에 초점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말의 유도된 기능은

사라지고 그 것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등의 직접적인 기능에만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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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Hayes, & Smith, 2005/2010). 이와 같은 기법도 사고

를 믿는 정도를 유의하게 개선시킨다고 여러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고 있

으므로(유진아, 2011; 이인정, 2014; Masuda, et al., 2004; Masuda et al.,

2008; Masuda et al., 2010), 긍정적 음주 기대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에 비교해 문제

음주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에서 유의한 개선을 가져오는지 확인하며, 특

히 인지적 탈융합의 서로 다른 처치가 각 변인에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

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각 처치가 음주 의향 감

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를 실

시한 집단이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주의 분산 집단

에 비해 음주 갈망 감소 정도가 더 클 것이다.

가설 2.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을 실시한 집단이 알아차

림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집단, 주의 분산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감소 정도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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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907/003-00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을 통해 모집한 총 71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설문 및 실험은 과거에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겪었거나, 현재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음주 갈망 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험 전

날 심각하게 과음을 하여 현재 술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 경우 참여를 권

장하지 않음을 모집공고와 동의서에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대상에게 수행되었다. 불성실한 응

답 3개를 제외한 6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체 평균 연령은

21.24세(SD=2.56, 범위 18～29세)였으며 남성은 38명으로 평균 21.84세

(SD=2.77)였으며, 여성은 30명으로 평균 20.47세(SD=2.06)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 도구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술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현재 술을 얼마나 마시

고 싶은지에 관한 1문항 질문으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술을 마시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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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도를 기입하게끔 한다.

다요인 충동행동 척도(UPPS-P) 중 부정 정서조급성 문항(Negative

Urgency).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음주 패턴 측정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음주문제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한국판 핀 알코올 갈망 척도(Korean Penn Alcohol Craving Scale;

PACS-K).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한국판 알코올 충동 척도(Korean Alcohol Urge Questionnaire;

AUQ-K). Bohn, Karahn과 Staehler(1995)가 개발하고 Kim 등(2008)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음주에 대한 갈망을 측정하

며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8점(매우 그렇다)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Kim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는 .83이었

다.

음주 효과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EQ). 연

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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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향 척도. Hutchting, Lac, LaBrie(2008)이 개발하고 심성욱, 이진

우, 손영곤(2009)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미래에

술을 마시게 될 빈도와 그 양을 뜻하는 음주 의향을 측정하며 주관식 및

8점 척도로 평정한다.

절차

사전 설문조사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공지된 연구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이 사전에 지정된 실험실로 방문하였

다. 음주로 인해서 과거에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 전날 심각하게 과

음을 하여 현재 술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 경우 참여를 권장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하였다.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이 실험실로 방문하게 되면 연구

설명서를 읽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기저선 측정을 위한 여러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다. 모든 실험은 1: 1로 진행되었다.

음주 갈망 유도 절차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음주 갈망 유도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연구 참여자는 본인이 최근 제일 술을 마시고 싶었던 때를 떠올리도록

요구받는다. 그 후, 술이 포함된 15장의 사진을 약 5초씩 제시받는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실험실 상황에서 시각 자극을 통하여 알코올 갈망을

유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알려져 왔다(Stritzke, Briener, Curtin,

& Lang, 2004). 또한 알코올과 관련된 시각 자극만으로도 알코올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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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점이 관찰되었다(Cassisi, Delehant,

Tsoutsouris, & Levin, 1998; Eriksen & Gotestam, 1984). 알코올 관련

시각 자극 개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 고위험군 혹은 정상

대조군에서 공통적으로 갈망을 야기하였던 대표적인 장면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 ‘술과 안주가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한 장면이었다(이충

헌, 석정호, 이만홍, 이병욱, 남궁기, 2002). 이를 토대로 대학생 및 대학

원생들이 회의를 통해 사진을 선정하였다.

조작 확인 절차

참여자는 음주 갈망 유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두 번째 설문 작성을 하게 된다.

집단별 처치

연구 참여자는 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각 처치 조건에 배정되었다. 각

처치 조건은 20분으로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본격적인 처치에 앞서 집단

별로 간단한 처치 안내문이 배부되었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 안내문은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 집단과 단어 반

복 기법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처치 집단에 배부되었다. 이는 Masuda

등(2010)이 개발한 것을 기초로 이준득(2018)의 연구에서 이용된 지시문

을 활용하였으며, Hayes 등(1999/2009)의 비유를 일부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가 지니는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 및 사람들은 생각을 사

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교육하였다.

주의 분산 처치 안내문은 김기평(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바탕으

로 문제 음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참여자가 안내문을



- 43 -

다 읽었을 경우,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였다.

1) 인지적 탈융합 처치(집단 1.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

연구 참여자는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명

상 지시문은 Hayes 등(1999/2009)과 공지은(2017)의 연구에서 이용된 것

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화 속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

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을 통해 본인의 감각 및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였다. 이 후,

어느 부분이 어려웠는지 등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를 실시하였다. 본 지시문은 Hayes

등(1999/2009)과 Hayes와 Strosahl(2004/2015), 공지은(2017)의 프로토콜

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화 속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본인의 갈망

경험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되며

이 후, 마찬가지로 소감을 나누게 된다(부록 8).

2) 인지적 탈융합 처치(집단 2.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본 시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는 우유 훈련(milk exercise; Masuda et

al., 2010)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우유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맛 등을 묘사하게끔 한다. 이 후, 단어를 큰 소리

로 반복하여 우유에 대한 느낌이 변화했는지 묻게 된다. 본 지시문은 이

준득(2018)의 연구 프로토콜을 활용하였다.

먼저, 단어 반복 기법을 실시하였다. 지시문은 이인정(2014)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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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활용하였으며 문제 음주 연구에 맞게 일부 변형하였다. 연구

자는 참여자가 사전에 평정했던 음주 효과 기대 척도에서 술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한 진술 한 문장을 미리 처치의 대상으로 선정해 놓

았다. 그 후, 참여자는 연구자가 선정해 놓은 문장 혹은 참여자 본인이

술의 효과에 대해 평소에 지니고 있던 긍정적인 기대 1문장을 고르게 되

며, 이를 단어로 재진술 해보게 된다. 그 후, 기대 문장과 재진술한 단어

를 20초 동안 각 지시에 맞게 반복하게 된다. 처음에는 기대 문장 전체

를 천천히 반복하여 말한다. 그 후, 재진술한 단어들을 천천히 반복하면

서 소리낼 때, 움직이는 근육과 조음기관을 함께 느껴보도록 한다. 그

후, 그 단어들을 조금 더 크고 빠르게 말하며 호흡 등을 함께 관찰하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한 글자씩 악센트를 주어 빠르게 반복하게끔 한다.

각 과정을 거치며 단어의 의미가 해체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한 소감을 말하는 과정

을 가졌다.

그 후,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을 실시하였다. 지시문은 이인정(2014)

과 신예은(2017)이 개발한 프로토콜을 활용하였으며 본 지시문 역시 문

제 음주 연구에 맞게 일부 변형하였다. 참여자는 최근 술을 가장 마시고

싶었을 때 느꼈던 술에 대한 생각, 감정, 장면에 대해 문장으로 각각 서

술하게 된다. 그 후, ‘나는 _________________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등의 문장 형식으로 본인이 썼던 문장들을 재진술한다. 처음 적었던 문

장과 후에 적었던 문장을 번갈아 읽어보며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간단

히 적는 과정을 가졌다.

3) 주의 분산 처치(집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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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주의 분산 처치를 2회 실시하게 된다. 지시문은

Lyubomirsky와 Nolen-Hoekema(1993)가 개발한 것을 전혜진(2017)이 한

국인에게 맞게 변형한 것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는 제시되는 항목들을 읽

으며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각 시행 후에는 주의 집중이 잘 이루어졌는

지에 관해 소감을 나누게 된다.

사후 설문조사 및 디브리핑(Debriefing)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설문지에 사용된 척도에 다시 응

답하게 된다. 그 후, 디브리핑문을 통해 실제 시행된 처치의 내용과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연구 자료 활용 여부에 관

한 추가 동의를 받는다.

통계 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그

값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전 측정치의 영향력을

통제한 변화량 분석을 위해 사전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집단 별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 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측정치의 변화량 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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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세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 및 갈망 유도 확인

집단에 따른 척도별 전체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량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카이제곱검증 결과, 세 집단 남녀구성비율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1(시냇물 위의 나뭇잎 등의 처치)은 남성

13명, 여성 9명, 집단 2(단어 반복 기법 등의 처치)는 13명, 10명, 그리고

집단 3(주의 분산 처치)은 12명, 11명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부

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갈망 유도 확인

참여자들이 ‘지금 이 순간 술을 얼마나 마시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평정한 응답을 바탕으로 갈망 유도 확인 절차를 시행하였다. 유도 전후

차이를 살펴보면 기저선 음주 갈망은 3.57(2.74)점이며 유도 후 음주 갈

망은 5.53(2.61)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t(67)=7.41, p<.05.

각 집단 별로 살펴보면, 집단 1의 기저선 갈망은 3.82(2.48)점이며 유도

후 갈망은 6.09(2.20)점으로 차이가 유의미했다, t(21)=4.86, p<.05, 집단 2

의 기저선은 3.22(2.70)점이며 유도 후 갈망은 5.39(2.51)점으로 차이가

유의미했다, t(22)=4.86, p<.05, 집단 3의 기저선은 3.70(3.08)점이며 유도

후 갈망은 5.13(3.04)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t(22)=3.7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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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 별 기저선 측정치 기술 통계량 및 사전 동등성 검증(N=68)

집단 간 처치의 변화량 분석

처치 전-후 점수의 변화량에서 집단 별 차이가 있을지 분석하기위해

사전 측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공변량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을 하

였다(표 5). 그 결과, 상태 갈망 평정치 변화량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났다, F(2, 65)=3.285, p<.05,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

집단 1

(n=22)

집단 2

(n=23)

집단 3

(n=23)
F

연령 20.95 (2.38) 21.30 (3.05) 21.43 (2.25) 0.21

부정 정서조급성 29.45 (5.69) 28.57 (5.41) 27.61 (6.62) 0.54

상태 음주 갈망
상태 갈망 평정치 3.82 (2.48) 3.22 (2.70) 3.70 (3.08) 0.30

알코올 충동 척도 28.00 (5.79) 26.87 (5.81) 28.57 (7.36) 0.42

알코올 갈망 14.28 (4.37) 14.04 (5.24) 13.30 (5.83) 0.21

긍정적 음주 기대 19.86 (5.05) 18.73 (5.59) 17.00 (6.45) 1.43

부정적 음주 기대 6.14 (1.73) 4.91 (2.19) 4.83 (1.97) 3.07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57.32(21.44) 53.91(22.38) 48.13(22.34) 1.01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41.59 (8.59) 33.26 (8.61) 36.43(10.97) 4.41*

문제 음주 41.00 (9.39) 41.30 (7.35) 40.17(11.80) 0.08
1회 음주량 7.36 (2.72) 7.35 (2.57) 6.87 (2.36) 0.28
음주빈도 4.55 (0.67) 4.57 (0.95) 4.48 (1.16) 0.05
음주문제 29.09 (7.48) 29.39 (5.68) 28.83 (9.71) 0.03

음주 의향 21.91(10.78) 21.35 (8.61) 19.96 (8.50) 0.2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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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1과 3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

했다(p<.05, 그림 5). 아울러 알코올 충동 척도의 변화량에서도 집단 간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F(2, 65)=3.046 p=.055, 사후검정 결과에서

도 집단 1과 3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5, 그림 6). 따라서 주

의 분산 처치에 비해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 집단에서 음주 갈망 감소

정도가 더 컸다. 한편, 긍정적 음주 기대 수준의 변화량에서 유의미한 집

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F(2, 65)=3.492, p<.05, 집단 1과 3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p<.05, 그림 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

만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와 음주 의향 정도의 변화량에서 집단

1과 집단 2가 집단 3에 비해 큰 측면이 있었으며, 이는 부록 12에 제시

하였다.

표 5. 각 집단 간 사전-사후 변화량 공분산분석

측정변인
제 Ⅲ유형

제곱합
df F 부분 η2

상태 음주 갈망
상태 갈망 평정치 18.822 2 3.285* 0.093
알코올 충동 척도 113.494 2 3.046 0.087
알코올 갈망 3.967 2 0.547 0.017
긍정적 음주 기대 56.005 2 3.492* 0.098
부정적 음주 기대 7.823 2 3.274* 0.093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444.082 2 1.582 0.047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107.573 2 0.935 0.028
음주 의향 29.423 2 0.258 0.041
*p<.05, **p<.01, ***p<.001



- 49 -

그림 5. 집단 간 상태 갈망 평정치 수준의 변화

그림 6. 집단 간 알코올 충동 척도 수준의 변화

그림 7. 집단 간 긍정적 음주 기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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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처치 효과 분석

각 집단에서 처치 효과 양상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각 시기별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집단 별 처치 전 후를 비교하여, 사전-사후 간

종속측정치의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을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

였다(표 6).

집단 1 t-test 결과, 상태 음주 갈망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또한, 알코올 갈망 수준 감소 경향성이 나타났

다, t(21)=1.93, p=.068.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 음주 의향 정도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작은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집단 2 t-test 결과, 상태 음주 갈망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또한, 알코올 갈망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긍정적 음주 기대는 처치 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음주 의향 정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낮은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집단 3 t-test 결과, 상태 갈망 평정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큰 효

과크기를 보고하였다. 한편, 알코올 충동 척도 수준 역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알코올 갈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는 처치 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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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집단 별 사전-사후 변화

집단 1(n=22)

사전(처치 전) 사후(처치 후) t
Cohen's

d
상태 음주 갈망
상태 갈망 평정치 6.09 (2.20) 2.27 (1.55) 8.59*** 2.00
알코올 충동 척도 32.59 (7.12) 26.14 (5.20) 5.43*** 1.03
알코올 갈망 14.27 (4.37) 13.45 (3.80) 1.93 0.20
긍정적 음주 기대 19.86 (5.05) 18.40 (5.64) 2.63* 0.27
부정적 음주 기대 6.14 (1.73) 6.64 (1.29) 2.12* 0.33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57.31(21.44) 51.36(25.46) 3.05* 0.25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41.59 (8.59) 33.72(11.13) 4.92*** 0.79
음주 의향 22.06(10.41) 19.09(10.35) 3.95** 0.28

집단 2(n=23)

사전(처치 전) 사후(처치 후) t
Cohen's

d
상태 음주 갈망
상태 갈망 평정치 5.39 (2.52) 2.52 (1.93) 6.37*** 1.27
알코올 충동 척도 30.00 (6.90) 25.83 (5.88) 3.99** 1.03
알코올 갈망 14.04 (5.24) 12.70 (5.14) 3.21** 0.26
긍정적 음주 기대 18.74 (5.59) 18.82 (6.06) 0.18 0.01
부정적 음주 기대 4.91 (2.19) 5.70 (2.30) 3.60** 0.35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53.91(22.38) 48.91(22.98) 1.49 0.22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33.26 (8.61) 26.17 (9.42) 4.05** 0.78
음주 의향 22.30 (8.98) 19.00 (7.97) 4.12*** 0.38

집단 3(n=23)

사전(처치 전) 사후(처치 후) t
Cohen's

d
상태 음주 갈망
상태 갈망 평정치 5.13 (3.04) 3.09 (2.76) 4.72*** 0.70
알코올 충동 척도 30.48 (8.49) 28.09 (6.91) 2.06 0.31
알코올 갈망 13.30 (5.83) 12.47 (6.22) 2.23* 0.13
긍정적 음주 기대 17.00 (6.45) 17.78 (7.27) 1.84 0.11
부정적 음주 기대 4.82 (1.97) 4.87 (2.10) 0.16 0.02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48.13(22.34) 48.26(25.21) 0.08 0.00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36.43(10.97) 26.43(12.66) 6.92*** 0.84
음주 의향 20.78 (8.60) 19.17 (8.20) 2.76* 0.2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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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측정치 변화량 간 상관

인지적 탈융합 두 처치 조건에서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 음주 의향 변화량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화량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7). 상태 갈망 평정치의 변화량은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변화량 및 음주 의향 정도의 변화량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r(45)=.399, p<.05, r(45)=.520, p<.05. 또한 알코올 충

동 척도 변화량에서도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45)=.404,

p<.05, r(45)=.503, p<.05, 긍정적 음주 기대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5)=.372, p<.05. 한편 알코올 갈망은 음주 의향의 변화량과는 유의미

한 상관을 보였지만, r(45)=.491, p<.05,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

의 변화량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7. 인지적 탈융합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 간 상관(n=45)

1 2 3 4 5 6

1.상태 갈망 평정치 -

2.알코올 충동 척도 .663** -

3.알코올 갈망 .088 .148 -

4.긍정적 음주 기대 .291 .372* .144 -

5.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399** .404** .273 .755** -

6.음주 의향 .520** .503** .414** .491** .343*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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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와 비교하여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 개선에 효과적인지 확인하였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의 경우, 한 집단에는 알아차림, 호흡 명상의 명상적 기법과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을 처치하였고, 다른 집단에는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

름 붙이기 기법을 처치하였다.

처치 전후의 변화량을 살펴보았을 때,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에 비해 음

주 갈망 관련 지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가설 1이

일부 지지되었다. 이는 마음챙김 및 탈융합 집단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한 음주 갈망 감소를 보고한 Caselli 등(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었다. 또한, Forman 등(2007)과 Moffitt 등(2012)에서 시냇물 위의 나

뭇잎 처치가 음식 갈망 감소에 효과성을 보인 것과도 유사하다. 그렇지

만, 두 인지적 탈융합 처치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탈융합 기법

은 상태 음주 갈망에 있어서는 유의한 개선을 가능케 했지만 알코올 갈

망 척도(PACS-K)의 변화량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 못하였

다. 이는 사용된 갈망 척도들의 이질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술

을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술이 얼마나 필요하지 등을 묻는 상태 음주

갈망 측정치와는 다르게, 알코올 갈망척도(PACS-K)는 한 주간 본인이

경험했던 갈망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회고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

회로 이루어진 본 실험에서 변화를 보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알코올 갈망척도(PACS-K)는 치료 후 추수회기 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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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용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Flannery et al., 1999). 공

지은(2017)의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의 탈융합 처치 후, 전반적인 갈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알코올 갈망 척도(PACS-K)를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유의한 갈망 감소가 나타났다. 즉, 사전-사후 측정 간 간

격이 늘어남에 따라 갈망 척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단어 반복 및 생각의 이름 붙이기 기법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

역시 주의 분산 처치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었지만, 긍정적 음주 기대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

다. 오직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을 활용

한 처치에서만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믿는 정도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기법이 사고의 속성인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개선시키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Caselli 등(2016)의 연

구에서도 탈융합 처치가 현재 음주 갈망 수준뿐 아니라 음주 갈망과 관

련한 상위인지적 신념을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갈망사고에 대한 상위인지 설문지(MDTQ; Caselli &

Spada, 2013)에 포함된 ‘갈망하는 것에 대한 상상은 기분을 좋게 한다’

등의 내용은 본 연구의 음주 효과 기대척도(AEQ)의 ‘전반적인 긍정적

변화’ 하위 요소와도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알아차림 및 호흡 명

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는 긍정적 음주 기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음주 갈망의 변화가 음주 기

대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연구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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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점에서도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연구 2에서 두 변인의 변화량은 상관이 높지 않았기 때

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에

서 부정적 음주 기대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이를 믿는 정도는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처치를 통해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떠올림으로써 부정적 음주 기대는 증가하고 갈망과 음주 의향은 감

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Anthenien et al., 2017; Nicolai, Demmel, &

Moshagen, 2010). 기존의 단어 반복 기법이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부

정적인 사고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유진아, 2011; 이인정, 2014;

Masuda, et al., 2004; Masuda et al., 2008; Masuda et al., 2010), 본 연

구에서도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보다는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

는 정도에서의 감소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긍정적 음주 기대 문

장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탈융합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음주 의향 변화량은 주의 분산 처치보다 인지적 탈

융합 처치에서 큰 편이었으며, 세 집단 모두 처치 전후로 점수가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심성욱 등(2009)은 음주 의향은 음주행동에 바로

선행하는 인자이며 다른 변수들과도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등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처치로 인한 음주 의향의 감

소는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의 음주행동을 줄이는 데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지만 음주 의향 척도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변화량 상관 분석 결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변화량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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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음주 갈망 변화량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음주 갈망의 변화량은

음주 의향의 변화량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긍정적 음주 기대 자

체는 그러한 기대를 믿는 정도와 달리 상태 갈망 평정치와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가 개선될수록 음

주 갈망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음주 의향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연구 1 결과에 대한 재확인의 의미도 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주의 분산 처치의 효과성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문제 음주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의 개선에 있어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에 비해 더 효과적인 편이었다. 그

중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에 비해 음주 갈망에 있어 더욱 유의한 개선을 가져왔다. 다만, 본

연구는 단회의 실험 처치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효과의 기제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넘어 임상적 장애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음주 갈

망 개입을 통한 문제 음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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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본 연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학생 문제 음주의

기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음주 개선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제 음주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의 경로를 분석

하여 문제 음주에 대한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지적 탈융

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와 비교하여 문제 음주 관련 변인들을 효과적

으로 개선하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음주 기대, 문제 음주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정 정서조급성이 문제 음주로

향하는 경로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음주 갈

망이 문제음주의 유의한 예측 변인(한창우, 2018; Fischer, 2007;

Goldman et al., 1987)임이 재확인되었다. 반면,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음주 기대의 경로 내 위치에 관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긍정적 음주 기대와 믿는 정도가 부정 정서

조급성과 상호작용하여 음주 갈망을 매개로 문제 음주로 향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긍정적 음주 기대는 음주 갈망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기능

하기보다 부정 정서조급성과 상호작용하여 음주 갈망에 선행하는 변인임

이 확인되었다.

연구 1을 토대로 부정 정서조급성, 긍정적 음주 기대 및 음주 갈망에

대한 개입이 문제 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부정 정서조급성은 성격 특질로서 상대적으로 개입이 쉽지 않으므로, 음

주 갈망과 긍정적 음주 기대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 2에서는 수용 전념 치료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음주 갈망 및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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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대 수정을 통한 문제 음주 개선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음주 습관

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들을 실험집단인 인지적 탈융합 집단, 비교집단인

주의분산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이 때, 인지적 탈융합 처치 간 차별적

인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

뭇잎을 활용한 인지적 탈융합 처치,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을 활용한 탈융합 처치로 실험집단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치에 비해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음주 의향 처치 전후 변화량에 있어 효

과적인 편이었다. 특히 탈융합 집단 중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

냇물 위의 나뭇잎 처치 집단에서 주의 분산 집단과 비교해 처치 전후 음

주 갈망의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 갈망 수준 개

선에 명상적 기법의 탈융합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공지은, 2017;

Bowen & Marlatt, 2009; Tapper, 2018; Forman et al., 2007; Moffitt et

al.,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즉,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기법을

활용한 탈융합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별적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

러나 처치 전후의 믿는 정도 변화량에서 탈융합 집단이 주의 분산 집단

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집단 내 처치효과 분석 결과, 명상

적 기법을 활용한 인지적 탈융합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변화량과

음주 갈망 수준의 변화량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음주 갈망 수준의

변화량과 음주 의향 수준의 변화량에서도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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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음주의 기제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했던 선행연구들을 정교화하여 변인들 간 관계

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주 갈망 및 음주 행동 간 연관성을 보인

Grace(2000)의 이론을 바탕으로, 부정 정서조급성이라는 성격 특질이 부

정 정서 상태 하에서 음주 갈망 및 음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

였다. 아울러, 결과 기대 이론(outcome expectancy theory)을 토대로 도

출한 음주 기대의 역할은 부정 정서조급성이라는 성격 특질과 함께 고려

할 때 의미를 가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음주 갈망과 음주 기대를 활용해 문제 음주를 설명함에 있어

서 인지적 융합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인지적 융합은 여러 병리

적 증상과 정적인 상관이 보고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를 문제 음주의

기제에 포함시키고자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융합

수준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도 측정하였으며(문현

미, 2006; 이준득, 2018), 연구 2에서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주의 분산 처

치에 비해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를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경향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문제 음주 개선에 수용전념치료의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적

용하고, 이를 주의 분산 처치와 비교하였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경험

을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주의 분산은 경험을 회피하는 측면

이라는 점에서 이를 비교하는 것은 수용과 경험회피의 과정을 비교한다

고 볼 수 있다(김기평, 2011).

네 번째로 인지적 탈융합의 각 기법을 비교했다는 점이다. 인지적 탈

융합 기법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기법 간 목적 및 작용 기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Blackledge,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냇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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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뭇잎 탈융합 처치와 단어 반복 및 생각에 이름 붙이기 처치를 비교

하였다. 두 기법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집단 내 처치효

과를 분석한 결과, 알아차림, 호흡 명상을 접목한 시냇물 위의 나뭇잎 처

치가 일부 지표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Blackledge(2007)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탈융합 기법에 따라 작동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문제 음주 개선에 있어서는 거리두기를 통해

본인의 경험을 자각하게끔 하는 방식이 언어적 규칙을 약화시키는 방식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음주 갈망이 음주 행동의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변인이며, 이는 음주 기대처럼 언어적으로 서술되

기 보다는 정서적, 충동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갈망을 그저 흘

러가듯 바라보는 탈융합 처치가 갈망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었으리라 생

각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처치의 효과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각 처치 간 비교 연구는 개개인에 맞는 맞

춤화된 처치 개발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생의 문제 음주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

이므로 임상적인 함의가 존재하지만 본 결과를 환자 집단에까지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경로 검증 및 처치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입 변인을 완전히 통

제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 음주 갈망 유도 자극에는 안주와 함께 있는 술 사진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식사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간대

별로 갈망 유도 변화량에서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이중 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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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자가 처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추후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실

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전체적인 실험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다. 사전 검사, 갈망

유도, 처치 및 사후 검사가 모두 하루에 이루어져 참여자가 처치를 연습

할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갈망을 유도하는 시간 역시 충

분치 않았다.

네 번째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

듯, 단회의 처치로 구성되어 본 처치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파

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치를

진행하며 추수 회기를 통해 그 효과의 안정성을 검증해야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인지적 탈융합 기법 간 차별적인 효과가 명확히 도출되

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처치 기간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반복 기법

등의 탈융합 절차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에 접목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 기법을 반복적으로 검증할 필요

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조급성 이외의 문제 음주와 상관이 있다고

알려진 정서적 불안정성, 반추 등(Atkinson, Ortiz & Smith, 2019)과의

관계성도 파악하는 시도를 통하여 보다 정교한 음주 기제를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문제 음주의 사회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관련 변인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문제 음주의 기제를 확인하였으며 인지적 탈융합 처치를 음주 갈망

및 음주 기대 변화를 통한 문제 음주 개선에 적용하여 수용전념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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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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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다요인 충동행동 척도(UPPS-P) 중

부정 정서조급성 문항

아래 문항들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얼마나 동의/반대하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

다면 1, 약간 동의한다면 2, 약간 반대한다면 3, 매우 반대한다면 4에 표시해주

십시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반대함

매우

반대함

1. 나는 충동을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다.
1 2 3 4

2. 나의 욕구(음식, 담배 등에 대한)에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3. 나중에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일에
종종 말려들곤 한다. 1 2 3 4

4. 기분이 나쁠 때면 당장 기분을 좋
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종종 하게 된다.

1 2 3 4

5. 기분이 나쁠 때면 가끔씩, 내가 하
고 있는 일이 내 기분을 더 나쁘게
하더라도 그 일을 멈추기가 어렵
다.

1 2 3 4

6. 속이 상할 때, 나는 종종 생각 없이
행동하곤 한다. 1 2 3 4

7.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나는 종
종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 1 2 3 4

8.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
기가 어렵다. 1 2 3 4

9. 나는 기분이 나빠지면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종종 문제를 악화
시키곤 한다.

1 2 3 4

10. 논쟁이 격해지면, 나는 종종 나중
에 후회할 말을 하곤 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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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내 감정들을 항상 잘 통제한
다. 1 2 3 4

12. 나는 때때로 나중에 후회할 충동
적인 행 동을 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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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음주 패턴 측정 척도

1.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술을 한 번 마실 때 보통 얼마나 마셨습니까? 술을

한번 마실 때, 보통 마시는 양을 맥주로 표현하면 얼마나 됩니까? (1회 평균 주

량)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에는 직접 적어 주십시오.

소주 ( ) 병 (1병이 안 되는 경우에는 1/2 병이나 1/4 병 같이 분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2.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습니까?

0) 전혀 안 마심 1) 250cc 미만 2) 250~500cc 3) 500~750cc

4) 750~1000cc 5) 1000~1500cc 6) 1500~2000cc 7) 2000~2500cc

8) 2500~3000cc 9) 3000~4000cc 10) 4000~5000cc 11) 5000cc 이상

0)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1)2, 3개월에 한번 정도 2)월 1회 정도

3) 월 2~3회 4) 주 1~2회 5) 주 3~4회 6)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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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음주문제 척도

다음은 음주와 관련된 경험들입니다. 당신이 다음 각각의 경험들을 지난 3개

월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적

없다

한번 그런적

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2 3 4 5

  
 

전혀

그런

적

없다

한번

그런

적

있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항상

그렇

다

1 과음으로 인해 수업에 지각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술을 마신 뒤에 가족 중 누군가와 말다
툼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술로 인해 약속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있다.

1 2 3 4 5

4 술에 취해 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5 술 때문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
다.

1 2 3 4 5

6 술을 마신 뒤에 가족 중 누군가를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7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후에 분노를 터
뜨리게 된다.

1 2 3 4 5

8 술을 마시는 동안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9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얘
기를 듣는다.

1 2 3 4 5

10 내가 술을 자주 혹은 많이 마셔서 또는
취중 행동 때문에 친구(연인 포함)와
다툰 적이 있다.

1 2 3 4 5

11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술 취한 후에 언
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2 술을 마신 뒤에 부모님 혹은 연인과 마
찰이 생긴다.

1 2 3 4 5

13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나 취중 행동
때문에 윗사람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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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술주정(주사)을 한다. 1 2 3 4 5
15 술 때문에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다. 1 2 3 4 5
16 과음으로 인해 학교(혹은 아르바이트)에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
를 내거나 걱정을 한다.

1 2 3 4 5

18 술 때문에 나의 의무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

1 2 3 4 5

19 술에 취해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다. 1 2 3 4 5
20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학업이나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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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판 핀 알코올 갈망 척도(PACS-K)

1. 지난주 동안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한 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주 했습니까?

(1) 전혀 없었다. 혹은 한 번도 없었다.

(2) 드물게 생각했다. 혹은 지난주 동안 1-2번 생각했다.

(3) 간혹 생각했다. 혹은 지난주 동안 3-4번 생각했다.

(4) 이따금씩 생각했다. 혹은 지난주 동안 5-6번 생각했다.

(5) 자주 생각했다. 혹은 지난주 동안 11-20번 내지는 하루에 3-4번 생각했다.

(6) 대부분 생각했다. 혹은 지난주 동안 21-40번 내지는 하루에 5-6번 생각했

다.

(7) 거의 늘 생각했다. 혹은 지난주 동안 40번 이상 내지는 하루에 7번 이상 생

각했다.

2. 지난주 동안 당신이 술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술 생각)이 가장 심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강렬했습니까?

(1) 전혀 없었다.

(2) 약간 혹은 아주 경미한 갈망.

(3) 경미한 갈망.

(4) 중간 정도의 갈망.

(5) 강한 갈망, 그러나 쉽게 이겨냈다.

(6) 강한 갈망, 그래서 이겨내기 어려웠다.

(7) 강한 갈망, 그래서 술이 있었으면 마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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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주 동안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한 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

마나 많은 시간 동안 했습니까?

(1) 전혀 없었다.

(2) 총 20분 이하

(3) 총 21분-45분 동안

(4) 총 46분-90분 동안

(5) 총 91분-3시간 동안

(6) 총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7) 총 6시간 이상

4. 당신 집에 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난주 동안 술 마시는 생각을 이겨

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1) 전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2) 아주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3)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4) 중간정도 힘들었을 것이다.

(5)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6)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7) 이겨내지 못하고 마셨을 것이다.

5. 앞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들을 생각해 볼 때, 지난 주 동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나 갈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1) 전혀 술에 대한 생각과 갈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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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물게 있었다.

(3) 간혹 있었다.

(4) 이따금씩 있었다.

(5) 자주 있었다.

(6) 대부분 있었다.

(7) 항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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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음주 효과 기대 척도(AEQ)

다음 질문은 술을 마신 후의 효과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술의 효과에 대해 당

신이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 후의 당

신의 경험에 따라 답변하시면 됩니다. 각 문항 내용과 같은 술의 효과가 가끔

혹은 항상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에 표시하시고, 내용과 같은 술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믿는다면 ‘아니다’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우측 칸(믿음정도)에는 술의 각 효과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아래를 참

고하여 5점 만점으로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 예문 0과 같이 ‘술이 당신의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질문에 대

해 당신의 경우 그런 효과가 거의없다면 일단 ‘아니다’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정도가 강하다면 오른 편에 있는 믿음 정도 칸에 해당

하는 숫자인 5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약하게믿음  보통정도믿음  강하게믿음

문 항 그렇
다

아니
다

약
하
게
믿
음

보
통

정
도

믿
음

강
하
게
믿
음

예문.

0. 술이 당신의 수면에 도움을 준

다

1 ② 1 2 3 4 ⑤

1. 나는 술을 마시면 활기차고 자신

감이 생긴다.

1 2 1 2 3 4 5

2. 술은 내 몸의 근육긴장을 풀어준

다.

1 2 1 2 3 4 5

3. 술을 조금 마시면 난 수줍음을

덜 느낀다.

1 2 1 2 3 4 5

4. 술을 마시면 나는 훨씬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다.

1 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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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을 마시면 마치 내가 다른 사

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정말 행

사할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활력

을 느낀다.

1 2 1 2 3 4 5

6. 술을 약간 마시게 되면 나는 동

작이 서툴러진다.

1 2 1 2 3 4 5

7. 술을 마시면 나는 더욱 낭만적이

게 된다.

1 2 1 2 3 4 5

8. 술을 마시면 나의 미래가 더 밝

게 느껴진다.

1 2 1 2 3 4 5

9. 술을 한 두잔 마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하기

가 좀 더 쉬워진다.

1 2 1 2 3 4 5

10. 술을 마시면 나는 평소만큼 빠

르게 행동할 수 없다.

1 2 1 2 3 4 5

11. 술은 마취제 같은 작용을 하여

나의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

1 2 1 2 3 4 5

12. 나는 술을 조금 마시게 되면 성

적인 느낌이 더 좋아진다.

1 2 1 2 3 4 5

13. 술을 마시면 내가 건강하게 느

껴진다.

1 2 1 2 3 4 5

14. 술을 마시면 나의 행동에 대해

개의치(조심하지)않게 된다.

1 2 1 2 3 4 5

15. 약간의 술은 나에게 유쾌하고,

짜릿하며, 몸 속을 깨끗하게 해

주는 맛을 선사한다.

1 2 1 2 3 4 5

16. 술을 마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

어지고 과감해진다.

1 2 1 2 3 4 5

17. 술은 나에게 마술과 같이 여러

가지 신기한 효과가 있다.

1 2 1 2 3 4 5

18. 술을 마시면 나는 정신집중하기

가 힘들어진다.

1 2 1 2 3 4 5

19. 나는 술을 조금 마시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1 2 1 2 3 4 5

20. 나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때 1 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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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들을 표현하기가 더 쉬워진

다.

21. 술은 사회적 모임에서 따뜻한

정을 더해준다.

1 2 1 2 3 4 5

22. 좌절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약간의 술은 내 기분을 좋

게 해준다.

1 2 1 2 3 4 5

23. 술을 마시면 평소만큼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1 2 1 2 3 4 5

24. 음주는 내가 특별한 일을 축하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1 2 1 2 3 4 5

25. 나는 술을 마시면 근심걱정을

덜 하게 된다.

1 2 1 2 3 4 5

26. 음주는 나의 몸과 정신을 무능

하게 만든다.

1 2 1 2 3 4 5

27. 음주는 내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도록 도와준다.

1 2 1 2 3 4 5

28. 나는 술을 조금 마시면 성적인

반응이 더 좋아진다.

1 2 1 2 3 4 5

29. 나는 술을 마시면 자신이 더 조

화롭게 느껴진다.

1 2 1 2 3 4 5

30. 나는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

드는 일들을 술을 마시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게 된다.

1 2 1 2 3 4 5

31. 나는 술을 조금 마시면 더 즐거

운 성관계를 하게 된다.

1 2 1 2 3 4 5

32. 나는 술을 조금 마시면 논쟁을

피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된

다.

1 2 1 2 3 4 5

33. 나는 술을 마시면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덜 하게 된다.

1 2 1 2 3 4 5

34. 술은 내가 잠을 더 깊이 잘 자

는데 도움이 된다.

1 2 1 2 3 4 5

35. 나는 술을 마시면 자신감이 생

긴다.

1 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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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술은 나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든다.

1 2 1 2 3 4 5

37. 나는 술을 좀 마시면 싸움 걸기

가 두렵지 않고 조금은 편해진

다.

1 2 1 2 3 4 5

38. 나는 술을 좀 마시면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더 쉬워진다.

1 2 1 2 3 4 5

39. 나는 술을 한 두잔 하면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쉬워진다.

1 2 1 2 3 4 5

40. 술은 나의 생활을 심심하지 않

고 재미있게 만든다.

1 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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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판 알코올 충동 척도(AUQ-K)

아래의 질문들은 음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음주라 함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 즉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등과 같은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아래의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직선 상에 표시하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빼지 말고 반드시 모든 문항에 응답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

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1.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술 마시는 것이다.

2. 나는 지금 술 마실 필요가 없다.

3. 나는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4. 지금 술을 마시면 일이 잘 될 것 같다.

5. 술을 간절히 원한다.

6. 술 마실 기회를 가지더라도, 술을 마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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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당장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8. 나는 지금 당장 술을 마시고 싶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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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음주 의향 척도

1. 앞으로 한 달 이내 술을 마실 기회가 몇 번 정도 있게 될 것 같습니까?

(_________________)번

2. 술을 마시게 된다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게 될 것 같습니까?

(_________________)잔

3. 술을 마실 자리나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실 생각이 얼마나 있으

십니까?

매우

적다

매우

많다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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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인지적 탈융합 지시문

알아차림, 호흡 명상 지시문

<전략>

어깨를 편안하게 늘어뜨린 채, 똑바른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눈을 한곳에 고정

하시거나 감으십시오. 편안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잠시 동안 내가 앉이제

잠시 동안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알아차려봅니다.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지 알아차려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알아차려봅니다. 나의 피부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려봅니다. 나의 입에서 무슨 맛 또는 감각을 느끼는지 알아차

려 봅니다. 나의 코에서 무슨 냄새 또는 감각을 느끼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내

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중략>

자, 이제부터 잠시 동안 호흡에 집중합니다. 나의 폐를 모두 비우고 저절로 공

기가 채워지게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부터 어

려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호흡에만 집중하시고 그저 들어오고 나가

는 숨을 관찰합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노련한 이야기꾼

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의 주의집중을 돌리

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 나를 떼어 놉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

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집 옆을 지나가는 차인 것처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

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나의 배가 불러오고 가라앉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나의 마음은 지껄이게 놔둡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

리처럼, 라디오를 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뒤에서 떠들라고 놔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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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 위의 나뭇잎 지시문

<전략>

이제 본격적인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

법으로 상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처럼 매우 선명하게 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 소리, 감정 또는 개념으로 상상합니다. 어떻게 상상하든 괜

찮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흐르는 시냇물 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시냇물의

표면 위에 떠가는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면 됩니다.

시냇물을 앞에 두고, 최근에 가장 술을 마시고 싶었을 때 느꼈던 갈망을 다시

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것은 신체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 걱정이나 짜증 같은

기분이었을 수도 있으며, 반복되어 떠오르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다음 몇 분간 떠오르는 생각마다 나뭇잎 위에 놓아서 떠가게 합니다. 그 생각

들이 술에 대한 갈망에 관한 것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즐거운 것이든 상

관 없습니다. 그저 나뭇잎 위에 올려놓아 떠내려가게 하세요.

만약 생각이 멈추면, 시냇물만 바라봅니다. 얼마 안 가 생각이 다시 떠오를 겁

니다.

시냇물을 제 속도로 흐르게 합니다. 속도를 내지 마십시오. 나뭇잎을 쓸어버리

려고 하지 마세요 – 나뭇잎 자체의 편한 시간에 오고 가게 놓아두세요.

혹시 마음이 ‘이건 웃기는 일이야’ 또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 생각들도 나뭇잎 위에 얹어 버리세요.

만약 나뭇잎이 걸리면 그냥 놓아두십시오. 일부러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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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단어를 최대한 빨리 말해 보기

실험 전 설문지에서 평정하셨던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 척도를 참고하여,

술에 대해 떠올리게 되는 생각들 중, 술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한 진술

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자가 선정한 문항을 쓰셔도 좋고, 술의 효과에 대해 평

소에 본인이 지니고 있었던, 자주 하던 기대를 쓰셔도 됩니다. 문장을 하나 고

른 후, 그 문장을 단어들로 해체하여 재진술 해주십시오.

 

[예시]

술을 마시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 술 두려움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대화하기 쉬워진다 -> 술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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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과 단어를 반복하겠습니다. 총 4가지 방식으로 각각 20초씩 반복을 할

것이며, 연구자의 지시(혹은 벨소리)에 따라 다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연구자

가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하십시오. 반복하실 때에는, 발음이 뭉

개지지 않도록 정확히 발음해 주십시오.

[예시]

술을 마시면 두려움이 없어진다(1) -> 술 두려움(2,3,4)

(1) 문장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2 0 초

뒤,

지시

(2) 단어를 매우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말하면서,
그 소리를 낼 때 움직이는 근육, 조음기관을 느껴 보십시오.

2 0 초

뒤,

지시

(3) 조금 더 크고 빠르게 말하면서, 당신의 호흡이나 눈의 움직
임도 관찰해 보십시오

2 0 초

뒤,

지시

(4)
한 글자씩 악센트를 주어, 또박또박 빠르게 반복하십시오.

(술-두려움, 술두-려움, 술두려움-)

2 0 초

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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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이름 붙이기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 지나갈 때 이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

지 방법은 당신의 경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경험을

기술할 때, 생각, 느낌, 평가 등의 범주 라벨을 포함시켜서 말하는 연습을 할 것

입니다. 이로써, 생각, 느낌 등에 융합되지 않고 그저 생각, 느낌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최근 가장 술을 마시고 싶었을 때를 떠올려주세요. 그 때 느꼈던 1)술에 대

한 생각(이 때, 술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서 작성해주세요), 2)감정, 3)장

면(언제 술을 마시고 싶었는지)을 적어주세요.

[예시]

생각: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감정: 슬픔, 화남

장면: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함

생각

감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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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적은 것들 각각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모 안의 형식을 참고하

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기]

‘나는 _________________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_________________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나는 _________________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

생각

감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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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으신 후에는 차례대로 천천히 소리내어, 두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형식에 넣은 문장을 읽을 때에는 ‘생각’, ‘감정’, ‘장

면’에 악센트를 두어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 그리고 두 문장 사이의 느껴지는 차이점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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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주의 분산 지시문

이제부터 다음에 제시되는 주제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도록 시도해 보세요

페이지를 넘기며 각 항목들을 마음 속으로 조용히 읽으면서, 당신의 집중력을

사용해서 각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각 주제에 대해 시각화

(visualization)하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

세요.

태평양을 천천히 횡단하는 보트의 이미지

일반적인 교실 풍경

큰 검정색 우산의 모양

더운 날 선풍기 날개의 움직임

창가에 흘러내리는 빗방울

맑은 밤에 떠있는 보름달

하늘에 생기는 구름들

동네 가게의 풍경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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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의 표정

나뭇가지에 앉은 두 마리의 새

높이 솟은 사무실 빌딩의 구조

에펠탑

수박을 가득 실은 트럭

동양식 양탄자의 무늬

달모양 사람 얼굴

아프리카 대륙의 모양

야외 음악 밴드

물에서 노는 북극곰들

자유의 여신상 성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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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양

석양이 지는 관악산

긴 다리의 구조

정거장에 멈춰 선 기차

사막의 선인장

이탈리아 나라 모양

진열장에 있는 샴푸 병

고속도로 주변의 주유소

코코넛 껍질의 잔털

학교 정문의 조형물

높은 전망대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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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연주하는 음악 밴드

첼로의 모양

길 한복판의 푸들

한국의 모양

공항 수화물 센터

자유의 여신상의 크기

야구 글러브의 모양

지금 막 페인트칠 된 문짝

트럼펫의 반짝거리는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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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연구 1의 각 변인간 성별 상관표

부정

정서

조급성

음주 갈망
긍정적

음주 기대

부정적

음주

기대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문제

음주
음주빈도

1회

음주량
음주문제

부정

정서조급성
- .130 .084 .253** .018 .204* .146 -.086 -.091 .239*

음주 갈망 .252* - .417** .118 .444** .128 .585** .575** .466** .477**

긍정적

음주 기대
.112 .213* - .426** .921** .374** .488** .402** .417** .399**

부정적

음주 기대
.211* -.083 .434** - .406** .896** .324** .042 .152 .350**

긍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081 .232* .916** .322** - .447** .542** .373** .481** .446**

부정적

음주 기대

믿는 정도

.231* -.105 .339** .890** .360** - .379** .101 .209* .397**

문제 음주 .389** .425** .254* .029 .255* -.005 - .051 .630** .935**

음주빈도 .192 .501** .313** .040 .307** -.045 .659** - .509** .462**

1회 음주량 .118 .316** .385** -.012 .368** -.043 .552** .484** - .330**

음주문제 .410** .353** .149 .033 .157 .013 .957** .520** .301**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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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모형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 음주기대를 조절된 매개로 하는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았고 부정적 음주기대를 조절된 매개로 하는 경로 역시 유의미하지 않

았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표와 그림 상에 제시되어 있다.

표.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경로 효과계수 BootSE
Boot

LLCI

Boot

ULCI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문제 음주

(긍정적 음주 기대)

.0002 .0033 -.0089 .0050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문제 음주

(부정적 음주 기대)

.0107 .0117 -.0160 .0319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문제 음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0001 .0006 -.0011 .0014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문제 음주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0034 .0029 -.0024 .0091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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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문제 음주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b=.1635**

b=.2754**

b=.7045***
b=.0001

그림.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와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

(**p<.01, ***p<.001)

부정 정서조급성

음주 갈망

문제 음주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b=.1635**

b=.2326**

b=.9192***
b=.0034

그림. 부정 정서조급성과 문제 음주 간 관계에서 음주 갈망의 매개효과와

부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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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집단 별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

및 음주 의향 정도의 변화

처치 전-후 점수의 변화량에서 집단 별 차이가 있을지 분석하기위해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와 음주 의향 정도의 변화량에서 집단 1과 집단 2가 집단 3에 비해 큰 경

향성이 있으며 집단 별 차이는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집단 별 긍정적 음주 기대를 믿는 정도의 변화

그림. 집단 별 음주 의향 정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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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egative Urgency,

Alcohol Craving, Alcohol Expectancy

on Problem Drinking

: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 Defusion

Da Hae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underlying mechanism of problem drinking and investigate the

efficacy of cognitive defusion method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well-known major variables of problem drinking (i.e. negative

urgency, alcohol craving, alcohol expectancy) were explored, and the

effect of cognitive defusion intervention methods from ACT on

alcohol craving and alcohol expectancy, and intentions to drink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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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udy 1, the relationships among negative urgency, alcohol

craving, alcohol expectancy and problem drinking were explored for a

sample of 194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lcohol

crav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problem drinking. Althoug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lcohol

expectancy was not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positive alcohol expectancy and negative urgency, with

alcohol craving as a mediator, would affect problem drinking.

Study 2 examined the effect of cognitive defusion methods on

alcohol craving and positive alcohol expectancy and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wo cognitive defusion techniques. Seventy-one

college students who have drinking problem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two groups with different cognitive defusion

techniques (leaves on a stream technique, word repeating and naming

technique) and one control group with distraction methods. Two

cognitive defusion methods showed positive effects on alcohol craving,

believability of positive alcohol expectancy, and intentions to drink.

Especially, the leaves on a stream technique showed more

effectiveness on alcohol craving and positive alcohol expectancy.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strong association

among negative urgency, alcohol craving, alcohol expectancy and

problem drinking, an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

defusion techniques. The implic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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