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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통한 문제 음주자
선별의 유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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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of Single Alcohol Questions Related to Binge Drinking in Ident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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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done to validate the three single questions about binge drinking for identifying problem
drinkers.
Methods: Two hundred sixty-one patients (133 men) were interviewed by family physicians for the presence of problem
drinking which was defined as at-risk drinking or alcohol use disorders according to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guideline and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criteria.
The three single questions (the largest amount of drinking in a day; days of drinking 1.5 bottle [1 bottle in women] or
more of Soju [Korean alcoholic beverage, 56 g of alcohol/bottle]; and days of getting drunk during the recent 3 months)
were validated against the interview results.
Results: Among 261 interviewees, 31.4% were at-risk drinkers, 30.2% had a current alcohol use disorder, and 36.8% had
either or both conditions. The first question, considering 4 drinks or more for men and 3 drinks or more for women as
positive, showed a sensitivity of 93.8% and specificity of 75.0% in men, and 86.6% and 86.7% in women, respectively.
The second question with cut-point of 1 in both gender showed 81.3% and 86.5% in men, respectively and 80.0% and
89.4%, respectively in women. The third question with cut-point of 3 in both gender showed 61.7% and 92.3% in men,
respectively and 46.7% and 91.2%, respectively in women.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the first question was 0.937 in men and 0.970 in women, for the second question, 0.906 and 0.915, and for the third
question, 0.768 and 0.764,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first question (the largest amount of drinking in a day during the recent 3 months) and the second
question (days of drinking 1.5 bottle [1 bottle in women] or more of Soju during the recent 3 months) were considered
useful in detecting problem dr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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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음주 문제는 일차 진료 분야에서 흔한 문제로서 외래 환
자의 7-10%와 응급실 환자의 30-40%, 외상 환자의 50%가 위
험 음주(at-risk drinking)나 알코올 사용장애의 기준에 해당 된
다.1) National Alcohol Institute on Alcoholism and Alcohol Abuse
(NIAAA)에서는 위험 음주와 알코올 사용장애를 포함하여 문
제음주(problem drinking)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위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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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음(heavy drinking)이나 폭음(binge drinking)에 해당되는

에 다른 형태의 폭음에 대한 질문을 통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

경우를 말한다. 즉 남자는 1회 음주량이 4잔을 초과하거나 일

이 없었다.

주일간 총 음주량이 14잔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여자는 1회 음

일정 기간 동안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폭음

주량이 3잔 초과 또는 일주일에 7잔을 초과하여 마시는 경우

의 형태가 전체 사망률(all cause mortality)을 높인다는 결과18)

이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약 1,400억 달

는 폭음이 더 위험한 음주형태임을 나타낸다. 또한 국내 주류

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암(1,070억 달러), 심장질환(960억

제조 패턴의 변화에 따라 술의 도수 및 용량의 변화가 있어왔

달러)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기에 폭음의 음주 잔수에 대한 개념도 수정이 필요한 상태이

유병률은 알코올 남용이 4.65%, 알코올 의존이 3.81%를 보이

다. 본 연구에서는 폭음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의 3가지 예, 즉 지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의 유병

난 3개월 내 최대음주량, 폭음(1회 표준 4잔 초과)의 빈도, 주

2)

3)

률이 각각 12.06%와 9.92%에 이르고 있으며, 문제음주의 유

당 주관적 폭음의 빈도(취한 횟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문
제 음주자 선별에 대한 각 질문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4)

병률은 일부 연구 에서 39.3%를 보이고 있다.
34개 이상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은 음주 선별 검사와
단기 상담이 문제 음주자에 있어서 알코올 소비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으며,5) 일부 연구에서는 음주와 관

방법

련된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6) 이에 따
라 미국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7)는 현재 18세 이상의 성인
에 있어서 문제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 선별 검사와 단기 상담
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충남
대학교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 남녀 261명을 대상

선별검사 도구 중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8)

9)

CAGE, National Alcoholism Screening Test (NAST), Alcohol
10-13)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등이 있다. 이 중

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 본 연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대학교 병원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CAGE 설문지는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1분 정도로 일차 진료의 외래에 적합한 도구이다. 하

2. 연구방법

지만 상대적으로 심한 알코올 의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알코올 과다 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위험 음주자에서는 민

1) 문제음주 여부에 대한 면담

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AUDIT는 1989년

위험음주(과음 및 폭음),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 가정의

WHO에서 개발된 도구로 일반 의료 기관에서 알코올 사용장

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달력을 이용하여 각각의 날에 대한 음

애는 물론 문제음주를 간편하게 선별할 수 있다. 하지만 10개

주량을 질문하여, 지난 1달간 마신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문항으로 이루어진 AUDIT는 CAGE에 비해 소요시간이 긴 것

순수한 알코올 양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NIAAA의 가이드라

14)

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인에 따라 14 g의 순수한 알코올을 표준 1잔(standard drink unit)

환자를 선별하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으로 환산하였다. 14 g의 표준 1잔은 국내에서 흔히 마시는 술

이 여전히 문제 음주자 선별에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어 좀

의 종류로는 20% 소주 90 mL, 4.5% 병맥주 400 mL, 40% 양주

더 간단하고 짧은 선별 검사를 개발하는데 관심이 증가되고

45 mL로 각각 소주 1/4병, 작은 캔맥주 1병, 양주 1잔 에 해당

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루에 5잔(여자는 4잔)을 초과하여

한다. 위험 음주자는 NIAAA의 기준을 따라 남자는 한번 음주

마신 적이 있나요?” 라는 폭음의 마지막 시기에 관한 한 가지

시 표준 4잔 초과 또는 일주일에 14잔을 초과하여 마시는 경우

15,16)

질문을 통한 선별 검사에 대한 2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로, 여자는 한번 음주 시 표준 3잔 초과 또는 일주일에 7잔을 초

NIAAA의 임상의를 위한 가이드 최신판17)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하여 마시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알코올 사용 장애 여부는

“최근 1년 이내에 5잔(여자는 4잔) 이상 마신 적이 몇 번이나

DSM-IV TR 진단 기준19)에 의거하여 알코올 남용과 의존으로

있나요?”라는 질문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Cho 등4)이

진단하였다.

“지난 3달 동안 단 한번이라도 소주 1병 또는 맥주 3병 또는 양
주 5잔 이상 드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한 가지 질문이 문제 음

2) 폭음관련 3가지 선별질문

주자를 선별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밝힌 적이 있으나 그 밖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음관련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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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술을 마신 양은 얼마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하루에 소주 1병(여자는 3/4병)을 초과하여

2. 3가지 질문의 문제음주에 대한 남녀별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예측도 및 ROC 곡선

마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보통 1주일
에 몇 번이나 술에 취하십니까?” 이전의 연구들15,16)은 폭음 여

ROC 곡선 상 폭음관련 첫 번째 질문(3개월 내 최대음주

부에 대한 질문만 하였고, 폭음의 적절한 기준점에 대한 질문

량)의 문제음주자에 대한 기준점은 남자는 4잔, 여자는 3잔이

이 없어 첫 번째 질문을 통해 문제음주에 대한 폭음량의 기준

가장 적정하였다. 이때 남자에서 문제음주에 대한 민감도는

17)

점을 구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전 질문 을 바탕으

93.8%, 특이도는 75.0%이였으며, 양성 예측도는 85.4%, 음성 예

로 폭음의 빈도에 대한 질문이 문제음주 선별에 유용한지 검

측도는 88.6%였다. 여성에서는 각각 86.6%, 86.7%, 46.4%, 98.0%

토해 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20)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관적인 폭음에 관한 질
문이 문제 음주자 선별에 유용한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lcohol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통계처리 및 분석

Mean ± SD or No. (%)

본 연구에서는 선별 질문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면

Variables

담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 음주자를 gold standard로 선정하였
다. 면담을 통해 확인된 자들에 대해 폭음관련 3가지 질문의

Age (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곡선)과 곡선 아래 면

Religion

Men
(N = 133)

Women
(N = 128)

47.8 ± 9.8

50.2 ± 12.3

적(area under the curve, AUC)을 남녀별로 비교하였다. 또한 민

Yes

57 (42.8)

84 (65.6)

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구하였다. 모든 통계

No

76 (57.2)

44 (34.4)

Yes

47 (35.3)

5 (3.9)

No

86 (64.7)

123 (96.1)

Yes

114 (85.7)

61 (47.6)

No

19 (14.3)

67 (52.4)

69 (51.9)

13 (10.2)

Problem drinker

81 (60.9)

15 (11.7)

Frequency of drinking per wk

1.6 ± 1.7

0.5 ± 1.0

이 중 남자가 114명, 여자는 61명이었다. 1주일 평균 음주횟수

Drinks per drinking day

3.3 ± 2.3

1.1 ± 1.9

는 남자 1.6회, 여자 0.5회 였고, 한번의 음주 시 남자는 평균 3.3

Maximal drinks on an
occasion within 3 mo

5.7 ± 0.5

1.6 ± 2.8

Frequency of binge‡ drinking

5.5 ± 14.1

1.0 ± 4.0

Frequency of being drunken
per wk within 3 mo

0.7 ± 1.1

0.2 ± 0.6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score

9.2 ± 7.4

2.54 ± 0.6

적 분석은 SPSS ver. 1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였다.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연구대상자 261명 중 남자는 133명(50.9%), 여자는 128명
(49.1%)이었다. 141명(54.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52명
(19.9%)이 흡연을 하였다. 현재 음주자는 175명(67.0%)으로

잔(여자는 1.1잔)을 마셨다. 위험음주에 해당하는 자는 82명
(31.4%)으로 그 중 남자가 69명을 차지하였다. 문제 음주자는
96명(36.8%)으로 남자가 81명, 여자가 15명이었다. 연구대상
자의 3개월 이내 최대 음주량이 남자는 평균 5.7잔(여자 1.6잔)
이었고, 3개월 내 폭음 빈도는 남자가 평균 5.5회(여자는 1.0
회)였으며, 1주일에 남자는 평균 0.7회(여자는 0.2회) 취하였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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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moking

Current drinking

At-risk drinker*
†

within 3 mo

*Consumption of more than 3 drinks on an occasion (1 drink was
considered to be 14 g of alcohol) or 7 in 1 wk in women, more than
4 on an occasion or 14 in 1 wk in men, †At-risk drinker and/or
Alcohol Use Disorders (abuse and dependence), ‡Consumption of
more than 4 drinks in men, or more than 3 drinks in women, on an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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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ity of the three questions in identifying problem drinkers* in men.

Screening questions

Sensitivity %

Specificity %

Positive predictive
value %

Negative predictive
value %

93.8 (76/81)

75.0 (39/52)

85.4 (76/89)

88.6 (39/44)

91.3 (74/81)

86.5 (45/52)

91.3 (74/81)

86.5 (45/52)

61.7 (50/81)

92.3 (48/52)

92.6 (50/54)

60.7 (48/79)

Maximal drinks on an occasion within 3 mo
> 4 drinks
†

Frequency of binge drinking within 3 mo
≥1
Frequency of being drunken per mo within 3 mo
≥1

*At-risk drinker and/or Alcohol Use Disorders (abuse and dependence), †Consumption of 5 or more drinks on an occasion.

Table 3. Validity of the three questions in identifying problem drinkers* in women.

Screening questions

Positive predictive Negative predictive
value %
value %

Sensitivity %

Specificity %

86.6 (13/15)

86.7 (98/113)

46.4 (13/28)

98.0 (98/100)

80.0 (12/15)

89.4 (101/113)

50.0 (12/24)

97.1 (101/104)

46.7 (7/15)

91.2 (103/113)

41.2 (7/17)

92.8 (103/111)

Maximal drinks on an occasion within 3 mo
> 3 drinks
†

Frequency of binge drinking within 3 mo
≥1
Frequency of being drunken per month within 3 mo
≥1

*At-risk drinker and/or Alcohol Use Disorders (abuse and dependence), †Consumption of 4 or more drinks on an occasion.

였다. ROC 곡선 상 문제음주자에 대한 폭음관련 두 번째 질문
(3개월 내 폭음 횟수)의 기준점은 남녀 모두 1회가 가장 적정
하였으며, 이때 남자에서 민감도는 91.3%, 특이도는 86.5%였
으며, 양성 예측도는 91.3%, 음성 예측도는 86.5%였다. 여자에
서는 각각 80.0%, 89.4%, 50.0%, 97.1%였다. ROC 곡선 상 문제
음주자에 대한 폭음관련 세 번째 질문(주당 취한 횟수)의 기
준점은 남녀 모두 1회가 가장 적정하였으며, 이때 남자에서 민
감도는 61.7%, 특이도는 92.3%였으며, 양성 예측도는 92.6%, 음
성 예측도는 60.7%였다. 여자에서는 각각 46.7%, 91.2%, 41.2%,
92.8%였다(Table 2, 3).
문제음주에 대한 3개월 내 최대음주량, 3개월 내 폭음 횟
수, 주당 취한 횟수의 ROC곡선 아래 면적(95% 신뢰구간)은
남자에서 각각 0.937 (0.900-0.974), 0.906 (0.849-0.963), 0.768
(0.687-0.849)이었고, 여자는 각각 0.970 (0.938-1.000), 0.915

Figure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in identifying
problem drinking in men.

(0.825-1.000), 0.764 (0.629-0.899)로 남녀에서 모두 첫 번째
질문(3개월 내 최대 음주량)이 다른 두 질문에 비해 가장 큰 면
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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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민감도는 남녀 각각
93.8%, 90.5%이고 특이도는 60.3%, 77.5%로 특이도가 낮아지는
점이 제한점이다.
폭음의 빈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문제음주 선별에 대한
기준점이 남녀 모두에서 “3개월 동안 1회”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민감도는 남자 91.3%, 여자 80.0%였으며, 특이도는 남자
86.5%, 여자 89.4%였다. 음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민
감도가 남자 91.3%, 여자 85.7%였으며, 특이도는 남자 78.8%,
여자 85.0%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폭음 횟수의 기준점을
최근 1년에 1회로 하여 알코올 의존 환자를 발견하는데 86%의
민감도와 63%의 특이도를 보였던 이전 연구22)와 응급의료센
터를 배경으로 최근 1달에 1회를 폭음 빈도의 기준점으로 문
Figure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in identifying
problem drinking in women.

제 음주를 선별할 때 58%의 민감도와 85%의 특이도를 보였던
연구23)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최근 1년이나 최
근 1개월보다는 최근 3개월 동안 폭음의 빈도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이 문제음주 선별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

고찰

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루에 소주 1병(여자는 3/4병)을 초과하
여 마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이

본 연구는 문제 음주자 선별에 있어 폭음에 대한 한 가지

다.

질문이 어느 정도 유용한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적인 폭음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 일개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내원한 261명의 남녀를 대

1주일에 1회 이상 취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4.97

상으로 한 가지 질문의 예 즉, 최대음주량에 대한 질문, 폭음의

배의 음주로 인한 손상이 있었다는 연구19)를 바탕으로 한 것

빈도에 대한 질문, 주관적 폭음에 관한 질문을 하여 그 유용성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질문을 문제음주에 적용해 보고자

을 평가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이 질문의 문제 음주자 선별에 대한 민감도, 특

폭음관련 첫 번째 질문인 최대 음주량의 문제음주 선별에

이도, ROC 아래 면적은 다른 2개의 질문에 비하여 낮았으며,

대한 기준점은 ROC 곡선 상 남자는 표준 4잔(여자는 3잔) 초

특히 민감도가 남자 61.7%, 여자 46.7%로 낮게 나와 다른 두 질

4,15,16)

과가 적절하였다. 이전의 연구들

에서는 폭음에 대한 기준

문에 비하여 선별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그

음주량을 표준 4잔 초과 또는 5잔 초과(남자 기준)로 하여 폭

러나 본 연구에서의 남녀 평균 연령은 각각 47.8세와 50.2세로

음의 유무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 음주자 선별에 대한

이전 연구와 연구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타당도를 판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의 기준을 정하

해석하기는 어렵다.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바

여 묻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남녀 각각 그 기준점을 구

꾸어 질문의 유용성을 재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5,16,21)

하고자 하였다. 남자에서 5잔 초과를 기준으로 한 연구들

에

본 연구가 일개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내원한 환자만을 대

서 문제 음주자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62-80%, 74-

상으로 하여 이를 일차의료에 폭넓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93%인 것에 비하여 표준 4잔을 기준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민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기간을 “지난 3개월 동안”으로 한

감도가 남녀 각각 93.8%, 86.6%이고 특이도는 남녀 각각 75.0%,

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기준점을 구하지 못

86.7%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남자는 표

한 것이 제한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폭음에

준 4잔을 흔히 마시는 술의 종류로 환산하여 “지난 3개월 이내

대한 3가지 질문 중 3개월 내 최대음주량과 3개월 내 폭음 횟

에 소주 1병(캔맥주 4병, 양주 4잔)을 초과하여 마신 적이 있습

수에 대한 2 가지 질문은 외래 진료를 함에 있어 문제 음주자

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자의 경우에

를 쉽고 편리하게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는 표준 3잔이 기준점으로 남자보다 표준 1잔 적은 음주량을
보여 “지난 3개월 이내에 소주 3/4병(캔맥주 3병 또는 양주 3
잔)을 초과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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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 Cho YS, Lee J, Park WM, Han MA, Shim KW, Lee SH, et al. The
usefulness of single question for problem drinker. J Korean Acad
연구배경: 본 연구는 폭음관련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문제
음주자 선별에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6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가 면담을 통하
여 문제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다. 문제음주는 위험음주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로 정의하였고 National Alcohol Institute on
Alcoholism and Alcohol Abuse 가이드라인과 DSM-IV TR을 기
준으로 하였다. 폭음관련 질문에 대한 3가지 예로 “지난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술을 마신 양은 얼마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하루에 1.5병(여자-1병) 이상 마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
니까?”, “보통 1주일에 몇 번이나 술에 취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문제음주여부에 대한 면담 결과를 기준으로 폭음관
련 질문들의 문제 음주자 선별에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261명의 대상자 중에 31.4%가 위험 음주자, 30.2%는 알
코올사용장애, 36.8%는 문제 음주자였다. 첫 번째 질문의 기준
점을 4잔(여자-3잔)으로 하였을 때 남자에 있어서 민감도가
93.8%, 특이도가 75.0%였고 여자는 각각 86.6%, 86.7%였다. 두
번째 질문의 기준점을 남녀 모두 1회로 하였을 때 남자는 민
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81.3%, 86.5%였고 여자는 80.0%, 89.4%
였다. 세 번째 질문의 기준점을 0.25회로 하였을 때 남자는 민
감도와 특이도가 61.7%, 92.3%였고, 여자는 46.7%, 91.2%였다.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아래 면적은 첫 번째 질문
이 남녀 각각 0.937, 0.970였고, 두 번째 질문이 각각 0.906, 0.915
였으며, 세 번째 질문은 각각 0.768, 0.764였다.
결론: 폭음에 대한 3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3개월 내 최대
음주량) 또는 두 번째 질문(3개월 내 폭음 횟수)이 문제 음주
자 선별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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