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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group intervention by primary care physicians on the 
changes of drinking behaviors in Korean heavy drinkers.

Methods: A total of 32 male heavy drinkers participated in group intervention by family physician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itially, they were assess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function and drinking characteristics 
prior to the intervention conducted 4 times (about 40 minutes/each session). Reassessment on their drinking frequencies 
(times/week), drinking amounts (drinks/drinking day) and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score was 
achieved at directly, at 12 weeks and at 1 year after intervention.

Results: The mean drinking frequency was significantly (P < 0.01) decreased from 5.2 ± 1.7 before to 3.5 ± 2.4 at directly, 
3.9 ± 2.3 at 12 weeks and 4.0 ± 2.3 at 1 year after intervention. The mean drinking amounts were significantly (P < 
0.01) decreased from 17.0 ± 16.5 before to 11.0 ± 16.9 at directly, 14.2 ± 17.8 at 12 weeks and 13.9 ± 17.8 at 1 year after 
intervention. The mean AUDIT score was significantly (P < 0.01) decreased from 29.4 ± 5.8 before to 19.1 ± 11.0 at directly, 
21.8 ± 9.1 at 12 weeks and 23.0 ± 9.4 at 1 year after intervention. The number of heavy drinkers and binge drinkers were 
significantly (P < 0.05) decreased from 32 (100%) and 32 (100%) before to 20 (62.5%) and 22 (68.8%) at directly, 23 (71.9%) 
and 24 (75.0%) at 12 weeks, and 22 (68.8%) and 19 (59.4%) at 1 year after interventio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group intervention by family physicians may be effective on the improvement of drinking 
behavior at 12 weeks and 1 year after the intervention in heavy dr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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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환자 교육이란 “의료 제공자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1) 미국 가정의학 

교육자협의회2)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요구

되는 환자의 지식, 태도와 기술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 

교육의 효과는 교육의 유형, 대상, 최종 목표 등의 변수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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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뒤 추적 관찰한 연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사업에 등록된 환자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하여 개설한 4회의 집

단 금주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40명의 남성 과음자 중 1

년 후까지 추적 관찰된 32명을 분석하였다. 거주지 이전, 연

락처 변경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8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Figure 1).

2. 연구 방법
집단 금주 교육 전의 기초 자료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나이, 학력, family APGAR 점수, 결혼 상태, 직업, 흡연 상태 등

이 조사되었고, 음주 관련 특성으로 주당 음주 횟수, 1회 음주 

양,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점수, 음

주로 인한 신체적 질환의 병력, 알코올리즘의 가족력 등이 조

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Institute Alcohol Abuse and 

Alcoholism15)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맥주 12 온스(355 

mL), 포도주 5 온스(148 mL), 양주 1.5 온스(44 mL)를 표준 한 

잔(알코올 14 g)으로 규정하고, 주당 평균 음주 양이 표준 음주 

잔 수로 14잔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음(heavy drinking), 1회의 

음주량이 5잔 이상인 경우를 폭음(binge drinking)으로 정의하

였다.

과음자들에 대한 집단 금주 교육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담당하였다. 교육은 가정의학과에서 자체 제작

한 환자 교육용 교재의 단원에 따라 술이 건강에 좋은 이유, 

과음의 신체적 피해, 과음의 정신적 피해, 알코올리즘의 치료

의 주제를 강의 제목으로 4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1회당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들의 음주 행태 변화를 점검하고 집

단 금주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 수료 직후, 수료 12

주 후, 그리고 수료 1년 후에 주당 음주 횟수, 1회 음주 양(잔), 

AUDIT 점수를 조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사전 교육을 받은 

해 영향을 받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은 질병의 경과를 개선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합병증이나 불필요한 검사도 줄여주어 의료 비용의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1) 또한 특정한 상담 기술이나 전략 없이 

의사의 단순한 권고만으로도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환자 교육은 대상 질환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들의 순응도

가 달라지고, 교육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외래 진료 또는 검진을 권고한 교육에 있어서 우편이나 전화 

등의 단순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도 행동 변화가 나타난 반면,4)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환자

들이 교육 초기에 탈락되어 순응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

기도 하였다.5)

과음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교육은 음주에 대한 변화 준비 

단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음주 양, 폭음 횟

수 등과 같은 음주 행태의 유의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

여준 연구들이 있고,7,8) triglyceride, gamma-glutamyl transferase 

등 생물학적 지표들의 유의한 감소가 보고된 바도 있다.9) 또한 

음주로 인한 반사회적 문제들 역시 의미있게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10)

집단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흡연의 경우 미국에서 청소

년 흡연율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집단 교육

의 한 형태인 학교 단위의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었다는 연구

가 있다.11) 국내에서도 금연에 대한 일회의 집단 교육이 흡연 

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준비 단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 바가 있다.12) 음주의 경우 외국에는 과음자를 대상으로 집

단 교육 3개월 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 등이 있으나,13) 국내에

는 과음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

우 드물다. 본 저자들14)은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절주 행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음주에 관한 집단 금주 교육을 실시하고 12

주 후 음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

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집단 금주 교육의 효과

를 1년 후에도 관찰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집단 교육에 

참여했던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1년 후 이들의 음주 

행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집단음주교육 프로그램14)에 참여한 대상자를 1

Figure 1. Trial profile.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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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

다.

3. 통계 처리 및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음주 행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주당 

음주 횟수, 1회 음주 양, AUDIT 점수, 과음자와 폭음자의 수를 

관찰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집단 금주 교육 전, 교육 수료 직

후, 수료 12주 후 그리고 수료 1년 후의 음주 횟수, 1회 음주 양, 

AUDIT 점수의 변화에 대해서 repeated measured ANOVA를 이

용하였고, 과음자와 폭음자 수의 변화는 McNemar's χ2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집단 금주 교육 수료 1년 후의 주당 음

주 횟수, 1회 음주 양, AUDIT 점수의 개선 정도와 관련된 요인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음

주 관련 특성의 변수들에 대해 다단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SPSS ver. 

1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SD) 연령은 55.9 (±9.1)세였고, 평균

(±SD) 학력은 11.0 (±4.3)년이었다. Family APGAR 점수는 평

균(±SD) 6.3 (±3.1)점이었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 56.2%였고, 62.5%가 무직이었다. 체질량지수는 평균(±SD) 

24.7 (±3.5) kg/m2이었고, 현재 흡연자는 68.8%, 운동을 하는 경

우가 59.4%였다. 주당 평균(±SD) 음주 횟수는 5.2 (±1.7)회였

고, 1회 평균(±SD) 음주 양은 17.0 (±16.5)잔이었으며, AUDIT 

점수는 평균(±SD) 29.4 (±5.8)점이었다. 음주로 인한 신체적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가 81.3%였고, 지난 1년간 음주로 인

한 입원을 경험한 경우가 15.6%였으며, 부모나 형제가운데 알

코올리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62.5%였다. 대상자의 평균(±

SD) 집단 교육 참여 횟수는 3.6 (±0.6)회였고, 횟수 분포로 4회 

참여자가 20명, 3회 참여자가 10명, 2회 참여자가 2명이었으

며, 1회 참여자는 없었다(Table 1).

2. 집단 금주 교육 수료 전후의 음주 행태 변화 
주당 평균(±SD) 음주 횟수는 집단 금주 교육을 받기 전에 

5.2 (±1.7)회였으나, 교육 수료 직후 3.5 (±2.4)회, 수료 12주 후 

3.9 (±2.3)회, 수료 1년 후 4.0 (±2.3)회로 교육 전에 비해 유의하

게(P<0.01) 감소되었다. 1회 평균(±SD) 음주 양도 교육 전 17.0 

(±16.5)잔이었으나, 수료 직후 11.0 (±16.9)잔, 수료 12주 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32).

Variables Mean ± SD or no. (%)

 Age (y) 55.9 ± 9.1

 Education (y) 11.0 ± 4.3

 Family APGAR score   6.3 ± 3.1

 Living with a spouse

Yes 18 (56.2)

No 14 (43.8)

 Employment

Yes 12 (37.5)

No 20 (62.5)

 Body mass index (kg/m2) 24.7 ± 3.5

 Smoking 

Non-smoker    8 (25.0)

Ex-smoker 2 (6.2)

Smoker 22 (68.8)

 Exercise 

Yes 19 (59.4)

No 13 (40.6)

 Drinking frequency (/wk)    5.2 ± 1.7

 Drinks (/drinking day)    17.0 ± 16.5

 AUDIT score 29.4 ± 5.8

 Age of drinking onset 19.8 ± 5.1

 History of physical diseases due to alcohol

Yes 26 (81.3)

No    6 (18.7)

 Hospitalization due to alcohol

Yes    5 (15.6)

No 27 (84.4)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Yes 20 (62.5)

No 12 (37.5)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intervention    3.6 ± 0.6

Once 0 (0.0)

Twice 2 (6.2)

3 times 10 (31.3)

4 times 20 (62.5)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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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늦을수록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으며, 설명력은 

17.4%였다. 1회 음주 양은 교육에 참여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

의하게(P<0.01) 감소하였고, 설명력은 23.5%였다. AUDIT 점

수 역시 교육에 참여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P<0.01) 개

선되었으며, 설명력은 23.7%였다(Table 2). 

고찰

본 연구는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금주 교육을 

통해 12주 후와 1년 후 대상자들의 음주 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과음자들의 행동 개선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집단 금주 교육 수료 3개월 후

와 1년 후에 각각 약 37%의 주당 음주 양 감소, 각각 약 26%와 

22%의 AUDIT 점수 감소, 각각 약 28%, 31%의 과음자 수 감소, 

14.2 (±17.8)잔, 수료 1년 후 13.9 (±17.8)잔으로 유의한(P<0.01) 

감소를 보였다. AUDIT 점수는 교육 전에 평균(±SD) 29.4 (±

5.8)점이었으나, 수료 직후 19.1 (±11.0)점, 수료 12주 후 21.8 (±

9.1)점, 수료 1년 후 23.0 (±9.4)점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 

유의하게(P<0.01) 감소되었다(Figure 2).

과음 및 폭음자 역시 집단 금주 교육 전에 모두 32명

(100%)이었으나, 교육 수료 직후 20명(62.5%) 및 22명(68.8%), 

수료 12주 후 23명(71.9%) 및 24명(75.0%), 수료 1년 후 22명

(68.8%) 및 19명(59.4%)으로 유의한(P<0.05) 감소를 보였다

(Figure 3).

3. 집단 금주 교육 수료 1년 후 음주 행태의 변화

와 관련된 요인들

집단 금주 교육 수료 1년 후 주당 음주 횟수는 음주 시작 

Figure 2. The change of drinking frequency, drinking amount and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score. *P < 0.01 

by repeated measured ANOVA.

Figure 3. The changes of heavy and binge drinkers (N = 32).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before intervention by McNemar's χ2 test.

Table 2.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of drinking behaviors after 1 year from the group intervention.

Variables B SE Beta t P-value* R2

 Reduction of drinking frequency

    Age of drinking onset 2.560 1.020 0.417 2.511 0.018 0.174

 Reduction of drinking amount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intervention 0.291 0.096 0.485 3.036 0.005 0.235

 Reduction of AUDIT scor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intervention 7.674 2.511 0.487 3.056 0.005 0.237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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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 41%의 폭음자 수가 감소하여, 집단 금주 교육 1년 후

에도 음주 행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909

명의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시행한 개인 교육이 1년 

후 47.7% 이상의 주당 음주 양 감소, 43% 이상의 과음자 수 감

소 및 2.4 IU/L의 gamma glutamyl-transferase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16) 723명의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교육을 실시하여 

1년 후 약 40%의 주당 음주 양 감소와 30%의 과음자 수 감소, 

45%의 폭음 횟수 감소를 보고 한 연구17) 등과 비교하여 교육

의 유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과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

육의 1년 후 효과라는 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인력, 시간 및 공간 등의 제약으로 개인 교육이 어려울 때 집단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년 후 음주 행태 변화와 관련된 인자들을 살펴 본 결과, 선

행 연구에서는 교육 12주 후 주당 음주 횟수의 개선에 기여한 

인자들이 드러나지 않았다.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년 후 주

당 음주 횟수가 음주 시작 연령이 늦을수록 개선되는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교육이 음주와 관련

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술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바

뀌었음을 보여준 연구18)에서와 같이 조기에 음주 교육을 실시

하여 음주 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이 향후 음주 문제 발생 시 시

행될 금주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년 후 1

회 음주 양과 AUDIT 점수는 집단 교육에 참가한 횟수가 많을

수록 개선되는 현상을 보여 선행 연구14)와 일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으며, 교육에 대한 높은 참가율이 교육의 효과를 높

인다는 연구19)와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매체 등을 통

한 교육이 피교육자의 자율성 및 참여도, 학습 효과를 높인다

는 제시가 있어,19) 매체의 개발 등 과음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발하여 참여 횟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형태의 다변화도 필

요할 것이다. 고령일수록 교육의 장기적 효과가 크다는 일부 

연구가 있는데,20)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6세로 비교

적 많았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왔으

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1년 후 

음주 행태 개선에 관련된 인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추후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교육 후 기간에 따른 음주 행태 개선의 정도

는 집단 교육 12주 후 성적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년 후

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치료 프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3-4개월 이내에 재발이 집중되나 이후 

1년까지는 재발이 둔화되며 치료의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었

다는 국내 보고들이 있다.21,22) 해외 연구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의 50-70%가 치료 후 초기 3개월 이내에 재발을 보였

으나 이후 치료의 효과가 장기간 유지됨을 보고한 바 있다.23) 

비록 본 연구가 12주에서 1년 사이의 음주 행태를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국내외의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저자 등이 실

시한 집단 금주 교육 12주 후의 음주 행태 개선 성적이 1년 후

까지 비교적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음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금주 교육 수료 3개월 후의 음주 행태 개선 성적을 높이는 방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실제로 본 연구에서 교육 후 12주-1년 동안의 기간

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며 12주 후의 개선 효과

가 1년 후까지 지속되었는지, 중간에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

는지 등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제한점은 대조군이 없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음주 행태의 개선 효과가 집단 금주 교육에만 의

한 것인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치료나 중재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대조군’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대조군 선정을 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

한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맹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

조군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과음자 집단에 대

한 교육을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았을 때 연

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대조군을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또한 의뢰된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더

욱 대조군을 선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의 중요

한 제한점으로, 저자 등은 집단 금주 교육 수료 직후, 수료 12주 

후, 수료 1년 후 음주 행태 변화를 평가하였고 동시에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팀이 간단한 지지적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집단 교육 실시 1년 후 음주 행태의 

개선 효과가 단순히 집단 금주 교육만의 효과로 평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타 제한점으로 첫 번째, 음주 행태를 설문지에 의존하

여 조사였기 때문에 자기 보고에 의한 주관적인 자료로 자신

의 음주 양보다 적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에서 무직이 62.5%이었으며, 여성이 

배제되었고, 연구 대상 인원이 32명으로 적어 과음자 집단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도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과음자에 대한 집단 금주 교육

의 지침이 없어 임의로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한 점도 본 연구

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으나,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문

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

구하고 집단 금주 교육을 실시하고 1년 후 대상자들의 음주 행

태의 개선을 보인 것은 ‘음주 환자는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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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료진의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고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결과로 생각된다. 

요약

연구배경: 과음자들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인에 의한 집단 금

주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의 1년 후 음주 행태 개선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

자들 중 40명의 남성 과음자를 대상으로 4회로 구성된 집단 금

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1년 후에 추적 관찰된 32명의 과음자들

의 교육 전, 교육 수료 직후, 수료 12주 후, 수료 1년 후의 음주 

행태를 비교하였다.

결과: 주당 평균(±SD) 음주 횟수는 교육 수료 전 5.2 (±1.7)

회, 수료 직후 3.5 (±2.4)회, 수료 12주 후 3.9 (±2.3)회, 수료 1

년 후 4.0 (±2.3)회로 집단 금주 교육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P<0.01) 감소되었다. 1회 평균(±SD) 음주량도  교육 전 17.0 

(±16.5)잔과 비교하여, 수료 직후 11.0(±16.9)잔, 수료 12주 

후 14.2 (±17.8)잔, 수료 1년 후 13.9 (±17.8)잔으로 유의하게

(P<0.01) 감소되었다.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점수 역시 집단 금주 교육 전 평균(±SD) 29.4 (±5.8)

점, 수료 직후 19.1 (±11.0)점, 수료 12주 후 21.8 (±9.1)점, 수료 1

년 후 23.0 (±9.4)점으로 교육 전에 비해 유의하게(P<0.01) 감

소하였다. 과음자 수는 집단 교육 전 32명(100%)에서 교육 수

료 직후 20명(62.5%), 수료 12주 후 23명(71.9%), 수료 1년 후 22

명(68.8%)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폭음자 수도 

집단 교육 전 32명(100%)에서 수료 직후 22명(68.8%), 수료 12

주 후 24명(75.0%), 수료 1년 후 19명(59.4%)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5).

결론: 가정의학과 의사들에 의해 실시된 집단 금주 교육을 통

해 12주 후와 1년 후 대상자들의 음주 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과음자들의 행동 개선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심단어: 집단 중재; 음주; 과음자; 가정의학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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