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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신체 , 성  학 의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 스 증

상에 을 맞추어 알코올 독 재발 험성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을 악하여 여성알코올 독자들을 

재발에 이르게 하는 스트 스 처와 음주기 의 심리  요인을 이해하고, 알코올 독 사회복지 실천 장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을 두고자 하 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 상자의 신체 , 성  외상경험

련 특성은 18세 이  지인에 의한 신체  성  학 경험이 18세 이후의 경험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총 10개의 직 경로  8개의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셋째, 매개변수를 통한 간 향에 

한 검증결과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문제 심 처, 정서 심 처, 음주기 를 매개로 하는 6개의 간

경로  4개의 경로가 유의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알코올 독자의 재발을 방하기 

한 구체 인 실천  방안과 함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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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urposes to investigate parameters which effect on the relapse of alcoholism, to 

understand psychological factors for stress control and drinking anticipation which lead to the 

relapse of female alcoholism and to seek practical ways in social welfare for alcoholism, focusing 

on the traumatic experiences and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of female alcoholics 

experienced physical, sexual abuse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 related with physical, sexual traumatic experiences of subjects 

is that physical, sexual abuses by acquaintances under 18 is more common than that experiences 

over 18. Second, the 8 pathes among 10 direct path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s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indirect effects through parameters, in the model, 4 out of 6 indirect 

pathes parameterized as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problem focused coping, and drinking 

anticipation a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warning of 

relapse of female alcoholics had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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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외상경험은 지속 , 반복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코

올 독 진행과정 특성과 맞물려 부정  향을 미쳐 외

상경험을 한 여성알코올 독자에게 문제음주를 더욱 

유발하게 한다. 따라서 외상경험은 음주를 유발하는 요

인으로 작용함으로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 알코올 독

자들의 반복된 음주과정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소이다. 최근 여성알코올 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인데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

성 알코올 독자는 약 402,500여 명으로 이는 알코올 

사용 장애 체 인구의 22.4%에 해당한다[1]. 여성알코

올 독자가 증가하는 사회  상황은 여성알코올 독자

의 특성에 맞는 임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암시

한다. 여성의 음주패턴은 성경험, 폭력경험과 련이 높

은 것으로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다[2]. 여성알코올 독

자들은 어린 시  성  는 신체  학 를 경험한 경

우가 많다는 결과와 어린 시 에 성 , 신체 으로 학

 받은 경험은 여성의 문제성 음주와 련이 있다고 

보고했다[3][4]. 국내 연구에서도 병원입원환자나 쉼터 

등에 입소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일수록 폭력경험, 

이혼 등의 문제가 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5]. 알코올

독과 외상경험은 특히, 여성 알코올 독자를 상으

로 하여 외상 사건의 발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는 

기 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 이처럼 

여성알코올 독자들은 독과정에 외상경험의 향을 

받기 때문에[5] 여성알코올 독자들의 외상경험으로 

인한 심리 , 환경  요인과 알코올 독 과정과의 상호

연 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상경험과 더불어 

여러 연구에서 밝혔듯이 여성알코올 독자들은 재발에 

이르는 독과정에서 우울증, 낮은 자존감, 상실감 등의 

심리 인 취약성이 동반된다고 했다[7-9]. 이러한 여성 

알코올 독자들의 재발과정에서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

상경험으로 인한 심리  변인과 재발을 연  지어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Marlatt and Gordon(1985)은 

재발 과정에 한 독행동 모형에서 스트 스 처와 

음주기 가 재발과정에서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

혔다[10]. 즉, 내 , 외  고 험 상황에서 건강한 처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정

 음주결과 기 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향을 받는다고 했다. 술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 스를 받고 난 후에 술을 

만신다고 한다[11]. 여성알코올 독자의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외상경

험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험으로 성 , 

신체  학 , 정서  모욕, 지속되는 폭행, 쟁, 자연재

해 등 개인에게 강한 공포감, 두려움  무기력을 유발 

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한다[12]. 외상경험은 다양한 심리

, 행동  부 응을 유발하는데 그  알코올  약물 

독은 표 인 자기 괴 행동  하나이다. 여성알코

올 독의 특성상 심리  스트 스 원인과 상실, 일상생

활 스트 스 험요인이 남성알코올 독자보다 더 크

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 알코올 독자를 상으로 한 

외상 사건의 발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는 기 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3]. 국외연구로는 아동기

의 외상 경험 뿐 아니라 사춘기 이후 상실경험, 결혼 후 

배우자나 타인에 의한 상처 경험 역시 여성의 음주 문

제의 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

이나 별거, 배우자나 부모의 죽음, 자녀의 가출, 가정폭

력, 부부나 시 과의 갈등 등 지속 인 스트 스 사건

에의 노출, 상실경험이 음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

다고 했다[14][15].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 고 험 음주

의 원인을 어릴  학 경험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 감, 

우울  스트 스 등의 개인 인 문제경험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5].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에는 정서조 역, 자기인식 역, 가해자에 

한 인식 역, 신체화 증상 역, 삶의 의미 역 등 심층

이고 다각 인 차원에서 그 향이 있다[16]. 따라서, 

외상경험으로 인해 정서 으로 취약한 여성 알코올

독자들에게는 외상경험의 내용과 정도가 알코올 독과

정에서 다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알코올 독

자의 외상경험과 재발 험성의 계에서 스트 스 처

와 음주기 의 매개효과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Morrow and Smith(1995)는 알코올 사용을 음주 동

기에 의해 근한 구조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에서

는 기분 증진과 처를 한 음주는 기 , 정서, 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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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의 개인차가 매개하여 알코올 사용과 남용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7]. 한 상 으로 기분 증진

을 한 음주와 처를 한 음주는 원인과 결과가 서

로 다른 행동 차원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학생 

집단 연구에서 스트 스와 알코올 사용은 분노가 매개

하 고, 알코올 남용은 우울이 매개하 다[18]. 이때 알

코올 남용에 미치는 우울의 향은 인지  기 와 정서 

심  처 방식이 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Marlatt & Gordon(1985)의 재발 방지 모형에서는 처 

방식, 주 효능감  알코올에 한 정  기 가 알

코올 의존의 재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

수로 나타났다[10]. Britton(2004)는 알코올 남용과 의

존을 설명하는 구조 모형에 포함된 심리  변인들에는 

스트 스, 알코올 효과에 한 기 , 처 방식, 낮은 행

동 통제력, 처하기 한 음주 다고 보고했다[18]. 최

종 모형에 포함된 요인은 기 , 낮은 행동 통제력, 처 

방식이었고, 이들이 처를 한 음주가 알코올 남용 

 의존으로 넘어가는 경로에 직, 간 으로 다양한 

향을 미쳤다. 한 Galen and Rogers(2004)은 알코올

독 재발에 요한 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들로 스트

스 처방식과 음주기 를 주장했다[19]. 국내 연구에

서 임 란(2001)은 음주에 한 정  기 가 처방

식과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를 거쳐 음주 문제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했다[19]. 김인석(2001)은 스트 스와 

알코올 사용  남용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음주 효과

에 한 인지  기 와 정서 심  처 방식이 알코

올 사용  남용을 독립 으로 측한다고 했다[21]. 여

성알코올 독의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에 해당하는 스

트 스 상황 경험과 알코올 독 재발 련 주요 경험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스트 스 처와 음주기 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발에 한 고 험 

상황에서 처 능력과 음주기 가 재발을 측해주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알코

올 독자에게 재발의 스트 스상황인 신체 , 성 학

 외상경험, 외상 후 스트 스 증상과 재발 험성의 

매개변인인 스트 스 처와 음주기 를 재발에 한 

개입시 고려되어져야 할 요한 변수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여성알코올 독자의 외상경험, 외상 후 스트 스증

상과 재발 험성의 계에 스트 스 처방식, 음주기

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가설
여성알코올 독자의 스트 스 처방식, 음주기 는 

외상경험, 외상 후 스트 스증상과 재발 험성과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알코올 독 진단을 받은 서울과 경인지역

의 만 18세 이상의 알코올 독 문병원에 입원 인 여

성알코올 독자를 상으로 하 다. 구체 인 연구

상 선정 기 은 알코올 독 진단 측정도구 NAST, 

MAST, CAGE, AUDIT, DSM-Ⅳ 등의 사용으로 진단

을 받을 여성알코올 독자를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독진단을 받은 여성알코올

독자 모두를 상으로 한 비확률 표집을 사용했다. 구

체 인 표집 상은 서울 5개구 경인 6개시 지역에 소재

한 알코올 독 문병, 의원에 입원 인 여성알코올

독자이다. 구체 인 표집방법은 한번 이상의 재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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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244명의 여성알코올 독자  외상경험 질문

지를 사용하여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의 내용과 

강도를 조사했다. 신체 , 성 학  외상경험 1개 이상, 

복수 응답한 것을 인정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 227명의 

선별된 상에게만 설문지를 실시했다. 

본 연구 상자는 여성알코올 독자로서 취약 상

자의 연구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기입하게 되는 개인

인 외상경험에 한 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 고, 조사과정 참여의 자율성과 참여과

정에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주었다.

3. 변수와 측정도구
3.1 알코올중독 재발위험성
알코올 독 재발 험성을 측정하기 해 Lowman et 

al., (1996)가 척도화한 AWARE Questionnaire 

(Advance Warning of Relapse)의 척도를 사용하 다

[22].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다.

3.2 외상경험
외상 경험 척도는 한은미(2010)가 여성 알코올 독자

의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해 사용 한 척도에서 신체

, 성 학  외상경험 문항( 1, 3, 4, 5, 7번 문항으로 총 

5문항) 만을 채택하여 사용하 다[23]. 본 연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87이다.

3.3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외상 후 스트 스증상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Foa 

et al. (2000)의 외상 후 스트 스장애 증상 진단 척도-

인터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cale-Interview: PSS-I)를 사용하 다[24].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이다.

3.4 스트레스대처
스트 스 처방식 척도는  Folkman and 

Lazarus(1980)가 개발한 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사용하 다[25]. 본 연구에서는 

Folkman and Lazarus(1980)가 개발한 69개 문항의 

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조성

은(2005) 연구에서 문제 심 처(29문항)와 정서 

심  처(15문항)에 해당하는 44문항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하 다[25][26].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3.5 음주기대
음주기 척도는 Leigh and Stacy(1993)가 개발한 음

주결과 기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를 사

용하 다[27]. 본 연구에서는 김석도(2000)가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

다[28].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다.

3.6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상

태, 직업, 교육수 , 종교, 소득, 의료보장형태를 선정하

고, 음주 련 특성 변수로 첫 음주 연령, 가족력, 첫 

입원시기, 입원 횟수, 음주 횟수, 1회 음주량, 단주경험, 

병식을 선정하 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시행하 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내  일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 고, 넷째, 모형검증을 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를 확인했으며 유의

한 경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외상경험 관련 특성
외상경험척도에 의한 연구 상자의 외상겸험 특성을 

살펴본 결과 18세 이  신체  학 경험(67.6%), 18세 이

 지인의 성  행동 강요(54.5%), 18세 이  타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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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경로

표준화
된회귀
계수

비표준화
된

회귀계수
표준
오차 C.R. P

외상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 0.514 0.160 0.030 5.377 0.000***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

문제중심대처 -0.789 -0.406 0.061 -6.645 0.000***

정서중심대처 0.749 1.223 0.114 10.694 0.000***

음주기대 0.165 0.179 0.161 1.111 0.266 
재발위험성 0.147 0.308 0.155 2.045 0.036*

문제
중심
대처

음주기대 -0.703 -0.885 0.203 4.236 0.000***

재발위험성 -0.231 -0.153 0.236 -0.520 0.603 
정서
중심
대처

음주기대 0.412 0.275 0.131 2.234 0.000***

재발위험성 0.666 0.514 0.165 3.021 0.000***

음주
기대 재발위험성 0.701 0.687 0.247 2.985 0.000***

문제중심대처 ⟷ 
정서중심대처 -0840 -0.052 0.011 -4.590 0.000***

=565.908(df=124), p=.000, TLI=.918, CFI=.920, RMSEA=.067
* p<.05, ** p<.01, *** p<.001

  1 2 3 4 5 6 7 8 9 10 11
외상
경험

1.외상경험 1    
2.외상강도 .633** 1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3,재경험 .247** .325** 1         
4.회피 .274** .331** .395** 1        
5.반응마비 .210** .331** .649** .416** 1       
6.과각성 .219** .3051** .480** .442** .589** 1      

스트레스
대처방식

7.문제중심대처 -.288** -.369** -.458** -.139* -.418** -.278** 1     
8.정서중심대처 .356** .453** .588** .402** .536** .441** -.604** 1    

음주
기대

9.긍정음주기대 .270** .267** .444** .248** .398** .231** -.535** .622** 1   
10.부정음주기대 .252** .392** .526** .316** .520** .342** -.623** .785** .649** 1  

재발 11.재발위험성 .253** .430** .536** .312** .465** .407** -.474** .747** .452** .559** 1
* p<.05, ** p<.01, *** p<.001

표 1. 변수간 상관관계

행동 강요(11.5%), 18세 이후 지인의 신체  학 (40.6%), 

18세 이후 지인의 성 계 강요(32.4%)로 응답했다.

2. 변수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체 변수들은 .85를 넘는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85이상 다 공선성이 존재). 따라서 다 공선성 문

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 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0이하 고, 공차한계(tolerance)가 1에 근

하여 설명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다.

3.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합도는 =544.280 (df=120), p=.000, 

TLI(NNFI)=.929, CFI=.930, RMSEA=.0621)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합하게 구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4. 구조모형 분석
측정구조모형의 합도는 =565.908(df=124), 

p=.000, TLI=.918, CFI=.920. RMSEA=.067로 RMSEA

의 수치가 0.05보다 다소 높기는 하 으나 다른 합도 

지수는 모두 매우 좋은 모형의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검토한 결과, 수정지수 값이 보수 인 수 에서 권장하

1) TLI, CFI 모두 0.9이상이면 합한 모형이라고 단할 수 있고, 

RMSEA가 0.05보다 작을 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0.08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는 10을 과하는 오차변량이 나타나지 않아 본 모형은 

모형에 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기본 모형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하 다. 다음으로 모델 다듬기(model 

trimming)를 하여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음주기 , 

문제 심 처⟶재발 험성의 경로를 각각 하나씩 제

거하 을 때 모형 합도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최  연

구모형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최초연구모형과 제거경로모형의 카이제곱 통계량 차이

제거된 경로  ∆∆
최초연구모형 565.908(124)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음주기대 566.760(125) 0.852(1)
문제중심대처 ⟶ 재발위험성 566.532(125) 0.624(1)
2개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 567.523(126) 1.165(2)

표 3.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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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Ⅳ. 결론 및 논의 

각각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신체 , 성 학  외상경험 련 

특성을 살펴보면, 18세 이  지인에 의한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이 18세 이후의 경험보다 많았다. 이러

한 결과는 “알코올 독의 높은 재발율을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29][30] 알코올

독 재활과정에서 재발을 낮추기 한 다양한 요인과 

임상  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총 10

개의 직 경로  8개의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직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스

트 스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 심 처를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독을 알코올 독자

가 경험하게 되는 높은 스트 스 상황과 그에 한 

처능력의 결여"로 보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11]. 

둘째,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정서

심 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  

장애를 반 하는 증후의 보고가 계획 인 문제해결의 

처와 부  상 이 있고 정서 심  처와는 정 인 

상 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25]. 셋째, 외상 후 스

트 스 증상이 음주기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

았다. 즉, 여성알코올 독자가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음주기 가 클 것이라는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여성알코올 독자의 재요인

인 문제 심 처, 정서 심 처는 음주기 의 재

요인에 직 인 향을 미쳤다. 즉, 여성알코올 독자

는 문제 심 처를 게 할수록 음주기 가 크고 정

서 심 처를 많이 할수록 음주기 를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정 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 인 감정을 감소시켜 다고 볼 때 스

트 스에 한 하나의 반응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

때 스트 스에 한 한 처방식이 없을 경우 음주

가 지속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11]. 다섯째,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문제 심 처, 정서 심 처, 

음주기 와 재발 험성과의 직 인 향에서는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정서 심 처, 음주기 가 직 인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치료를 받은 환

자들의 재발에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음주기 와 

처자원이 직 인 향을 끼친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31].

셋째, 연구모형에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문제 

심 처, 정서 심 처, 음주기 를 매개로 하는 6개

의 간 경로  4개의 경로가 유의하 다. 간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 성 학  외상경

험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의 재발 험성 연구모형에

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은 신체 , 성 학  외상경

험과 재발 험성과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과 음주문제, 재발에 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7]. 둘째, 신체  성 학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의 재발 험성 연구

모형에서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은 문제 심 처, 음주기 가 매개되어 

재발 험성에 유의미하게 향을 다는 결과가 나왔

다. 이는 Marlatt and Gordon(1985:39)의 '재발 방지 모

형(Relapse Prevention model)'에서 제시한 내용인 "불

쾌한 상황, 스트 스  부정  감정 등의 고 험 상황

에서 처방식이나 기술이 없을 때 알코올 사용에 따른 

정  효과에 한 기 가 커지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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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는 연구를 지지한다[10]. 셋째,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의 재발 험성 

연구모형에서 정서 심 처의 매개변수로의 유의미성

을 살펴보면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은 정서 심 처, 음주기 가 매개

되어 재발 험성에 유의미하게 향을 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Marlatt and Gordon(1985:39)의 '재발 방

지 모형(Relapse Prevention model)'을 지지하는 결과

로 "정서 심  처인 부 응  처로 술에 한 기

감이 높아지게 되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다"고 했다[10].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함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알코올 독자의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에 한 개입은 구체 으로 알코올

독 기 개입 과정에서 심리·사회  사정 시 반드시 외

상경험에 한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 독자들이 외상으로 인한 음주 고

험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둘

째, 신체  · 심리  학  외상경험을 한 여성알코올

독자의 재발과정에 한 개입은 구체 으로 문제 심 

처능력 증진을 한 사회기술훈련 로그램을 실시

한다. 외상 후 스트 스증상과 연 하여 문제 심 

처능력의 정도, 수 을 개별screening하여 개인마다 특

정 처능력이 결여된 내용과 특정 상황을 악하여 사

회기술훈련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정서 심 처를 많

이 사용하는 여성알코올 독자들 심리를 이해하고 다

루어주는 상담을 실시한다. 개별상담을 통해 정서 심 

처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한 험성을 인식시

키고 정서 심 처를 하는 심리를 다루어 주어 여성알

코올 독자들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와 스트 스 처 

유형을 악하고 한 처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 , 성 학  외상경험을 한 여성

알코올 독자들이 문제 심 처를 습득하고, 정서

심 처를 조 하여 재발의 고 험 상황을 다룰 수 있

게 됨으로써 알코올 독 재활에 한 탄력성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탄력성은 단주를 유지하게 하고, 재발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상에

서 언 한 개입을 통하여 재발이란 단순한 음주의 기

가 아니라 조 되지 않은 심리·사회  기능이고 재활가

능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실천 장에서 활용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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