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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음주자 자녀에 관한 국내 간호연구의 통합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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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양대학교 간호학과

An Intergrative Review on Korean Nursing Studies Related to 
Problematic drinker’s children

Eun-Young Lee1*, Jeong-Seop Lee1

1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보고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 그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합함으로써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은 통합  문헌고찰이며 연구 상으로는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3개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음주’, ‘알코올 독’, ‘알코올의존’ ‘자녀’, ‘간호’로 각각 조합하여 검색 후 선정된 
11편의 논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국내 간호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서술  조사연

구가 많았는데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특성과 삶을 깊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문제음주자 자녀의 
주요 특성은 일반가정 자녀들 보다 극복력이 낮고, 정신건강문제가 많으며 인 계에서도 민하고 감도 많았다. 한 
문제음주자 자녀에게서 문제음주가 더 발생하고 우울수 도 높으며 정서인식  표 , 사회 지지, 사회능력 등이 낮게 보고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가 극히 미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활발한 간호연
구가 필요하겠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를 함으로써 임상에서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by reviewing
the studies on those children reported in nursing studies in Korea and incorporating the results. The research method
was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and for the study, eleven articles were selected by searching with key words such
as 'problematic drinking', 'alcoholic', 'alcohol dependence', 'children', and 'nursing' in three research databases, spanning
between 2000 and 2014.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domestic nursing studies on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there were many descriptive research using survey method, requiring introduction of various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know characteristics and lives of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in depth. For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they have lower ability to cope with, many of them suffer from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re very sensitiv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higher hostility.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are likely to have more problematic drinking, show
higher depression and lower emotional perception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extremely few studies on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it requires more active studies and researches in nursing. Through the study with accurate results, it will 
contribute to nurses' capability in both clinical settings and local community as a guideline.    

Keywords : Children, Intergrative review, Nursing, Problematic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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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통 으로 음주에 한 한 문화 속

에서 성인 음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평
생 음주경험률은 2013년 기 으로 남성이 96.0%, 여성
이 82.7%이며, 연간 음주율도 남성은 85.3%, 여성은 
65.0%로 매우 높은 수 이다[1-2].

한 음주는 범 한 신체 , 정신 , 사회  피해를 

래하는 주요 건강 험요인으로 알코올 독 외에도 각

종 암과 심 계 질환, 간경화, 태아알코올 후군, 간
질, 자동차 사고, 익사, 살인, 그 외 고의  손상, 자해  
자살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  상해의 원인이 된다

[2-3].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알코올로 인한 폐

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폭음 등 고 험 음주행태로 인하

여 각종 신체 ․정신  질병으로 이환되어 진료비 부담

이 증가하고, 생산성 하로 인한 경제  손실, 산업재
해, 교통사고, 음주운 , 각종 범죄발생  사고율의 증
가로 막 한 사회경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4].
최근 사회 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 스와 우

울, 자살 등의 정신건강은 성인의 건강을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  건강은 문제

음주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그런데 문제는 음주의 폐해가 개인의 역을 넘어선

다는데 있다. 문제음주는 사회의 근원 조직인 가족을 병
들게 하고 다음 세 까지 향을 주고 있다. 문제음주자
인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함에 따라 

부모부재의 상황에서 자녀들은 아동기 발달 단계에서 충

족되어야할 의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다각 인 측

면에서 발달지연을 경험하고 있다[8].
부모의 문제음주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험

요인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

의 문제음주는 그 자녀들의 심리사회  부 응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역기능

인 가정환경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학 를 당하

기도 하고, 정상 인 발달단계에 손상을 가져와 문제음

주 외에도 불안, 우울, 반사회  장애와 같은 다양한 종

류의 부정 인 결과를 나타낼 험성이 높다[10-11].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제음주자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응상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취약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  독립이 요한 발달

과제로 제기되는 시기로 부모의 정신병리와 가족 환경이 

심리  응에 매우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의 알코올장애가 청소년 자녀의 정

서  응  행동문제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악하

고 이에 한 한 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이 게 문제음주가 문제음주자의 신체 , 정신 , 사

회  피해뿐만 아니라 일차  피해자인 가족에게 있어 

큰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음주자 뿐만이 아니

라 그들보다 상 으로 덜 요하게 여겨지는 가족, 특
히 자녀들에게 있어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음주문제와 

련한 방과 치료  돌 을 제공할 때 간호사의 역할

이 요하며 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향이나 문제음주자 자

녀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한 간호학 연구는 극히 소수

에 불과하며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자녀의 삶을 지지해 

주기 한 재 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모의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간호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간호

학 분야에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심을 구체 으로 

악하고, 문제음주자 자녀를 간호하기 한 재  교
육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문제음주자 자녀의 역을 확인하여 향후 더 많은 

간호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극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보고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 그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합

함으로써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시행

되었다. 문제음주자 자녀와 련된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궁극 으로는 간호 장에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이해를 돕기 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국내논문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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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 절차

통합  고찰의 차는 Whittmore와 Knafl (2005)[13]
의 지침에 따라 5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
는 문제인식과정으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체계  검

토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자들은 연구의 구체 인 목 에 

따라 분석할 논문의 선정 기 과 제외 기 을 엄격하게 

규정하 다. 두 번째 단계는 문헌 검색과정으로 연구 주
제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기 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와 

주요용어 심의 문헌검색과정을 거쳤으며, 추가 인 검

색과정을 통해 자료의 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러

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 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평
가과정으로 문헌검색 과정에서 찾아낸 1차 선정논문을 
연구 목 , 연구 설계, 연구 방법, 연구 상자에 따라 평
가하 다. 네 번째 단계는 원 자료를 편견 없이 해석하여 
의미를 종합하는 데이터 분석과정으로 국내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 에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된 황과 

특성에 해 연구의 목 , 설계, 방법론, 상자, 주요연
구 결과를 분석하고 국내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

의 동향을 악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문제음주자 자
녀의 삶과 특성을 심으로 분석하 다.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제시단계로 자료 분석 내용을 연

구 목 에 따라 제시하 다. [table 1]은 분석 상이 된 
연구의 요약이며, [table 2]는 문제음주자 자녀에 련된 
국내 간호학 연구의 동향이다.  

2.3 연구 대상 논문 

분석 상이 된 논문의 구체 인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 문제음주자 자녀들을 상으로 실시된 논문 
- 간호학자가 발표를 하거나 간호환경 는 간호 상

자를 다룬 논문

- 심사 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학술지 논문 는

학  논문

분석 상에서 제외한 구체 인 제외 기 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상이 문제음주자 자녀가 아닌 아내 는

다른 가족이 함께 한 경우 

- 학술지 논문과 학  논문의 복 시 학술지 논문 

2.4 자료 수집 과정

자료수집  분석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31
일까지 으며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co.kr),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한
국과학기술정보(KISTI.re.kr)를 이용하 다. 논문 검색
에 사용된 주요 핵심 단어는 ‘문제음주’, ‘알코올 독’, 
‘알코올의존’ ‘자녀’, ‘간호’로 각각 조합하 고, 검색된 
모든 에서 검색된 논문은 총 44편이었으며 복으로 확
인된 논문 23편을 제외하고 주제와 맞지 않는 문헌 7편, 
포스터  학술 회 발표 3편을 제외하여 최종 으로 연

구의 질 평가를 거쳐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는 11편으로 
확정되었다[Fig. 1]. 

Fig. 1. Flowchart for article relevance assessment.

2.5 연구의 질 평가 

Whittemore와 Knafl (2005)에 의하면 통합  고찰에

서 논문의 질 평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논문의 선정

과 제외 기 을 엄격하게 용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심사 원의 심사

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 논문으로 발표된 논

문만을 상으로 하 으며, 공동연구자와 심도 있는 논
의를 통해 논문의 선정과 제외 기 을 용하 다. 상 
논문의 평가는 연구 목 , 연구 설계, 연구 방법, 연구 
상 등이 구체 으로 제시되었는지를 기 으로 살펴보았

다[Table 1]. 한 연구주제가 명료하고, 연구 방법과 
차가 연구목 에 부합하여 연구 차 상의 오류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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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11편 모두 분석 상 

논문으로 하다고 단하 다.

3. 연구 결과

3.1 문제음주자 자녀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ursing Studies 
on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classification Item n %

Year
2000 - 2004 3 27.27
2005 - 2009 4 36.36
2010 - 2014 4 36.36

Research
Design

Qualitative Study 1 9.09
Descriptive Investigation 
Study 3 27.27

Descriptive Comparison  
Study 2 18.18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1 9.09

Cross-sectional Study 1 9.09
quasi-experimental Study 2 18.18
Study to Develop a 
Program 1 9.09

Research Methods

Questionnaire Survey 7 63.63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1 9.09

Literature Review 1 9.09
Pogram apply 2 18.18
Elementary school student 1 9.09

Research Subjects

Middle school student 4 36.36
High school student 2 18.1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1 9.09

University student 2 18.18
Etc. 1 9.09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제음주자 자녀 연구 11편을 발
표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3편
(27.27%), 2005년부터 2009년 까지는 4편(36.36%),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편36.36(%)이었다. 연구설계
는 질 연구 1편(9.09%), 서술  조사연구 3편(27.27%), 
서술  비교연구2편(18.18), 서술  상 계연구 1편
(9.09%), 횡단  조사연구 1편(9.09%), 유사실험연구 2
편(18.18%), 로그램 개발연구 1편(9.09%)을 시행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이 7편(63.6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상학연구방법 1편
(9.09%), 문헌고찰 1편(9.09%), 로그램 용 2편
(18.18%)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는 학

생이 4편(36.36%)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편
(18.18%), 학생 2편(18.18%), 등학생 1편(9.09%), 
고등학생이 함께 용된 연구 1편(9.09%), 20편의 논
문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한 연구 1편(9.09%)이 있었
다. 문제음주자 자녀와 련된 국내 간호학 연구의 황
과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 다.  

 

3.2 문제음주자 자녀와 관련된 국내 간호학 

연구의 동향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각 연구에서 체 상자  

문제음주자 자녀의 비율은 어떤가? 문제음주자 자녀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문제음주자 자녀의 삶은 어떤
가? 문제음주자 자녀들에게 용된 로그램은 어떤 것
이 있는가? 어떤 로그램을 용하고자 하는가? 의 5가
지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  문제음주자 자녀의 비율의 경우 7편의 연구에서 

연구 상자  차지하는 비율이 5.2%, 10.4%, 14.3%, 
16.3%, 24.7%, 27.3%, 31%로 결과를 보고하 다. 
문제음주자 자녀의 특성으로는 일반가정 자녀들 보다 

가족 응력  결속력을 낮게 지각하여 자존감도 낮고 

스트 스 상황을 이겨나가는 극복력이 낮다는 연구가 있

었고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자녀의 정신건강문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문제음
주자 자녀들이 인 계 민성이나 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기도 하 으며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자녀들

에게서 자녀의 문제음주가 더 발생하고, 음주결과기 와 

우울수 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 다. 한 일반가정 

자녀들 보다 정서인식  표 , 사회 지지, 사회능력 등
이 낮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김희경, 이미형(2011)의 연구
에서는 문제음주자 자녀들이 미해결된 성장발달상의 과

제를 가지고 성인기에 어들게 되지만, 병리 이거나 부

정 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가진 
극복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응 수 을 보인다고 하 으

며 이은 (2011)의 연구에서도 문제음주와 계없이 자
녀의 우울이 학교 응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문제음주자 자녀의 삶으로는 ‘홀로된 삶’, ‘삶을 지탱

해 감’으로 나타난 상학 연구 방법인 질 연구가 1편
이 있다. 
문제음주자 자녀들에게 용된 로그램으로는 음주

방 로그램과 스트 스 리 로그램을 용한 유사

실험연구 2편이 있는데 음주 방 로그램이 문제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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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The Purpose of 

Study
Study Design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Main Results

Kim. M. A.

(2003)

[14]

To figure out lives 

of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Qualitative 

Study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ge: 16~18 

years old

(Six girls and 

six boys)

1) Life alone

2) Holding a life

Lee. H. H.

(2003)

[15]

To figure out 

overcome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se parents have 

problematic 

drinking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Questionnaire 

Survey
482 middle 

school students

1) 69 adolescents from problematic 

drinking households(14.3%)

2) Adolescents from problematic 

drinking households have relatively 

lower family adjustment and 

solidarity than ordinary adolescents 

and their self-esteem is low. 

Overcome ability to cope with 

stressful situation is lowest.

Lee. J. S., Kim. S. 

J.,

Kweon. Y. R., 

Chai. B. S.,

Jeong. S. B.

 (2004)

[16]

Check of effects of 

program to prevent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Quasi-

Experiment 

Study

Program about 

Prevention of 

drinking

2nd-year 

students in 

middle school 

(Experiment 

Group 1: 36; 

Experiment 

group 2: 41; and 

Control group: 

40) 

As parents have more serious 

drinking problem, children's affective 

behavioral problems are also more 

critical. Program about prevention of 

drinking for middle school students 

has effects on alcoholic parents' 

children's self-respect, coping with 

stress, and affective behavioral 

problems.

Pai. H. J.

(2005)

[17]

To investigate 

ment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levels of drinking 

problems of parents 

and family 

members and to 

figure out mental 

health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of alcoholic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Descriptive 

Comparison  

Study

Questionnaire 

Survey

1835  students in 

12 middle 

schools in J City

1)  192 children from alcoholic 

families(10.4%)

2) Children from alcoholic families 

have higher mental health point than 

those from ordinary families, and 

sub-elements,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hostilit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Yang. S. H.

(2005)

[18]

To figure out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program on 

depression, anxiety, 

and self-respect of 

alcoholics' children 

Quasi-

experimental 

Study

Stress 

Management 

Program

Children of 

alcoholics in 

Alcoholic's 

Counselling 

Center in 

Seoul(Experime

nt Group 10 and 

Control Group 

10)

Stress management program 

improves stress coping ability of 

alcoholics' children, showing its 

effectiveness on their enhancement 

of self-esteem, and reduc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Hyun. M. S. 

Nam. K. A.

(2006)

[19]

To develop 

adjustment and 

empowerment 

program for 

children with 

higher risk 

environments and 

problematic 

drinking parents 

using 

cognitive-behaviora

l approach

Study to 

Develop a 

Program

1) Literature     

Review

2) Investigation   

on Program    

Demands 

3) Designing    

the program

Reviews on 20 

articles

1) Highest demand in education 

about stress management

2) Design of 10-session program 

with five themes(stress management, 

self-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ve 

skills)

Hyun. M. S. 

Nam. K. A.

To figure out 

adolescent 

Descriptive 

Comparison  

Questionnaire 

Survey

317 first-year 

students in 

1) 75 whose parents   belong to 

problematic drinking group(24.7%)

Table 2. Trend of the Korean Nursing Studies on the Children of Problematic Dr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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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 A.

(2008)

[20]

children's mental 

health when their 

parents have 

problematic 

drinking.

Study middle school

2) Problematic drinking parent group 

show significantly higher SCL-9-R 

than non-drinking parent group, 

showing higher mental health 

problems

Kim. H. K., 

Lee. M. H.

(2011)

[21]

To figure out 

ACOA distribution 

on college students 

who attend in 

colleges in an area 

and to know their 

ability to cope with

Descriptive 

Investigation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459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who 

attend in 4-year 

course 

undergraduate 

programs

1) Alcoholic Parents(Problematic 

drinking) 5.2%

2) ACOA comes into adulthood with 

unsolved developmental tasks but 

there are not just pathological or 

negative features. Depending on their 

ability to cope with,  they show 

different adjustment levels.

Lee. E. Y.

(2011)

[22]

To figure out 

effects of parents' 

problematic 

drinking on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Descriptive 

Investigation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183 second-year 

students in 

boys' high 

school in I City

1) 50 children whose parent has 

drinking problem(27.3%)

2)  Regardless of parents' 

problematic drinking, depression has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Lee. E. S., 

Bong. E. J.

(2014)

[23]

To verify 

influences of 

parents' 

problematic 

drinking on  that of 

their college 

student children 

Descriptive 

Investigation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342 college 

students who 

currently attent 

in three colleges.

1) ACOA 31%, non-ACOA 69%

2) Higher levels in problematic 

drinking, expectation in drinking,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whose 

parents are problematic drinkers

Lee. J. A., 

Kweon. Y. R.

(2014)

[24]

To figure out 

effects of  schooling 

aged Children's 

parents' drinking 

problem, emotional 

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competence. 

Cross-

sectional 

Study

Questionnaire 

Survey

 558 fifth 

graders in 5 

elementary 

schools

1) 91 children whose parent with 

problematic drinking(16.3%)

2) Children whose parent has 

drinking problem show lower 

emotional perception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자녀의 자아존 감  스트 스 처방법, 정서행동문제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 스 리 로그램

이 문제음주자 자녀의 스트 스 처능력을 향상시켜 자

존감을 증진 시키고 우울, 불안의 감소에 효과 으로 나

타났다. 
문제음주자 자녀들에게 용하기 한 로그램을 개

발한 연구 1편이 있는데 20편의 연구를 문헌 고찰하여 
상자들이 스트 스 리에 한 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하여 5개의 주제 스트 스 리, 자기 리, 
인 계와 의사소통 기술 등이 포함된 10회기의 로그
램을 구성하 다. 문제음주자 자녀와 련된 국내 간호
학 연구의 동향은 Table 2에 정리하 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 까지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간호연

구를 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통합  고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 
 학 논문에 게재된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11편의 
간호학 연구를 살펴 으로써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

구의 실태를 악하는데 목 이 있다.
최근 15년간 수행된 연구를 상으로 통합  고찰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특성에서는 
2000년부터 5년 단 로 살펴보았을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편, 2010년
부터 2014년 까지 4편으로 특별히 감소되거나 크게 증
가되는 일이 없었고 연구된 문헌 수도 15년간 총 11편으
로 극히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가 간호학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

하다고 보여진다. 
연구 설계  방법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된 문헌 수

가 많지 않은 가운데 서술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

문지 방법이 7편으로 체 연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었
다. 이는 자녀들을 일반 가정 자녀와 문제음주자 자녀 집
단으로 나눠 그들의 특성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많이 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2015

8850

으나 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 연구가 1편인 
것으로 보아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삶과 특성을 깊이 있

게 인터뷰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더 다양한 연구 방

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상별로는 학생이 포함된 연구가 5편으로 가

장 많았고, 등학생 1편, 고등학생 3편, 학생 2편이었
다. 이는 연구방법이 설문지 조사 방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설문을 읽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등학생 보

다는 학생이상의 학생들에게 더 있고, 특히 ․고등
학생이라는 시기가 막 사춘기에 어들며 학교 응과 성

장발달과정에 있어 과업을 달성하는데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 으로 더 선별된 것으로 보

인다.
문제음주자 자녀의 간호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설문지 조사를 한 7편의 연구에서 상자의 집단을 일반
가정 자녀와 문제음주자 가정 자녀 는 일반가정 자녀

와 과음주자(사회성 음주자)가정 자녀, 문제음주자(알코
올 독자)가정 자녀 등 두 집단에서 세 집단으로 나눴다. 
이  문제음주자(가정) 자녀의 비율은 가장 은 비율
은 5.2%, 가장 많은 비율은 31% 고, 그 밖의 연구는 
10.4%, 14.3%, 16.3%, 24.7%, 27.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은 비율과 가장 많은 비율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도 문제음주자 자녀의 비율이 10%이상 30% 이하
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문제음주자 자녀가 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음주자 자녀의 특성과 삶을 보면 일반가정 자녀

들 보다 극복력이 낮고, 정신건강문제가 많으며 인
계에서도 민하고 감도 많다. 한 문제음주가 더 

발생하고 우울수 도 높고 정서인식  표 , 사회 지

지, 사회능력 등은 낮게 보고되었는데 많은 연구에서 문
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에는 정신 , 신
체 으로 격하게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자

극에 매우 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문제음주

를 하는 부모로부터 부정 인 향을 받게 되어 심각한 

정서 , 행동 , 사회  문제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25-38]. 이는 문제음주자들의 건강 문제
를 간호 할 때 반드시 그들의 자녀를 고려해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내 간호연구들이 문제음주자 자

녀들을 주목하여 심을 갖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Harter는 일반가정의 자녀와 알코올 독자 자

녀의 극복력을 비교한 결과 알코올 독자 자녀들에게서 

오히여 높은 수 의 극복력이 있다고 하 으며, 이러한 
극복력은 보호요소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험요소에 

의해 방해받기도 한다[39-41]고 하 다. 이는 김희경, 이
미형(2011)의 연구에서 문제음주자 자녀들이 미해결된 
성장발달상의 과제를 가지고 성인기에 어들게 되지만, 
병리 이거나 부정 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고, 그들이 가진 극복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응 수 을 

보인다고 한 내용과 련 있으며 앞으로 간호학 연구에

서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편 하

지 않으며 넓은 시야로 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음주자 자녀들에게 용하기 한 로그램을 개

발한 명선, 남경아(2006)의 연구에서는 20편의 연구를 
문헌고찰하여 상자들이 스트 스 리에 한 요구도

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고, 양승희
(2005)의 스트 스 리 로그램을 용한 연구와 이정

숙, 김수진, 권 란, 최 실, 정순복(2004)의 음주 방

로그램 용한 연구에서는 로그램을 용한 후 음주

방 로그램이 문제음주자 자녀의 자아존 감  스트

스 처방법, 정서행동문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스트 스 리 로그램이 문제음주자 자녀의 스트

스 처능력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증진 시키고 우울, 
불안의 감소에 효과 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에서나 로그램을 용한 연구에서 스트

스 리와 처 등에 련된 요인이 많음으로 문제음주

자 자녀들에게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

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국내 

간호학 연구의 통합  고찰은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삶과 

특성을 알 수 있고 지난 15년간 연구의 동향을 살펴 으

로써 추후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 기 자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문제음주자 자녀에 
한 연구가 극히 미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활발한 간호연구가 필요하겠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를 함으로써 임상에서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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