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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한 양가감정과 메타인지가

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향*

이 새 롬 조 성 근 이 장 한†

앙 학교 심리학과

험추구 행동은 정서 인 Hot 시스템과 인지 인 Cool 시스템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불균형은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가감정과 메

타인지가 험추구 행동으로써의 음주 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수행되었다.

학생 206명에게 양가감정과 메타인지를 기 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구분되는

군집이 발견되었다. 군집 1은 두 변인의 수 이 모두 높고, 군집 2는 양가감정은 낮지만, 메

타인지 수 은 높고, 군집 3은 두 변인의 수 이 모두 낮으며, 군집 4는 양가감정 수 은 높

지만 메타인지 수 이 낮았다. 군집 간 음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군집 1은 다른 군집

에 비해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고, 음주에 한 강박 갈망 수 도 낮으며, 재 건강한

음주를 해 자신의 음주를 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상 분석 결과, 양가감정과

메타인지는 모두 음주 행동과 련이 있었지만, 특히 양가감정이 음주 빈도, 음주량, 변화동

기와 더 높은 련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음주를 해 요함을 시사하므로, 음주 문제의 해결을 해

두 시스템의 균형을 지속 으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양가감정, 메타인지, Hot 시스템, Cool 시스템,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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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독자는 알코올이 자신에게 신체

, 정신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음주를 하는 순간의 즐거움에 쉽게 빠

져 지속 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잠재 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일시 으로 정 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수행하는 행동을 험추구 행동(risk-

taking behavior)이라고 한다(Fromme, Katz, &

Rivet, 1997; Kuther, 2002). 특히 알코올 독과

같은 물질 독은 험추구 행동의 표 인

로, 부분의 물질 독자는 물질을 사용하

는 것이 장기 으로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순간의 신체 흥분,

친 한 사회 상호작용 등의 즉각 효과로

인해 쉽게 독에 빠지게 된다(Cherpitel, 1993;

Fromme, Katz, & D’Amico, 1997; Henry, Slater,

& Oetting, 2005).

험추구 행동은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표 인 이론 하나는 Metcalfe

와 Mishel(1999)이 주장한 Hot/Cool 시스템이다.

Hot 시스템은 외 인 자극을 보았을 때 인지

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 이고 즉각

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으로, 반사 행동

처럼 매우 빠르고 단순하게 발생한다. 반복

인 음주를 통해 정 인 기분과 같은 정

강화를 받은 음주자는 스트 스를 받았을 때

자동 으로 갈망을 느끼고 음주를 하게 되는

데, 이는 Hot 시스템 작동과 련있다(Metcalfe

& Mischel, 1999; Baker, Piper, McCarthy,

Majeskie, & Fiore, 2004). Cool 시스템은 외

인 자극과 무 하게 내 인 자기조 감(self-

control)으로 작동하는 과정으로, Hot 시스템에

비해 느리지만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Strack

& Deutsch, 2004). 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

람은 음주 갈망을 느낄 때 음주의 단 , 자신

의 건강, 주변 사람의 걱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작동하는 것이 Cool 시

스템이다.

험추구 행동을 설명하는 Hot/Cool 시스템

은 행동 측정 과제를 사용한 실험 연구와 뇌

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Gladwin, Figner, Crone, & Wiers, 2011). 를 들

어 Figner와 Voelki(2004)는 콜롬비아 카드 과제

(Columbia Card Task: CCT)를 사용하여 Hot/Cool

시스템을 검증하 다. Figner과 Voelki(2004)는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 으로 카

드를 선택하게 만드는 Hot 버 의 CCT와 선

택의 결과에 해 숙고 과정을 거치게 하는

Cool 버 의 CCT를 제작하 고, 험추구 행

동을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버 을 모두 실

시한 결과 Hot 버 의 CCT에서 높은 수가,

Cool 버 의 CCT에서는 낮은 수가 나타났

다. 한 뇌 상 연구에서는 험추구 행동

을 하는 사람은 하향식 조 시스템(top-down

control system)의 기능이 하된 반면, 정서

이고 동기 인 상향식 시스템(affective-

motivational bottom-up system)의 기능은 강화되

었다(Casey, Getz, & Galvan, 2008; Casey & Jones,

2010). 이외에도 충동 (impulsive) 과정과 숙고

(reflective) 과정, 내 (implicit) 과정과 외

(explicit) 과정 등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용

어를 통하여 Hot/Cool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

(Bechara, 2005; Moors & De Houwer, 2006).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 간 불균형이 있

을 때 알코올 독과 같은 험추구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불균형은 Hot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Cool 시스템 기능이 상

실될 때 발생한다(Gladwin et al., 2011). 먼

과도하게 작동하는 Hot 시스템은 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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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형성되고, 조작 조건화를 통해

유지가 된다. 조건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뇌의 신경 응(neuro-adaptation)이 발생하고, 뇌

의 신경학 변화는 알코올 련 자극에 민감

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Cool 시스템의 조

과 무 하게 Hot 시스템을 강화시키게 된다

(Robinson & Berridge, 2003). Hot 시스템이 강화

될수록 알코올 련 자극에 근하려는 경향

성이 강해지고, 이 경향성은 차 자동 이고

무의식 으로 바뀌게 된다(Everitt & Robbins,

2005). 알코올 독자가 술병, 술집 등 알코올

련 자극을 보면 자동 으로 주의를 기울

이게 되는 주의편향(attentional bias)은 강화된

Hot 시스템의 표 인 상이다(Metcalfe &

Mischel, 1999).

두 번째 불균형은 장기간 음주 후 뇌의 구

조 ,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반 인

인지 조 기능(cognitive control)의 상실로, 이

는 Cool 시스템의 약화 손상에서 비롯된다

(Mischel, Cantor, & Feldman, 1996). 어린 시 부

터 음주를 한 알코올 독자는 독의 기간이

짧은 알코올 독자나 비 독자에 비하여 Cool

시스템의 일종인 집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

손상되어 음주 행 를 조 하지 못하고, 단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Tapert et al., 2004).

한 음주량이 많고 음주 빈도가 잦은 폭음자

(binge-drinker)일수록 숙고하지 않고 충동 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결과에 해 인지하지 못하

고, 미래의 행동도 계획하지 못하며, 행동을

하는 순간에 자신을 찰하는 모니터링 수

도 낮기 때문이다(Goudriaan, Grekin, & Sher,

2007).

Hot/Cool 시스템의 불균형을 악하여 의식

, 자동 인 교정을 하는 것은 알코올 독

을 치료하는데 매우 요하다(Barkby, Dickson,

Roper, & Field, 2012). 이는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이 상 으로 어떤 비율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Cool 시스템이 잘 조 되고 있는지를

악한다면 알코올 독에서 벗어나는데 유

용하기 때문이다. 먼 Hot/Cool 시스템이

작동하는 비율은 알코올에 한 양가감정

(ambivalence)을 통해 알 수 있다(Pryor, Reeder,

Yeadon, & Hesson-Mclnnis, 2004). 일반 으로 정

신병리에서 일컫는 양가감정이란 동일한 상

에 하여 정 이고 근하고 싶은 경향과

부정 이고 회피하고 싶은 경향을 동시에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Emmons, 1996). 한 알코

올 독의 표 인 특징으로 알려진 양가감

정은 음주자가 음주를 이는 것에 하여 가

지고 있는 이 인 감정이나 생각을 의미한

다(Heather, 1998; 민, 2005). 이러한 양가감

정을 측정하는 방법은 ‘내가 술에 한 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와 같이 단일한 문항 내에서 혼합된

감정이나 생각을 측정하는 것이 표 이다

(Miller & Tonigan, 1996).

일반 으로 사용하는 양가감정의 정의와 달

리 Hot/Cool 시스템과 련된 알코올에 한

양가감정은 Hot 시스템을 의미하는 알코올에

한 근 경향성과 Cool 시스템을 의미하는

알코올에 한 회피 경향성이 상 으로 작

동하는 비율을 일컫는 말이다(Ayduk, Mischel,

& Downey, 2002). 이러한 양가감정을 악하기

해서는 단일한 문항 내 혼합된 감정 혹은

생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술 마실

계획을 세우고 있다’와 같은 근 경향성과

‘나에게 술을 권유하는 사람을 피하고 있다’와

같은 회피 경향성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McEvoy, Stritzke, French, L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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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terman, 2004). 이러한 양가감정은 Hot/Cool

시스템을 독립 으로 측정할 수 있어 어떤 시

스템이 비정상 으로 작동하는지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aplan(1972)의 공식을 용하

여 단일한 양가감정 수치로 만들 수도 있다

는 장 을 가지고 있다(Barkby et al., 2012;

Stritzke, McEvoy, Wheat, Dyer, & French, 2007;

Klein, Stasiewizc, Koutsky, Bradizza, & Coffey,

2007).

두 번째, 반 인 Cool 시스템의 기능수

은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통해 알 수 있다

(Klaczynski, 2004).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활동에 한 지식과 조 을 일컫는 말로, 내

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악하고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해 계획하고 평가하는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Brown, 1978). 이는 매우

능동 인 과정으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자신

을 의식하게 해주며,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한 사고 과정에 추진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Spada & Wells, 2005). 메타인지가 높을수

록 자기조 감(self-regulation)이 높고, 최종 목

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된다(Clark & Zimmerman, 1990). 이처럼

메타인지는 자기조 감, 집행기능 등 Cool 시

스템의 정상 인 작동을 악할 수 있는 요

한 요소이다.

양가감정과 메타인지는 험추구 행동과

련하여 Hot/Cool 시스템의 불균형을 악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론 인

수 에서 제안만 되어 왔고, 두 변인을 동시

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알코올 소비량이나 음주 패턴과 어떤 계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에 한 양가감

정과 메타인지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균형 인 Hot/Cool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반 인 인지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여 메

타인지가 높을수록 음주 문제가 고 건강한

음주 행동을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학생 집단에게 자기보고식

양가감정 설문지와 메타인지 설문지를 실시하

고, 두 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을 분류하고자 한다. 군집분석은 통

으로 다수의 변인을 고려한 행동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균이나 기 (cut-off)으

로 집단을 나 는 방법보다 생태학 타당도

가 높다는 장 이 있다(Zimmerman & Maton,

1992).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군집을 상으

로, 음주 행동 패턴(음주량, 음주 빈도, 알

코올 사용장애, 강박음주갈망, 변화동기)의 평

균을 비교하여 군집 간 차이를 검증하고, 상

분석을 통해 양가감정과 메타인지가 음주

행동 패턴과 어떤 련성이 있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학교의 학생

학원생 206명을 상으로 하 다. 실험 참

여자는 연구의 목 과 차에 해 설명을 듣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 여자 132명,

남자 74명이었고, 연령은 만 18-29세 범 으

며, 평균 연령은 22.07세(SD=2.03) 다.

연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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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근․회피 질문지(Approach and

Avoidance of Alcohol Questionnaire: AAAQ)

알코올에 한 근, 회피경향성을 독립

으로 측정하는 AAAQ는 McEvoy와 동료들이

2004년에 개발하 고, 국내에서는 이새롬과 이

장한(2012)이 번안하 다. 한국어 AAAQ는

근 경향성 8문항, 회피 경향성 7문항으로,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9 )까

지의 9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Hot/

Cool 시스템의 균형을 의미하는 알코올에

한 양가감정을 측정하는 척도가 없으므로,

AAAQ의 수를 Kaplan(1972)의 공식1)에 용

하여 양가감정을 지수화하 다. Kaplan(1972)은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독립 으로 측정한

다음 이를 변환하여 양가감정 지수를 만들었

는데, 이후에 Frankel(1976)은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각각 7 척도를 통해 측정하 고, de

Liver, van der Pligt와 Wigboldus(2007)는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

여 양가감정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Stritzke 등(2007)이 제안한 로 Kaplan(1972)의

공식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신하여

근 경향성과 회피 경향성 수를 투입하

다. 양가감정 지수가 낮을수록 Hot 시스템의

발 을 의미하는 알코올에 한 근 경향성

과 Cool 시스템의 발 을 의미하는 회피 경향

주 1) Kaplan(1972) 공식을 용한 양가감정 지수는

아래의 공식을 용하여 산출하 다. 를 들어

AAAQ의 근 경향성 수가 63 이고 회피 경

향성의 수도 63 일 때, 아래의 공식을 용하

면 양가감정 수는 63 이 된다. 근 경향성

수가 63 이고 회피 경향성 수가 27 일 경

우 아래의 공식을 용하면 9 이 된다.

양가감정=
접근경향회피경향

접근경향회피경향

성 하나만 높음을 의미하고, 양가감정 지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에 하여 근 경향성

과 회피경향성이 모두 높아 Hot/Cool 시스템이

균형 임을 의미한다. Kaplan(1972)의 공식을

용했을 때 양가감정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경

우는 근 경향성이 높고 회피 경향성이 낮은

경우와 근 경향성이 낮지만 회피 경향성이

높을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20명).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사용할 경우 결과의 차이가 근

경향성 때문인지 회피 경향성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주

문제와 더 련이 있는 강화된 Hot 시스템과

약화된 Cool 시스템을 반 하는 근 경향성

이 높아 양가감정 수가 낮게 나온 경우만

분석에 사용하 다(Breiner, Stritzke, & Lang,

1999). 본 연구에서 AAAQ의 Cronbach’s α는

.73, 근 경향성의 Cronbach’s α는 .76, 회피

경향성의 Cronbach’s α는 .71이었다.

메타인지 검사도구(State Metacognition

Inventory: SMI)

본 연구에서는 정상 인 Cool 시스템의 작

동을 알아보기 해 O’Neil과 Abedi(1996)가 개

발하고, 주소연(2005)이 번안 수정한 일반

인 행동에 한 메타인지 검사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인지, 인지 략, 계획, 모니

터링의 네 가지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역별로 각각 세 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우 그 지 않다(1 )부터 항상 그런 편이다

(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12∼70 까지의 범 를 지니며, 수가 높을수

록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한 인지, 계획, 모

니터링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서 메타인지 검사도구의 Cronbach’s α는 .9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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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음주 빈도 음주량

음주 빈도는 지난 30일 동안 마신 알코올의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마시지 않는

다(1 ), 지난 30일 동안 1번(2 ), 지난 30일

동안 2∼3번(3 ), 일주일에 1∼2번(4 ), 일주

일에 3∼4번(5 ), 거의 매일(6 ), 매일(7 )의

7 척도로 구성하 다. 음주량은 한 번 음주

를 할 때의 알코올 소비량으로, 본 연구에서

는 김용석(2000)이 사용한 표 잔 개념을 사용

하 다.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WHO에서는 1989년 음주량 음주 빈도와

폐해 수 을 동시에 평가하여 고 험 음주자

를 조기에 선별하기 해 AUDIT를 개발하

다(Saunders, Aasland, Babor, de la Fuente, &

Grant, 1993). 국내에서는 김종성 등(1999)이 번

안하 고,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

에서 4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수는 0∼40 으로, 0∼7 은

험 음주자, 8∼15 은 고 험 음주자, 16∼19

은 알코올 남용자, 20 이상은 알코올 의

존자로 선별되고, 8 이상의 음주자는 문제

음주자로 분류된다(Bush, Kivlahan, McDonell,

Fihn, & Bradley, 1998). 본 연구에서 AUDIT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강박음주갈망 척도(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

OCDS는 Anton, Moak, 그리고 Latham(1996)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최문종 등(2002)이

번안하 다. 이 척도는 알코올에 한 강박

음주 갈망 수 을 측정하는 14문항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1∼6번 문항은

알코올에 한 강박 사고를 7∼14번까지는

강박 행동을 측정한다. 수는 14∼70 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에 하여 강

박 으로 갈망하는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OCDS의 Cronbach’s α는 .79로 나

타났고, 하 척도인 강박 사고는 .71, 강박

행동은 .76으로 나타났다.

변화동기 척도(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Prochaska와 DiClemente(1982)는 독자가 숙

고 , 숙고, 실행, 유지단계를 거쳐 회복자가

된다고 주장하 는데, Miller와 Tonigan(1996)은

이러한 변화단계에 응되는 변화동기 척도를

개발하 고 국내에서는 민(2005)이 번안하

다. 이 척도는 인식, 양가성, 실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19문항의 5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하 척도를 각각 측정하

여, 문항의 평균 수가 가장 높은 척도를

재의 변화동기 수 으로 여긴다. 본 연구에서

SOCRATES의 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고,

하 척도인 인식 척도는 .91, 양가성 척도는

.70, 실천 척도는 .8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알코올에 한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해 군집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 계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한 군집수를 탐

색하 는데, 유사성 측정치로는 자승화된 유

클리드식 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를 사용

하 고, 군집화 방식으로는 집단 내 평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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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within average linkage method)을 사용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 군집분석에서

하다고 단된 군집의 수를 용시켜 자연

스러운 군집의 형성을 해 비 계 군집분

석(nonhierarchical clustering: K-means clustering)을

용하 다. 계 군집분석에서 군집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 계 방법을 사

용하여 재군집화 하는 방법은 한 군집추

출기법으로 추천되는 방식이다(이덕기, 신진규,

정 인, 2000). Blashfield와 Aldenderfer(1978)의

제안에 따라 군집분석에서 사용된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변인이 추출된 군집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한 추출된 군집 별

로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 갈망 등 음주 행동

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일원변량

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한

양가감정, 메타인지와 음주 행동의 계성을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

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7.0 도우형을 사용

하 다.

결 과

군집분석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변인을 사용하여 유사

한 특징을 갖는 동일집단 내의 응집력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집단 간의 이질성을 극 화

하는 방향으로 분석한 결과, 네 개의 구분되

는 군집이 추출되었다(표 1). 추출된 군집들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가감정 변인은

군집 별 차이가 유의하 고(F(3, 182)=132.90,

p<.001, η2=.69), 메타인지 변인도 군집 별 차

이가 유의하 다(F(3, 182)=87.18, p<.001, η2

=.59).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양가감정 수 은

군집 1과 군집 4가 높았고, 군집 2와 군집 3

이 낮았다. 메타인지 수 은 군집 1과 군집 2

가 높았고, 군집 3과 군집 4가 낮았다. 즉, 군

집 1은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이 모두 높

았고, 군집 2는 양가감정은 낮았지만, 메타인

지 수 은 높았다. 군집 3은 양가감정과 메타

인지 수 이 모두 낮았고, 군집 4는 양가감정

수 은 높았지만 메타인지 수 은 낮았다. 양

가감정 수가 낮을수록 알코올에 하여 회

피 경향성보다 근 경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군집 2와 군집 3은 근 경향성

성이 우세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4가지 하 군집의 특성 음주 행동

네 가지 하 군집에 따라 음주 빈도, 음주

량, AUDIT, OCDS, SOCRATES를 분석한 결과,

AUDIT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군집 간 차이

군집 1

(N=42)

군집 2

(N=59)

군집 3

(N=44)

군집 4

(N=41)
F Scheffe

양가감정 19.43(6.94) -.79(6.90) 4.36(5.45) 19.48(5.30) 132.90*** 1, 4>2, 3

메타인지 82.00(5.80) 81.42(5.53) 68.89(5.30) 67.83(5.77) 87.18*** 1, 2>3, 4

***p<.01

표 1. 군집 별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의 평균과 표 편차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1084 -

가 유의미하 다(표 2). 먼 음주 빈도와 음

주량 모두 군집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군집 1과 4에 비해 군집 2와 3의 음주 빈도가

높았고(F(3, 182)=4.94, p<.01, η2=.59), 음주량

도 더 많았다(F(3, 182)=2.79, p<.05, η2=.04).

AUDIT에서는 군집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

았지만, OCDS의 총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F(3, 182)=2.96, p<.05, η2=.05), 사후

검증 결과, 군집 1에 비해 군집 2, 3, 4가 유

의미하게 강박 음주 갈망 수 이 높았다.

하 척도인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에서도

군집 간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강박 사고의

경우, 군집 2가 가장 높았고, 군집 1과 군집 4

가 가장 낮았다(F(3, 182)=11.65, p<.001, η2

=.16). 강박 행동은 군집 4가 가장 높았고,

군집 1과 군집 2가 가장 낮았다(F(3, 182)

=19.21, p<.001, η2=.24). SOCRATES의 하 척

도 분석 결과, 인식과 실천 척도에서 군집 간

차이가 유의미하 다(F(3, 182)=4.11, p<.01, η2

=.06; F(3, 182)=10.22, p<.001, η2=.14). 사후검

증 결과,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해 인식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군집 1과 군집 4는

나머지 두 군집에 비해 실천 수가 유의미하

게 높았다.

각 하 군집 별 음주 행동의 패턴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이 모두 높은 군집 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음

주 빈도와 음주량이 었고, 음주에 한 강

박 갈망수 도 낮았으며, 재의 변화 동기

가 이미 음주를 조 하고 있는 상 의 수 임

을 알 수 있다. 양가감정 수 은 높지만 메타

인지 수 은 낮은 군집 4는 군집 1보다 강박

군집 1

(N=42)

군집 2

(N=59)

군집 3

(N=44)

군집 4

(N=41)
F Scheffe

음주빈도 2.74(.70) 3.20(1.01) 3.39(.84) 2.88(.90) 4.94** 1, 4<2, 3

음주량 4.88(4.01) 6.81(4.65) 7.50(5.17) 5.85(4.08) 2.79* 1, 4<2, 3

AUDIT 7.83(5.44) 9.56(5.86) 11.05(7.82) 8.83(5.88) 1.99

OCDS

강박 사고 10.21(2.39) 12.44(3.63) 10.93(2.42) 8.93(3.18) 11.65*** 1, 4<3<2

강박 행동 9.90(2.25) 9.85(3.02) 11.07(2.35) 13.71(3.10) 19.21*** 1, 2<3<4

총 19.90(4.08) 22.25(5.22) 22.00(4.71) 22.61(4.20) 2.96* 1<2, 3, 4

SOCRATES

인식 8.98(4.33) 8.51(2.95) 8.59(3.22) 10.93(4.40) 4.11** 1, 2, 3<4

양가성 5.55(2.77) 5.32(2.29) 5.86(2.24) 6.61(2.36) 2.48

실천 12.48(6.06) 9.10(2.60) 10.07(3.23) 13.32(4.98) 10.22*** 2, 3<1, 4

*p<.05, **p<.01, ***p<.001,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강박음

주갈망척도(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 변화동기척도(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표 2. 군집 별 음주 행동에 한 수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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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갈망 수 은 높았지만, 군집 2와 3에

비해 음주 빈도가 었고, 변화동기도 상 의

수 이었다. 양가감정 수 은 낮고 메타인지

수 은 높은 군집 2와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이 모두 낮은 군집 3은 군집 1과 4에 비

해 음주 빈도, 음주량, 강박 음주갈망 수

이 높았고, 더 낮은 수 의 변화동기를 지니

고 있었다.

양가감정, 메타인지, 음주 행동 간 상 분석

양가감정, 메타인지와 음주 행동의 계성

을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가감정은 음주 빈도, 음주량, OCDS의 강박

사고 하 척도와 모두 부 상 을 보

고(음주빈도 r(186)=-.25, p<.001; 음주량 r(186)

=-.14, p<.05; OCDS 강박 사고 r(186)=-.34,

p<.001), SOCRATES의 하 척도와는 모두 정

인 상 을 보 다(인식 r(186)=.26, p<.001;

양가성 r(186)=.22, p<.01; 실천 r(186)=.46, p<

.001). 메타인지는 OCDS의 총 과 강박 행

동 하 척도와는 부 인 상 을 보 고(총

r(186)=-.19, p<.05; 강박 행동 r(186)=-.39,

p<.001), 그 이외의 변인과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표 3). 즉, 양가감정 수 이 높

을수록 음주 빈도와 음주량은 고, 음주에

한 강박 사고의 수 도 낮았으며, 주에

한 동기는 더 높았다. 반면 메타인지 수

이 높을수록 음주에 한 강박 인 갈망

강박 행동의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험추구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하나인 Hot/Cool 시스템에 근거하여 음주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음주 행동은 두 시스템의 불균형과

련이 있으므로, 각 시스템이 운 되는 비율을

알아보기 해 양가감정 수 을 확인하 고,

Cool 시스템의 정상 인 작동을 의미하는 메

타인지 수 을 동시에 고려하 다. 양가감정

과 메타인지 수를 바탕으로 생태학 타당

도가 높은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

한 결과, 네 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군집 별

음주 빈도, 음주량, AUDIT, OCDS, SOCRATES

와 같은 음주 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양

가감정과 메타인지의 수 이 모두 높을수록

음주 빈도와 양이 고, 강박 인 음주 갈망

수 이 낮으며, 변화하려는 동기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이 모두 높은 군집 1은 지난 30일 동안의

양가감정 메타인지

음주 빈도 -.25*** -.10

음주량 -.14* -.07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UDIT)
-.04 -.09

강박음주갈망척도(OCDS)

강박 사고 -.34*** .11

강박 행동 .20 -.39***

총합 -.10 -.19*

변화동기척도(SOCRATES)

인식 .26*** -.11

양가성 .22** -.12

실천 .46*** -.02

*p<.05, **p<.01, ***p<.001

표 3. 양가감정, 메타인지와 음주 행동 간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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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음주량은 4.88잔으로,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수 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알코

올 섭취 권장량을 40g(소주 5잔 혹은 맥주 5

잔)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군집 1의 평균 음주

량은 알코올 권장량을 과하지 않고, 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계 으로 군집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군집 1의 AUDIT

의 평균 수는 7.83 이었는데, 이는 험

음주자에 해당하는 수 이었다. 알코올에

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측정하는 OCDS의

결과에서도 다른 군집에 비하여 더 낮은

수를 보고 하 고, 변화 동기를 측정하는

SOCRATES에서는 실천 척도에서 가장 높은

수를 획득하 다. 실천 척도는 알코올 남용자

나 의존자가 주를 해 실제로 노력하는 정

도와 치료에 념하고 있는 정도를 반 하는

데( 민, 2005), 군집 1은 험 음주자이므

로 주나 치료 동기보다는 건강한 음주를

해 히 조 하는 수 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메타인지 수 은 높지만, 양가감정 수 은

낮아 알코올에 하여 근 경향성만 우세한

군집 2는 군집 1과 4에 비해 음주 빈도가 높

았고, 평균 6.81잔을 음주하 다. 이는 WHO

의 알코올 섭취 권장량을 과한 것으로 군집

1에 비하여 더 험한 음주 수 을 나타낸다.

OCDS의 경우 군집 1에 비해 더 높은 수를

보고하 고, SOCRATES의 실천 하 척도는 군

집 1과 4에 비하여 낮은 수 이었다. 군집 2

의 경우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의 불균형

이 가장 심한 집단으로, 메타인지 수 은 높

지만 알코올에 한 강박 갈망 수 이 높아

근 경향성이 우세하여 건강을 한 음주 조

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타인지와 양가감정 수 이 모두 낮은 군

집 3은 군집 1과 4에 비해 음주 빈도가 높았

고, 음주량도 평균 7.50잔으로, 군집 2와 동일

하게 WHO의 알코올 섭취 권장량을 과하여

험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 다. OCDS의

수도 군집 1에 비해 높은 수를 보 고,

SOCRATES 수는 군집 1과 4에 비하여 낮은

수 을 보 다. 체 으로 살펴보면, 군집 2

와 군집 3은 비슷한 패턴을 보 고 통계 인

수 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양가감정 수 은 높지만, 메타인지 수 이

낮은 군집 4는 군집 1과 비슷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보 다. 군집 4는 평균 5.85잔의 음

주하 는데, 이는 WHO의 알코올 권장량을

과하는 수 이었다. OCDS 수 도 군집 1보

다는 높았지만 나머지 군집과는 차이가 없었

으며, 다른 군집에 비하여 강박 사고보다는

강박 행동 수 이 더 높았다. SOCRATES의

실천 척도에서는 군집 2와 3보다는 높고, 군

집 1과 비슷하게 수가 높았다.

종합해보면,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이

모두 높은 군집 1은 정한 음주 수 을 유지

하 으며, 알코올에 한 강박 인 사고나 행

동을 보이지 않았던 정상 인 집단( 험, 비

행동화)이다. 메타인지 수 만 높은 군집 2는

과도한 음주 수 을 보 지만, 메타인지 수

이 높아 알코올에 한 강박 사고를 강박

행동으로는 발 시키지 않는 고 험, 비행동

화 집단이다. 음주를 조 하는데 요한 변인

인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 이 모두 낮은 군

집 3은 과도한 음주 수 을 보 고, 알코올에

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모두 높으

므로 고 험, 행동화 집단이다. 양가감정 수

만 높은 군집 4는 군집 1과 비슷하게 정한

음주 수 을 보 지만, 다른 군집에 비해 알

코올에 한 강박 행동 수 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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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행동화 집단이다. 더불어 양가감정 수

이 높은 군집 1과 2는 양가감정 수 이 낮은

군집 3과 4에 비하여 SOCRATES의 양가성 척

도와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정신병리나 독

분야에서 사용되는 음주 조 에 한 양가감

정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쓰인 Hot/Cool 시스

템의 균형을 반 하는 양가감정 개념이 상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그리고 음주 행동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시행한 결

과, 양가감정 수가 높아질수록 음주 빈도와

음주량, OCDS의 강박 사고 수 이 낮았다.

즉,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

고 있는 높은 수 의 양가감정과 정한 음주

간에는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인지

수와 OCDS의 총 , 강박 행동 수 은 부

인 계를 보 는데, 이는 Cool 시스템이

하게 기능할수록 강박 으로 음주를 할 가능

성이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알코올에 한 양가감정을 느끼는 독자

일수록 양가감정을 느끼지 않는 독자에 비

해 치료의 결과가 더 좋으며, 치료의 지속 기

간이 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riffin &

Sayatte, 2008). 한 양가감정을 독치료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동기강화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의 맥락과도 역시 부분 으로 일치

하는데, 독자에게 양가감정은 매우 고통스

러우므로 이러한 고통을 이기 해 독자

스스로가 독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치료에 정 인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Rubak & Sandbaek, 2005;

Miller & Rollnick, 2004).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양가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오히려 치료의 후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가감정을 느낀 뒤 독

자가 자발 으로 취하는 방어행동과 련 있

다(de Visser & Smith, 2007; Lipkus, Green,

Feaganes, & Sedikides, 2001). 어떤 독자는 알

코올에 한 양가감정이 무 고통스럽기 때

문에 양가감정을 부인(denial)하고 음주를 지속

으로 하고, 다른 독자는 양가감정의 고통

을 이기 해 자신을 탐색하고 알코올에

하여 극 으로 항(resistance)을 한다(Shaffer

& Simoneau, 2001). 자의 경우 양가감정을 느

끼는 것이 치료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후자는 반 로 양가감정이 치료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양가감정

에 비해 음주 행동에 미치는 향은 작지만,

Cool 시스템의 정상 인 조 을 의미하므로

주에 정 인 향을 다. 이는 메타인지

의 종류 모니터링과 련된 인지가 음주

조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Toneatto,

1999), 그리고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일주일 동

안의 소비하는 음주량이 낮다는 연구 결과

(Spada & Wells, 2005)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 문제의 방 치

료 역에 용해 볼 수 있다. 음주 문제에

해 근할 때, 기존에는 음주 갈망 수 과

같이 음주에 한 근 경향성만 악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음주자가 가지

고 있는 자기조 감 수 을 알 수 없다. 즉,

Hot/Cool 시스템간의 균형이 건강한 음주를

해 요하므로, Hot 시스템 뿐 아니라 Cool 시

스템의 조 기능까지 확인하여 개인이 가지

고 있는 강 을 함께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Stritzke 등(2007)은 AAAQ의 하 척도를

통해 험 음주자, 고 험 음주자, 회복자,

재발자들이 형 으로 보이는 패턴을 로

일화 하 는데, 이러한 로 일을 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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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문제를 이기 해 수행되는 다양한 치

료법의 효과와 개인 치료의 효과를 악할 수

있다. 더불어 두 시스템의 균형을 일회 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으로 모니터링함

으로써 음주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불균형이 발생되었을 때 음주 문제

의 재발가능성을 측할 수 있어 미리 처하

는데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

구는 서울 소재 학의 학생 206명을 상으

로 했기 때문에 이를 체 학생 집단 일

반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체계 인 표집을 통해 표본을 구성

하여 추후 연구를 실시하고, 알코올 독자를

포함한 임상 집단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근 경향

성은 낮고 회피 경향성은 높아 양가감정이 낮

게 나온 경우는 제외하 는데, 이러한 경우는

음주행동을 이는데 궁극 인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셋째, AAAQ를 비롯하여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 사용하 는데,

음주와 련된 증상을 가장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측정치나 생리측정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양가감정의 경우, 얼굴 움직

임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이나 자극-반응 호환 과제(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 Task)를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메타인지의 경우 멈춤-신호 과제(Stop-Signal

Task), 집행기능 과제(Executive Function Task)를

통해 측정을 할 수 있다(Griffin & Sayatte, 2008;

Barkby et al., 2012; Ersche, Jones, Williams,

Turton, Robbins, & Bullmore, 2012; Grant,

Contoreggi, & London, 2000).

결론 으로 본 연구는 험추구 행동의 틀

에서 양가감정과 메타인지가 음주 행동에 있

어 요한 요소라는 것을 검증하 고, 인

으로 집단을 나 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군집

분석을 통해 자연스러운 집단을 형성하여 생

태학 타당도를 높 다는 에서 의의를 지

닌다. 한 기존에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 잘

연구되지 않았던 음주자의 양가감정을 AAAQ

의 수와 Kaplan(1972)의 공식을 이용해 단일

한 지표로 제작하 으므로 추후에 양가감정과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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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taking behaviors result from the imbalance between affective Hot system and rational Cool system.

This imbalance is affected by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on drinking behaviors as risk-taking behaviors. In order to

create naturalistic groups based on actual data, we used cluster analysis. A four-cluster solution was

selected for representation of data. Cluster 1 represented high ambivalence and high metacognition, Cluster

2 represented low ambivalence and high metacognition, Cluster 3 represented low ambivalence and low

metacognition, and Cluster 4 represented high ambivalence and low metacogni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examined differences in alcohol use within groups. Cluster 1 had a lower frequency of drinking, a

smaller amount of drinking, a lower level of obsessive alcohol thought, and a superior stage of change,

compared with the other clusters.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both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were related to drinking behavi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alance between Hot

system and Cool system is essential for healthy drinking. Therefore, understanding the balance between the

systems may be needed in order to resolve drinking problems.

Key words : ambivalence, metacognition, Hot system, Cool system, cluster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