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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조건화가

알코올에 한 음주자의 암묵 태도에 미치는 향*

최 윤 정 이 장 한†

앙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평가 조건화(Evaluative conditioning: EC)처치기법이 알코올에 한 음주자의 암묵

외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알코올 사용장애검사와 한 달

음주량을 기 으로 과음자 18명과 음자 13명을 선별하여, 모든 피험자에게 알코올 련 자

극과 부 정서자극을 반복 으로 연합제시하는 EC처치를 실시하 다. EC처치에 따른 알코

올에 한 외 암묵 태도를 측정하기 해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근-회피 암묵

연합검사를 사용하 다. 실험 결과, 과음자집단이 음자집단보다 알코올에 한 높은 외

갈망과 강한 암묵 근 행동경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EC처치 후 과음자집단과 음자집

단 모두 알코올에 한 외 갈망뿐만 아니라 암묵 근 행동경향성이 감소하 다. 따라

서 EC기법이 알코올 남용과 재발의 요기제인 동기 , 암묵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

임을 확인하 으며, 암묵 태도의 결과를 통해 외 결과가 지닌 사회 바람직성과 의도

왜곡의 한계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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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남용자는 과도한 음주행동

후 부정 인 신체, 정서, 사회 인 문제가 일

어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독행 를 통제

하지 못하며, 비합리 인 음주행동에 몰두한

다. 독의 이 처리모형(dual-process model)에

따르면, 알코올에 한 비합리 음주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개의 독립된 과정인 충동

처리과정(impulsive system)과 심사숙고 처

리과정(reflective system)이 독행동에 여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Deutsch & Strack, 2006;

Wiers & Stacy, 2006a, b; Wiers et al., 2007). 충

동 처리과정은 욕구의 과정(appetitive system)

이라고도 하며 정서 이고 동기 인 측면으로

서 자동 이고 빠르게 발생하는 반면, 심사숙

고 처리과정은 의도 심사숙고와 정서규제

와 같은 통제된 처리과정으로서 느리게 발생

한다. 두 가지 처리과정은 동시에 작동하지만,

문제음주행동을 지속 으로 반복할수록 충동

처리과정이 심사숙고 처리과정보다 강화

되어 독 행동의 결정과정에서 불균형이 발

생하게 된다(Bechara, 2005; Deutsch & Strack,

2006; Strack & Deutsch, 2004). 결국 알코올 의

존 남용자는 자동 이며 충동 과정을 통

해 알코올에 해 정 인 정서를 경험하며

알코올 련 단서에 한 동기 태도

근 행동경향성을 지니게 된다.

알코올에 한 근 행동경향성은 독행동

을 유발하며, 알코올 련 단서에 노출될 때

마다 활성화된다(Deutsch & Strack, 2006; Wiers

et al., 2007). 이러한 문제음주자의 암묵 인

지과정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특

히 몇몇 선행연구들(Houben & Wiers, 2007a, b,

2008; Jajodia & Earleywine, 2003; McCarthy &

Thompsen, 2006)은 알코올과 정 인 정서가

암묵 으로 강하게 연합될수록 문제음주행동

이 증가하고, 이러한 알코올에 한 암묵

연합으로 음주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알코올 남용을 단시키기 해서

는 알코올에 한 암묵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요하다.

알코올에 한 암묵 태도를 직 으로

변화시키는 기법 의 하나가 평가 조건화

(Evaluative Conditioning: EC)이다(Baccus, Baldwin,

& Packer, 2004; Olson & Fazio, 2001, 2006;

Jones, Fazio, & Olson, 2009; Houben, Havermans,

& Wiers, 2010). EC는 고 조건형성(classical

conditioning)의 기본 원리와 유사한 자동 인

정서학습과정으로서(Walther, 2002), 특정 상

(조건자극, CS)과 정 는 부정의 정서를 지

닌 자극(무조건자극, US)을 반복 으로 연합제

시하여 특정 상에 해 태도를 형성시키는

기법이다. 이는 태도 형성뿐만 아니라 이미

태도가 형성된 상에 새로운 정서를 연합시

켜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Olson & Fazio, 2006).

EC는 고 조건형성의 원리와 유사하지

만 연합학습에 한 심리 메커니즘에서 차

이가 있다. 고 조건형성은 신호학습(signal

learning) 는 기 학습(expectancy learning)이라

고도 하는데, 조건형성 시 CS는 특정 맥락에

서 US가 출 할 것에 한 신호의 역할을 하

며 CS와 US 간의 유 성(contingency)이 어들

면 학습의 소거(extinction)가 발생한다(Rescorla,

1988). 그러나 EC의 자동 연합학습은 고

조건형성의 신호학습과 달리 암묵 오귀인

과정(implicit misattribution process)에 의해 형성

된다(Jones, Fazio, & Olson, 2009). 암묵 오귀

인은 특정 상과 계없이 발생한 정서경험

을 특정 상과 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과정

이다. 즉, EC에서는 US에 의해 유발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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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CS와 련되어 있다고 오귀인함으로써

CS는 자동 으로 US의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고 조건형성과는 달리, 연합학습

에 있어서 CS와 US자극 간의 유 성보다 자극

간의 인 성(contiguity)과 인 연합 횟수

가 더 요하며, 조건형성 후 US없이 CS만 제

시되어도 EC의 효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Baeyens, Hermans, & Eelen, 1993).

최근 독 련 상에 한 암묵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 EC기법이 용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EC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상에 한 암묵 태도 변화를 측정하 다

(Houben, Havermans, & Wiers, 2010; Houben,

Schoenmakers, & Wiers, 2010; Lebens et al.,

2011). 특히, Houben 등(2010)은 알코올 련

자극과 부 정서자극을 반복 으로 연합제시

함으로써 알코올에 한 암묵 태도가 더 부

정 으로 바뀌고, 음주행동이 감소함을 확인

하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는 몇 가지 제

한 이 있다. 먼 , EC처치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음주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EC효과가 처치의 효과인지 집단 별 음주수

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모호하다.

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EC처치

후 일주일 간 음주행동의 변화를 확인하 는

데, 이는 비교 단기 인 기간으로 음주행동

의 감소와 련된 EC의 실제 인 효과를 확인

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자기보고

식 설문지로 측정하여 사회 바람직성이나

실험 요구특성에 의해 측정결과가 향을 받

을 수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Houben,

Havermans, & Wiers,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음주량에 따라 과음자와 음자 집단을 구

분하고, EC처치로 인해 알코올에 한 암묵

인 행동경향성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검증

하기 해 암묵 연합검사인 근-회피 IAT

(approach-avoidance Implicit Association Test, Palfai

& Ostafin, 2003; Ostafin & Palfai, 2006; Ostafin,

Marlatt, & Greenwald, 2008)를 이용하여 알코올

에 한 암묵 태도와 자동 근 행동경향

성을 측정하 다. 기본 으로 근-회피 IAT는

알코올과 행동성향(action disposition) 간의 자동

연합강도를 측정함으로써 문제음주행동을

매개하는 알코올에 한 암묵 인 동기를 평

가한다. 이러한 자동 행동성향은 상에

한 정서 인 태도를 반 하며(Davidson, 1993;

Lang, 1995), 알코올 남용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자동 문제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측할 수 있다(Ostafin, Marlatt, & Greenwald,

2008). 특히 암묵 태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측

정되는 외 태도와 달리 자동 으로 빠르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를 사회 으

로 바람직하다고 용인되는 방향에 맞게 의도

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Gawronski &

LeBe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알코올 련 자극(CS)과 부

정서자극(US)을 반복 으로 연합제시하는

EC처치가 알코올에 한 과음자와 음자 집

단의 암묵 태도 외 태도 변화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과음자

는 음자보다 음주행동을 지속하여 알코올에

한 강한 동기와 갈망, 그리고 알코올 련

단서에 한 강한 근 행동경향성을 지닌다

(Wiers, van Woerden, Smulders, & de Jong, 2002;

Wiers, Rinck, Kordts, Houben, & Strack, 2010).

따라서 알코올과 부 정서자극을 연합시키게

되면, 원래 알코올에 해 부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음자보다 알코올에 해 정

태도를 지니고 있는 과음자의 태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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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 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는 외

태도뿐만 아니라 암묵 태도 변화를 통해

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다.

방 법

연구 상

서울 소재 C 학교에 재학 인 남학생

150명을 상으로 한국어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Korean-language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김종성

등, 1999)를 실시하여 12 을 기 으로 과음자

20명과 음자 15명을 선별하 다. 집단을 명

확히 구분하기 해 참가자의 한 달간 실제

음주량을 자기보고 설문지로 측정하 다. 선

행연구(장승옥, 2001; Cahalan & Cisin, 1968)에

따라 음주 총량은 한 달간 평균 음주량과 한

달 동안의 음주 횟수를 곱하여 구하 고(한

달간 평균 으로 마신 술(소주+맥주+양주)의

양 × 한 달간 술 마신 날), 한 달 동안 총 45

잔 이상의 술을 마신 자를 과음자, 45잔 미만

의 술을 마신 자를 음자로 구분하 다.

실험도구

평가 조건화(Evaluative Conditioning: EC)

EC는 특정 상(CS)과 정서 자극(US)을 반

복 으로 연합제시하여 상에 한 암묵

태도를 변화시키기 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Houben, Havermans, 그리고 Wiers(2010)이

제안한 차를 바탕으로 구성하 으며, 알코

올에 한 암묵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 알

코올과 부 정서자극을 반복하여 연합제시하

다.

EC에서 쓰인 CS자극은 알코올, 음료, 립

(과일, 채소) 단어로 구성하 으며, 자극을 선

별하기 해 알코올 음료 련 단어 20개를

우선 으로 표집하 다. 이후 학생 31명에

게 20개 단어에 해 술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와 단어에 한 각성 유발수 을 10 만

으로 평정시켰다(0=‘ 가깝지 않음’/‘매

우 차분해짐’, 10=‘매우 가까움’/‘매우 각성

됨’). 최종 으로 각 단어의 각성수 은 유사

하면서 술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를 바탕으

로 알코올 련 단어 6개(소주, 맥주, 호 , 참

이슬, 스키, 알코올)와 음료 련 단어 6개

(오 지주스, 커피, 환타, 펩시, 콜라, 사이다)

를 선택하 다. 립단어는 선행연구에 따라

12개의 과일 채소 련 단어를 선택하 다.

US자극은 특정 정서를 지닌 사진으로 구

성하 으며, 사진자극은 국제 정서사진 체계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Lang,

Bradley, & Cuthbert, 2005)에서 제시한 남성의

정서가 평정 수를 기 으로 선택하 다. 사

진자극은 크게 세 가지 정서범주( 정 정서

사진 6장, 부정 정서 사진 6장, 립 정서 사

진 12장)1)로 구성되었으며, 각 정서범주에 따

른 정서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정:

7.10±0.46, 부정: 3.24±0.55, 립: 4.99±0.90;

F(2,21)=40.88, p<.01).

EC처치 시 참가자는 사분면으로 구성된 화

면의 한 곳에 단어가 나타나면 최 한 빠르게

스페이스바를 를 것을 지시받았고, 반응키

1) IAPS 사진 번호: 정정서 2040, 4610, 4612,

5260, 5480, 8531; 부정정서 2120, 2278, 2375.1,

2681, 2750, 2751; 립정서 1275, 1659, 4574,

5532, 7000, 7034, 7042, 7044, 7058, 7081, 7520,

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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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른 직후 400ms동안 단어와 동일한 치

에 정서사진이 나타나도록 하 다. EC처치에

서 자동 인 연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CS와

US자극은 특정한 연합을 이루어 제시되었다.

즉, 알코올 CS자극은 부정 정서의 US자극과,

음료 CS자극은 정 정서의 US자극과, 그리

고 립 CS자극은 립 정서의 US자극과 연

합되었다. 이러한 특정 연합으로 이루어진 CS

와 US 자극 은 사분면 한 곳에 무작

로 120번 제시되었다(알코올단어+부정사진 30

번, 음료단어+ 정사진 30번, 립단어+ 립

사진 60번).

외 태도 측정

외 알코올 기 설문지. 외 알코

올 기 를 측정하기 해 Wiers, van Woerden,

Smulders, 그리고 de Jong(2002)의 알코올 기

설문지를 박은 과 김 환(2005)이 수정한 것

을 사용하 다. 알코올 기 (alcohol expectancy)

는 음주행동 후 나타날 수 있는 기분, 정서,

행동에 한 주 기 감으로, 문제음주행

동에 직간 으로 향을 다(Leigh, 198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코올 기 설문지는 알

코올에 한 정, 부정, 각성, 진정 기 에

하여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된 11 평정척도

(0=‘ 동의하지 않음’, 10=‘매우 동의함’)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에 한 기 가 높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기

설문지의 정, 부정, 각성, 진정 기 의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6, .86, .92,

.72이다.

알코올 충동 척도. 알코올에 한 갈망은

알코올 의존 남용과 련된 핵심 요소로서,

문제음주행동의 유지 문제행동의 치료효과

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알코올에 한 외

갈망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알코올 충동 척도(Korean Alcohol Urge

Questionnaire: AUQ-K; 김철민 등, 2008)를 사용

하 다. AUQ-K는 음주 갈망에 한 단일요인

으로 이루어진 8문항의 7 리커트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에 한 외 갈망

수 이 높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척도의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79이다.

암묵 태도 측정

근-회피 IAT(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는 특정 상에 한 암묵 태도의 연합강

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키보드의 ‘D’키와

‘K’키를 사용하여 단어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

하게 한 상 범주로 분류하는 과제이다.

IAT에서는 두 개의 표 범주와 두 개의 속성

범주가 제시되는데, 특정 표 범주와 특정 속

성범주간의 암묵 연합이 강할수록 단어를

더 빠르게 분류한다고 가정한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본 실험에서는 Ostafin, Marlatt, 그리고

Greenwald(2008)가 개발한 알코올 근-회피

IAT를 한국인을 상으로 수집한 단어로 수정

하여 Inquisit 2.0(Millisecond Software, Seattle,

WA)으로 제시하 다. 근-회피 IAT에서 두

가지 표 범주는 ‘알코올’과 ‘음료’이며 두 가

지 속성범주는 ‘ 근’과 ‘회피’로 제시되었다.

표 범주인 알코올 련 단어와 음료 련 단

어는 EC처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알코

올 련 단어: 소주, 맥주, 호 , 참이슬, 스

키, 알코올; 음료 련 단어: 콜라, 펩시, 환타,

커피, 오 지주스, 사이다). 속성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선별하기 해 Ostafin, Marlatt, 그리고

Greenwald(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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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련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국어사

에서 수집하 다. 이후 학생 40명을 상으

로 단어가 회피 는 근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와 단어의 각성 유발수 을 7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 다(1=‘회피’ / ‘매우 진정됨’,

7=‘ 근’ / ‘매우 각성됨’). 평정 결과, 근

련 단어와 회피 련 단어가 각각 6개씩 선택

되었다( 근 련 단어: 가까운, 친 한,

한, 다가가는, , 달라붙는; 회피 련 단

어: 꺼리는, 달아나는, 철수, 피하는, 도피, 기

피하는).

근-회피 IAT는 표 범주 는 속성범주를

제시하여 단어를 분류하는 연습시행과, 표

범주(알코올과 음료)와 속성범주( 근과 회피)

를 함께 제시하여 단어를 분류하는 결합시행

으로 구성된다. 결합시행은 일치조건(알코올+

근, 음료+회피)과 비일치조건(알코올+회피,

음료+ 근)으로 나뉘는데, 두 조건(일치조건,

비일치조건) 평균반응속도가 빠른 조건과

련된 연합이 암묵 으로 더 강하게 형성되

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는 범주

화의 반응시간과 정확성을 토 로 D600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IAT 수를 계산하 으며(비일

치조건-일치조건), 최종 결과는 D값으로 산출

되었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근-

회피 IAT의 D값이 양수에 가깝거나 양수일수

록 알코올에 한 근 행동경향성이 강한 것

으로 해석된다.

차

참가자의 알코올에 한 외 암묵

태도의 기 선을 측정하기 해 EC처치

근-회피 IAT와 자기보고식 설문지(외 알코

올기 , 알코올 충동 척도)를 실시하 다. 기

선의 태도를 측정한 후 EC처치를 실시하

다.

EC는 단어탐지과제라 소개되었으며, 참가자

는 화면에 단어가 나타나면 최 한 빠르고 정

확하게 스페이스바를 러 반응하 고 과제는

5분간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에 한 외 암묵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해 기 선 측정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근-회피 IAT, 외

알코올 기 , 알코올 충동 척도를 재실시

하 다.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EC처치 후의 알코올에

한 과음자와 음자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해, AUDIT-K 수로 선별된 과음자 20명과

음자 15명 각 집단의 한 달 음주량 기

에 해당하지 않는 4명을 제외하여, 최종 으

로 과음자 18명과 음자 13명의 자료를 SPSS

17.0 도우 버 으로 분석하 다. EC처치에

따른 알코올에 한 과음자와 음자의 외

태도 변화는 외 알코올 기 설문지와

알코올 충동 척도의 총 을 종속측정치로 하

여, 집단간(과음자, 음자)변인과 집단내(처치

, 후)변인의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mixed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EC

처치에 따른 알코올에 한 두 집단의 암묵

태도 변화는 근-회피 IAT에서 산출된 D

값을 종속측정치로 사용하 으며, 집단간(과

음자, 음자)변인과 집단내(처치 , 후)변인에

한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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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의 특성

과음자 음자집단 간의 일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집단별 연령

과 AUDIT-K의 알코올 사용장애 수, 한달음

주량에 한 평균 표 편차를 표 1에 제시

하 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연령에 있어

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29)=-0.90, ns), AUDIT-K 수와 한달음주량

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 다

(t(29)=9.40, p<.01; t(29)=6.89, p<.01).

외 태도

집단 간 EC처치에 따른 알코올에 한 외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해 외 알코

올 기 설문지( 정, 부정, 각성, 진정 기 )

와 알코올 충동 척도에 해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 알코올 정,

부정, 각성, 진정 기 에서 두 집단과 EC처치

에 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 정기 : F(1,29)=0.95; 부정기 : F(1,29)=

1.52; 각성기 : F(1,29)=0.22; 진정기 : F(1,29)

=1.21; ns), 알코올 갈망 역시 두 집단과 EC처

치에 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9)=0.06, ns).

그러나 외 갈망에서 집단의 주효과

(F(1,29)=10.17, p<.01, ŋ2=.26)와 처치의 주효

과(F(1,29)=7.33, p=.01, ŋ2=.20)가 유의미하

으며,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 다. 이는 과음

그림 1. 집단 간 EC처치 후의 외 알코올 갈망 수

과음자(n=18) 음자(n=13) t

연 령 22.28(2.42) 23.08(2.47) -.90

AUDIT-K 21.06(7.72) 3.62(1.33) 9.40**

한달음주량 139.08(60.61) 35.17(17.52) 6.89**

**p<.01, AUDIT-K: Korean-language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표 1. 집단 간 연령과 음주수 의 차이(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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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집단이 음자집단에 비해 알코올에 한

외 갈망수 이 높고, EC 처치 보다 처치

후 두 집단의 외 갈망수 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음을 의미한다.

암묵 태도

집단 간 EC처치에 따른 알코올에 한 암

묵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해 근-회피

IAT 수에 해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과 EC처치의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9)=0.12, ns).

그러나 암묵 태도에 한 집단의 주효과

(F(1,29) =5.37, p<.05, ŋ2=.16)와 처치의 주효

과(F(1,29) =7.45, p=.01, ŋ2=.20)가 유의미하

다.

그림 2의 D값(양수 는 양수에 가까울수록

알코올에 한 근경향성이 큼)을 볼 때, 과

음자 집단이 음자 집단보다 알코올에 한

근 행동경향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EC처치 에 비해 처치 후 두 집단의 알코올

에 한 근 행동경향성이 감소하 다.

논 의

본 연구는 알코올과 부 정서자극을 반복

으로 연합제시하는 EC처치가 음주자의 알코

올에 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고자 하 다. EC의 연합학습은 암묵 수 에

서 자동 으로 발생하여 특정 상에 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De Houwer, Thomas, &

Baeyens, 2001), 본 연구에서는 EC처치의 효과

를 확인하기 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

하여 외 태도 변화를 측정하 을 뿐만 아

니라, 특정 상과 암묵 행동경향성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근-회피 IAT를 이용하여

알코올에 한 암묵 태도 변화를 측정하

다. 알코올에 한 외 태도 변화를 측정

한 결과, 과음자 집단이 음자 집단에 비해

외 알코올 갈망수 이 높았고, EC처치

보다 처치 후 두 집단의 알코올 갈망수 이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 음주행동을

반복 으로 지속하는 과음자가 음자에 비해

알코올 련 단서에 한 충동 갈망수 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Wiers et al.,

2007; Houben & Wiers, 2009), EC처치가 음주자

그림 2. 집단 간 EC처치 후의 암묵 알코올 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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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 알코올 갈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임을 보여 다. 그러나 외 태도 알

코올 기 에서는 알코올 갈망의 결과와 달리

EC처치에 따른 기 감의 차이가 없었다. 알코

올 기 는 개인의 음주 경험을 통해 축 되는

것으로, 음주행동 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들에 한 자동 인 기억과 련이 있는데

(Goldman, 1994), 본 연구에서는 외 기억에

만 의존하여 알코올 기 를 보고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지 왜곡이 결과에 반 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한 EC처치의 효과를 측정한

두 가지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외 태도 측

정결과가 상이함을 볼 때, 외 태도 결과

를 통해 EC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평

가한 외 태도에 사회 바람직성의 편향

는 의도 왜곡이 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 다(Maria & Reiko, 2008).

집단 간 알코올에 한 암묵 태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과음자 집단이 음자 집

단에 비해 알코올에 한 강한 근 행동경향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EC

처치 에 비해 처치 후 알코올에 한 두 집

단의 암묵 근 행동경향성이 뚜렷하게 감

소하 는데, 이는 EC처치 후 음주자의 알코올

에 한 암묵 태도가 더 부 으로 변화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ouben, Havermans,

& Wiers, 2010; Houben, Schoenmakers, & Wiers,

2010). 이런 결과를 통해, EC기법이 알코올에

한 음주자의 암묵 태도 변화 알코올에

해 근하려는 행동성향의 감소에 효과 임

을 확인하 다. 이런 암묵 태도는 외

태도와 달리 개인의 의도와는 계없이 자동

이고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 바람

직성의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의 태도

를 의식 으로 통제하려는 의도 왜곡에

향을 받지 않는다(Gawronski & LeBel, 2008).

한 최근 선행연구는 알코올 남용 의존을

치료하기 해 알코올에 한 외 태도 변

화에 을 두기 보다는 암묵 태도를 변화

시키는 개입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Wiers,

van de Luitgaarden, van den Wildenberg, &

Smulders,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암묵 태

도의 결과를 통해 외 태도의 혼재된 결과

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EC가 알코올 남용과

재발의 요기제인 동기 암묵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 인 기법임을 확인하여,

알코올 남용에 한 치료 기법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EC처치가 알코올에 한 음주자

의 태도 변화에 효과 임을 확인하 으나, 과

음자 집단이 음자 집단에 비해 EC처치 후

알코올에 한 태도 변화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두 집단 모두 외 알코올

갈망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한 암묵 근

행동경향성이 감소하여, EC처치의 효과가 유

사하게 나타난 결과에 해 신 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알코올 남용자와

음자는 음주수 이 다르며, 알코올에 하여

상이한 동기 , 정서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고 하 다(Wiers, Woerden, Smulders, & De Jong,

2002; Field, Kiernan, Eastwood, & Child, 2008).

비록 본 연구에서는 과음자 집단과 음자 집

단 간에 음주 수 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

이 임상군과 비임상군의 구분처럼 상이한 동

기 , 정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보다는 두

집단 모두 음주행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으

로 구성된 비슷한 수 의 사회 음주자(social

drinkers) 집단에 속한다. 따라서 알코올과 부

정서자극의 반복 인 연합학습으로 인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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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두 알코올에 한 부정 인 태도가 강

화되어 EC처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과음자 집단과 음자 집

단의 EC처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EC처치

후 과음자가 음자보다 알코올에 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

는 불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하 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일반인을 상으로 EC처치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실제 음주량과 AUDIT 설문지 수를 바탕으

로 과음자 집단과 음자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을 상으로 EC처치의 효과를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학생집단

에서 과음자를 선별하 지만, 과음자 집단의

AUDIT에 한 평균 수가 21.06 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알코올남용자의 기 에 해당하

는 수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과음자 집단뿐만 아니라 음자 집단에서도

EC의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 인 음주행동을

반복함으로서 잠재 으로 문제 음주자가 될

수 있는 음자들에게 EC가 문제 음주행동을

방하는 기법으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

에 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집단을 상으로 과음자와

음자를 선별하여 실험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실제

임상군을 상으로 EC처치의 효과를 확인하고

실험결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

번의 EC처치를 통해 단기 인 처치효과를 확

인했다는 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추 연구를

통해 EC처치로 인한 태도의 변화가 지속 으

로 유지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EC처치 후 음주자의 실제 음주량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 다. 비록 근-회피

IAT를 통해 자동 문제 음주행동을 측할

수 있는 알코올에 한 행동경향성을 측정하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실험 실시 후 실제

음주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EC처치가 암묵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음주행동의 변

화에도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과음

자와 음자를 상으로 EC처치에 따른 알코

올에 한 암묵 근행동의 감소 외

갈망의 감소를 확인하여 EC가 알코올에 한

음주자의 외 갈망 암묵 행동성향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 다. 특히 암묵 태

도의 변화를 통해 외 태도의 변화가 지닌

사회 바람직성의 편향과 의도 왜곡의 한

계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었으며, EC가 알

코올 남용과 재발의 요기제인 동기 암

묵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 인 기법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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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valuative conditioning

on implicit attitudes toward alcohol in dr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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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valuative conditioning (EC) on changing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alcohol in drinkers. Participants included of 18 heavy drinkers and

13 light drinkers, based on the Korean-language version of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and alcohol consumption. All participants were subjected to an EC, which consistently pairs

alcohol-related stimuli with negative stimuli. In addition, assessment of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alcohol was perform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the approach-avoidance alcohol Implicit

Association Test (approach-avoidance alcohol IAT). According to the results, heavy drinkers showed higher

scores on explicit alcohol cravings and a more implicit approach tendency toward alcohol-related stimuli

than light drinkers. In addition, use of the EC resulted in successful reduction of explicit craving and

implicit approach action tendency in both group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supported the

effectiveness of the EC task in changing motivational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alcohol, which is an

important mechanism in alcohol abuse and relapse.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for implicit attitudes,

it can supplement the limits of socially desirability and intended bias,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explicit

results.

Key words : Alcohol cravings, Evaluative conditioning, Approach-avoidance implicit association test, Approach action

tend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