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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UDIT：Alcohol Us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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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Test(AUDIT-K)：Its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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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nostic efficiency of AUDIT-K and AUDIT-C-K was
comparable with that of MAST-K and superior to that of
CAGE-K. Conclusion：AUDIT-K and AUDIT-C-K have not
only high reliability and validity, but also usefulness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alcohol us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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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and AUDIT Alcohol Consumption Questions (AUDIT-CK) which is composed of the first 3 questions of AUDIT, a
screening tool for the alcohol use disorder. Methods：The
translation, including back translation procedure, was carried
out, keeping the basic structure of AUDIT. AUDIT-K, AUDITC-K, Korean version of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MAST-K), Korean version of CAGE (CAGE-K) and clinical
diagnosis were administered to 43 alcohol use disorder patients
and 43 non-alcohol use disorder control subject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UDIT-K and AUDIT-C-K were evaluate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each cut-off point of AUDITK and AUDIT-C-K were calculated and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was done to get
their optimal cut-off points. Diagnostic efficiency of AUDITK and AUDIT-C-K was evaluated by ROC curve analysis.
Results：AUDIT-K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UDIT-K with MAST-K and CAGE-K were 0.86
and 0.80, respectively, and significant correlation was shown.
Its optimal cut-off point was estimated as 12, an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0.84 and 0.86,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UDIT-C-K with MAST-K and CAGE-K
were 0.60 and 0.56, respectively. Its optimal cut-off point was
estimated as 8, an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0.95
and 0.77, respectively. The ROC curve analysis indicated that

서

론
알코올 의존으로 대표되는 알코올 사용장애는 다양한 신

체적 질환, 정신 질환, 사고, 폭력 및 범죄 및 사망률의 증
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알코올은 소화계, 심혈관계,
호흡계, 신경계 등 신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국민 보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나, 공중 보건 분야에서는 이를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왔다.1)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 중 이미 알코올 문제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은 알코올로 인
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야 알코올 의존이
나 남용 등의 진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2-4) Power등5)
은 일차 의료 영역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을 4～6%로 보고하였으며, 국내 일 종합병원 전체 성인 남
자 입원 환자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 유병율이 38.2%로 매
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도 상당수의 신
체적 질병이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6)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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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환자의
평가 및 접근은 알코올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7) 정신과 진단 편람 제4판(이하
DSM-Ⅳ)8)는 병적 알코올 사용의 양상, 알코올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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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회 직업기능의 장애, 내성이나 금단증상을 알코올

로운 음주(harmful user)에 관한 3문항, 그리고 위험한 음

의존의 진단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 의존의

주(harzadous use)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

정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상기 진단기준 역시 육안적으로

로 인한 해악과 의존 증상은 CAGE와 MAST에 포함되어

뚜렷이 구분되는 대상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숨겨진

있는 내용과 비슷하나, 그것의 유무보다는 빈도에 따라 점

환자를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또한 MAST나 다른 도구와는 달

서 많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리 지난 1년간의 음주에 대해 물어보게 되어 있어 상대적

불구하고, 일차의료기관 의료 담당자들이 이들을 발견해내

으로 과거보다는 현재의 알코올 문제를 반영하여 치료적 개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연구가들이 용이

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도구로 적합하다. 그러므로,

하게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선별검사

AUDIT는 기존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위험한 음주 모두를

(screening)용 도구를 개발하려고 노력한 결과, 몇가지의

선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설문지 형식의 검사도구

가 있는 선별검사 도구로서 이미 구미지역에서 널리 이용되

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고 있다.17-20)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AUDIT는 MAST

Selzer는 취중 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중 알코올 의존

에 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나 CAGE에 비해 소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지를 연구하다가 25개 문항으로

시간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21) Bush등22)은

이루어진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이하

AUDIT의 첫 3문항으로 구성된 AUDIT Alcohol Cons-

9)

MAST)를 만들었고,

Pokorny등은 MAST의 25개 문항

umption Questions(이하 AUDIT-C)가 알코올 사용장애

중 판별력이 높은 10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Brief MAST를

의 선별 검사도구로서 실용적인 검색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10)

또한 Mayfield등은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음주빈도, 양 등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

CAGE 질문지를 만들어 임상에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하

된 AUDIT-C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Bradley등23)에 의하

였다.11) 하지만 상기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

여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만들었다.

고 있다. 첫째, 음주량과 빈도 및 폭음(heavy drinking)에

현재까지 알코올 사용장애를 선별하는 여러 평가 도구들

대한 정보가 없고, 둘째, 현재 음주 문제와 평생 동안의 음

이 우리 나라에 소개 되었었고, 각각의 타당도나 신뢰도도

주 문제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셋째, 상대적으로 심한 알코

조사된 바 있다.24-27)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 도구들이 환자

올 의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

의 역학 조사에 일회성으로 사용되었을 뿐, 계속되는 연구

으나 알코올 의존의 진단기준에는 맞지 않는 환자를 선별하

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용이

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게 검사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간편하고

최근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이외에도 위험한 음주(haza-

신뢰성 있는 검사 척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치료

rdous alcohol intake)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위

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AUDIT를 한

험한 음주란 현재는 중요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

국어로 번역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실제 임

지 않고 있지만, 향후 많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상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검색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고, 음주자 자신과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인 부

한국어판 AUDIT 및 AUDIT-C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담을 지울 수 있는 음주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험한
음주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알코올 남용이나

연구대상 및 방법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반의료기관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는 물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정신병원 및 경기도 오산

론 위험한 음주 등을 간편하게 선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정신병원에서 1999년 9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

1989년 WHO에서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

지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군과 병원

면 이는 매우 효과적인 알코올 문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12-15)

ntification Test)를 개발하였다.

AUDIT는 핵심 질문

직원 및 전공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2인이

(core questionnaire)과 보조적인 이학적 검사(complem-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여 DSM-Ⅳ8) 및 ICD-1016)을 기준

entary physical examin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ICD-

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의 이환 여부를 진단하였다. 알코올 사

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16)의 진

용장애로 진단된 대상군과 그렇지 않은 대상군을 나이, 교

단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알코올 의존에 관한 3문항, 해

육정도, 결혼상태에 맞추어 짝짓기 표본(matched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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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군 43명씩, 총 86명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인

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로서“예, 아니오”로 답하게

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환자와 부정이 심한 환자, 다른 정신

되어 있다. 4문항중 2문항 이상이“예”
라는 답이 있는 경우

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제외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성

알코올 사용장애를 의심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 한국

별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모두 남성으로 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이‘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시 사용
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28)

2. 연구 방법
1) 한국어판 AUDIT(이하 AUDIT-K) 및 한국어판 AUDITC(이하 AUDIT-C-K)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AUDIT의 보조적인 이학검사를 제외하고
핵심 질문만을 사용하였다. AUDIT-C는 AUDIT의 첫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주의 빈도, 양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정신과 전문의 3명과 전공의 2명, 간
호사 2명, 사회사업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번역은
영어에 능숙한 정신과 전문의가 하였다. 문화적 차이 때문
에 직역해서는 의미가 적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번안하였다.
한 사람이 초벌 번역을 하고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번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초안을 확정하였다. 역번역은 한국어에
능숙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의뢰
하였고, 역번역된 영문과 원 영문간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후 연구팀이 모여서 번역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서 수정한 후에 몇 예에서 시도해 보고 재수정 하였다.
10번 문항은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는데,‘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끊
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을
원문의‘0점-없었다. 2점-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4점-지난 1년간 있었다’
에서‘0점-전혀 없다, 1점-한달

3) 실시방법
연구의 내용과 절차에 동의한 피검자를 정신과 전문의 2
인 이상이 면담과 병력 청취 등을 실시한 후 임상진단을 내
리고 별도의 구조화된 용지에 피검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AUDIT-K, AUDIT-C-K,
MAST-K, CAGE-K의 순서로 검사지를 배부하고 피검자
스스로 읽고 답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일주일 후에 다시 AUDIT-K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하였다. 피검자가 평가 도구에 답하는 동안 연구팀 중 1명
이 현장에서 검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4) 자료분석
(1) 신뢰도 검증
AUDIT-K 및 AUDIT-C-K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평가하
였다. 검사의 측정치가 시간적 안정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86명의 동일 피검자를 대상으로 7일 간격으로 시행
한 두 검사 점수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검사-재
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분석하였다.
(2) 타당도 검증

에 1번 미만, 2점-한달에 한번, 3점-일주일에 한번, 4점-

AUDIT-K 및 AUDIT-C-K와 다른 평가도구들(MA-

매일같이’
로 수정하여 응답자들이 답하게 하였다. 선택항목

ST-K, CAGE-K)을 동시에 실시하고 각 척도의 점수들

을 상기와 같이 세분화 한 이유는 음주행동이 만연화 된 한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AUDIT-K와 AUDIT-C-K의

국 실정에서 10번 문항에 대하여 높은 점수가 예상되었고,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상관관계

심각한 정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는 Pearson 상관계수 r을 구하여 평가하였다.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구하기 위하여 임상진단 결과에

2) 비교측정도구

의한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정상인간의 각 군 척도점수의 평

(1) 한국어판 MAST(이하 MAST-K)

균을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9)

1971년 Selzer 가 고안한 25문항으로 구성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로서“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다.
일부 항목은“아니오”
일 때 점수를 주며, 점수를 받는 항목
의 합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여부를 결정한다. 항목별로 가
중치를 두어 채점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환일 등23)
이 표준화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2) 한국어판 CAGE(이하 CAGE-K)
11)

1974년 Mayfield등 이 고안한 4문항으로 구성된 간편

(3) 최적 절단점(optimal cut-off)의 추정 및 진단적 효
율성 검증
AUDIT-K 및 AUDIT-C-K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
단기준, 즉 절단점(cut-off)을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민
감도, 특이도, kappa치를 산출하여 어떤 절단점에서 임상 진
단과 가장 일치도가 높은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이하 ROC) 곡선 분석을 통해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 절단점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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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MAST-K 및 CAGE-K 등 다른 평가도구들의 ROC
곡선의 곡선하 면적(Area Under Curve；이하 AUC)과 비
교함으로써 AUDIT-K 및 AUDIT-C-K의 진단적 효율
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특정 검사의 AUC가 클수록 상대적
29-32)

으로 진단적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ample
Alcohol use
disorder
(n＝43)

Non alcohol
use disorder
(n＝43)

20-29

3 ( 7.0)

3 ( 7.0)

Variable
Age (years)
30-39

22 (51.2)

22 (51.2)

(4) 통계처리

40-49

17 (39.5)

17 (39.5)

자료의 분석은 주로 SPSS Window version 9.0을 사용

50-59

1 ( 2.3)

1 ( 2.3)

9 (20.9)

10 (23.3)

32 (74.4)

33 (76.7)

2 ( 4.7)

-

하였고, ROC Curve의 AUC의 비교에는 MedCalcR window version 5.0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시 유의도의
검정은 p<0.05 또는 p<0.01로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Separated
Education

결

과

1.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를 전문의 2인에 의한 임상 진단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연구 설계대로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된 군
은 43명이었고,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되지 아니한 군은
43명이었다. 짝짓기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두 군간의 연
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 AUDIT-K 및 AUDIT-C-K의 신뢰도 검증
AUDIT-K 및 AUDIT-C-K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
는 Cronbach alpha계수는 각각 0.92, 0.85였다. AUDIT-

≤ 6

1 ( 2.3)

1 ( 2.3)

7-12

19 (44.2)

16 (37.2)

≥13

23 (53.5)

26 (60.5)

χ2

pvalue

0.00

1.000

2.07

0.356

0.44

0.802

Table 2. Correaltion coefficients among AUDIT-K, AUDIT-C-K,
MAST-K, CAGE-K and AUDIT-K (retest)
AUDIT-K

AUDIT-C-K

AUDIT-C-K

0.830*

MAST-K

0.858*

0.604*

CAGE-K

0.795*

0.563*

MAST-K

CAGE-K

0.801*

AUDIT-K
0.964*
0.779*
0.884*
0.786*
(retest)
*：p<0.01 in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UDIT-K：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Identification Test,
AUDIT-C-K： Korean version of AUDIT Alcohol Consumption
Questions, MAST-K：Korean version of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CAGE-K：Korean version of CAGE

K의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검사
간의 상관계수가 0.96(p<0.01)이었다(Table 2).

3. AUDIT-K 및 AUDIT-C-K의 타당도 검증

Table 3. Comparison of AUDIT-K, AUDIT-C-K, MAST-K, CAGE-K
scores (meanSD) between ancohol use disorder and non
alcohol use disorder
Alcohol use
Non alcohol use
disorder (n＝43) disorder (n＝43)

1) MAST-K 및 CAGE-K와의 상관관계
AUDIT-K 및 AUDIT-C-K의 MAST-K와의 상관

AUDIT-K

계수는 각각 0.86, 0.60, CAGE-K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MAST-K

0.80, 0.56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Table 2).

2) AUDIT-K, AUDIT-C-K, MAST-K, CAGE-K 평균 점수
의 비교
AUDIT-K, AUDIT-C-K, MAST-K, CAGE-K 평균
점수는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된 군과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되지 아니한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Table 3).

4. 최적 절단점(cut-off)의 추정
AUDIT-K의 각 점수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 일치도
는 Table 4 및 Fig. 1에 나타나 있다. Table 4 및 Fig. 1에

AUDIT-C-K

F-value

21.00± 8.36

7.05±4.34

16.04*

9.84± 1.36

5.44±2.57

17.85*

21.00±13.92

3.53±3.91

60.28*

0.58±0.91

14.34*

CAGE-K
2.16± 1.48
SD：Standard deviation
*：p<0.001 in one-way ANOVA

서 보면 12점을 AUDIT-K의 최적 절단점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이때 민감도는 0.84, 특이도는 0.86이며 일치도
는 0.70이었다. ROC 곡선 분석 결과에서도 최적 절단점은
12점이었으며, 이때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는 0.85였다. ROC 곡선 분석을 통해 구한 AUC값은 AUDIT-K가 0.944(표준 오차＝0.026)으로, MAST-K의 0.928
(표준 오차＝0.029)에 비하여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그러나 CAGE-K의 0.801(표준 오차＝0.049)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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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values of accuracy indices according to various cut-off sores of AUDIT-K
Cut-off

SEN

SPE

PPV (%)

8

1.0

0.58

76.8

NPV (%)
100

Efficiency

AUC (±SE)

K

0.849

0.791±0.051

0.58

9

1.0

0.70

77.8

96.9

0.849

0.849±0.045

0.70

10

0.98

0.72

80.4

85.0

0.826

0.849±0.045

0.70

11

0.86

0.79

85.7

84.1

0.849

0.826±0.048

0.65

12*

0.84

0.86

85.0

80.4

0.826

0.849±0.045

0.70

13

0.79

0.86

86.5

77.6

0.814

0.826±0.048

0.65

14

0.74

0.88

94.1

78.8

0.845

0.814±0.049

0.63

15

0.74

0.95

93.7

75.9

0.826

0.849±0.045

0.70

16
0.70
0.95
96.7
75.0
0.826
0.826±0.048
0.65
*：cut-off score recommended by this study
SEN：sensitivity, SPE：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AUC：area under curve, K：kappa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Fig. 1. Sensitivities, Specificities and Kappa coefficients of the
AUDIT-K scores.

Fig. 2. Sensitivities, Specificities and Kappa coefficients of the
AUDIT-C-K scores.

AUDIT-C-K의 각 점수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 일치
도는 Table 5 및 Fig. 2에 나타나 있다. Table 5 및 Fig. 2

고

찰

에서 보면 8점을 AUDIT-C-K의 최적 절단점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이때 민감도는 0.95, 특이도는 0.77이며 일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한국어판

도는 0.72이었다. ROC곡선 분석 결과에서도 최적 절단점은

AUDIT 및 AUDIT-C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

8점이었으며, 이때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도를 검증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는 0.90이었다. ROC 곡선 분석을 통해 구한 AUC값은

척도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치도를 통

AUDIT-C-K가 0.947(표준 오차＝0.021)로, MAST-K

해 검증하였는데,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

의 AUC값인 0.928(표준 오차＝0.029) 보다는 컸으나, 통

일 간격을 두고 시행한 AUDIT-K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CAGE-K의 0.801

는 Pearson 상관계수가 0.96(p<0.01)으로 높은 신뢰도를

(표준 오차＝0.049)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보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 alpha 계수가 0.8 이상이면

(Fig. 4).

우수한 내적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로 평가된다.33) 본
연구 결과 Chronbach alpha 계수는 0.92로 나타나 AU-

88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4((2))：83-92, 2000

DIT-K가 높은 내적일치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단점으로 하였을 때는 민감도가 92%, 특이도가 93%, 10

한 AUDIT-C-K도 Chronbach alpha 계수가 0.85로 높

점을 최적 절단점으로 한 경우에는 민감도가 80%, 특이도

은 내적일치도를 가진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가 93%로 보고 되었다.15) Flemming등V은 대학생들을 대

기존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도구인 MAST-K와

상으로 하여 DSM-Ⅲ의 알코올 남용을 선별한 연구에서 8

CAGE-K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분석한 타당

점을 절단점으로 사용시 민감도가 94%, 특이도가 66%,

도는 AUDIT-K와 AUDIT-C-K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11점을 절단점으로 사용시 민감도가 48%, 특이도가 66%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

라고 보고하였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절단

애군과 비 알코올 사용장애군의 평균치 비교(Table 2)에서

점으로 11점을 사용하여 민감도가 94%, 특이도가 85%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AUDIT-K와 AUDIT-

보고 되었다.18) AUDIT-C-K의 절단점은 본 연구에서는

C-K가 모두 알코올 사용장애의 선별검사도구로서 구별타

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알코올 남용 및 의존 환자들을

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1987년

선별하는데 있어 Bush등22)이 제안한 절단점인 4점보다는

WHO가 AUDIT를 개발할 당시에는 위험한 음주를 선별하

훨씬 높은 절단점이다.

13)

는 최적 절단점으로 11점이 추천되었으나,

추천되는 안
12)

ROC 곡선 분석시 임계점이 좌측 상방으로 갈수록 민감

다국적

도와 특이도가 모두 100%에 가까운 완벽한 도구이다. 그

연구에서는 위험한 음주를 선별하는데 있어 8점을 최적 절

러므로 곡선상 좌측 상방에 가장 가까운 점이 최적 절단점

Fig. 3. Receiver opreating curves of AUDIT-K, MAST-K and
CAGE-K.

Fig. 4. Receiver opreating curves of AUDIT-C-K, MAST-K and
CAGE-K.

전한 음주량이 감소함에 따라 8점이 채택되었다.

Table 5. The values of accuracy indices according to various cut-off sores of AUDIT-C-K
Cut-off

SEN

SPE

PPV (%)

5

1.0

0.37

67.2

6

1.0

0.51

69.4

7

0.98

0.56

80.4

8*

0.95

0.77

9

0.81

0.91

10

0.63

0.98

Efficiency

AUC (±SE)

K

100

0.756

0.686±0.058

0.37

100

0.780

0.756±0.054

0.51

94.3

0.860

0.779±0.052

0.56

89.7

83.0

0.860

0.860±0.043

0.72

96.4

72.4

0.802

0.860±0.043

0.72

59.7

0.663

0.802±0.043

0.61

100

NPV (%)

11
0.33
1.0
100
53.1
0.558
0.663±0.059
0.33
*：cut-off score recommended by this study
SEN：sensitivity, SPE：specificity,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AUC：area under curve, K：kappa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이병욱 등：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 89

이며 본 연구에서는 AUDIT-K의 경우 민감도 84%, 특이

내의 짧은 시간 내에 간편하게 시행이 가능하면서도 25개

도 86%를 가진 12점이 최적 절단점으로 나타났고(Fig. 3),

문항으로 구성되어 5～15분 정도 소요되는 MAST-K에

AUDIT-C-K의 경우 8점이 최적절단점으로 나타났다(Fig.

필적하는 선별능력을 가진 우수한 검사도구임을 나타낸다.

4).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최적 절단점이 높게 나타난

또한 AUDIT-K는 최근 1년간의 음주력을 측정하므로 과

이유는 첫째, 위험한 음주자를 선별하지 않고 DSM-Ⅳ와

거보다는 현재의 알코올 문제를 반영하여 치료적 개입을 할

ICD-10상의 알코올 의존 및 해로운 음주 환자만을 선별하

수 있다. 그리고 MAST-K, CAGE-K와는 달리 음주량과

였기 때문에 그 음주량이나 음주로 인한 증상들이 더 심하

빈도 및 알코올과 연관된 문제의 횟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

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에 비하여 음주

어 치료적 개입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에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쳐 비교적 심한 알코

AUDIT-C-K의 경우는 CAGE-K보다 우수한 도구임이

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 외래 혹은 입원을 위하여 병원에

증명이 되었고 역시 MAST-K에 필적하는 선별 도구임이

내원하였을 가능성도 이유로서 고려할 수 있겠다. AUDIT

증명되었다. 이는 시간적 제약이 많은 일선 임상에서 쉽게

는 성별이나 종족, 인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

적용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4)

우리 나라의 술 소비량이나 음주허

이미 해외에서는 2～3문항의 짧고 간편한 알코올 사용장애

용 분위기 등은 본 연구의 높은 절단점에 대한 하나의 가능

선별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

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두문항으로 구성된 선별검사도구의 초기의 결과들은 추

고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UDIT-K를 번안하여 제작하는 과정에

후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고,35-38)

서 10번 문항을 수정하였다. AUDIT의 마지막 두 문항의

이후의 선별도구들은 민감도나 특이도가 기존의 표준 도구

보기를 3～8번 문항의 보기와 같이 수정하여 행한 연구들

들에 비하여 우월하지 못했다.39-41) CAGE 보다 짧고 환자

에서는 문항의 보기를 수정한 것이 전체 점수를 낮출 것으

의 음주량, 빈도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AUDIT-C는

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일치된 절단점의 변화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17)19)

나 민감도, 특이도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UDIT-K 및

추후 수정하지 않은 것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AUDIT-C-K의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가 높게 나왔는

연구에서 10번 문항의 보기를 수정한 것이 절단점의 변화

데 추후에 전향적인 설계의 연구로 확인이 된다면 AUDIT-

나 민감도, 특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

K 및 AUDIT-C-K를 이용한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각된다.

의 선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ROC커브 분석법은 최적 절단점의 추정 이외에 AUC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군의 숫자가 86명으로

산을 통해 진단평가 도구간의 진단적 효율성 비교에도 사용

비교적 적은 숫자이고, 연구 대상자가 임상 표본이므로, 그

된다.29-32) 이전의 AUDIT와 13문항으로 된 단축형 MAST

분포가 진단 기준상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비 알코올 사용장

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도구 모두 DSM-Ⅲ-R의 알코올

애군의 양 극단에 주로 몰려 있어 두 군간의 바람직한 최적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잘 선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별

절단점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19)

다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선정에 있어 무작위 추

연구에서는 ROC 곡선 분석 결과 AUC가 각각 AUDIT

출을 통해 일반 인구군을 포함시키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0.90, MAST 0.75로 위험한 음주를 선별하는 데 있어

한 폭넓은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AUDIT는 개발 당시 위

능력에 있어서 두 도구상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

본

험한 음주를 선별하여 조기에 개입함으로서 해로운 음주나

연구에서는 ROC 곡선 분석 결과 AUC가 각각 AUDIT-K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0.944, MAST-K 0.928로 DSM-Ⅳ와 ICD-10상의 알코

본 연구에서는 위험한 음주를 선별하지 않고 DSM-Ⅳ와

올 사용장애 환자 선별 능력에 있어 두 도구상에 유의한 차

ICD-10상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만을 선별하였다. 이는

이가 없었다. 또한 MAST-K와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비

위험한 음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술에 대해 허용적인

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어 AUDIT-K가 알코올 사용장애 환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음주자들이 위험한 음주가 될 수 있어

자를 선별한데 있어 적합한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AUC

위험한 음주라는 개념의 진단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

29-32)

가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선별검사도구로 간주되는데,

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는 매우

이러한 결과는 AUDIT-K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5분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향후 위험한 음주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AUDIT가 MAST보다 더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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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aunders JB, Aasland OG, Amundsen A, Grant M. Alcohol consu-

점을 추정하는 일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마지막 제
한점으로는 대상군의 신체상태 및 검사실 소견 등이 연구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확인

15)

되어져야 할 것이다.
16)

결

론
17)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AUDIT-K는 높은 신뢰도와 타
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을 위해 간편

18)

하면서도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AUDIT-C-K는 3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편한 도구로 높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19)

지닌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라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AUDIT-C-K·신뢰도·타당도.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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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어 판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K)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한달에 한번 미만

④ 1주일에 2～3회

⑤ 1주일에 4회 이상

③ 한달에 2～4회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잔 정도나 마십니까?
① 1～2잔

② 3～4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③ 5～6잔

3. 한번 술을 마실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한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6. 지난 1년간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 나가기 위해 다시 해장술을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
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다

②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③ 지난 1년간 있었다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번

⑤ 매일같이

③ 한달에 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