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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원인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으로 알코올 의존인 부모의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알코올

은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요인

성장과정 중 구강기에 고착되어 집착하거나 불안감, 열등감을 잊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음주 후에 얻어지는 불안 해소의 경험이 반복

적 음주의 원인이 됩니다.

사회학적 요인

집단이나 사회의 음주 습관이나 관용도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적 요인

부모상실, 비행성 부친, 가정 붕괴 등 자녀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증상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량 

(소주기준)
심신상태 해독시간

0.03~0.06% 2~3잔 근육이완, 기분이 좋은 상태, 안정감, 편안감 2~4

0.05~0.099% 운전면허 정지

0.06~0.1% 4~7잔 말이 많아짐, 목소리가 커짐, 운동능력 저하 6~8

0.1%이상 운전면허 취소

0.1~0.2% 8~12잔 말이 둔해짐, 판단력, 집중력, 기억력 둔해짐(움직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함) 8~10

0.2~0.4% 14~20잔 평형․언어장애, 구토, 의식이 없게 됨, 혼수상태 14~20

0.5~ 21잔~ 혼수상태, 호흡정지, 사망

알코올 중독 치료

정보마당 정신건강정보 알코올중독

알코올 중독이란 무엇일까?
음주에 편향된 특성을 가진 질환으로서, 음주가 시작되면 대개 중독(취한) 상태가 되어야 끝나며 만성적 진행

적인 신체장애, 정동장애, 작업장애, 사회 부적응 등이 수반되는 특징을 가지는 ‘정신과적 질병’입니다.

알코올중독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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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치료

'알코올' 영화로 이해하기

[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

1994년 출시된 영화로, 주인공이 중산층 알코올 중독자로 나옵니다.

다소 멜로드라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내용 중 단주동맹(A.A와 Al-Anon)이 잘 소개되어 있

습니다.

또한 상호의존과 아내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 'Drunks' 라는 영화 또한 단주동맹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어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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