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블랙아웃 상태가 될 때까지 음주하는 것이 대중문화로서 악명을 얻었습니다. 알코올 
유도성 블랙아웃으로 인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력이 손상될 수 있고 부상 및 기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나 음주 경험 수준과 관계없이 음주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표에서는 알코올 오용의 흔하지만 깊이 우려되는 결과를 
진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블랙아웃이란 무엇입니까? 
알코올 관련 블랙아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공백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해마라는 뇌 영역에서 기억을 기억 
공고화라고 알려진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전달하는 과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만큼 알코올을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블랙아웃의 유형 
블랙아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는 기억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정의됩니다. “단편적인 블랙아웃”이라 
하는 가장 흔한 유형은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기억을 특징으로 하며 
중간중간 일부 시간들이 누락되어 
기억의 “섬”들이 생깁니다. 이 유형을 때때로 
그레이아웃 또는 브라운아웃이라고 합니다. 

흔히 수 시간에 걸쳐 이어지는 완전한 기억상실은 “완전(en bloc)” 블랙아웃이라 합니다. 이러한 중증 
형태의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저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블랙아웃은 언제 발생합니까? 
블랙아웃은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가 약 0.16퍼센트(합법적인 운전 한계의 거의 
2배) 이상일 때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BAC에서는 대부분의 인지 능력(예: 충동 조절, 주의력, 
판단력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이러한 높은 BAC에서 발생하는 저하 수준에서는 취한 정도가 
특히 위험한 블랙아웃과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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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중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훨씬 낮은 BAC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이 혈류로 빠르게 유입되어 BAC가 빠르게 상승할 때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공복에 음주하거나 단기간 동안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체중이 적고, 체중과 관계없이 체내 수분이 더 적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마다 남성보다 더 높은 최고 BAC 수치에 도달하고 그 속도도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라는 점이 블랙아웃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아웃은 높은 BAC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의 BAC를 0.08퍼센트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음주 패턴으로 정의되는 폭음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 2시간 안에 여성의 경우 
4잔, 남성의 경우 5잔을 마신 후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블랙아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강도 
음주라 하는 행동 후에 이런 블랙아웃을 경험하며, 고강도 음주는 여성 및 남성의 폭음 기준치 보다 최소 
2배 수준의 음주로 정의됩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 관련 문제의 징후입니까? 
대학생 및 기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블랙아웃의 빈도가 다른 알코올 관련 
결과(결근이나 결석, 평균 평점[grade point average, 
GPA] 저하, 부상, 응급실 입원, 체포 또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 경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의료 방문 중 블랙아웃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알코올 관련 피해의 위험에 
대한 중요하고 간단한 선별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반드시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징후인 것은 
아니지만 블랙아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되며, 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알코올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음주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알코올 및 귀하의 건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RethinkingDrinking.niaaa.nih.gov 

블랙아웃 대 의식상실 

블랙아웃은 “의식상실”과 동일하지 않으며, 

의식상실은 과도한 음주 후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아웃 중에는 사람이 여전히 깨어있지만 

뇌가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음주량에 따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의식상실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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