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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론: 최근 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량은 점

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양정남, 1998)  특히 결혼 및 배우자 유무는 음주에 중요한 관련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음에도(김태수 등, 2003)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

혼 후 배우자 유무와 음주 형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음주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대 이상의 남녀 중 결혼 경험이 있는

14,970명 중 음주행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3,190명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고위험

음주 경험 및 다빈도 음주, 음주자제빈도, 고위험음주빈도와의 관련성을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 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음주 행태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1,678명(52.6%)이며, 여자 1,512명(47.4%)였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

2,359명(73.9%), 65세 이상 831명(26.1%)이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2,621명(82.2%), 사별 344명(10.8%), 
이혼 및 별거 225명(7.1%)이었다. 고위험 음주경험은 한달에 한번 미만 1,883명(59.0%), 한달에 한번 정

도 379명(11.9%), 일주일에 한번 이상 928명(29.1%)으로 한달에 한번 미만 고위험 음주를 경험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한번이상. 일주일에 한번정도 순으로 고위험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월평
균 음주 횟 수에 있어서는 5회 이하 1,149명(36.0), 6회-10회 395명(12.4%), 11회이상 593명(27.7%)이었다.
 고위험 음주 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고위험 음주 경험을 많

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고위험 음주음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고위험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제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음

주자제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음주자제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음주자제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음주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다빈도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다빈도 음주 경험 높아지며, 가구 평균 소득이

증가 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다빈도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고위험 음주는 남녀를 합친 전체와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음주자제빈도에서는 남녀를 합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빈도 음주에서

여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주사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1. 서론

최근 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

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량은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는 술을 권하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로 인해 술을 마시는 행위가 매우 긍정적인 인식되

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술에 대한 지식이

극히 상식적이고 술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음주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기술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음주 압력에 무력해져 음주 빈

도의 증가 및 고위험 음주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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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성인 중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잔 이상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59.2%이었으며, 그중 남

자 72.4%, 여자 41.1%였다. 반면 1998년 조사에서는

남자 71.6%, 여자 32.7%로서 우리나라의 음주율은

남녀 모두에게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위험 음주

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40.4%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8.2%이었으나 2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는 15.5%로

전체 여성의 고위험 음주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

다.(국민건강영향조사, 2005) 음주 빈도에 있어서 일

주일에 4회 이상 음주하는 과음자는 27.9%, 일주일

에 2~3회 음주하는 적정음주자는 49.5%이며, 일주일

에 1회 음주하는 소량 음주자는 22.6%이다.(한국음

주문화연구센터 홈페이지) 이러한 음주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와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알코올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여 가정문제, 직장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하게 된다.(김광기, 1996)

한국사회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가족의 구

조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기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현대 가족은 가족의 문화 및 형태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알코올

남용,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사회의 변화는 알코올 생산 및 소비, 광

고, 그리고 분배의 증가를 가져 왔다. 이러한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의 변화를 가

져왔으며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양

정남, 1998)

하지만 음주 및 음주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결혼 및 배우자 유

무는 음주에 중요한 관련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음에

도(김태수 등, 2003)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음주

형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음주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대

이상의 남녀 중 결혼 경험이 있는 14,970명 중 음주

행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3,190명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고위험 음주 경험 및 다빈

도 음주, 음주자제빈도, 고위험음주빈도와의 관련성

을 통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결혼 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음주 행태의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1,678명(52.6%)이

며, 여자 1,512명(47.4%)으로 전체 3190명이었다. 연

령별로는 65세 미만 2,359명(73.9%), 65세 이상 831

명(26.1%)이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2,621명(82.2%),

사별 344명(10.8%), 이혼 및 별거 225명(7.1%)이었

다. 고위험 음주경험은 한달에 한번 미만 1,883명

(59.0%), 한달에 한번 정도 379명(11.9%), 일주일에

한번 이상 928명(29.1%)으로 한달에 한번 미만 고위

험 음주를 경험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이상. 일주일에 한번정도 순으로 고위험 음주를 한다

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음주 횟 수에 있어서는 5회 이

하 1,149명(36.0), 6회-10회 395명(12.4%), 11회-15회

137명(4.3%), 16회 이상 456명(14.3%)이었다.(표1)

남 여 계
P-값

명 % 명 % 명 (%)

연령별 65세 미만 1398 (83.3) 1282 (84.8) 2680 (84.0)
0.139

65세 이상 280 (16.7) 230 (15.2) 510 (16.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졸업 623 (37.1) 876 (57.9) 1,499 (47.0)

0.001고등학교 졸업 609 (36.3) 473 (31.3) 1,082 (33.9)

대학교 이상 졸업 446 (26.6) 163 (10.8) 609 (19.1)

결혼상태 유배우 1514 (90.2) 1107 (73.2) 2,621 (82.2)

0.001사별 53 (3.2) 291 (19.2) 344 (10.8)

이혼, 별거 111 (6.6) 114 (7.5) 225 (7.1)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88 (17.8) 188 (47.2) 476 (23.6)

0.001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779 (48.2) 172 (43.2) 951 (47.2)

300만원 이상 548 (33.9) 38 (9.5) 586 (29.1)

계 3,190 (100.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무응답으로 인해 총계가 다를 수 있음

배우자 상태에 따른 음주 행태의 단변량 분석 결과

고위험 음주 경험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는 유배우자

780명(29.8%), 사별 50명(14.5%), 이혼, 별거 98명

(43.6%)으로 이혼, 별거의 혼인상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음을 피하기 위한 음주 자제 경험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자제를 경험한 경우는 유배

우자 174명(6.69%), 사별 11명(3.2%), 이혼, 별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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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7.6%)로 유배우자의 혼인상태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빈도 음주 경험에서 월 11회 이상 음주

경험은 유배우자 488명(27.3%), 사별 51명(32.5%),

이혼, 별거 54명(32.5%)로 이혼, 별거의 혼인상태에

서 다빈도 음주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계
P-값

N % N % N % N %

고위험

음주경험

한달에 한번미만 1510(57.6) 274(79.7) 99(44.0) 1883 (59.0) 0.001

한달에 한번 331(12.6) 20(5.8) 28(12.4) 379 (11.9)

일주일에 한번

이상
780(29.8) 50(14.5) 98(43.6) 928 (29.1)

음주자제

경험

한달에 한번미만 2251(85.7) 324(94.2) 193(85.8) 2763 (86.6) 0.001

한달에 한번 201(7.7) 8(2.6) 15(6.7) 225 (7.1)

일주일에 한번

이상
174(6.6) 11(3.2) 17(7.6) 202 (6.3)

월평균음

주 횟수

월 5회이하 955(53.4) 103(56.9) 91(54.8) 1149 (53.8) 0.134

월 5회-10회 347(19.4) 27(14.9) 21(12.7) 395 (18.5)

월11회이상 488(27.3) 51(28.2) 54(32.5) 593 (27.7)

[표 2] 배우자 상태에 따른 음주행태

* P-값, X2-검정에 의함.

고위험 음주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 남자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고위험 음주경험이

794명(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는 한달

에 한번 미만으로 1246명(82.4%)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연령별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 고위험 음

주가 65세 미만 1307(55.4%), 65세 이상 576명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한

달에 한번 미만 고위험 음주가 중학교 졸업이하 991

명(66.1%), 고등학교 졸업 603명(55.7%), 대학교 졸

업이상 289명(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상태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 고위험 음주가 유배우

1510명(57.6%), 사별 274명(79.7%), 이혼 별거99명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고위험 음주 결험은 100만원미만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 287명(60.3%),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에서

는 한달에 한번 미만 410명(43.1%), 300만원 이상에

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279명(47.6%)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표 3)

한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계

P-값

N % N % N % N %

성별 남 637(38.0) 247(14.7) 794 (47.3) 1678 (100.0) 0.001

여 1246(82.4) 132(8.7) 134 (8.9) 1512 (100.0)

연령 65세 미만 1307(55.4) 306(13.0) 746 (31.6) 2359 (100.0) 0.001

65세 이상 576(69.3) 73(8.8) 182 (21.9) 831 (100.0)

교육수

준

중학교졸이하 991(66.1) 149(9.9) 359 (23.9) 1499 (100.0) 0.001

고등학교 졸 603(55.7) 138(12.8) 341 (31.5) 1082 (100.0)

대학교졸이상 289(47.5) 92(15.1) 228 (37.4) 609 (100.0)

배우자

상태

유배우 1510(57.6) 331(12.6) 780 (29.8) 2621 (100.0) 0.001

사별 274(79.7) 20(5.8) 50 (14.5) 344 (100.0)

이혼, 별거 99(44.0) 28(12.4) 98 (43.6) 225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87(60.3) 41(8.6) 148 (31.1) 476 (100.0) 0.001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10(43.1) 140(14.7) 401 (42.2) 951 (100.0)

300만원 이상 213(36.3) 94(16.0) 279 (47.6) 586 (100.0)

[표 3] 고위험 음주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교차 분석

음주 자제를 종속변수로 한 교차분석 결과, 한달

에 한번 미만 음주 자제경험이 남자 1308명(77.9%),

여자는 1455명(9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

령별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 음주 자제가 65세 미

만 2017(85.5%), 65세 이상 746명(89.8%)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 음

주자제가 중학교 졸업이하 1318명(87.9%), 고등학교

졸업 930명(86.0%), 대학교 졸업이상 515명(84.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상태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이 유배우 2246명(85.7%), 사별 324명

(94.2%), 이혼 별거 193명(85.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한달에 한번 미만이 100만

원미만에서는 407명(85.5%),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에서는 770명(81.0%), 300만원 이상에서는 461

명(78.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한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계

P-값

N % N % N % N %

성별 남 1308 (77.9) 186(11.1) 184(11.0) 1678 (100.0) 0.001

여 1455 (96.2) 39(2.6) 18(1.2) 1512 (100.0)

연령 65세 미만 2017 (85.5) 182(7.7) 160(6.8) 2359 (100.0) 0.007

65세 이상 746 (89.8) 43(5.2) 42(5.1) 831 (100.0)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318 (87.9) 80(5.3) 101(6.7) 1499 (100.0) 0.001

고등학교졸업 930 (86.0) 82(7.6) 70(6.5) 1082 (100.0)

대학교

졸업이상
515 (84.6) 63(10.3) 31(5.1) 609 (100.0)

배우자

상태

유배우 2246 (85.7) 201(7.7) 174(6.6) 2621 (100.0) 0.001

사별 324 (94.2) 9(2.6) 11(3.2) 344 (100.0)

이혼, 별거 193 (85.8) 15(6.7) 17(7.6) 225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07 (85.5) 22(4.6) 47(9.9) 476 (100.0) 0.001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770 (81.0) 97(10.2) 84(8.8) 951 (100.0)

300만원 이상 461 (78.7) 71(12.1) 54(9.2) 586 (100.0)

[표 4] 음주자제를 종속변수로한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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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음주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교차분석 결과,

5회 이하가 남자 607명(42.7%), 여자는 542명

(7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5회

이하가 65세 미만 1006(55.7%), 65세 이상 143명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5회

이하가 중학교 졸업이하 498명(52.3%), 고등학교 졸

업 391명(53.7%), 대학교 졸업이상 260명(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상태에서는 5회 이하가

유배우 955명(53.4%), 사별 103명(56.9%), 이혼 별거

91명(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에

서 100만원미만에서는 11회 이사 142명(43.8%), 100

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에서는 5회 이하 349명

(45.8%), 300만원 이상에서는 5회 이하 244명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

5회이하
6회이상-10

회이하
11회이상 계

P-값

N % N % N % N %

성별 남 607(42.7) 313(22.0) 502(35.3) 1422 (100.0) 0.001

여 542(75.8) 82(11.5) 91(12.7) 715 (100.0)

연령 65세 미만 1006(55.7) 342(18.9) 458(25.4) 1806 (100.0) 0.001

65세 이상 143(43.2) 53(16.0) 135(40.8) 331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498(52.3) 152(15.9) 303(31.8) 953 (100.0) 0.001

고등학교

졸업
391(53.7) 127(17.4) 210(28.8) 728 (100.0)

대학교

졸업이상
260(57.0) 116(25.4) 80(17.5) 456 (100.0)

배우자

상태

유배우 955(53.4) 347(19.4) 488(27.3) 1790 (100.0) 0.134

사별 103(56.9) 27(14.9) 51(28.2) 181 (100.0)

이혼, 별거 91(54.8) 21(12.7) 54(32.5) 166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9(39.8) 53(16.4) 142(43.8) 342 (100.0) 0.001

100만원이

상-300만

원미만

349(45.8) 148(19.4) 265(34.8) 762 (100.0)

300만원

이상
244(50.7) 123(25.6) 114(23.7) 481 (100.0)

[표 5] 월평균 음주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교차 분석

고위험 음주 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고위험 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고위험 음주음 경험이 낮아

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고위험 음주 경험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B S.E Wald p-value Exp(B)

성별(ref : 여) 2.110 .205 106.140 .001** 8.250

연령 -.042 .006 47.733 .001
**

.959

결혼상태 (ref : 유배우) 17,580 .001
**

결혼상태 - 사별 .331 .238 1.932 .165 1.393

결혼상태 - 이혼, 별거 .812 .194 17.580 .001** 22.253

가구평균소득 (ref : 100만원 미만) .293 .864

가구평균소득 - 100만원~300만원 -.030 .142 .046 .830 .970

가구평균소득 - 300만원 이상 .032 .167 .036 .849 1.032

교육정도(ref : 중졸이하) 5.763 .056

교육정도 - 고졸 -.238 .120 3.924 .048
*

.788

교육정도 - 대졸이상 -.315 .144 4.789 .029
*

.730

상수 .124 .416 .089 .766 1.132

[표 6] 고위험 음주 경험을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음주자제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 여자보다 남자가 음주자제 경험을 많아 하며, 연

령이 증가하면 음주자제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

이 높아지면 음주자제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7).

B S.E Wald p-value Exp(B)

성별(여) 2.372 .456 26.888 .000
**

10.718

연령 -.034 .010 11.496 .001
**

.976

결혼상태 (ref : 유배우) ,794 .672

결혼상태 - 사별 .308 .409 .566 .452 1.360

결혼상태 - 이혼, 별거 -.111 .311 .127 .722 .895

가구평균소득 (ref : 100만원 미만) 6.064 .048
*

가구평균소득 - 100만원~300만원 -.544 .222 6.035 .014* .580

가구평균소득 - 300만원 이상) -.469 .261 3.225 .073 .626

교육정도(ref : 중졸이하) 15.729 .000
**

교육정도 - 고졸 -.407 .188 4.659 .031
*

.666

교육정도 - 대졸이상 -.996 .253 15.524 .000** .369

상수 -1.892 .756 6.264 .012 .151

[표 7] 음주자제 경험을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빈도 음주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다빈도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다빈도 음주 경험 높아지며,

가구 평균 소득이 증가 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아지

면 다빈도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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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d p-value Exp(B)

성별(여) 1.231 .272 20.570 .000** 3.424

연령 .021 .007 8.791 .003
**

1.021

결혼상태(ref : 유배우) 2.846 .241

결혼상태 - 사별 .173 .289 .358 .550 1.189

결혼상태 - 이혼, 별거 .368 .220 2.813 .094 1.445

가구평균소득 (ref : 100만원 미만) 6.443 .040
*

가구평균소득 - 100만원~300만원 -.329 .164 4.037 .045
*

.720

가구평균소득 - 300만원 이상 -.508 .204 6.199 .013* .602

교육정도 (ref : 중졸이하) 29.978 .000**

교육정도 - 고졸 -.242 .141 2.939 .086 .785

교육정도 - 대졸이상 -1.067 .196 29.679 .000
**

.344

상수 -2.744 .518 28.028 .000 .064

[표 8] 월평균 음주 횟수을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4. 논의 및 결론

음주는 결혼 및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음주의 동기의 선행적 연구

에서는 결혼과 성적인 문제, 가족간의 갈등이나 가

족구성원의 질병이나 상실(오태원, 1980)이 중요한

음주 동기 가운데 하나이며, 알코올성 정신장애자들

의 47%가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이 폭음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유발요인이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자

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동적이며 복종

적인 대인관계를 보인 사람이 많았으나, 술을 마신

이후에는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변하는

환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오태원, 1980)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고위험 음주는 남녀를 합친

전체와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주

자제빈도에서는 남녀를 합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빈도 음주에서 여자에게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주사업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

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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