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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의 음주특성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음주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은 10 부터 음주 경험이 있는 기시작음주유

형인 반면, 여자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후기시작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노인  40.6%는 정상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24.7%는 상습  과음자로 나타났다. 한 남자 노인

은 ‘인간 계 유지’를 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
된 것 같다’라고 응답하 다.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과 다르게 ‘기분 환이나 생활 스트 스’로 인한 
문제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우울해지거나 하소연하고 싶어진다’는  다른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 다.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의 격한 증가에도 불

구하고 주요 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노인들

의 욕구를 히 수용하지 못하여 노인인구 증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 다. 

특히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역할상실과 사회 계

망 축소 등 다양한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방법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에서 부분의 성  만성의 내과 질병과 

정신과 질병은 생활방식에 의한 향을 받고, 이 가

운데 알코올 섭취는 특히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정찬승,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정된 60-69세의 노인집단이 

21.9%로 20 나 30  그리고 40 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습  음주는 구에게나 해롭지만

노인 건강에는 더욱 치명  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코올에 한 내성이 감

소하며,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므로 노인들

의 음주습 은 그들의 양 상태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한경희 외, 1996). 한 남녀에 따라 음

주양태나 알코올의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plant, 1997; 유상  200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노인음주는 노인의 신체 , 심리 , 사

회 , 건강문제 등과 한 련이 있어 노년기 삶

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사

회 내 노인음주에 한 심과 음주문제 방이 요

하다. 그러나 노인의 음주와 음주문제에 한 자료

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이유와 음주효과, 음주정도 등의 음

주특성을 악하여 알코올 독의 조기발견  음주

교육 로그램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사

회 보건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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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조사자료  분석방법

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들의 음주특

성을 알아보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직 기입방법과 면 을 통해 2008년 

11월 10일～2008년 11월 21일까지 조사하 다. 수거

한 설문지 350부 에서 부 한 42부를 제외한 총 

308부를 연구 자료화하 다. 

2.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14.0 통계 로그램을 사

용하여 단순빈도(frequency)와 백분율(percentage),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 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로 하 다.

2.3. 조사도구

WHO(세계보건기구)가 일반인 상으로 문제음주자

의 기 확인을 해 간단하게 제작한 문제음주척도

(NIAAA, 2003) AUDIT를 김용석(199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AUDIT-K를 사용하 다.

수의 범 는 0-40 으로 0 -7 이면 정상음주자, 

8 -19 이면 상습  과음자로 주의가 필요, 20

-24 은 잠재  알코올 독자로 정신과 문의의 

상담이 요구되고, 25  이상은 알코올 독자로 

문  입원치료  상담이 필요한 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음주 척도의 Cronbach'α 계수

는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조사 상자들의 음주 련 특성

체 상자  음주를 하는 노인은 211명(68.5%)이

었으며, 남자 158명(51.3%), 여자 53명(17.2%)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음주 경향이 높게 나타났

다. 연령에 따라서는 66세-70세의 음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부분 무직이었다. 남자 노

인은 10 부터 음주 경험이 있는 기시작음주 유형

인 반면, 여자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음주를 경험하

게 되는 후기시작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 음

주를 하는 노인  40.6%는 정상 음주자, 24.7%는 

상습   과음자, 1.9%는 알코올 독자, 1.3%는 잠

재  알코올 독자로 나타났다. 

3.2. 음주이유에 따른 음주효과

음주이유에 따른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음주효과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은 습 으로 음주

를 하기보다는 주로 ‘인간 계 유지를 해서 음주

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 고 그 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체․정신  고통을 잊

기 해 음주’를 하는 경우 ‘기분이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 같다’와 ‘잠이 잘 오거나 신체  고통

이 사라진다’고 응답하 다(p<0.01).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남자 노인과는 다르게 ‘기분

환이나 생활 스트 스’로 인한 문제를 해결 받고자 

음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이 

이런 이유로 음주를 하고 난 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우울해지거나 하소연하고 싶어진다’는  다른 문제

를 나타내기도 하 다(p<0.05). 한편, 남녀노인 모두 

생활스트 스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울해지

고 하소연하고 싶어진다’라고 응답하 다.

          

3.3. 음주정도에 따른 음주이유

음주정도에 따른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음주이유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들은 ‘기분 환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정상 인 음주형태

를 보 고, ‘인간 계 유지’를 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상습  과음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 

‘습 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잠재  알코올 

독자로 나타났다(p<0.01). 

반면 여자 노인들은 남자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기

분 환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정

상 인 음주형태를 보 고, ‘생활스트 스’로 인해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상습  과음형태로 나타났다

(p<0.05).

3.4. 음주정도에 따른 음주기간

음주정도에 따른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음주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노인들은 정상 음주자와 

상습  과음자의 음주기간이 각각 40년 이상으로 비

슷한 수 이었으며, 10 부터 음주 경험이 있는 

기시작음주유형으로 나타났다(p<0.01). 

반면 여자 노인들은 정상 음주자의 음주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상습  과음자의 음주기간이 20년 이상으

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평균 30  이후에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후기시작음주 유형으로 나타났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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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

시하고 노인들의 음주에 한 인식제고와 방 책 

 보건교육 방향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음주를 많이 

하고 남자 노인은 ‘인간 계 유지를 해서’, 여자 

노인은 ‘기분 환이나 생활스트 스’로 음주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음주이유는 음주정도에도 향을 미

쳐 상습  과음자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

계를 유지하거나 기분 환, 생활스트 스를 알코

올에 의존하기보다는 여가취미활동이나 자원 사활

동, 그리고 문상담기 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자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음주를 시작

하는 후기음주시작 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형수

(2004)의 보고에 따르면 후기음주시작 유형은 증세

악과 후가 조기음주시작 유형보다 훨씬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처음 음주 동기에 한 심

층 인 연구를 통해 방 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알코올 독 방을 해 개입할 수 있다. 습

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에 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음주 습 과 사회문화 으로 음주에 

한 허용도가 높아 알코올 독의 조기발견은 어려

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지 , 1998). 특히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면서 음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음주 향에 해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음

주 습 을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효과 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인 향을 최소

화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노인 문제 음주를 방할 수 있는 음주 교육

이 필요하다. 음주에 련된 문제는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음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사고와 여러 질환의 가능성, 다른 약

물과의 상호작용,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

할 때 음주에 한 구체 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이 

실히 필요하다. 건 한 여가활동과 음주생활을 

해 건강생활실천  건강 리 보건교육, 그리고 정

신건강 리 로그램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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