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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alcohol consump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Korea and their drink-related behavior. The study focused on these changes over a decade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and health examinations that were carried out at a university campus in 1999 and in 2009. In 
both years more than 85% of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drank alcohol. However,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frequency 
and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were found (p<.001). The main influence on students’ drinking behavior was 
friends/peers in both years. The most frequently preferred alcohol of respondents was so-ju (a traditional Korean liquor) 
in both years. However, the most frequently preferred type of food to accompany drinking had significantly changed 
(p<.01). Other changes including the increase of drinking speed and smoking during drinking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changed (p<.05) while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the decrease in food intake during drinking was 
not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alcohol consumed was noted between underage drinkers and 
drinkers of above the legal drinking age. Heavy drinkers in the 2009 population had significantly higher systolic blood 
pressure than non-drinkers and moderate drinkers (p<.01).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re may be a rise in heavy 
drinking and/or binge drinking among drinkers including underag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lcohol-blood pressure associations are considered to be of concern even in young adult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ed for special alcohol prevention programs or campaigns to intervene in the behavio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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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적정 음주는 심장질환을 비롯한 몇 가지 질병의 유병률 

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제시되고 있

다(Brügger-Andersen et al., 2009; De Lorimier, 2000; 
Farchi et al., 2000; Foppa et al., 2001). 또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

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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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 김종규, 2002).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은 세계적으로 상병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Nelson et al., 
2005). 또 사회적 음주가 과음으로 이어져 적정도를 넘어

선 과다 음주 및 폭음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주관련 문제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우리나라 국

민의 음주자 비율은 68.6%(남자 82.7%, 여자 55.3%)로 

나타나 있다.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80.8%로 음주자 

비율이 가장 높고 또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이 77.5%
로 가장 많다(통계청, 2008).  

오늘날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여러 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관심사이다. 대학생 집

단은 동일 연령의 다른 집단에 비해 과음 또는 폭음 위험

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Gfroerer et al., 1997; 
Gliksman et al., 2003). 대학생 5명 중 2명이 과거 2주 

동안에 폭음을 한 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O’Malley & 
Johnston, 2002).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에서 음주를 

한 학생 중 절반 정도가 미성년 대학생이었다는 보고도 

있다(Wechsler et al., 2002a; Wechsler et al., 2002b). 
미성년 대학생의 과다 음주는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며(Keeling, 2000), 또 다른 약물(코카인, 담배 등) 사용/
남용과도 연계된다(Jones et al., 2001). 또한 이는 알코올 

관련 사고 및 사망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Hingson et al., 2005; Jones et al., 1992; Naimi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도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온 대학생의 문

제성 음주에 대한 조사연구가 2000년대에 들면서 활발해

졌다. 특히 대학생의 상습/수시 폭음자 비율이 65% 이상

이라는 보고(천성수 외, 2003), 한국 대학생들의 폭음 가

능성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보고(천성수 외, 
2006), 그리고 대학생의 한국음주문화 인식과 음주태도

가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정슬기, 2006) 등이 

있다. 또 대학생의 음주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 연

구(서경현, 2003)가 있다. 또한 대학생 폭음자의 위험성

행동(손애리, 박지은, 2006), 대학생 폭음에 의한 폐해 및 

문제행동(천성수 외, 2003),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분석(천성수, 손애

리,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음주관련 행동이

나 문제성 음주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세계적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위험 음주와 관련된 문제

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지난 10여 년 간 

음주 정도/비율은 그다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Glassman, 2002). 미국에서도 10여 년간 대학

생의 폭음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Wechsler et al., 2002b). 우리 사회에서도 그 동안 대

학생의 위험음주 및 음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대학생 절주 홍보/교육용 매체개발(이용욱, 천성수, 
2001) 등 다양한 예방 노력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 그 효

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독특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사회

에서도 대학생의 음주 양상/행동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그에 맞는 예방교육/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의 음주관

련 행동양상과 장기간의 변화를 관찰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하여 1999년과 2009년에 각각 남자 대학

생의 음주 실태와 음주관련 행동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

여 비교하였다. 또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의 건강진단을 

통해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비만도와 혈액지표

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999년 3월~5월과 2009년 3
월~5월 중 대구지역의 동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캠퍼스 내에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하고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방법

은 스스로 기입하는 자가기입방식(self-administration)으
로 하였으며, 이들의 건강진단을 수행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조사에서는 본 연구를 위하여 자체 개발된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 그 설문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음주 실태 

및 음주관련 특성, 그리고 음주 시 행동특성으로 구분되

어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전공학문분야를 

조사하였다. 음주 실태 및 음주관련 특성으로는 음주 여

부,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 술 선호도, 음주 시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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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기 및 선호하는 술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음주 시 

행동특성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별로 수행하지 않은 

선호하는 안주 종류와 양, 음주 속도 및 음주 시 흡연 여

부를 조사하였다. 
건강진단에서의 측정항목으로는 음주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비만도, 혈압, 그리고 일부 혈액 생화학적 

지표가 포함되었다. 생화학적 지표로는 빈혈의 기준이 되는 

혈색소(hemoglobin, 헤모글로빈)와 간질환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지표인 혈청 지오티(GOT: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및 혈청 지피티(GPT: ALT, alanine 
aminotransferase)를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를 사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계

를 사용하여 혈압을 측정하였다. 혈액은 12시간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혈액을 원심분리하여 혈청

을 얻은 후 분석하였다. 한편 신체계측에서 얻어진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비만도를 산출하였다. 비만도 산출은 세계

보건기구(WHO, 1995, 2000, & 2004) 권장에 따라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체중/신장²(kg/m²)]에 의하

였으며, 비만도 판정은 저체중(BMI<18.50), 정상체중

(BMI 18.50~24.99), 과체중(BMI 25.00~29.99), 그리고 

비만(BMI > 30.00)으로 분류하였다. 

3. 음주자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분

류하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즉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중등도 음주자), 그리고 과다 음주자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비만도와 혈액지표를 비교하였다. 적정 음주 또

는 중등도 음주(moderate drinking)의 구분은 나라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 바, 그 분류기준은 

Dufour(1999), The JNC Ⅶ Report(Chobanian et al., 
2003), US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등에서 권장/제시하고 있는 1일 

2 표준잔(1 표준잔은 에탄올 12g에 해당)을 적용하였다. 
즉 1일 알코올 섭취량 24g이하를 적정 음주로 간주하였으

나, 개인의 1일 알코올 섭취량을 일일이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1개월(30일) 알코올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분하

였다. 이와 같이하여 1개월 720g 이하 섭취를 적정 음주

자로, 그리고 1개월 720g 초과 섭취를 과다 음주자로 구

분하여 비만도와 혈압 및 혈액 성분을 비교하였다. 음주자

의 월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1회 음주량과 월 음주 빈도

(주당 음주 회수 × 4), 술(소주)의 도수, 그리고 에탄올의 

비중을 토대로 환산하였다. 1회 음주량(소주 기준)은 설문

조사 시 제시된 음주량 구간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Minitab (R) 15.1 (Minitab Inc.)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및 건강진단의 각 항목별

로 빈도분석하였다. 조사항목별로 1999년과 2009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대상 학생들의 연

령 및 전공학문분야에 따른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

여 z-test 또는 chi-square test를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알코올 섭취량에 따른 비만도와 혈액지표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다중비교를 위해 

Tukey’s test를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99년의 경우 123명이, 그리고 2009년의 경우 121명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999년의 경우 19세 미만 

45.5%, 그리고 19세 이상 54.5%이었으며, 2009년의 경

우 19세 미만 12.4%, 그리고 19세 이상 87.6%였다. 이들

의 전공학문분야/영역을 구분하면 1999년의 경우 인문⋅
사회⋅예체능계열 48.8%, 그리고 이공계열 51.2%이었으

며, 2009년의 경우 인문⋅사회⋅예체능계열 52.1%, 그리

고 이공계열 47.9%였다.   
 

일반적 특성 19991) 20092)

연령

 19세 미만 56(45.5)3) 15(12.4)
 19세 이상 67(54.5) 106(87.6)
전공 

 인문⋅사회⋅예체능계열 60(48.8) 63(52.1)
 이공계열 63(51.2) 58(47.9)
1), 2) 조사대상자 수: 1999년 123명, 2009년 121명. 3) n (%)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음주율 및 음주관련 특성 

남자 대학생들의 음주 여부, 음주 빈도, 음주량 및 기

타 음주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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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사람은 1999년 86.2%, 그리고 2009년 85.1%
로 10년 전에 비하여 음주자 비율이 약간 낮았지만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즉, 10년 전에 비하여 남자 대학생의 

음주자 비율이 별로 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남자 대학생의 음주율이 94.6%라는 보고(정
슬기, 2006)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지만,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의 음주자 비율은 아직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조

사보고서에서 2008년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음주자 비율

은 82.7%로 나타나 있다(통계청, 2008).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남자 대학생의 음주자 비율은 이를 상회하고 있음

이 주목된다. 
술 기호도에 있어서는 좋아한다는 비율이 1999년 

37.7%에서 2009년 68.0%로 훨씬 높았다. 한편 술을 싫

어한다는 비율이 1999년 0.0%였으나 2009년에는 4.8%
였다. 이렇게 술을 싫어한다는 비율도 10년 전에 비하여 

높아 술 기호도는 점점 양극화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술 

기호도에 있어 1999년과 2009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어(p<.001)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음주시작 시기에 있어서는 1999년에는 고등학교인 경

우가 가장 많아 60.4%였으나 2009년에는 대학교인 경우

가 54.4%로 가장 많았다. 음주시작 시기에 있어 1999년

과 2009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

생들에 대한 음주시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고

학년과 대학 신입생 때 음주율이 가장 많이 증가함이 관

찰된 경우가 있다(Gleason et al., 1994). 그런데 우리나

라에서 최근 음주 경험 시작 연령이 13세 정도(남자 13.1
세, 여자 13.4세)로까지 낮아진 자료가 있다(보건복지가

족부, 2009). 본 연구에서 음주시작 시기에 대하여 정확

한 연령까지 조사하지는 못하였지만, 중학교 또는 그 이

전이라는 응답이 1999년 6.0%에서 2009년에는 14.5%
로 두 배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청

소년 음주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음주시작의 저 연령화 현

상이 우려되고 있는 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 동기는 두 해 모두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아 1999년 78.3%, 그리고 2009년 

75.0%였다. 다음으로 “행사/모임 참석 시에”라는 응답이 

각각 8.3% 및 11.5%였다. 음주 동기에 있어서는 1999
년과 2009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이들의 

음주 동기는 대부분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의 술 마시는 가

장 큰 이유가 사교(74.6%)라는 보고(정슬기, 2006)와도 

거의 일치한다. 소프트피디아(Softpedia)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greatly influenced by 
their peers”, 2006)는 대학생의 음주 행동이 또래집단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또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알코올 

예방 캠페인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호하는 술 종류에 있어서는 두 해 모두 소주가 가장 

많았지만 1999년 73.3%, 그리고 2009년 66.0%로 10년 

전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다. 맥주에 대한 선호도는 1999
년 24.7%, 그리고 2009년 17.5%로 역시 10년 전보다 

낮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다른 술 종류(막걸리, 포도주/
과실주, 양주, 기타 등)에 대한 선호도는 1999년 2.0%, 
그리고 2009년 16.5%로 1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이렇게 선호하는 술 종류에서 1999년과 2009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이는 최근에 양주나 과실

주 등이 과거에 비하여 대중화되면서 이를 마실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술 종류(막걸리, 
과실주/포도주, 양주, 기타 등)에 대한 선호도가 1999년

에는 없었으나 2009년에 10% 이상으로 나타나 이를 뒷

받침한다. 본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들이 평소 마시는 

술의 종류로 소주가 가장 많아 66.4%라는 보고(정슬기, 
2006)와 비교적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무렵부

터 포도주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IMF
구제금융은 와인문화를 다시 소주 등의 독주문화로 되돌

려 놓고 말았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음주 빈도에 있어서는 두 해 모두 1주 1~2회가 가장 

많아 1999년 47.0%, 그리고 2009년 43.7%로 절반에 

가까웠다. 1주에 3~4회 술을 마시는 비율은 1999년 

13.0%, 그리고 2009년 14.6%였다. 1주에 5회 이상 술

을 마시는 비율은 1999년 1.8%, 그리고 2009년 4.8%로 

1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음주 빈도에 있어 1999
년과 2009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본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의 음주 빈도는 1주 1~2회가 

가장 많아 29.5%라는 보고(정슬기, 2006)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 본 연구결과에서는 1주에 3회 이

상 빈번하게 술을 마시는 비율을 합해보면 1999년에 비

해서 2009년에 훨씬 높고, 결국 10년 전에 비하여 남자 

대학생의 음주 빈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음주량(1회에 마시는 양을 소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있어서는 두 해 모두 반 병~1병 미만이 가장 많아 

1999년 33.0%, 그리고 2009년 23.3%였다. 반 병 미만

은 1999년 18.9%에서 2009년 7.8%로 10년 전에 비하

여 절반 이하였다. 1병~1병 반 미만은 20.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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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관련 특성 1999 2009
음주 여부 z = 0.240, p = 0.814
 아니오 17(13.8)1) 18(14.9)
 예 106(86.2) 103(85.1)
술 기호도 χ² = 28.506, df = 2, p = 0.000
 좋아함 40 (37.7) 70 (68.0)
 보통 66 (62.3) 28 (27.2)
 싫어함 0 (0.0) 5 (4.8)
음주 시작시기 χ² = 40.6771, df = 2, p = 0.000
 대학교 34 (33.6) 56 (54.4)
 고등학교 61 (60.4) 32 (31.1)
 중학교/이전 6 (6.0) 15 (14.5)
음주 동기 χ² = 0.332, df = 2, p = 0.847
 친구와 어울리기 위함 47 (78.3) 39 (75.0)
 행사/모임 참석 5 (8.3) 6 (11.5)
 스트레스/불안 해소 등 8 (13.4) 7 (13.5)
음주 빈도 χ² = 23.296, df = 3, p = 0.0002)

 1달 1회 이하 31 (29.0) 9 (8.7)
 1달 2~3회 9 (8.5) 29 (28.2)
 1주 1~2회 50 (47.0) 45 (43.7)
 1주 3~4회 14 (13.0) 15 (14.6)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 2 (1.8) 5 (4.8)
선호하는 술 종류 χ² = 13.837, df = 2, p = 0.001
 소주 77 (73.3) 68 (66.0)
 맥주 26 (24.7) 18 (17.5)
 기타(막걸리, 과실주, 양주 등) 2 (2.0) 17 (16.5)
1회 음주량3) χ² = 28.8989, df = 4, p = 0.000
 반 병 미만 20 (18.9) 8 (7.8)
 반 병~1병 미만 35 (33.0) 24 (23.3)
 1병~1병 반 미만 22 (20.8) 20 (19.4)
 1병 반~2병 미만 16 (15.1) 26 (25.2)
 2병 이상 13 (12.2) 25 (24.3)
1) n (%), 2) 기대도수가 5미만인 cell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1주 

3~4회>와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의 구간을 합하여 chi-square 검
정을 수행함, 3) 소주 기준

<표 2> 남자 대학생의 음주율 및 음주관련 특성 

19.4%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1병 반~2병 미만이 15.1%
에서 25.2%로 10년 전에 비하여 높아졌고 무엇보다 2병 

이상이 12.2%에서 24.3%로 두 배 가량 높았다. 여기서 

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비율을 합하여 보면 1999
년 48.1%에서 2009년 68.9%로 10년 전에 비하여 상당

히 높다. 즉 적은 량을 마시는 비율은 낮아지고 많은 량

을 마시는 비율이 높아져 결국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의 

1회 음주량은 1999년에 비하여 2009년에 유의하게 많음

을 나타내었다(p<.001). 여기서 우리나라 소주의 도수가 

10년 전에 비하여 변화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소주병을 기준으로 한 1회 음주량을 알코올 절대량으로 

환산하여 알코올 섭취량이 10년 전보다 진정으로 많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들 중 음주자의 1회 알코

올 섭취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월 음주량(1회 음주량 × 월 음주 

빈도)과 월 음주 빈도(주당 음주 회수 × 4), 소주의 도수, 
그리고 에탄올의 비중 등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월 평균 

알코올 섭취량을 대략적으로라도 환산하였다. 이 때 1회 

음주량은 설문조사 시 제시된 구간의 중앙값(소주병 기

준)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65년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30도(알코올 함량이 30%라는 뜻)였으나 이후 25
도(1973년), 23도(1998년), 22도(2004년), 20도(2006
년) 순으로 꾸준히 내려졌다. 2007년에는 19.8도, 19.7
도, 그리고 19.5도까지도 내려졌다. 

소주 1병을 가장 대중적으로 섭취되는 용량인 360 ㎖로 

보아, 소주의 도수가 1998년에 23도로 내려졌고 또 2007
년에 19.8도에서 19.5도까지 내려졌음에 기초하여 1999
년은 23%, 2009년은 19.5~19.8%를 평균하여 19.65%로 

보고 에탄올의 비중(0.789)을 따져 계산하면 음주자 1인당 

1개월당 알코올 섭취량은 1999년의 경우 441g, 2009년의 

경우 615g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p<.01). 그러므로 이렇게 과거에 비하여 소주의 알코올 

함량(도수)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년 전에 비하여 

남자 대학생들은 음주량, 음주 빈도와 더불어 평균적인 

알코올 절대섭취량도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는 남자 대학생의 1주 평균 알코

올 소비량이 16잔(정슬기, 2006)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1개월 64잔에 해당되고 에탄올 600g 이상으로 본 연구의 

2009년 결과와 유사하다. 근래에 알코올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과음(heavy drinking)과 폭음(binge drinking)의 

기준이 정해지고 음주의 빈도뿐만 아니라 음주량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 WHO에서 개발한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선
별 검사에는 총 10개 문항 중 음주의 양과 빈도에 관해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Babor et al., 2001). 여기서 

과음(heavy drinking)은 일주일에 14잔(14 drinks/week)
이상, 폭음(binge drinking)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5잔(5 drinks/single sitting), 여성의 경우 4잔 이상

으로 보고 있다[1잔(1 drink)은 ethanol 12g에 해당]. 우
리나라 소주는 330~360㎖의 용량이며 360㎖인 소주가 

보편적으로 소비된다. 즉 현재의 소주 도수로 보더라도 

한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다면 당연히 폭음이 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들의 경

우 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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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 행동 특성 1999 2009
안주 섭취량 χ² = 2.964, df = 3, p = 0.397
 먹지 않음/적음 16 (15.1) 15 (14.7)
 보통 37 (34.9) 47 (46.1)
 많음 45 (42.5) 34 (33.3)
 매우 많음 8 (7.5) 6 (5.9)
선호하는 안주 종류 χ² = 15.266, df = 5, p = 0.009
 국, 탕, 찌개 29 (36.2) 24 (23.8)
 찜, 조림, 무침 등 10 (12.5) 12 (11.9)
 볶음, 튀김, 전 10 (12.5) 21 (20.8)
 구이 9 (11.3) 24 (23.8)
 마른 안주, 과자/스낵류 17 (21.2) 8 (7.8)
 과일⋅채소류 5 (6.3) 12 (11.9)
음주 속도 χ² = 13.3563, df = 2, p = 0.001
 천천히 마심 27 (25.5) 23 (22.3)
 보통 68 (64.1) 58 (56.3)
 빠르게 마심 11 (10.4) 22 (21.4)
음주 시 흡연 여부 χ² = 6.23065, df = 2, p = 0.044
 안 함 65 (63.7) 54 (52.4)
 가끔 12 (11.8) 18 (17.5)
 자주 25 (24.5) 31 (30.1)
1) n (%) 

<표 3> 남자 대학생의 음주시 행동 특성 

에는 절반에 가깝고 또 2009년에는 절반보다 훨씬 많아, 
폭음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93
년부터 2001년에 걸쳐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10여 년 간 문제성 음주 예방을 위한 노력은 

증가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대학생의 폭음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여(Wechsler et al., 2002b) 대학생의 

폭음은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음주 시 행동 특성 

남자 대학생들의 음주 시 행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주 시 가장 선호하는 안주 종류를 선

호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1999년에는 국/탕/찌개 > 마른 

안주, 과자/스낵류 > 찜/조림/무침 등 = 볶음/튀김/전 > 
구이 > 과일⋅채소류 순이었다. 2009년에는 국/탕/찌개 

= 구이 > 볶음/튀김/전 > 찜/조림/무침 등 = 과일⋅채소

류> 마른 안주, 과자/스낵류 순이었다. 선호하는 안주 종

류는 이렇게 순위가 달라졌으며, 1999년과 2009년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1999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특히 마른 안주 및 과자/스낵류 선호도는 상

당히 낮고 구이, 볶음/튀김/전 및 과일⋅선호도는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 종

류가 다양화되고 먹거리 문화가 크게 변화되었음에 기인

한다고 보인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층에서도 과

거에 비하여 기름진 음식을 더 섭취하고 있음을 증명하

고 있다. 과거 10여 년 간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는 질환들(암,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 (통계

청, 2008)이 기름진 음식물 섭취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갖

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겠다. 
음주 시 안주 섭취량은 1999년에는 “많음”으로 응답

한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지만 2009년에는 “보통”
으로 응답한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음주 

시 안주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두 해 사이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10년 전에 비하여 음주 빈

도와 음주량이 높은/많은 반면 안주 섭취량은 적은 경향

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하여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먹을 

기회가 많으며, 또 기름진 음식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면

서 그 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추측이 옳은지를 밝히려면 더 자세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음주 시 그 속도에 있어서는 두 해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절반 이상(1999년 64.1%, 2009년 

56.3%)이었으며 다음으로 “천천히 마심”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빠르게 마심”이라는 응답이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2배 이상 많았다. 음주 속도는 두 해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본 연구결과 과거에 

비하여 대학생들의 음주 속도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주의 경우 도수가 낮아

졌으며, 또 소주 이외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어났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과거보다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시므로 더 빨리 마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

한 정황으로 인하여 앞에서와 같이 음주량 증가를 초래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음주 시 흡연을 하는 비율은 1999년(36.3%)에 비해 

2009년(47.6%)에 높았으며 두 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음주 시 흡연을 안 한다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가끔 또는 자주 한다는 응답은 증가하여 우려된다. 
흡연은 대학생 인구집단에 있어서도 알코올이나 다른 약

물들과 함께 사용된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Magid et 
al., 2009). 본 연구처럼 이렇게 음주 시의 행동 특성(안주 

종류/양, 음주 속도, 흡연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비교가 곤란하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와 흡연을 실험적으로 연구한 보고에서는 음주를 하

는 동안 흡연이 증가하고 또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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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음주 빈도 19세 미만 19세 이상

1999년 χ² = 0.212, df = 1, p = 0.6452)

 1달 1회 이하 11 (21.2)1) 20 (37.0)
 1달 2~3회 5 (9.6) 4 (7.4)
 1주 1~2회 29 (55.8) 21 (38.9)
 1주 3~4회 6 (11.5) 8 (14.8)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 1 (1.9) 1 (1.9)
2009년 χ² = 5.689, df = 1, p = 0.0172)

 1달 1회 이하 0 (0.0) 9 (10.1)
 1달 2~3회 3 (21.4) 26 (29.2)
 1주 1~2회 5 (35.7) 40 (44.9)
 1주 3~4회 5 (35.7) 10 (11.3)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 1 (7.2) 4 (4.5)
1) n (%), 2) 기대도수가 5미만인 cell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1달 

1회 이하>, <1달 2~3회> 및 <1주 1~2회>의 구간을 합하고, <1주 

3~4회>와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의 구간을 합하여 chi-square 검
정을 수행함.

<표 4> 남자 대학생의 연령별 음주빈도 비교 

연도/음주량1) 19세 미만 19세 이상

1999년 χ² = 8.70125, df = 4, p = 0.069 
 반 병 미만  7 (13.5)2) 13 (24.1)
 반 병~1병 미만 18 (34.6) 17 (31.5)
 1병~1병 반 미만 14 (26.9) 8 (14.8)
 1병 반~2병 미만 8 (15.4) 8 (14.8)
 2병 이상 5 (9.6) 8 (14.8)
2009년 χ² = 1.051, df = 1, p = 0.3053)

 반 병 미만 0 (0.0) 8 (9.0)
 반 병~1병 미만 6 (42.9) 18 (20.2)
 1병~1병 반 미만 2 (14.3) 18 (20.2)
 1병 반~2병 미만 3 (21.4) 23 (25.8)
 2병 이상 3 (21.4) 22 (24.7)
1) 소주 기준, 2) n (%), 3) 기대도수가 5미만인 cell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1병 미만>과 <1병 이상>의 구간을 각각 합하여 chi-square 검
정을 수행함.

<표 5> 남자 대학생의 연령별 1회 음주량(소주 기준) 

비교 

안 유쾌함과 욕망이 모두 증가하여, 알코올과 담배의 동

시 사용은 이들에 대한 의존성을 증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Harrison et al., 2009). 대학생 집단을 위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며, 흡연 절제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4. 연령별 음주 빈도 및 음주량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이다.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을 이 연령을 기준으

로 구분하여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의 차이 여부를 조

사한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음주 빈도는 

1999년에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p<.05). 특히 1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이 19세 

이상에서는 1999년 16.7%, 그리고 2009년 15.8%로 10
년 전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었지만, 19세 미만에서는 

1999년 13.4%, 그리고 2009년 42.9%로 훨씬 높았다. 
한편 1회 음주량에 있어서는 1999년과 2009년 모두 연

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더욱이 두 연령

군 모두 음주량이 10년 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다. 특히 

19세 미만의 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사람이 

1999년의 경우 51.9%이며, 2009년의 경우 57.1%에 달

하고 있다. 이들이 폭음을 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

인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 캠퍼스에서 음주를 한 대학

생 중 약 절반이 미성년이었다는 보고(Wechsler et al., 

2002a; Wechsler et al., 2002b)가 있어 어느 나라나 미

성년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대학 당국과 지역사회에서 특히 어린 연령층

의 대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

하다. 

5. 전공학문분야별 음주 빈도 및 음주량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들의 전공학문분야별로 음주 빈

도와 음주량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음주 빈도에 있어 1999년과 2009
년 모두 전공학문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이 음주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회 음주량에 있어서는 두 해 모

두 전공학문분야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만, 이공계열 학생들에서 1회 음주량이 10년 전에 비하

여 높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에 위험요인으로 제시되는 사회

적 및 환경요인은 가족관계, 또래집단의 역할모델, 그리

고 물리적 환경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된다(Pasch 
et al., 2009). 특히 같은 물리적 환경에 처함은 이들의 

신념, 태도, 그리고 또 음주 관련 행동에 다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전

공학문분야별로 두 해 모두 음주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음주 빈도가 

높은 경향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량에 있어서 전공학문분야별로 1999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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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음주량1)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이공계열 전체

1999년 χ² = 3.649, df = 4, p = 0.456
 반 병 미만 6 (11.8)2) 13 (24.1) 19 (18.1)
 반 병~1병 미만 18 (35.3) 17 (31.5) 35 (33.3)
 1병~1병 반 미만 12 (23.5) 10 (18.5) 22 (21.0)
 1병 반~2병 미만 7 (13.7) 9 (16.7) 16 (15.2)
 2병 이상 8 (15.7) 5 (9.2) 13 (12.4)
2009년 χ² = 4.566, df = 3, p = 0.2073)

 반 병 미만 6 (11.1) 2 (4.3) 8 (8.0)
 반 병~1병 미만 13 (24.1) 11 (23.9) 24 (24.0)
 1병~1병 반 미만 9 (16.7) 9 (19.6) 18 (18.0)
 1병 반~2병 미만 10 (18.5) 16 (34.8) 26 (26.0)
 2병 이상 16 (29.6) 8 (17.4) 24 (24.0)
1) 소주 기준, 2) n (%), 3) 기대도수가 5미만인 cell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반 병 미만>과 <반 병~1병 미만> 구간을 합하여 chi-square 
검정을 수행함. 

<표 7> 남자 대학생의 전공학문분야별 1회 음주량 비교

연도/음주 빈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이공계열 전체

1999년 χ² = 5.974, df = 2, p = 0.050
 1달 1회 이하  12 (24.0)1) 17 (31.5) 29 (27.9)
 1달 2~3회 1 (2.0) 8 (14.8) 9 (8.6)
 1주 1~2회 26 (52.0) 24 (44.4) 50 (48.1)
 1주 3~4회 이상 10 (20.0) 4 (7.4) 14 (13.5)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

 1 (2.0)  1 (1.9) 2 (1.9)

2009년 χ² = 0.298, df = 2, p = 0.8622) 

 1달 1회 이하 5 (9.1) 4 (8.5) 9 (8.8)
 1달 2~3회 15 (27.3) 14 (29.8) 29 (28.4)
 1주 1~2회 25 (45.4) 19 (40.4) 44 (43.2)
 1주 3~4회  6 (10.9) 9 (19.2) 15 (14.7)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

4 (7.3)  1 (2.1) 5 (4.9)

1) n (%), 2) 기대도수가 5미만인 cell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1달 

1회 이하>와 <1달 2~3회>의 구간을 합하고, <1주 3~4회 이상>과 <1주 

5회 이상/거의 매일>의 구간을 합하여 chi-square 검정을 수행함. 

<표 6> 남자 대학생의 전공학문분야별 음주 빈도 비교 

2009년 모두 뚜렷한 차이가 없어 일관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6. 알코올 섭취량별 비만도 및 혈액지표 수준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들을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구분

하고 이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통하여 음주와 관련된 것

으로 여겨지는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즉, 알코올 섭취

량별로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의 비만도

(BMI), 혈압, 혈청 AST 및 ALT, 그리고 혈색소 농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두 

해 모두 과다 음주자의 알코올 섭취량은 적정 음주자에 

비하여 5배 이상이었다. 또  음주자의 월 평균 알코올 섭

취량은 적정 음주자의 경우 1999년 249.3g/month에 비

해서 2009년에 282.9g/month로 높게 나타났다. 과다 음

주자의 경우에도 1999년 1,379.2 g/month에 비해서 

2009년에 1,550.4g/month로 역시 높았다. 신장과 체중

을 토대로 BMI를 산출한 결과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의 평균치는 1999년에 각각 21.9, 22.2 
및 21.1, 그리고 2009년에 각각 22.4, 22.2 및 22.2였으

며,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WHO
가 제시한 비만도 판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면 모

두 정상체중(BMI 18.50~24.99) 범위에 있다.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의 혈압 측정 결과에서 비음주

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의 수축기 혈압 평균치는 

1999년에 각각 122.4mmHg, 124.0mmHg 및 122.8 
mmHg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데 2009년에 수축기 혈압 평균치는 각각 125.8mmHg, 
125.6mmHg 및 134.7mmHg였으며, 특히 과다 음주자

의 경우 비음주자나 적정 음주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1). 이완기 혈압 평균치는 1999년의 

경우 각각 75.9mmHg, 78.2mmHg 및77.8mmHg, 그리

고 2009년 72.0mmHg, 74.4mmHg 및 77.2mmHg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의 혈청 AST 측정 결과에서 비

음주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의 평균치는 1999년

에 각각 24.8U/L, 23.0U/L 및 22.4U/L, 그리고 2009년

에 20.8U/L, 27.4U/L 및 25.0U/L로 정상 범위에 있으

며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청 ALT 
측정 결과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의 평균

치는 1999년에 각각 21.6U/L, 22.1U/L 및 23.5U/L, 그
리고 2009년에 14.8U/L, 24.0U/L 및 21.7U/L로, 역시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의 혈색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서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의 평균치는 

1999년에 각각 14.6g/㎗, 16.0g/㎗ 및 14.3g/㎗, 그리고 

2009년에 15.1g/㎗, 15.0g/㎗ 및 14.9g/㎗로 정상 범위

에 있으며 각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알코올 섭취량에 따른 3개 군의 건강진단 

결과를 비교해 본 바, 비만도인 BMI, 간질환의 지표로 

사용되는 혈청 AST 및 ALT, 그리고 빈혈의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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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측정 항목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1) 과다 음주자2)

1999년

n (%) 17 (13.8) 88 (71.6) 18 (14.6)
알코올 섭취량 (g/month) 0 249.3 ± 25.4 1379.2 ± 90.9**
비만도 (BMI)  21.9 ± 0.83) 22.2 ± 0.4 21.1 ± 0.4
수축기 혈압 (mmHg) 122.4 ± 2.9 124.0 ± 1.2 122.8 ± 2.3
이완기 혈압 (mmHg)  75.9 ± 1.9 78.2 ± 0.9 77.8 ± 1.4
혈청 AST (U/L)  24.8 ± 1.4 23.0 ± 0.9 22.4 ± 1.4
혈청 ALT (U/L)  21.6 ± 3.2 22.1 ± 1.9 23.5 ± 3.9
혈색소(hemoglobin) (g/㎗)  14.6 ± 0.2 16.0 ± 1.7 14.3 ± 0.3

2009년

n (%) 18(14.9) 76(62.8) 27(22.3)
알코올 섭취량 (g/month) 0 282.9 ± 22.5 1550.4 ± 176.4**
비만도 (BMI)  22.4 ± 0.5 22.2 ± 0.3 22.2 ± 0.6
수축기 혈압 (mmHg) 125.8 ± 3.1 125.6 ± 1.6 134.7 ± 2.8*
이완기 혈압 (mmHg)  72.0 ± 1.9  74.4 ± 1.2 77.2 ± 1.5
혈청 AST (U/L)  20.8 ± 1.6  27.4 ± 3.1 25.0 ± 2.6
혈청 ALT (U/L)  14.8 ± 1.3  24.0 ± 3.9 21.7 ± 3.0
혈색소(hemoglobin) (g/㎗)  15.1 ± 0.2  15.0 ± 0.2 14.9 ± 0.3

1, 2) 적정 음주: 1일 2 표준잔(1 표준잔은 에탄올12 g에 해당) 이하 섭취를 기준함(적정 음주자: 에탄올 섭취량 ≤ 720 g/month, 과다 음주자: 
에탄올 섭취량 > 720 g/month로 설정), 근거: The JNC Ⅶ(Chobanian, 2003) 등, 3) mean±S.E. 
*: 비음주자 및 적정 음주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p<.01). 
**: 적정 음주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p<.001).

<표 8> 남자 대학생의 알코올 섭취량별 비만도 및 혈액지표 비교

는 혈색소 농도는 1999년과 2009년 모두 비음주자, 적

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혈압에 있어서 이완기 혈압의 경우 두 해 모

두 군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수축기 혈압

의 경우 1999년과 달리 2009년에 각 군별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특히 과다 음주자는 수축기 혈압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 비해서 2009년에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것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량/빈도가 

이완기 혈압에 약하지만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보고

(Jerez & Coviello, 1998), 그리고 젊은 성인(18~30세)
에서 알코올 섭취가 혈압에 약한 상관이 있다는 보고

(Dyer et al., 1990) 등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알코올 섭취는 혈압과 혈청 지

질을 통한 동맥경화 진행에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을 보인

다고 인정되고 있지만,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

코올 섭취를 제한 할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Chobanian et al., 2003).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이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

생 연령층에서 아직은 음주가 비만이나 혈액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으며, 또 음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고혈압으로까지 진전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서 2009년의 경

우 과다 음주자에서 비음주자나 중등도 음주자에 비하여 

수축기 혈압이 높은 점으로부터 이들이 앞으로 과다한 

알코올 섭취를 계속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재/대처

할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학교의 학생들이었으므로 이 지역의 전체 

남학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지역/대학

의 캠퍼스에서 10년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므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지역 특성을 표방하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가 일정한 시기에만 이루어져 개인별로 연

평균 음주율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3~5월에 조사가 

수행되었으므로 대학의 여러 행사에 의한 음주 양태를 

반영하였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대학에서의 최초 한 학기가 학생들이 음주습관을 형성하

는 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연령별로 균등한 비율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에 19세 미만이 대상자 수가 적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연령별로도 치우침

이 있지만 이는 대학의 학령인구의 분포에 따라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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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며, 그럼에도 연령별로 음주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남자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 또는 학기/방학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행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에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

서는 음주시 행동 특성(안주 종류 및 양, 음주 속도, 흡연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기존에 이에 대한 조사나 연구

보고를 찾을 수 없었던 바, 비교 고찰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보고인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

를 토대로 향후 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 다섯째, 알코올 섭취량에 따른 구분에서 선행 보고들

을 참조하여 1개월(30일) 720g 섭취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때 똑같이 월 평균 720g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1회 음

주량이 많고 음주 빈도가 낮은 사람과 1회 음주량은 적

고 음주 빈도가 높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여기

서 변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개인별/집단

별로 알코올 섭취량 산정에 있어 이 점을 매우 어려운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 남자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와 음

주관련 행동에 대해서 10년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999년과 2009년 3~5월 중에 한 대

학교의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건강진단

(비만도 및 혈액지표 분석)을 수행하고 그 차이 여부를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남자 대학생 중 음주자 비율은 두 

해 모두 85%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 빈

도와 음주량은 1999년에 비해서 2009년에 유의하게 높

았고 또 많았다(p<.001). 음주 동기는 두 해 모두 친구들

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 주도적이었다. 선호하는 술 종류

는 두 해 모두 소주가 단연 우세하고 다음이 맥주였지만 

2009년에는 다른 술 종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음주시 

행동 특성으로 선호하는 안주 종류가 변화한 양상을 보

였으며(p<.01) 안주섭취량은 감소하였다. 음주시 속도는 

빠르게 마시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음주시 흡연을 하는 

비율도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p<.05). 법적 음주 가능 연

령별(19세 미만 및 19세 이상)로 음주량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공학문분야별로 음주 빈도 및 음

주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알코올 섭취

량에 따라 비음주자, 적정 음주자 및 과다 음주자로 구분

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비만도(BMI), 혈
청 AST 및 ALT, 그리고 혈색소 농도는 각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이완기 혈압도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

으나 수축기 혈압은 2009년에 과다 음주자에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p<.01). 이를 토대로 10년 전에 비하

여 이 지역 남자 대학생의 음주자 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음주 빈도가 높고 음주량은 많으며, 또 과음이

나 폭음할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성년 대

학생의 경우에도 절제 없이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들 대학생 연령층에서, 아직은 음주가 관련된 혈액 

성분들의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혈압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여진다. 
대학 당국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예방프로

그램 및 캠페인의 개발과 수행이 요구된다. 

주제어 : 음주, 음주관련 행동, 남자 대학생, 수축기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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