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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음주에 대한 인식, 음주행태, 문제음주 정도, 음주로 인한 질병발생, 

연간 술값지출액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2010년 6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원도 일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
는 20세 이상의 남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512부 중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정도, 직업, 종교, 월수입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참여한 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
식의 평균은 2.93, 부정적 인식의 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제음주 정도 및 특성은 전체 대상자 중 CAGE

를 통해 선별된 알코올의존자(4개 문항 중 2개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규정)의 비율이 96명
(25.1%)이었고, AUDIT를 통해 선별된 문제성 음주자(8점 이상)의 비율은 241명(64.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
로 인한 질병은 위장관계통 질환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음
주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산업체 중심의 절주사업이 필요하며, 농어촌 직
장인 중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의존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및 진단 치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음주 인식, 문제음주, 음주습관, 음주로 인한 질병, 농어촌지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inking habits of employees and to provide basic 
descriptive data for effective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therapie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health 
improvement of employees.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employees living in Gangwondo, from June 12 to 
August 25, 201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10.1 program. The mean score of positive 
views on alcohol was 2.93  and  the mean score of negative views on alcohol was 3.18. Among alcohol abuse 
people who answered 'yes' on more than 2 variables out of 4 CAGE variables were 25.1% of the subjects. 
Problem drinkers with more than 8 points from AUDIT accounted for 64.8% of the subjects. The most common 
disease due to alcohol drinking was gastrointestinal tract diseas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atmosphere to improve drinking culture and to develop for drinking preventive 
educations and implementations for employee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Key Words : Drinking awareness, Problem drinking, Drinking habit, Disease due to drinking,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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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의 특성은 어려움 없이 술을 구

입할 수 있고, 취 에 한 행동은 쉽게 허용되고, 다른 사

람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는 음주를 인 계의 매개체로 

인식하며, 알코올 독이나 과음에 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에 와서는 음주를 스트 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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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

이 있다[1]. 

술을 마시면 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고 직장동료들 

간에 결속을 다지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

회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 스를 해소시킬 수 있

다는 에서 음주는 정 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도

한 음주는 각종 질환의 발생, 교통사고  사망, 안 사

고, 업무능력의 하, 결근, 가정 해체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다[19]. 음주운 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고 그 에서도 음주운  사고의 39.3%가 30 의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생산성 하와 경제비용 증가

는 사회와 직장의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5]. 우리

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망, 질병, 가족들의 간 피해 등 음

주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이 연 14조 9천억에 이르며

[21], 이는 국내 총생산(GDP) 비 2.8%로 미국 2.3%, 일

본 1.9%, 캐나다 1.1% 등 주요 선진국보다 휠씬 높은 수

치로 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10].

직장인들의 음주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직무 

련 스트 스 해소와 직장 내 결속과 원만한 인 계 유

지를 한 것이고, 이 밖에도 음주행 를 미화하는 우리

의 문화, 과도한 주류 고, 건 한 여가문화의 부재, 음주

의 해로움에 한 교육 부재 등의 사회문화  요인들이 

음주행 를 강화시키고 있다[2][16]. 

최근 세계 각국의 산업 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인 

산재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알코올 련 산업

재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5][6], 이러한 

직장인의 음주로 인한 부정 인 결과들은 사고, 결근, 이

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하시키고, 사업  건강비

용을 증가시키며 나아가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킨

다. 가족의 정신장애, 특히 안 문제와 생산성의 하가 

음주와 련성이 높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

[18][20][26][27]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

에서는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극 개입하여 개인의 건강

과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90%이상이 음주를 하고 있

으며 그 의 60% 이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뿐만 아니

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ism Use Disorder 

Identifcation Test : AUDIT)에 의한 문제음주자가 

44.66%, 한국형 알코올리즘 선별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  

NAST)에 의해 알코올 독자가 16.21%로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 직장인의 문제음주로 인한 사고발생 험성이

나 생산성 하 가능성은 세계 1  수 으로[6]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 4.231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3.5%의 직장인이 1주에 1번 이상 음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4명  1명이 10번의 술자리에서 3번 이

상 과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한 이러한 음주문제로 직장인의 61.5% 이상이 직장에

서 조퇴, 근무태만, 직장동료들과 다툼, 결근 등 직장생활

에서의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3]. 

최근 농어  지역의 음주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농어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음주문제 련 상담센터, 사

업장 심의 주 로그램이나 치료 서비스가 취약한 

형편이어서 농어  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한 책 

마련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15].

지 까지의 직장인의 음주에 한 연구로는 주로 

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음주 실태나 도시 사업장 

심의 주사업에 한 연구가 소수 보고되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농어  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 을 통해 농어  

산업체 근로자의 음주문제에 한 방, 치료  재활서

비스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음주에 한 인식을 악한다.

2. 상자의 음주행태를 악한다.

3. 상자의 문제음주 정도를 악한다.

4. 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을 악한다.

5. 상자의 1년간 술 값 지출액을 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일 농어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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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남녀 직장인 530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에 동

의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512부 으며 이  부실하게 응

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행

되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동

의한 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

하 다.

2.3 조사도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정도, 직업, 종교, 월수입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 다.

음주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한국 음주

문화연구센터에서 사용한 도구를 알코올 문가  간호

학 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 다[22]. 음주에 한 정  인식 

4문항, 부정  인식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다 2 , 매우 그 지 않다 1

으로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한 정 , 

부정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음주행태 에서 음주경험은 재 음주자, 과거 음주

자, 비음주자로 나 어 측정하 다. 음주빈도, 평소 음주

량,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의존증상, 음

주로 인한 문제정도는 음주 경험이 있는 상자  지난 

1년간 음주행태에 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주문제의 

험성이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해 개발한 알코

올사용장애 선별도구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로 측정하 다. 음주경험은 재 음

주자, 과거음주자, 비음주자로 나 어 측정하 다.

문제음주는 개발한 음주문제 선별검사(CAGE) 4문항,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 10문항으로 측정하 다. 음주문제 선별검

사 도구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

는 주에 한 생각, 주  사람들의 비난, 음주에 한 

죄책감, 해장술 경험 여부에 한 4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 ‘ ’ 로 응답한 경우 1 ,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는 0 으로 체 4문항 에 2문항 이상의 문항에 ‘ ’로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선별된다[25].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도구 AUDIT 수는 최  0

에서 최고 40 까지이며 8  이상인 경우 문제 음주자

로 선별된다.  

음주로 인한 질병은 장 계통, 간, 신경계통, 근육계

통,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술값 지출액은 1

년간 술값으로 지출한 총 액을 만원 단 로 조사하여 

직업별로 분석하 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0.1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으

며, 음주인식은 평균 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정도, 음

주로 인한 질병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고 1년간 술

값 총 지출액은 평균을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남자가 66.6%(330명), 여자가 34.0%(170

명)이었으며, 상자의 연령은 40 가 26.5%로 가장 많

고 다음이 30 (25.3%), 20 (20.3%), 50 (19.9%), 60  

이상(8.0%)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0.7%, 미혼이 

30.8%, 이혼, 별거  사별이 8.5%이었다. 교육정도는 고

졸이 5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 졸 22.0%, 

졸이상 16.3%, 졸이하 11.6%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상자가 35.8%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자 업 16.8%, 매서비스직 16.0%, 경

리직 11.6%, 일반작업직 8.0%, 문자유직 4.6% 순

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

교 23.2%, 기독교 18.4%, 천주교 6.6%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200만 원 이하가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0만 원 이상 30.9%, 300만원 미만 25.8%, 100만원 미만 

10.4% 순이었다<표 1>.

3.2 음주에 대한 인식 

연구 상자의 음주인식 수는 다음과 같다<표 2>. 

음주에 한 정  인식의 평균 수는 2.93, 음주에 

한 부정  인식은 3.18로 음주에 해 정 으로 인식하

는 정도가 낮고 부정 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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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한 정  인식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평균

술은 사회 으로 유익하다. 19(3.8) 111(22.4) 184(37.1) 137(27.6) 45(9.1) 3.16

술을 마시면 진실해진다. 28(5.6) 116(23.4) 136(27.4) 177(35.7) 39(7.9) 3.17

원만한 인 계를 해 술은 필수 이다. 15(3.0) 91(18.1) 170(34.1) 178(35.7) 39(7.9) 3.27

술을 잘 마시면 멋지게 보인다. 141(28.5) 218(44.0) 81(16.4) 40(8.1) 15(3.0) 2.13

계 2.93

음주에 한 부정  인식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평균

정서 으로 불안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다. 13(2.6) 130(26.4) 121(24.6) 184(37.4) 44(8.9) 3.23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 14(2.8) 129(26.2) 118(23.9) 173(35.1) 59(12.0) 3.27

‘술’하면 유흥과 환락이 연상된다. 26(5.2) 162(32.7) 159(32.1) 113(22.8) 36(7.3) 2.95

여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26(5.2) 95(19.2) 144(29.0) 168(33.9) 63(12.7) 3.30

계 3.18

<표 2> 음주에 대한 인식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명(%)

성별 남자 330(66.0)

여자 170(34.0)

합계 500(100.0)

연령 20 101(20.3)

30 126(25.3)

40 132(26.5)

50 99(19.9)

60  이상 40(8.0)

합계 498(100.0) 

결혼 상태 미혼 153(30.8)

기혼 306(60.7)

이혼,별거,사별 37(8.5)

합계 496(100.0) 

교육정도 졸이하 58(11.6)

고졸 250(50.1)

문 졸 110(22.0)

졸이상 81(16.3)

합계 498(100.0) 

직업 자 업 84(16.8)

기능숙련공 33(6.6)

일반작업직 40(8.0)

사무기술직 179(35.8)

매서비스 80(16.0)

경 리직 58(11.6)

문자유직 23(4.6)

기타 3(0.6)

합계 500(100.0) 

종교 기독교 92(18.4)

천주교 33(6.6)

불교 116(23.2)

무교 250(50.1)

기타 8(1.7)

합계 499(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44(10.4)

200만원 미만 139(32.9)

300만원 미만 109(25.8)

300만원 이상 130(30.9)

합계 422(100.0) 

음주에 한 정  인식의 항목  ‘술은 원만한 인

계를 해 필수 이다’의 평균 수(3.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마시면 진실해진다’(3.17), ‘술은 사회

으로 유익하다’(3.16), ‘술을 잘 마시면 멋지게 보인

다’(2.1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 ‘술은 사회 으로 

유익하다’ 항목에 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4명, 37.1%로 가장 많았으며 ‘술을 마시면 진실해진다’

에 해서는 177명, 35.7%가 ‘그 지 않다’고 응답하 다. 

‘원만한 인 계를 해 술은 필수 이다’에 한 응답

결과는 ‘그 지 않다’에 한 응답결과 178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고 응답한 

상자는 55.2%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멋지게 보인

다’에 해서는 ‘그 다’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18명, 44.4%). 음주에 한 부정  인식 항목  ‘여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의 평균 수가 3.3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의 평균 수가 3.27, ‘정서 으로 불안한 사람

이 술을 많이 마신다’가 3.23, ‘술 하면 유흥과 환락이 연상

된다’가 2.95 순이었다. 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서 으

로 불안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다’ 에 해 ‘그 지 않

다’고 응답한 경우가 184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에 해서는 173

명(35.1%)이 ‘그 지 않다’에 응답하 다. ‘술’하면 유흥과 

환락이 연상된다 항목에 한 응답결과는 ‘그 다’라고 

159명(32.1%)이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에 해서도 ‘그 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68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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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태  구분 명(%)

음주경험

재음주자 388(79.7)

과거음주자 35(7.2)

비음주자 64(13.1)

음주빈도

 마시지 않는다. 9(2.3)

월 1회 미만 66(17.1)

월 2-4회 148(38.2)

주 2-3회 106(27.4)

주 4회 이상 58(15.0)

평소음주량

소주 1~2잔 30(7.8)

소주 3~4잔 71(18.3)

소주 5~6잔 78(20.2)

소주 7~8잔 74(19.1)

소주 10잔 이상 134(34.6)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소주1병,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빈도

없다. 61(15.8)

월 1회 미만 88(22.9)

월 1회 81(21.0)

주 1회 116(30.1)

거의매일 39(10.1)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경험

없다. 204(52.8)

월 1회 미만 68(17.6)

월 1회 42(10.9)

주 1회 48(12.4)

거의매일 24(6.2)

알코올 의존 증상

술 때문에 평소 할 수 
있는 일의 실패경험

없다. 245(64.5)

월1회 미만 65(17.1)

월1회 36(9.5)

주1회 27(7.1)

거의 매일 7(1.8)

해장술을 마신 경험 없다. 299(77.1)

월1회 미만 37(9.5)

월1회 23(5.9)

주1회 16(4.1)

거의매일 13(3.4)

음주 후 죄책감, 
후회경험

없다. 254(66.1)

월1회 미만 72(18.8)

월1회 25(6.5)

주1회 24(6.3)

거의매일 9(2.3)

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경험

없다. 225(58.4)

월1회 미만 81(21.0)

월1회 45(11.7)

주1회 30(7.8)

거의매일 4(1.0)

음주로 인한 문제 음주로 인한 

자해, 타해 상해 경험

없었다. 324(83.7)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48(10.6)

지난 1년간 있었다. 22(5.7)

주변에서 술 끊기 

권유한 경험

없었다. 287(74.4)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46(11.9)

지난 1년간 있었다. 53(13.7)

 <표 3> 음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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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음주 행태 

음주행태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평소 음주량,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의존 증상, 음주로 인한 

문제로 측정하 다.

음주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이 있다”( 재 음주자)가 388명(79.7%)로 가장 많았고,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이 없다’(비음주자)는 

64(13.1%), 1년간 술을 마신 은 없지만 그 이 에는 마

셨다’(과거 음주자)가 35명(7.2)으로 가장 게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음주경험이 있는 조사 상자  ‘월 2-4

회’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그 다음은 ‘주 

2-3회’가 27.4%, ‘월 1회 미만’이 17.1%, ‘주 4회 이상’이 

15.0%,  마시지 않는다’  2.3% 순이었다. 

평소 음주량은 평소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를 마시

는지 음주량을 조사해 본 결과 ‘소주 10잔 이상’ 이 34.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소주 5-6잔’이 20.2%, ‘소

주 7-9잔‘이 19.1%, ‘소주 3-4잔’이 18.3%, 그 다음은  ‘소

주 1-2잔’ 7.8% 순이었다. 즉 평소의 음주량이 소주 1-2

잔인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주 3잔 이상인 응답자는 

체 조사 상자  92.2%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음주

량을 보 다.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은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를 ‘주 1회’가 30.1%, ‘월 

1회 미만’이 22.9%, ‘월 1회’가 21.0%, ‘  없다’ 가 

15.8%, 거의 매일’은 10.1% 순이었다<표 3>.

한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음주를 멈출 수 없는 경

험’은 ‘  없다’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그 

다음은 ‘월 1회 미만’이 17.6%, ‘주 1회’ 10.9%, ‘월 1회’가 

7.0%, ‘거의 매일’ 이 6.2% 순이었다.

알코올의존 증상은 ‘술 때문에 평소 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 지에서 ‘  없다’ 

가 6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월 1회 미만’이 

17.1%, ‘월 1회’가 9.5%, ‘주 1회’가 7.1%, ‘거의 매일’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해장술의 경험’이 얼마나 자

주 있었는 지에서 ‘  없다’ 가 7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월 1회 미만’이 9.5%, ‘월 1회’가 5.9%, ‘주 1회’

가 4.1%, ‘거의 매일’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음주 

후 죄책감이나 후회경험은 ‘  없다’ 가 6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월 1회 미만’ 18.8%, ‘월 1회’ 6.5%, ‘주 

1회’ 6.3%, ‘거의 매일’ 이 2.3% 순이었다. ‘ 날 있었던 일

을 기억하지 못한 경험’이 자주 있었는지에 해서는 ‘

 없다’가 5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1회 미만’ 

21.0%, ‘월 1회’ 11.7%, ‘주 1회’ 7.8%, ‘거의 매일’이 1.0% 

순이었다. 

음주로 인한 문제는 ‘음주로 인한 자해, 타해 상해 경

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에서 ‘  없다’가 83.7%, ‘있

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가 10.6%, ‘지난 1년간 있었다’가 

5.7%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술 끊기를 권유한 경험’이 얼

마나 자주 있었는가에서 ‘  없다’ 가 74.4%,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가 11.9%, ‘지난 1년간 있었다’가 

13.7% 로 나타났다.

3.4 문제 음주 정도 및 측정 

CAGE와 AUDIT를 통해 문제음주자  알코올의존

정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 상자  CAGE를 통해 선별된 알코올의존자(4

개 문항  2개 이상이 그 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

로 규정)의 비율은 96명(25.1%)이었고, AUDIT를 통해 

선별된 문제성 음주자(8  이상)의 비율은 241명(64.8%)

으로 나타났다. 

CAGE에 ‘알코올의존자’로 선별된 조사 상자의 특성

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7%, 여성은 12.1%이며, 직

업별로는 문자유직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매서비스직이 4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 리직 

39.4%, 사무기술직 35.3%, 기능숙련공 30.9%, 순이었다. 

AUDIT에 ‘문제성 음주자’로 선별된 조사 상자의 특

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77.0%, 여성은 36.0%이

었고, 직업별로는 일반 작업직 89.7%, 자 업 74.2%, 경

리직 67.4%, 사무기술직 63.4%, 문자유직 57.1%, 

매서비스직 52.6% 순이었다<표 4>.

<표 4> 문제 음주 정도 및 특성

직업 구분
CAGE 

2  이상(%)

AUDIT 

8  이상(%)

매서비스 23.3 12.4

자 업 15.9 19.1

기능숙련공 31.8 4.1

일반작업직 18.8 10.8

사무기술직 27.7 35.3

경 리직 34.0 12.9

문자유직 23.8 5.0

3.5 한 달 평균 술값 

상자가 한 달 간 술 값으로 지출한 평균 총 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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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구분 /장계 간 신경계 근육계 기타 합계

매서비스 16(34.8) 9(19.6) 0(0.0) 2(4.3) 19(41.3) 46(17.6) 

자 업 21(47.7) 11(25.0) 1(2.3) 1(2.3) 10(22.7) 44(16.8) 

기능숙련공 1(5.9) 4(23.5) 1(5.9) 0(0.0) 11(64.7) 17(6.5) 

일반작업직 7(29.2) 4(16.7) 1(4.2) 1(4.2) 11(45.8) 24(9.2) 

사무기술직 23(27.1) 31(36.5) 9(10.6) 0(0.0) 22(25.9) 85(32.4) 

경 리직 9(28.1) 12(37.5) 1(3.1) 0(0.0) 10(31.3) 32(12.2) 

문자유직 5(35.7) 0(0.0) 1(7.1) 0(0.0) 8(57.1) 14(5.3) 

합계 82(31.3) 71(27.1) 14(5.3) 4(1.5) 91(34.7) 262(100.0)

<표 6>  음주로 인한 질병

13만원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이 19만 9천원으

로 술 값 지출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 업 14만 

5천원, 경 리직 14만 2천원, 일반작업직 13만 6천원, 

매서비스직과 문자유직 10만 4천원 순이었다<표 5>. 

<표 5>  한 달 술값의 평균

직업 구분 월 평균 술 값(만원)

매서비스 10만 4천원

자 업 14만 5천원

기능숙련공 7만 9천원

일반작업직 13만 6천원

사무기술직 19만 9천원

경 리직 14만 2천원

문자유직 10만 4천원

계 13만원

3.6 음주로 인한 질병 

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은 장계 질환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 질환 27.1%, 신경계 질환 

5.3%, 근육계 질환 1.5% 순이었다. 직업별 음주로 인한 

질병은 장계 질환은 자 업 47.7%, 문자유직 35.7%, 

매서비스 34.8%순이었고, 간 질환은 경 리직 

37.5%, 사무기술직 36.5%, 자 업 25% 순이었으며 신경

계 질환은 사무기술직이 10.6%이고, 문자유직 7.1% 순

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 다<표 6>. 

4. 논의

본 연구는 일 농어  지역의 직장인의 음주실태를 

악하여 농어  산업체 근로자의 음주문제에 한 방, 

치료  재활서비스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음주에 한 정  인식(2.93)

보다 부정  인식(3.18)의 평균 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한 정  인식보다 부정  인

식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제갈정의 한국인의 음주실

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2]. 음주에 한 

정  인식 항목  ‘술은 원만한 인 계를 해 필수

이다’, ‘술은 사회 으로 유익하다’의 평균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인들이 술을 직장 상하 계 는 

동료들끼리 어울리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직장동료들 간

에 결속을 다지고 직장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김상  등[6]의 연

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음주에 한 부정  인식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에 해

서는 173명(35.1%)이 ‘그 지 않다’에 응답하 는데 이러

한 결과는 문제음주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인 문제를 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부

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상자들을 한 음주 방교육

로그램에 문제 음주와 가족 기능의 손상과 련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해 다고 볼 수 있다. ‘술’하면 

유흥과 환락이 연상된다’는 항목에 해 ‘그 다’ 고 응답

한 경우가 159명(32.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술’과 

유흥, 환락이 한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음

주에 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 을 정립하도록 

산업체 근로자들을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주경험은 재 음주자가 79.7%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2001년 국민건강  보건 의식조사 결과 성인

의 음주율이 69.8%, 연령이 20-59세 사이의 음주율 

50.6%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농어  지역 직

장인의 음주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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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3](2006)의 연구에서 농어  지역 거주자의 음주율 

62.9%보다 농어  직장인의 음주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농어  지역주민 에서도 직장인의 음주문제가 심각함

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는 직장인들의 긴장감과 스트

스가 음주와 한 련이 있다고 보고한 김문두[4], 도

복늠과 도은 [9], 안동성 등[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

다. 한 본 연구의 상자  CAGE 수가 2  이상인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25.1%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

갈정의 한국인의 음주실태 연구 결과 알코올의존자 

18.8%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22]. 한 

AUDIT 수가 8  이상인 '문제성 음주자' 비율은 2000

년 한국인의 음주실태 연구결과 31.1%, 2004년 국 알

코올상담센타 연구결과 39.0%의 조사결과에 비해 본 연

구에서는 64.8%로 본 연구 상자의 문제 음주자  알

코올의존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  지

역 직장인을 한 알코올의존자에 한 진단  치료 정

책이 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 CAGE 수가 2  

이상인 알코올의존자와 AUDIT 8  이상인 문제성 음주

자를 직업별로 보면 경 리직, 사무기술직, 자 업이 

많았는데 이는 직업상 인 계가 잦아 술을 마시는 기

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직종에 근무

하는 근로자들의 주  음주 방을 한 음주문화 개

선과 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로그램, 아이디어 개발

이 요구된다. 이혜경과 이계희는 음주문제에 해 도움

이 되는 구체 인 로그램 유형으로는 직장인의 음주문

화, 스트 스 리 기법, 효과  인간 계 기법이 필요하

다고 하 다[17]. 

상자의 직업별로 술 값 지출은 월평균 1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술 값 

지출액과 비슷하게 나타나 도시 못지않게 농  산업체 

근로자의 정음주를 한 보건교육 략이 시 함을 시

사해주고 있다. 농어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음주 방사

업이 미비하고 음주와 련된 교육이나 홍보사업이 부족

한 실정이므로 농  주민의 정음주 보건교육 략으로 

술과 련된 사회  분 기 개선, 생활습 의 변화, 음주 

련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월 술 값 지출액

을 직업별로 분류하여 본 결과 주로 사무기술직, 경

리직과 자 업의 술 값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사업상 인 계 이 많은 산업체 근로자의 

음주소비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김통원[8]의 

연구에서 도시 직장인  업분야 종사자들이 알코올

독자로 가장 많이 명된 결과를 뒷받침해 다. 따라서 

경 직, 업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한 

극 인 방  치료 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고 직업별로 음주문제와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

장인의 음주문제는 직장에 기반을 두고 개입할 때 효과

이었다는 Roman과 Blum[29]의 연구결과와 같이 직장

인의 음주문제에 한 개입은 직장 단 로 직장인의 특

성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근성이 높고 효율 일 것이

다. 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음주문제는 최고 경 자의 

인식이 매우 요하므로 근로자를 상으로 한 주교육 

로그램 운 과 더불어 경 진 상의 주교육 훈련이 

동시에 요구된다[7]. 

음주로 인한 질병은 간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 계통 질환의 발병률이 높았는데 이는 

양승희[1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음주문제

에 따른 간과 장 등의 신체 질환 리를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 근로자를 한 주  음주 방사업은 근로

자의 건강수 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인 사업으로 궁극

으로는 근로자의 결근일수와 산업재해가 게 되어 기

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산업체의 감독자나 고용주, 

근로자 모두에게 주나 음주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비용

효과 인 측면에서도 정 인 결과를 보여 다고 볼 수 

있다[28]. 따라서 산업장 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음주 방 

 주를 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이나 홍

보,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어  지역 직장인을 상으로 음주인식, 

음주행태, 문제음주 정도  특성, 술값 지출액, 음주로 

인한 질병 등 음주실태를 악하여 농어  산업체 근로

자의 음주문제에 한 방, 치료  재활서비스 로그

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은 2010년 6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원도 일개 지역

에 거주하는 직장인 500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연구도구로 음주에 한 인식

은 정  인식과 부정  인식으로 나 어 측정하 고, 

음주행태와 문제음주정도는 CAGE(Cut down, Ann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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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ty, Eye opener)와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

ntification Test)로 측정하 다. 수집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을 산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음주에 한 인식은 

정  인식의 평균은 2.93, 부정  인식의 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2. 음주행태에서 음주경험여부는 재 음주자가 

79.7%로 가장 많았고, 비음주자 13.1%, 과거 음주자 

7.2%로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음주경험이 있는 상자 

 ‘월 2-4회 마시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평소 

음주량은 ‘소주 10잔 이상’이 34.6%로 많았으며 ‘소주 3잔 

이상’ 인 경우가 체 상자의 92.2%를 차지하 다. 

한 개인이 경험하는 음주의 빈도와 양은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를 ‘주 1회’가 30.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음주를 멈출 수 없는 경험’은 ‘  없다’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반해 ‘월 1회’ 이상이 24.1%로 나타

났다. 알코올의존증상은 ‘술 때문에 평소 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월 1회’ 이상

이 18.4%로 나타났으며, ‘해장술의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월 1회’ 이상이 13.4%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음주 후 죄책감이나 후회경험은 ‘  없다’가 66.1%

로 가장 높았고, ‘ 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경험’

이 자주 있었는지에 해서는 ‘월 1회’ 이상의 비율이 

20.5 %로 나타났고, 음주로 인한 문제는 ‘음주로 인한 자

해, 타해, 상해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  

없다’가 83.7%,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가 10.6%, ‘지

난 1년간 있었다’가 5.7%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술 끊기

를 권유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  없다’

가 74.4%,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와 ‘지난 1년간 있

었다’가 각각 11.9%, 13.7% 로 나타났다.

3. 상자의 문제음주 정도  특성은 체 상자  

CAGE를 통해 선별된 알코올의존자(4개 문항  2개 이

상이 그 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규정)의 비율

이 96명(25.1%)이었고, AUDIT를 통해 선별된 문제성 음

주자(8  이상)의 비율은 241명(64.8%)으로 나타났다. 

4. 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은 장 계통 질환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 질환 27.1%, 신경계 

질환 5.3%, 근육계 질환 1.5%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사무

기술직의 음주로 인한 질환 발병률이  32.4%로 가장 많

았으며, 그  특히 간 질환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 계통 질환이 27.1%로 높게 나타났다.

5. 상자가 한 달간 술값으로 지출한 평균 총 액은 

13만원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이 19만 9천원으

로 술 값 지출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 업 14만 

5천원, 경 리직 14만 2천원, 일반작업직 13만 6천원, 

매서비스직과 문자유직 10만 4천원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어 지역 직장인

의 음주문제에 한 구체 인 해결방안으로는 음주문화

에 한 인식개선과 산업체 심의 주사업이 필요하다. 

농어  직장인  문제음주자  알코올 의존자의 조기

발견  리를 한 알코올 독 방 교육  진단 치료

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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