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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남녀 대학생의 건강위험행동을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지방소재 대학으로 구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위험행동(음주, 성, 자살) 그리고 건강위험요인(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융복합적으로 분
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음주 행태를 살펴보면, 음주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는 2.3% 수준 이었으며, 연
구에서 참가한 대학생들 중, 거의 격주 혹은 더 빈번히 술을 마시는 경우는 52.6%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중에 성경
험이 있는 경우는 40.6%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일생동안 두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서울지역 대
학생의 4명중 1명 (25.4%), 지방소재 대학생의 경우 5명중 1 명 (20.3%)로 나타났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생들의 경우 
자살 및 정신건강의 수준이 서울 소재 대학생의 경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서
울소재 대학생과 지방소재 대학생은 자존감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건
강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건강위험행동, 건강위험요인, 자살,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risk behavior of Korean college students by comparing them based 
on the college location (Seoul vs. non-Seoul). Converging analyses of health risk behaviors (drinking behavior, 
sex, suicidality) and health risk factors (mental health, stress) were attempted. The results showed the 23% of 
students were at risk of serious drinking problem, and the 52.6% of students consumed alcohol once in every 
other week or more often. In case of the sexual behavior, 40.6% had sexual experience. Importantly, the 25.4% 
and the 20.3%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non-Seoul area, respectively, had two or more sexual partners. 
Also, students in non-Seoul area had a tendency of the higher level of suicidality, and the lower level of 
mental health. Overall, the self-respect score was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showing the 
Seoul/non-Seoul difference. These results may be able to intervene the health risk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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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년기(Emerging Adulthood)는 청소년과 완 한 성

인기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

와 기 성인기를 따로 구분해서 이 같이 정의한다[1]. 이 

시기는 집단의 건강 지표로 주로 이용되는 이환율

(morbidity)이나 사망률(mortality)을 기 으로 보았을 

때, 일생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 

학생들은 개인  성장과 사회  심사 때문에 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  등 건강

을 할 수 있는 건강 험행동(Health Risk Behavior)

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2]. 요한 은 청년기에는 아

직 정신 , 제도  여과과정이나, 개인 인 정체성이 완

히 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이다. 따라서 이 때 

습득하게 되는 건강 련된 험행동들은 단기 으로 불

의의 사고 등 청년기의 건강문제를 래할 뿐 아니라, 나

아가 평생의 생활양식으로 이어져, 장기 으로 성인기의 

만성질환의 발생 험성도 증가시키는 건강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3]. 

우리나라에서의 학 입학은 단순히 상 학교로의 진

학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 고등학교의 획일 인 단체 

생활과, 교사와 부모의 간섭이나 보호로부터 벗어나 스

스로 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시기의 시작

이라고도 볼 수 있다[3].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입학

과 동시에 수행되어야할 발달과업은 독립된 성인으로 성

장하기 한 비의 시작이며, 부모로부터의 경제 ·정

서  독립과 사회  응이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

은,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  입시 주의 교육을 받으

며 정해진 틀 속에서 생활하다, 갑작스럽게 자유로운 청

년기를 맞이하게 된다[4]. 즉, 이시기에 필수 인 경제

인 독립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1], 자기 주도 으로 을 확립하고 

타인과 친 한 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은 학업과 사회 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청년기의 환경에서 일정 부분에서 불충분한 특성이 나타

나면 자존감의 수 이 낮아지는 상을 보이게 된다.  자

존감은 개인 인 평가로서 스스로가 인식하는 심리 인 

수 과 환경 인 수 의 안정감을 나타내는 정도를 설명

한다[5]. 일반 으로 자존감의 수 이 높은 사람은 

인 자신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일탈행 에 한 성

찰 인 태도를 보이고 반 인 안정 인 행태를 보이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환경 응의 정도가 낮은 

편으로 부정 인 사고와 반사회 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

이 나타난다[6]. 한,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정신건강 

문제가 고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와 응력이 높고, 

자신의 공과 직업에 해서도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학

업 성취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7,8,9].

한편, 사회의 속한 변화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사회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

고 있다는  한 청년기 학생들이 면하게 되는  

다른 난 이다. 이 같은 사회  성취에 한 스트 스를 

받게 되면서 많은 심리 ·정신  갈등을 겪는 실 역시 

청년기의 사회 응에 한 요성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

다[10].결론 으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학 신입생 

시  심신의 취약성과 새로운 사회  환경, 그리고 에 

겪어보지 못한 스트 스를 고려해 본다면 청년기의 건

한 건강행 의 습득  유지는 다른 어느 시기에서의 건

강 행 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년기 건강 험 행

동들 에서 음주, 성행동, 자살(자살 생각: Suicidal 

Ideation/Sucidality)에 한 요성을 지속 으로 강조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학생의 세 가지 

주요 건강 험행동 - 음주, 성행동, 자살을 으로 

다루고자 한다. 

학시 은 음주를 본격 으로 시작하거나 음주의 양

이 뚜렷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있어 술이란 성인으로서의 해방감과 비민주 인 정치구

조를 타 해야 한다는 은 지성인들의 실 도피용으로 

그 의미가 그리 부정 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매년 신입생환 회장에서 강제로 마신 술로 인한 

학생의 사고/사망과 련한 언론보도는 학생 음주가 

이제는 부정 인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 다.  

세계 으로도 학생의 음주문제는 1950년  반에 

이루어진 Straus․Bacon의 연구[11] 이래 학당국이나 

사회보건당국의 지속 인 심 상이 되어오고 있다. 미

국의 경우 한해, 음주로 인해 사망한 학생이 한해 1,400

여 명, 음주로 인한 부상을 경험한 학생이 50만 명, 그

리고 한해 7만 명이 음주로 인해 성폭력을 경험하고, 40

만 명이 음주로 인해 불안 한 성 계에 노출되고 있다. 

한 미국 학생의 31%는 알코올남용 (alcohol abu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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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가능하며, 6%는 알코올의존 (alcohol dependence)

으로 분류된다[12]. 

최근 우리나라 학생의 음주 실태를 보면, 거의 매주 

한번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가 여자 학생이 25.8%와 남

자 학생은 42.9%로 나타났다. 한 1회 음주 시 폭음의 

비율이 여자 학생의 경우 체의 56%이며, 남자 학

생의 경우 73.1%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학생의 음주 문

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13]. 이에 폭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시  기억상실 (blackout)을 경험한 학생

이 46%에 이르며, 체의 14.4% (남학생의 19.9%)가 음

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14]. 학생

의 음주는 학생이자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는 

학생이라는 독특한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발생하며 

학을 졸업한 이후의 음주양상에 지 한 향을 다는 

에서 많은 심이 요구 된다[11]. 

청년기 학생의 다양한 건강 험행동 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할  한 가지 요인은 성행동이다. 이 시기

는 신체 으로는 성장이 거의 완료된 시기이다. 한, 청

년기에는 스스로의 성  욕구를 억제하도록 교육받은 입

시 주의 학교생활에 응해왔던 청소년이, 학에 와

서 자유분방한 생활환경에서 여러 활동을 경험하고 폭넓

은 인 계의 경험을 쌓아가기 때문에, 성행동이 이  

어느 시기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지는 시기이다[15]. 

기존에 이루어진 성행동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국외의 경우에는 청소년  청년들의 무방비한 성행

동  이에 따른 임신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성행동, 임신, 피임, 성병에 한 실태를 악하는 연구들

[16,17]과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으며[18], 성행동 모형을 검정하고, 험 

성행동 리를 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19,20].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험 성행동에 

한 경로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가 험 성행동에 미치

는 향, 성교육을 한 기 조사 등 다수의 연구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이며[21], 청년기의 학생

을 상으로 성행동의 실태를 다각 으로 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심을 둘 건강 험 행동은, 최근 더욱 사

회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의 자살과 련한 행

동의 문제이다. 청년기의 학생들은 사회  경험의 부

족과 사회  응의 미숙 때문에, 주어진 생애 과업을 수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순간 으로 행동

하고 충동 인 성향을 보인다. 한 정서 으로도 불안

정한 시기로, 심도 있는 사고, 인내심, 책임감이 약한 편

이며, 쉽게 동요하고 자신을 이해해  수 있는 상을 

찾기 한 애정  욕구가 강해지고, 이러한 애정  욕구

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인한  강한 고독감이나 자

기 부정의 감정, 열등감을 겪기도 한다. 이에 청년기 학

생들은 고도의 스트 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욕구, 

부당한 처우에 한 보복의 수단 등 충동 으로 극단

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22]. 

청소년기  청년기 자살 비율을 연령 로 비교해 보

면, 10-14세는 1.9명, 15-19세는 8.3명, 그리고 20-24세는 

18.3명으로 15세 이후부터 자살률이 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고생 자살자 수를 합친 수보다 학생 자

살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23].  다른 연구에

서는 학생의 23.9%가 학교 입학이후 자살 충동을 경

험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4]. 최근 우리나라 청년

기 학생의 자살과 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 충

청지역 학생 421명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25], 학

생의 자살 생각률은 32.3%, 자살 계획률 4.7%, 자살 시도

율 3.0% 이었으며, 자살 생각이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외에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공통 이며 주요 험요인으로 나

타난 우울증에 해 경도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는 

학생이 42.2% 다[25]. 이와 같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  이슈가 되면서, 청년기 

자살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지만, 재까

지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으로 학

생의 자살과 련한 연구는 과 충청지역이거나 서울, 

경기, 충청권 등 지리 으로 제한 인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험행동과의 연계를 악한 다각

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6,27]. 

우리나라 부분의 지방 학은 수도권 심의 지역 

불균형 발  략과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학 간의 서

열 구조에 있어서 수도권 학에 비교하여 불리한 치

에 처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환경 안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지방 학은 우등한 집

단에 소속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지내

는 공간이라는 인식 까지도 존재한다[28]. 지방 학에 

한 차별  양상은 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취업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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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취업에 이르는 기간, 100  기업 취업률, 정규직 취

업률에 있어서도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29,30]. 이와 

같이 지방 소재 학의 학생들은 서울 소재 지역의 학생

들에 비해서 사회구조 으로 차별을 양산하는 양극화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사

회 으로 양극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 학생들의 

건강 험행동  정신 건강 역시 서울 소재 학과 지방 

소재 학생들이 동일한 행태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부각되고,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재까지 지방 학에 한 불평등한 사회의 치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 졌지만, 서울소재의 학과 

국 인 규모에 비교된 연구는 제한된 실정이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근함에 있어서 모든 학

생들에게 보편 으로 근해야할 부분과 서울과 지방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차별 으로 근

할 부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

과 학 2,3,4 학년의 남녀 학생을 상으로 3가지 범주

의 건강 험 행동(음주, 성행동, 자살)을 비교 조사하여, 

학생활  습득하게 되는 건강 련 험행동의 수

를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을 비교하여 악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학생의 건강 험행동의 실

태를 규명하고, 학생의 건강문제에 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기  자료를 제시하며, 련한 문제의 방과 

치료에 요구되는 다각 인 노력의 필요성에 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청년기 학생의 건강

험행동”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청년기 학생의 건

강 험행동”은 학생들을 상으로 자살생각, 음주, 

험 성행동 등의 건강 험행동의 황을 조사하기 한 

연구로 국의 4년제 학생들을 상으로 편의 표집하

여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하도록 한 것이며 2013년 9월부

터 12월까지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여 국 35개 

학의 학생 총 638명의 설문이 이루어졌다. 학생들

은 인터넷의 근이 비교  용이하기 때문에, 자살생각

이나 음주, 성행동과 같이 민감한 사항을 조사하기 해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범 한 지역의 표

본을 수집하고 조사자와 응답자가 직  을 하지 않

을 수 있어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 이 학생활  습득하게 되는 건강 

련 험행동의 수 를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을 

비교하여 악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에

서 음주행동, 성행동, 자살, 정신건강,  인구사회학 인 

변수 등을 사용하 다. 

2.2 측정도구

2.2.1 건강위험행동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은 WHO에서 개발한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선별검사를 

사용하 다. AUDIT은 알코올 독보다는 해한 음주

를 조기에 발견하기 해 고안된 간단한 선별도구이며 

알코올 독을 발견하는 데에도 높은 정확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UDIT

의 수는 각 문항의 문제가 낮은 항목의 0 부터 차 

높아질수록 1 , 2 , 3 , 4 을 부여하여 5  Likert 척

도로 측정하 다. 총 합계 수가 24  이상이면 문제음

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성행동 련 경험을 측정하기 해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를 김주 (2007)[31]이 번안한 한국  

청소년 건강 험 행동 설문 K-YRBS에서 성행동과 련

된 10문항을 사용하 다. 이 문항들은 성 련 행동의 경

험 유무와 성 계 경험에 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8

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련된 내용을 측정하기 해 Reynold 

(1988)[32]의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홍

수(2004)[33]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IQ의 수는 ‘

 그런 생각을 한  없다’ 0 부터 ‘거의 매일 그런 생

각을 한다’ 6 을 부여하여 7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채 은 체 30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총 을 산출

하여 평균 수를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

각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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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7로 나타났다. 

2.2.2 정신건강

일반정신건강은 Derogatis(1976)[34]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자기보고식 증상목록 검사를 국내 실정에 맞게 

표 화한 간이 정신진단 검사 (Symptom Checklist-90- 

Revision: SCL-90-R)[35]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90문항으로 신체화, 강박증, 인 민증, 우울증, 불안, 

감, 불안  공포, 편집증, 정신병 등의 9개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수는 ‘  없다’ 1 부터 ‘매

우 심하다’ 5 을 부여하여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채 은 각 하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체 90문항의 수의 평균값을 산출하 다. 

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8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Rosenberg(1979)[5]가 

개발한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아존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

기 해 고안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수는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4 을 부여하는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 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86로 나타났다. 

취업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정의석과 노안

(2001)[36]의 연구에서 개발한 취업스트 스 척도를 사용

하 다. 이 척도는 심리 내 인 측면에서 주 으로 경

험하는 취업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 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0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음주, 성행동, 자살을 포함

한 건강 험행동을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을 비

교하여 살펴보기 해 STATA SE ver 10.0 로그램을 

활용하 다. 먼  변인들의 일반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활용하 고 서울 소재 학

과 지방 소재 학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

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Gender

male 203 31.8

Female 433 67.9

missing 2 .3

Age

16-19 121 19.0

20-24 466 73.0

25-29 39 6.1

over 30 5 .8

missing 7 1.1

Location of 

university

Seoul 257 40.3

Non-Seoul 351 55.0

missing 30 4.7

Major

Engineering 44 6.9

Humanity 123 19.3

Social Science 285 44.7

Art/Music/Sport 66 10.3

Science 48 7.5

Education 67 10.5

missing 5 .8

Studied an extra 

year to enter the 

university

Yes 106 16.6

No 525 82.3

 Missing 7 1.1

Socio- Economic 

status

High 59 9.2

Mid 409 64.1

Low 169 26.5

Missing 1 0.2

Club Activities

Yes 449 70.4

No 186 29.2

Missing 3 0.5

<Table 1> Selec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38)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총 638부 으며 조사 상

자들의 일반 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지역은 학교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학교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분류하 다.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에 치한 학

교에 재학 인 학생이 40.3%, 지방에 치한 학교에 재

학 인 학생이 55.0%로 지방 학 재학생이 약간 더 많

았다. 조사 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1.8%, 여학

생이 67.9%이며, 연령별 분포는 20∼24세가 73%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19%, 25∼29세 6.1% 순으로 나타났다. 

공은 사회계열이 44.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문계

열 19.3%, 교육 10.5%, 체능 10.3% 자연계열 7.5%, 공

학계열 6.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학생이 

19.3%, 2학년이 28.4%, 3학년이 30.3%, 4학년이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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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Seoul

(%)

Non

-Seoul (%)
p

Risky group 

(above 24 points on 

total AUDIT score) 

2.3 2.0 2.4 NS

How often do you have a drink containing alcohol?

never 17.3 13.3 20.3

NS

monthly or less 30.0 28.5 31.1

2-4 a months 39.9 44.1 36.9

2-3 a week 10.4 11.3 9.7

4 or more a week 2.3 2.7 2.0

How many drinks do you consume on a typical drinking day?

never 16.2 12.5 18.9

+

1 or 2 drinks 13.4 16.3 11.2

3 or 4 drinks 19.9 21.8 18.6

5 or 6 drinks 17.2 17.5 16.9

7 or 8 or 9 drinks 16.2 17.5 15.2

10 or more drinks 17.1 14.4 19.2

How often have you had 6 or more units if female, or 8 or more 

if male, on a single occasion in the last year?

never 31.5 30.2 32.5

NS

less than monthly 31.3 32.5 30.5

monthly 23.6 23.9 23.3

weekly 11.4 10.2 12.4

daily or almost 2.2 3.1 1.4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found that you were not 

able to stop drinking once you had started?

never 73.4 77.5 70.4

NS

less than monthly 16.1 13.0 18.4

monthly 6.6 5.5 7.5

weekly 2.0 2.0 2.0

daily or almost 1.8 2.0 1.7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failed to do what was 

normally expected from you because of drinking?

never 74.9 75.4 74.6

NS

less than monthly 18.3 19.5 17.4

monthly 4.9 3.1 6.3

weekly 1.2 1.2 1.1

daily or almost 0.7 0.8 0.6

Last year, how often have you needed an alcoholic drink in the 

morning to get yourself going after a heavy drinking session?

never 83.9 85.6 82.7

NS
less than monthly 11.9 11.3 12.4

<Table 2>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n=638)

monthly 2.8 1.9 3.5

weekly 1.0 1.2 0.9

daily or almost 0.3 0.0 0.5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had a feeling of guilt or 

remorse after drinking?

never 64.1 62.3 65.5

NS

less than monthly 26.0 28.8 23.9

monthly 6.9 6.6 7.2

weekly 1.5 1.6 1.4

daily or almost 1.5 0.8 2.0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been unable to remember 

what happened the night before because you had been drinking?

never 70.3 72.7 68.5

NS

less than monthly 23.3 23.1 23.4

monthly 5.2 3.1 6.6

weekly 0.8 0.78 0.9

daily or almost 0.5 0.39 0.6

 Have you or someone else been injured as a result of your 

drinking?

no, never 94.1 93.8 94.3

NS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2.6 3.1 2.3

yes, during the last 

year
3.3 3.1 3.4

 Has a relative or friend or a doctor or another health worker been 

concerned about your drinking or suggested you cut down?

no, never 88.1 87.9 88.3

NS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3.6 4.7 2.9

yes, during the last 

year
8.3 7.4 8.9

+p<.10

다.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은 16.6% 다. 경제수 에 해

서는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2% 으며 이라고 응답

한 학생은 64.1%로 가장 많았고 하라고 응답한 학생은 

26.5% 다. 동아리 활동에 해서는 70.4%의 학생이 동

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3.2 음주행동

 
학의 소재지에 따른 학생들의 음주행태는 <Table 

2>와 같다. 반 으로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

을 비교한 결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의 학생들의 음주 행태의 체 인 경향을 

볼 수는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 에는 2.3%가  

AUDIT 총 의 24  이상을 보고하는 음주 험 군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학생은 2.4% 서울 학생은 2.0%로 

지방 학생의 문제 음주 율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가한 학생들 , 격주 혹은 더 빈번히  

술을 마시는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학생들이 58.1%로 지방 학의 학생들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58.1% vs. 48.6%, respectively). 

1회 음주량이 3잔 이상인 경우도, 반 으로 70.4%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학생은 71.2%, 지방 학 학생

은 69.9%로 서울소재 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회 6잔 남성은 1회 8

잔 이상으로 규정되는 폭음의 경우는 약 37%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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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월 1회 이상 폭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문제들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반 으로 

지방 소재 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약간은 높은 수 의 

문제 행태를 보고하고 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멈출 

수 없었던 경험을 한 경우는 지방 학생의 경우는 29.6%

이며, 서울 소재 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22.5%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다음날 다시 해장술을 마시는 경험

도 지방 학생은 17.3%, 서울지역 학생은 14.4%로 더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한,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한 경우도 서울지역 학생은 27.3%, 

지방 학생은 31.5%로 지방 학생들의 반 인 문제성 

음주행태의 수 이 서울지역 학생들보다 높다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3.3 성위험행동

학생들의 성( 험)행동을 학의 소재지에 따라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반 으로 서

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을 비교한 결과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를 바탕

으로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의 학생들의 성행동

의 반 인 수 을 악 할 수는 있었다. 본 연구의 

학생들 에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40.6%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학생은 43.5%로 평균을 상향하고 지방의 학

생들은 38.5%로 평균이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 까지 일생동안 두 명 이상의 트 와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서울지역 학생의 4명  1명 (25.4%), 지방

소재 학생의 경우 5명  1 명 (20.3%)로 나타났다. 두 

명 이상의 트 와 성경험을 지난 3개월로 제한하여 질

문한 경우도, 서울 지역 학생은 5.4%, 지방은 4.2%로 서

울지역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성 계 에 술을 마

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험도 서울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9.0%)가 지방 학생들(8.3%) 보다 약간은 높게 나타났다.

성 계 에 콘돔을 사용한 경험도 서울지역의 학생

들의 경우(31.0%)가 지방 학생들(27.8%) 보다 약간은 높

게 나타났으며, 서울 소재 학생들이 지방소재 학의 

학생들보다 피임약이나 콘돔 등의 피임기구 사용 빈도가 

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

Seoul

(%)

Non-seoul

(%)
p

Have you ever had sexual intercourse? 

yes 40.6 43.5 38.5
NS

no 59.4 56.5 61.5

How old were you when you had sexual intercourse for the first 

time?

never 59.9 57.8 61.4

NS

11 yrs old or 

younger
0.2 0 0.3

13 yrs old 0.3 0.4 0.3

15 yrs old 0.7 1.2 0.3

16 yrs old 1.7 2.0 1.4

17 yrs old  or older 37.3 38.7 36.3

During your life, with how many people have you had sexual 

intercourse?

never 60.1 57.8 61.7

NS1 person 17.5 16.8 18.0

2  or more people 22.4 25.4 20.3

During the past 3 months, how many people did you have sexual 

intercourse? 

never 73.2 73.1 73.4

NS1 person 22.0 21.5 22.4

2  or more people 4.8 5.4 4.2

Did you drink alcohol or use drugs before you had sexual 

intercourse the last time?

no experience 67.2 64.7 69.0

NSyes 8.6 9.0 8.3

no 24.2 26.3 22.7

The last time you had sexual intercourse, did you or your partner 

use a condom? 

no experience 61.5 58.8 63.5

NSyes 29.2 31.0 27.8

no 9.3 10.2 8.7

The last time you had sexual intercourse, what one method did you 

or your partner use to prevent pregnancy?

never sexual 

intercourse
62.1 60.2 63.5

NS
no method 4.5 4.3 4.6

birth control pills 2.3 3.1 1.7

condoms 28.3 28.9 27.9

other 2.8 3.5 2.3

<Table 3> Sexual risk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n=638)

Total Seoul Non-seoul t

 Suicidality
0.41

(0.67)

0.37

(0.49)

0.43

(0.75)
-1.15

<Table 4> Suicidality among college students
 (n=638)

3.4 자살

학생들의 자살 련 변인을 학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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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의 수 은 0.41로 나타났으며, 지방 학에 다니

는 학생들의 자살 련 험(0.43) 은 서울 소재 학에 다

니는 학생들(0.37)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Seoul Non-seoul t

Mental 

health

1.87

(0.63)

1.75

(0.56)

1.94

(0.64)
-3.78

Self-

esteem

2.98

(0.50)

3.06

(0.52)

2.94

(0.47)
2.73**

Job stress
2.93

(0.69)

2.85

(0.73)

2.99

(0.64)
-2.43

**p<.01

<Table 5> Mental health, Self-esteem and Job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n=638)

3.5 정신건강, 자존감 및 취업스트레스

학생들의 정신건강, 자존감  취업 스트 스를 

학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일반 인 정신건강의 수 의 심각성 한  지방

학에 다니는 학생들(1.94)이 서울 소재 학에 다니는 

학생들 (1.7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학생들

이 취업스트 스 한 서울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 로 서울지역의 학생들(3.06)이 지방

학의 학생들(2.94)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자

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서울소

재 학과 지방소재 학을 비교한 결과는 자존감을 제

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

만, 지방에 소재한 학생들의 경우 정신건강  취업 스

트 스의 수 이 서울 소재 학생의 경우보다 부정 인 

경향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 논의 및 함의

4.1 선행 연구와의 비교 고찰

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조사 상

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1.8%, 여학생이 67.9%이며, 

서울에 치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40.3%, 지방에 

치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55.0%로 지방 학 재

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반 으로 서울소재 학과 지

방소재 학을 비교한 결과는 부분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의 학생들의 건강 험행

동의 반 인 수 을 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음주 행태를 살펴보면, 음주 험군에 속

하는 경우는 2.3% 수  이었으며, 지방 학생의 경우가 

서울지역 학생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참가한 학생들  거의 격주 혹은 더 빈번히  술을 

마시는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학생

들이 지방 학의 학생들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의 정원철(2006)[13]의  연구가 보고하는 

거의 매주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의  수 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폭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37%가 폭음의 에피소드를 보여

주는데, 이 수 은 기존 연구보다는 낮은 수 을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술을 마신 이후 기억 상실을 경

험한 학생이 29.4%에 이르는데, 이 한, 기존의 연구보

다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13,14]. 본 연구 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는 연구의 상, 척도별 측정문항의 상이함, 측

정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반 인 술을 마시는 빈도는 과거보다는 약간은 높아졌지

만, 그 외에 음주로 인한 문제는 반 으로 낮은 수 을 

알  수 있다.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

주행태에 있어서 지방 소재 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

울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 의 문제 행

태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생들 에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40.6%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학생은 43.5%로 평균

을 상향하고 지방의 학생들은 38.5%로 평균이하의 분포

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학생 1,000명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의 39.9%가 성 계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는데[37], 이 두 연구는 비슷한 수 의 결

과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52.8%

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호선민(2009)[38]의 연

구결과보다는 낮은 성경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과

를 종합하여 보수 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학생의 

10명  어도 4명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한, 성행동에 있어서는 서울지역 학생들이 좀 더 

개방 인 행태를 보이며, 문제 성행동의 빈도도 지방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서울 소

재 학생들이 지방소재 학의 학생들보다 피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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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등의 피임기구 사용 빈도가 반 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서울지역의 학생들이 성

경험도 많고 성과 련한 문제 행동의 경험도 많지만, 

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피임과 같은 자기 보호 행동을 

습득해 나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년기 학생들 사이의 성문화가  개

방되어 감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성 험행동

의 다양한 양상을 찰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학생들(3.06)이 지방 학의 학생들(2.94)

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학생들의 건강한 학생활을 

해서는 정 인 자아 개념의 형성  환경의 응을 높

일 수 있는 합리 인 행동의 증진  자신의 정서를 조

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을 비교한 

결과는 자존감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방에 소재한 학생들의 경우 

자살  정신건강, 자살, 스트 스의 수 이 서울 소재 

학생 의 경우보다 심각한 수 이라는 경향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2 논의 및 제한점

재 우리나라 학생의 음주, 성행태, 자살을 포함한 

건강 험행동의 실태를 서울소재 학과 지방소재 학

을 구분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논

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지속 으로 제기했듯이 학생들

의 문제성 음주에 한 책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

성 음주는, 음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제 3자에

게 정신 ․물리 인 피해를 다는 , 장기 으로는 

학생의 주요 본분인 학업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 그

리고 학 사회에 만연해있는 폭음과 과음의 음주양상은 

올바르지 못한 음주규범을 몸에 익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음주습 과 음주문화를 사회로 이 하는 계기가 

된다는 에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 인 여 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이에 한 방과 개입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학

생 시기의 음주 행태에 한  보건 의료 심리 복지 차원

의 융합  근을 기반으로 한 방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여야 하며, 정부나 학에서 개발된 방교육 로

그램을 학교내외에서 극 으로 운 하기 한 노력

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재까지 두 명 이상

의 성 계 트  경험 수 도 략 4명  1명으로 나타

나고 있고, 성 계 의 음주나 약물 사용 수 도 략 

10명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성 계 트 나 

성 계  음주나 약물의 사용은 성병 감염이나 성폭력

과 같은 2차 인 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표 인 성 

험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다[39]. 과거에 비해서 재 우

리나라의 학생은 성에 해서 개방 인 상을 경험하

고 있으며,  이러한 성에 한 사회  허용이 높아진 시

기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학생들은 다양한 성행동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40]. 따라서 사회 으로 정책 으

로 개방된 성 문화에 즉각 으로 노출된 학생들의 

험 성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행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환경 조성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재의 학생들의 욕구에 맞추어 성폭력 데이트 폭력에 

한 인식  처 방안, 결혼  이성교제, 임신-피임-

출산과 같은 구체 이고 실질 인 내용을 특강, 개별상

담,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하여 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련하여 남녀 학생의 성지식, 성태

도, 성의사소통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버 성교육 로

그램의 도입도 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자살  정신건강의 험성이 크

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자아존 감에 있어서는 서울과 

지방 학생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 반 으로는 서울과 지방 학생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방 학생이 

서울 소재 학생에 비해서 음주 문제나 성 험행동 정

신 건강 수 이 험한 수 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지방 학생의 

건강 험행동의 방  근에 있어서는 자아존 감이

라는 변인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지방 학생들에게는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

러한 자아 존 감 향상의 노력은 지방학생들에게는 학

생활의 응과 신체 -정서 으로 건강한 청년기의 과

업 수행에 추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 연구로서의 특성상 서울  지방 학

생들의 건강 험 행동  요인들  그 황을 악하는 

것에 그쳤기에 이를 바탕으로 실 인 함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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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 학생

의 음주문제와 성 험행동  정신건강 등의 험수 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는 지방 학생들의 건강 험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장기 으로 종단 인 연구 설계도 고려되어

하며 지방과 서울 학생들을 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

 연구의 병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재 학생들의 건강 험행동

에 한 황보고를 연구의 1차  목 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서울과 지방 학생들의 건강 험 행동  요인을 비

교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변인으로 제시된 음주, 

성, 자살, 정신건강, 스트 스와 같은 변인들 간의 계성 

까지는 악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

구들이 이 같은 건강 험 행동  요인들 간의 향력을 

보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 서울  지방 학생들이 이 같

은 변인들 간의 향력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

다고 사료된다. 한 이러한 맥락의 후속 연구는 본 연구

가 제한 인 서울-지방 학생들 간의 차이를 보인 부분

에 한 추가 인 해석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의 학생들을 상을 포함하고자 했

지만, 인터넷 서베이 방식을 통해 국 일부 학의 재학

생만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학생 체로 일반

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한 학력  연령 등이 다른 청

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학생 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성을 지닌 표본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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