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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blem drinking on life satisfaction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between two variables. Method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selected in the 9th Korea Welfare 
Panel Survey(KYPS, 2014). The SPSS Ver. 18.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roblem drinking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family conflic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 to cause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Third,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through overcoming problem drinking,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and recreational 
programs based on economic and social context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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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음주만큼 모든 문화권에서 보

편적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드물며 음주만큼 양면성

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사회적 동지관계 형성과 공동체 단합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문제음주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2011

년도 정신 질환 역학조사에서는 연간 18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3.4%로 나타났으

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2013년 만 19세 이

상의 고위험음주율은 12.5%(남자 19.7%, 여자 5.4%), 월간

폭음률은 37.3%(남자 53.2%, 여자 21.9%)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또한 우리나라 전체 남성과 여성

의 폭음경험은 각각 59.7%, 15.2%였으며, 남성의 45.0% 및 

여성의 7.1%가 문제음주였다(Jeon & Lee, 2010). 지나친 음

주로 인한 질병치료비, 생산성 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 사

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2012년 

음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및 의료보조비를 제외한 사회경

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Jung, 2013).

심각한 문제음주를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극단

적인 상태로 심각해지고 적절한 치료시기 마저 놓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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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음주자와 주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가정 및 사회

적으로 회복이 힘든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다

(O'Farrell, 1993). 습관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장기손상 등 신

체건강과 2차적 질환에의 노출은 물론 치매, 뇌기능장애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키고, 가정파탄이나 성범

죄, 폭력 등 범죄행동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의 역기능

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Son & Kim, 2013) 문제음주의 

직간접적 피해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과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가족체계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러

한 가족체계는 상호의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

성원 개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문제음주는 특히 가족갈등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

난 3개월 동안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78.9%

로 나타났으며, 갈등 원인 중 음주는 15.5%를 차지하고 있

는 연구(Lee, 2013)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가구주의 

23.7%가 문제음주자였으며, 남성 가구주의 문제음주 수준

이 증가하면 가정폭력 문제가 증가하였으며(Yoon & Cho, 

2012), 음주문제를 가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경

험한 여성들은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인해 불안, 공포,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삶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심

각하게 경험하였다(Kim & Jang, 2011). 음주와 폭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Bennett & Williams, 2003; 

Peralta, Tuttle, & Steele, 2010) 특히 가정폭력과 음주의 동시

발생률은 70% 이상이었다(Brokoff, O’Brien, Cook, Thompson, 

& Williams, 1997; Gilchrist et al., 2003)

문제음주는 부부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가족기능을 약화

시켜 결국 자녀에까지 영향을 주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음

주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분리 곤란, 동일시의 

어려움, 역할혼동, 동료관계 형성 곤란 등이 지속될 가능성

이 크다(Kim, 2008). 

문제음주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의 음주는 파트너 

및 가족의 불안,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Homish, Leonard, 

Kozlowski, & Cornelius, 2009; Rognomo, Torvik, Røysamb, & 

Tambs, 2013). 가족의 문제음주는 가족구성원의 생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trine, Chapman, Balluz, Moriarty, & 

Mokdad, 2008), 가족의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을 초래하며 가족원의 건강 및 경제적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Dethier, Counerotte, & Blairy, 2011; Hussaarts, Roozen, 

Meyers, Wetering, & McCrady, 2011; Salize, Jacke, Kief, 

Franz, & Mann, 2012; Yoon 등, 2013, p.86에서 재인용). 

한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문

제음주는 가정폭력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가족들의 사회적 

관계 위축, 가족관계의 불만족 등 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

(Yoon, Choi, & Kim, 2013). 즉 문제음주는 가족관계와 대

인관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음주행동으로 가족갈등,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 문제 등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ters, 

Millward, & Foster, 2003; Morgan, Landron, & Lehert, 2004; 

Dawson, Li, Chou, & Grant, 2009). 

생활만족도는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데 Frey와 Stutzer(2000)는 생활만족도(행복감)의 결

정요인은 자부심, 낙천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연령, 성

별, 결혼여부, 그리고 교육의 정도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소득,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스트레스, 직장동료, 친구 그리고 친척들과의 인간적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요인, 정치적 민

주주의 성숙정도 또는 각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정도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 5가지로 정리하였다.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정 영역이 가장 중요

하고(Campbell, 1981; Cho, Han, & Kim, 2012), 가족관계는 

삶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이므로 가족갈등은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선

행연구 결과 “문제음주->가족갈등, 가족갈등->생활만족도”, 

“문제음주->생활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절제된 가벼운 음주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Hingson, Scotch, Barrett, Goldman, & 

Mangione, 1981), 적절한 음주는 피로와 긴장 완화, 원활한 

대인관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울과 스트

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

문에 음주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음주에 의해 우울이 발생하고 심화된다는 독성가설과 

음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우울감은 음주에 선행한다는 긴장감소가

설이 대립되고 있는 음주의 양면성으로 인해 음주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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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는 선후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우울이 음주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긴장감소가설

은 Jennifer, Kacperek, & Clarke(2009), Susan, Alethea, & 

Sharon(2013), Song, Park, & Moon(2013) 등에 의해 지지되

고 있는 반면, 문제음주가 우울에 선행하여 영향을 준다는 독

성가설은 Gilman & Abraham(2001), Caldwell et al.(2002), Yoon 

& Cho(2007), Koo(2008), Gweon(2010), Cho & Seo(2012), 

Song(2014) 등에 의해 증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중독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가 우울증이고 알코올중독을 

비롯한 문제성 음주자일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Lee & Lee, 2007), 우울과 음주는 상관관계가 

있고(Gweon & Sung, 2010; Sohn, 2010) 음주가 우울에 선행

한다는 연구 결과(Kahng & Kwon, 2008)를 볼 때 문제음주

는 우울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문제음주는 비교적 일관되게 우울증과 정적인 관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제음주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Baik, 2011).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생활만족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인간의 삶

과 함께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은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

(Kim, Chae, & Cho, 2009; Park & Song, 2012; Kim & Lee, 

2013; Song & Kang, 2014)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선

행연구 결과 “문제음주->우울, 우울->생활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문제음주가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갈등과 우울이 문제음

주와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Nam, 2008; Kim, 2012; Lee & 

Jung, 2012; Yang, Ryu, & Lee, 2014), 노인(Song, 2011; Cho 

& Yoon, 2012; Cho & Li, 2015), 근로자(Yoo, Choi, & Jung, 

2004; Lee, 2015), 결혼이주여성 남편(Lee, 2013; Yoon 등, 

2013) 등에 한정하여 문제음주 영향을 연구한 한계를 지니

고 있어서 20세 이상의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차별화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모든 행복의 출발선은 가정이지만 사회적 문제는 가정

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음주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도에 문제음주가 어떠

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족갈등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

지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문제음주와 가족갈

등, 우울이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저해함으로써 개인의 우

울감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많은 사회의 문제점

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차년도(2014

년도 자료) 가구원용 패널데이터와 머지패널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국 단위의 가구원들 중 

표본으로 선정된 총 9,800가구들을 대상으로 계층별, 연령

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조사 불가능 사

례를 제외한 17,134명 중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원 중 연령이 만 19세 이상(고등학교졸업 연령을 기준, 20세

는 만 19세로 1994년생임)의 가구원 응답자 6,471명을 대상

으로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모형  가설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 문제음주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설 2 :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 문제음주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가족갈등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갈등

과 우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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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추출한 9차년도 7개 영역별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

만족도가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하여 베리멕스(Varimax)를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분석에 사용하

였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종속변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KYPS) 9차년도(2014년도 자료) 가구원 대상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등에 

대한 7개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생활만족도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원 

응답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7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61이었다. 

2) 독립변수 : 문제음주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차년도(2014년) 자료 중 가구

원 대상 설문 문항에서 문제음주와 관련된 설문은 ‘지난 1

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에 대한 응답으로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Cut 

Down)’,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

찮아하고 있다(Annoyed)’,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

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Guilty)’, ‘숙취를 제

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 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Eye-opener)’라는 CAGE 관련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아니오 1점’, ‘예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문제음주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내어 하나의 변

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관련 경험 값

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4개의 변수 값을 합한 총점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음주로 평가할 수 있다(Kang et al., 

2006). 문제음주에 대한 4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644였다.

3) 매개변수 : 가족갈등, 우울

가족갈등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조사(2014년)에서 제공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가족갈등에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라는 설문 문항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

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비해당 

0점’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해당 0점은 결측치

로 처리하였으며, 가족갈등에 해당하는 4개 변수는 단순 합

산하여 총점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 갈등이나 폭력 관련 경험 값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4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89였다. 

우울척도는 한국복지패널조사(2014년)에서 제공한 Radloff 

(1977)의 CESD-11(Center for Epideminological Studied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11척도는 11개의 설문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에 관련된 설문 문항이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베

리멕스(Varimax)를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1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울에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

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

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세상

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

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마음이 슬펐

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라는 설문 문항으로 ‘극히 드물다(일주

일에 1회 이하) 1점’,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2점’,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3점’,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에 6일 이상) 4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 

중 부정문으로 응답한 2개 문항을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11개의 변수 값

을 합한 총점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11

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825였다. 

일반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여부, 직업, 

건강상태, 만성질환, 가구소득구분 등으로 9개 문항을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처리는 SPSS Ver.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

다. 둘째,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 변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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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한 정규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

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설문 문항이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베리멕스

(Varimax)를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독립변수인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이 종속변

수인 생활만족도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였다. 여섯째,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62.8%, 여자가 37.2%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

은 60세 이상이 25.6%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으로 응답한 가구원이 34.1%,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응

답한 집단이 27.6%의 순이었다. 종교는 ‘없다’로 응답한 가

구원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유배우자’가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무응답’ 집단 29.2%, 

‘기계장치, 기능원, 단순노무, 군인, 기타’ 집단 27.1% 순이

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로 응답한 집단이 57.6%

로 가장 높았고, 만성질환 여부는 ‘비해당’ 집단이 57.6%, ‘6

개월 이상 투병투약’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34.4% 순으로 조

사되었다. 가구소득은 ‘일반가구’가 80.6%였다. 

2. 주요 변인들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최종 종속변수, 독립변

수, 매개변수 주요 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문제음주(왜도 2.124, 첨도 4.094), 가족갈등(왜도 

1.461, 첨도 3.230), 우울(왜도 1.977, 첨도 4.974), 생활만족

도(왜도 -.453, 첨도 .266)의 변인에서 왜도가 절대값 3 미

만, 첨도의 절대 값이 10 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 Minimum Maximum M SD Skewness Kurtosis

problem drinking 4.00 8.00 4.417 .822 2.124 4.094

family conflict 4.00 20.00 5.908 2.034 1.461 3.230

depression 11.00 41.00 14.152 4.047 1.977 4.974

life satisfaction 7.00 35.00 23.998 3.592 -.453 .266

3.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갈등,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Table 2>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가족갈

등,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족갈등은 40에서 49세 집단이, 학력이 낮을수록, 

유배우자 집단이, 직업은 기계장치, 기능원, 단순노무, 군

인, 기타’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일반가

구원보다 저소득가구원 집단이 가족갈등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p<0.001).

우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20세에서 29세 집단이,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이, 직업

은 농어업, 숙련직종사자 집단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집단이,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한다고 응답한 집단

이, 일반가구원보다 저소득가구원 집단일수록 우울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생활만족도의 경우 20세에서 29세 집단이,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이, 유배우자 집단이, 직업은 관리

자, 전문가 관련종사자 집단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

답한 집단이,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저소득가

구원보다 일반가구원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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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of family conflic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family conflic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M SD t or F p M SD  t or F p M SD t or F p

Gender
Male 4,065(62.8) 5.913 2.038

.273 .785
13.943 3.848

-5.096 .000
23.991 3.662

-.213 .831
Female 2,406(37.2) 5.899 2.027 14.495 4.334 24.011 3.474

Age

20∼29 942(14.6) 5.784 1.887

7.485 .000

13.557 3.950

62.551 .000

24.930 3.432

73.074 .000

30∼39 1,247(19.3) 5.702 1.981 13.400 3.483 24.851 3.366

40∼49 1,476(22.8) 6.075 2.110 13.574 3.549 24.269 3.496

50∼59 1,148(17.7) 6.024 2.096 14.384 4.063 23.388 3.760

≧ 60 1,658(25.6) 5.903 2.025 15.367 4.556 23.057 3.497

Level of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989(15.3) 6.156 2.126

18.412 .000

16.068 4.713

91.350 .000

22.298 3.321

159.466 .000
Middle school 610(9.4) 6.070 2.091 14.860 4.378 22.956 3.628

High school 2,208(34.1) 6.049 2.089 14.053 4.000 23.702 3.499

College 879(13.6) 5.803 2.016 13.527 3.678 24.544 3.375

≧ University 1,785(27.6) 5.596 1.855 13.237 3.261 25.449 3.331

Religion
Yes 2,834(43.8) 5.901 1.995

-.246 .806
14.208 4.040

.960 .337
24.008 3.566

.184 .854
No 3,637(56.2) 5.913 2.064 14.109 4.053 23.991 3.612

Spouses 

living 

together

Yes 4,206(65.0) 5.894 2.051

-.754 .451

13.770 3.617

-9.626 .000

24.241 3.403

7.132 .000
No 2,265(35.9) 59344 2.001 14.884 4.680 23.533 3.887

Job

Managers, 

professionals
770(11.9) 5.680 1.993

6.642 .000

13.162 3.381

16.777 .000

25.785 3.210

80.865 .000

Office workers, 

service workers
1,024(15.8) 5.724 1.892 13.367 3.297 24.960 3.291

Sales workers 444(6.9) 5.791 1.771 13.566 3.220 24.208 3.325

Agriculture 

Fisheries 

workers

589(9.1) 5.955 2.002 14.438 4.061 23.589 3.069

simple labor, 

soldiers, and 

others

1,756(27.1) 6.036 2.078 14.053 3.686 23.473 3.436

Health 

status

Very poor 44(0.7) 5.837 1.938

31.895 .000

19.954 6.891

177.157 .000

19.977 4.380

272.586 .000

Poor 683(10.6) 6.231 2.363 17.222 5.236 21.098 3.700

Average 1,121(17.3) 6.118 2.116 14.817 4.484 21.838 3.309

Good 3,730(57.6) 5.948 2.982 13.537 3.421 24.466 3.209

Very good 893(13.8) 5.242 1.721 13.191 3.002 25.975 3.383

Chronic 

diseases

No 3,726(57.6) 5.896 2.009

2.601 .050

13.559 3.531

78.749 .000

24.601 3.396

112.102 .000

Taking medicine 

less than 3 

months

366(5.7) 5.947 2.030 13.974 4.103 24.539 3.716

Taking medicine 

more than 3 

months∼less 

than 6 months

154(2.4) 5.620 2.003 13.462 3.045 24.483 3.337

Taking medicine 

more than 6 

months

2,225(34.4) 5.987 2.076 15.199 4.639 22.890 3.640

Household 

income 

division

General 

households
5,218(80.6) 5.804 1.937

-7.495 .000

13.587 3.541

-18.939 .000

24.583 3.358

26.924 .000
Low-income 

households
1,253(19.4) 6.351 2.357 16.480 5.049 21.588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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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간 상 분석

관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상

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관분석을 통해 다

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 이상으로 나

타나는 변수는 없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와 

문제음주(r=-.129)와 가족갈등(r= -.314), 우울(r=-.479)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가구원 응답자들의 문제

음주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문제음주와 가족갈등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정(+)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질

수록 가족갈등 수준(r=.124)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울과 문

제음주와의 상관성은 정(+)의 상관관계로 이는 문제음주 수

준이 높아질수록 우울(r= .179)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울과 가족갈등(r=.235) 간의 상관성은 정(+)의 상관관

계로 이는 가족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음주를 많이 할수록 가족갈

등 수준이 높아졌으며, 우울감도 높아지고, 생활만족도는 

낮아졌다(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Religion

Spouses 

living 

together

Job1 Job2 Job3 Job4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s

Household 

income 

division

problem 

drinking

family  

conflic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s

Age .139
**

Level of education .044
**

-.636
**

Religion -.068
**

.092
**

-.026
**

Spouses living 

together
.122

**

.371
**

-.118
**

.003

Job1 -.180
**

-.227
**

.242
**

.008 -.050
**

Job2 -.042
**

-.076
**

.051
**

.009 -.024 -.176
**

Job3 .052
**

.422
**

-.420
**

.009 .124
**

-.206
**

-.126
**

Job4 .176
**

.108
**

-.240
**

-.029
*

-.009 -.423
**

-.258
**

-.303
**

Health status -.002 -.437
**

.404
**

-.041
**

-.013 .110
**

.046
**

-.225
**

-.048
**

Chronic diseases .057
**

.538
**

-.414
**

.068
**

.096
**

-.110
**

-.070
**

.258
**

.052
**

-.477
**

Household income 

division
-.020 -.373

**

.423
**

-.029
*

.103
**

.144
**

.020 -.351
**

-.002 .344
**

-.306
**

problem drinking .219
**

.069
**

-.053
**

-.031
*

.060
**

-.047
**

-.011 .018 .073
**

-.056
**

.035
**

-.019

family conflict .003 .033
**

-.100
**

-.003 .029
*

-.040
*

-.013 .016 .065
**

-.113
**

.024 -.105
**

.124
**

depression -.066
**

.176
**

-.225
**

.012 -.131
**

-.058
**

-.017 .074
**

.065
**

-.297
**

.185
**

-.283
**

.179
**

.235
**

life satisfaction -.003 -.206
**

.303
**

.002 .094
**

.107
**

-.007 -.078
**

-.185
**

.385
**

-.220
**

.330
**

-.129
**

-.314
**

-.479
**

M .628 3.206 3.287 .438 .650 .223 .096 .128 .383 3.733 1.14 .806 4.417 5.908 14.152 23.998

SD .483 1.391 1.364 .496 .477 .416 .295 .334 .486 .850 1.399 .395 .822 2.034 4.047 3.592

*
p<.05; 

**
p<.01

Dummy Variable: Gender, Religion, Spouses living together, Job, Household income division

5. 계  회귀분석 결과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과 설명모형 구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였

으며, 2단계에서는 가족갈등 변수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

서는 우울변수를 투입하였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문제음주

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문제음주(beta=-.093)는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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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 응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1단

계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변화가 생활만족도 

변화의 20.6%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가족갈등 변수를 투입

함에 따라 가족갈등( beta=-.240) 요인은 가구원들의 생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1단계에서 투입된 문제음

주 변수(beta=-.068)는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간 갈등이 수준이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변화된 설명력은 5.5%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2단계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변

화가 생활만족도 변화의 26.2%를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우울감 변수를 투입함

에 따라 우울(beta=-.282)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 1단

계, 2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인 문제음주(beta=-.026), 가족

갈등(beta=-.189)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

라서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1>, <가설 4>, <가설 5>는 채택

되었다.

3단계에서는 변화된 설명력은 0.67%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변화가 생

활만족도 변화의 32.9%를 설명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

치는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상대적인 영

향력의 크기(beta 값)를 보면 우울, 가족갈등, 문제음주 변

수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우울 변수(beta = -.282)가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가구원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원들의 문제음주, 가족갈

등, 우울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 t B( ) t B( ) t

(constant) 19.343 39.233 22.127 44.294 25.665 50.824

Gender .282(.039) 2.629
**

.197(.027) 1.902 -.051(-.007) -.507

Age .082(.030) 1.477 .055(.020) 1.030 .086(.032) 1.696

Level of education .262(.099) 5.025
***

.215(.081) 4.256
***

.212(.080) 4.413
***

Religion .116(.017) 1.242 .121(.017) 1.339 .121(.017) 1.407

Spouses living 

together
.633(.083) 5.518

***
.631(.083) 5.702

***
.377(.050) 3.558

***

Job1 -.587(-.071) -3.911
***

-.602(-.073) -4.155
***

-.605(-.074) -4.382
***

Job2 -1.068(-.092) -5.632
***

-1.101(-.095) -6.019
***

-1.073(-.093) -6.149
***

Job3 -.292(-.029) -1.389 -.330(-.033) -1.628 -.304(-.030) -1.575

Job4 -1.505(-.214) -9.903
***

-1.443(-.205) -9.845
***

-1.337(-.190) -9.562
***

Health status 1.090(.249) 16.251
***

.996(.227) 15.341
***

.833(.190) 13.355
***

Chronic diseases -.036(-.014) -.893 -.067(.-.027) -1.740 -.041(-.016) -1.112

Household income 

division
1.787(.178) 11.644

***
1.622(.161) 10.936

***
1.292(.129) 9.081

***

problem drinking -.388(-.093) -6.773
***

-.283(-.068) -5.093
***

-.109(-.026) -2.032
*

family conflict -.414(-.240) -18.205
***

-.327(-.189) -14.823
***

depression -.271(.282) -21.075
***

R(R
2
) .4549(.206) .511(.262) .574(.329)

R
2
change .206 .055 .067

F change 88.333
**

331.435
**

444.152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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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갈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문제음주가 가족갈등과 우울 변수를 매개하여 가구원들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 구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Baron & Kenny의 3단계 과정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

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Lee, 2014). 

문제음주 → 가족갈등 →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

서는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가족갈등 변수를 검증하

였으며, 2단계에서는 문제음수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

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변수

와 매개변수인 가족갈등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

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문제음주 변수를 투

입하여 가족갈등 변수를 검증한 결과, 가구원들의 가족갈

등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124)을 주었다. 즉 문제음

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의 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가족갈등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

력은 1.5%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 수준

을 검증한 결과,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127)을 보여주었다. 즉 가구원들의 문제음주 수

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6%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와 매개변수인 가족갈등변수

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문제

음주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089)을, 

매개변수인 가족갈등요인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303)이 있음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가족갈등요인은 독립변수인 문제음주와 종속변수인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음주 요인은 가족갈등 요인에 직접적인 정(+)의 영

향을, 생활만족도에는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

한 가족갈등 요인은 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 문제

음주 요인은 가족갈등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가구원 응답자

들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0.6%였다. 문제음주의 경우 가족갈등요인을 매개로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37(0.124*-0.303)였다. 

따라서 문제음주, 가족갈등,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2단계의 beta=-.129에서 3단계에서는, 

beta=-.100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문제음주는 우울을 부

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유

의하였다(p<.001).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들의 

가족 간 갈등 수준이 높았으며,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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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family conflict life satisfactions life satisfactions

B( ) t B( ) t B( ) t

(constant) 4.538 32.547 26.473 107.421 28.901 113.696

problem drinking .306(.124) 9.867
***

-.551(-.127) -10.047
***

-.387(-.089) -7.350
***

family conflict -.535(-.303) -24.992
***

R(R
2
) .124(.015) .127(.016) .326(.106)

F 97.367
***

100.951
***

367.863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pression life satisfactions life satisfactions

B( ) t B( ) t B( ) t

(constant) 10.269 37.337 26.482 107.652 30.775 127.958

problem drinking .879(.179) 14.365
***

-.562(-.129) -10.270
***

-.195(-.045) -3.959
***

depression -.418(-.471) -41.820
***

R(R
2
) .179(.032) .129(.017) .481(.231)

F 206.359
***

105.475
***

941.926
***

**
 p<.01, 

***
 p<.001

문제음주 → 우울 →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우울 변

수를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문제음수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

주변수와 매개변수인 우울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

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

하여 우울 변수를 검증한 결과, 문제음주는 가구원들의 우

울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179)을 주었다. 즉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제

음주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우울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2%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검

증한 결과,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

(beta=-.129)을 주었다. 즉 가구원들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

명력은 1.7%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와 매개변수인 우울 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문제음주가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045)을, 

매개변수인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

(beta=-.471)을 미쳤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우울은 독립변수

인 문제음주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음주는 우울 요인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생활만족도에는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주었

다. 우울은 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제음주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가구원들의 생

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3.1%였다. 

문제음주의 경우 우울을 매개로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84(0.179 * -0.471)

였다.

따라서 문제음주, 우울,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2단계의 beta=-.129에서 3단계에서는, beta=-.045

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문제음주는 우울을 부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는 유의하였다(p<.05).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들의 우울수준이 높으며, 생활만족

도 수준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은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변수임이 규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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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문제음주는 가족갈등, 우울을 부분 매개하여 가구원

들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p<.001). 따라

서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갈등과 우

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 

Ⅳ. 논의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

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

다. 이러한 만족의 근원은 가정이지만 문제음주로 인해 가

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음주는 자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 효과적인 자녀 감독 부족, 가

족구성원에 대한 낮은 정서적 지지, 가족 구성원 학대 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가능

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음주와 관련해서 대부분 질병과 사망, 교통사

고, 산업재해, 폭력과 범죄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없

지 않다.

음주에 대한 탈억제이론에 의하면 문제음주는 뇌의 억

제기능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적 과정, 신념, 

사회적 맥락 등을 최소화시켜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Jang, 2010)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킬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제음주는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

(Kim, Kang, & Moon, 2013), 음주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Oh & Seo, 

2014), 특정한 수준까지의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나 문제음주가 특정한 수준을 넘어가게 되

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중년기 성인남

성 대상 연구도 있지만(Park, 2012), 문제음주는 가족 내 의

사소통의 문제, 부부갈등, 부모자녀간의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하게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Jang, 2010). 

본 연구에서도 역시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한 날의 신체적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11배나 높

고(Fals-Stewart, 2003), 음주량에 따라 가정폭력발생률이 전

반적으로 증가하며 음주를 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 아내폭

력발생률은 25.7%이었고, 많이 마시는 남편의 아내학대발

생률은 40.0%로 현저히 높다는 연구(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7)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음주는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데 부모

의 문제음주는 자녀와 가족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Hussong, Zucker, Wong, Fitzgerald, & Puttler, 2009), 문

제음주 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나 

다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Osterman & Grubic, 

2000). 실제로 문제음주자의 생활만족도를 다른 질병을 가

진 환자들과 비교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Foster, Marshall, 

Hooper, & Peters, 2000) 문제음주자의 생활만족도는 폐질

환, 혈관질환, 암 환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이 단주하였을 경우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

따라서 문제 음주는 가족, 신체, 정신적, 심리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문제음주로 인해 가정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역할과 지위상실 등을 경험하

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손상을 입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통

제력 상실과 재발 등의 결과에 따른 수치심, 죄책감이 동반

된 자기비난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연결고리가 

형성하게 된다(Park & Doo, 1999). 

문제음주와 우울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적인 

관계로 보고되고 있지만 선후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문제음주와 우울증의 관계 논문 35편을 연구한 

Sullivan, Fiellin, & O'Connor (2005)는 문제음주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역시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키며 결국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와 우울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음주가 

우울에 선행한다는 연구(Kahng & Kwon, 2008)와 문제음주

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은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Gweon 

& Sung, 2010)에 의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매

개효과 검증은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

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Song, 2014)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층의 문제음주를 연구한 논문

에서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서만 문제음주는 우울을 매

개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된 연구

(Kim, Kang, & Moon, 2013)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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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Park, 2012)와 문제음주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Ko & Lee, 2011; Hong, 

2013)도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결국 문제음

주는 가족갈등과 우울, 높은 정도의 불안과 긴장, 무력감을 

초래하여 가족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Park & Park, 

2011) 가족 구성원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국가적 과제임은 틀림이 없다.

Ⅴ. 결론 

문제음주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과도한 음주량 

때문에 문제음주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음주가 우울, 가족갈등,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문제음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

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

차년도(2014년도 자료) 가구원용 패널데이터와 머지패널

데이터로 20세 이상의 가구원 응답자 6,471명을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최종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키며 결국 생활만족도를 저하시켰으며, 또한 가족갈

등과 우울은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문제음주는 폭력, 법규위반, 음주운전사고 등과 같은 생

활 속의 불쾌한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주변, 

가족의 갈등과 우울,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문제음주의 피해가 크

기 때문에 음주의 사회적‧경제적 맥락에 근거하여 연령별, 

음주수준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맞춤형 음주예방프로그램

의 개발이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문제음주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음주에 대한 다양하

고 적극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문제음주로 인해 낮아진 생

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갈등과 우울을 예방하고 치

료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병행하는 정책이 요구

된다. 음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가족갈등과 우울에 대

한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로 문제음주가 감소하여 가족갈등과 우울을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생활체육프로그램의 도

입과 정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문제음주의 폐해에 대한 보건교육과 공익광고 내용으로 

질병, 교통사고, 범죄 등과의 관련성과 함께 우울과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점을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본질적인 한계

와 문제음주와 우울의 선후관계 문제와 횡단적 연구에 기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

된다. CAGE에 의해 문제음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문제

음주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변수

에 대한 추가 연구와 문제음주가 가족 구성원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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