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음주행태중위험음주(또는폭음=binge drinking)

는세계적으로고민스러운문제이며우리나라역시마찬

가지이다[1].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해 전 세계적

으로 2012년 330만명의사망자가발생했고, 알코올소비

는의존성뿐아니라간경변및일부암을포함한 20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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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자살생각)이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만 12-18세 남녀 중․고등학
생 65,5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위험음주 차이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위험음주에 
대한 정신건강 효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의 정신건강에 따른 위험음주 발생(스트
레스 인지: 1.444배 (95% CI: 1.200-1.737), 우울감: 1.843배 (95% CI: 1.674-2.029), 자살생각: 1.656배 (95% CI: 
1.464-1.872))은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위험 음주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시 정신건강에 따른 위험 요인의 관리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청소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이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정신건강,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자살생각, 위험음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stress percepti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on binge drinking among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2th 
(2016)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KYRBWS) and 65,52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12-18 years, were select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ental 
health effects on binge drink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inge drinking due to mental health of female 
students was higher in that of male students (stress perception: 1,444 times (95% CI: 1,200-1,737), depression: 
1,843 times (95% CI: 1.674-2.029),  suicidal ideation: 1.656 times (95% CI: 1.464-1.872)).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 therapeutic programs for binge drinking should include not only the management of risk factors 
for mental health but also various approaches depending o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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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질병을유발할수있으며더불어사회적비용부

담도 병행되기 때문이다[2].

일반음주와 구별되는 위험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이상인경우이며, 남학생은소주 5-6잔(맥주 3병,

양주 5잔) 그리고여학생은소주 3-4잔(맥주 2병, 양주 3

잔)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험음주는 일반음주를 하는 경

우보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의 관련성이 크다[3]. 위험

음주는 또한 문제음주와 구별되는 것으로, 성인을 대상

으로한연구에서는성별에따라위험음주와문제음주의

발생 차이가 있으며 영향요인 또한 차별성이 있음이 보

고되었다[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6년) 보고에의하면한

국의중․고등학교남학생의현재음주율은 17.2%, 여학

생은 12.5%이었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은 현재

음주율을 나타내는 등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위험음주율은 남학생이 8.5%, 여학

생이 6.5%로, 또한문제음주율역시남학생 6.2%, 여학생

4.4%로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좀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성인으로부터 술을 얻거나 친구 집에서 마시는 등

손쉽게술을접할수있는환경이여전히존재하므로청

소년 음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회

적 문제이다[5].

청소년 위험음주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정서적

문제, 불량한친구, 잘못된대처전략(특히 여자청소년),

부모와의 갈등, 나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취, 학

교유형, 도시규모, 현재흡연, 적절한신체활동, 부모와의

동거 등이 보고되었다[3,6-8].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

이, 정서적 문제를 가진 경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대처전략이잘못되었을때, 부모와의갈등이있는경

우, 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을때, 학업성취수준이낮은

경우, 거주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현재 흡연을 하는 경

우, 부모와동거를하지않을경우, 신체활동부족이적을

때 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장기적 그

리고 단기적인 문제들은 다양하며, 성인과는 달리 적은

알코올 양으로도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등 한창 성장과

발달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또한 아토피 피부염, 심혈 관계 또는 소화기 장

애, 구토물흡입, 저체온증, 교통사고, 폭력적 행동 (피해

자와 가해자 모두)같은 사회적 부적응 행동, 자살 행동

등이 위험음주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7,9].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으로 보았을 때 성인이 되기

위한준비과정이자사회․심리적과도기이다. 때문에일

부청소년들은음주, 흡연, 약물남용등성인의비건강적

행동을 분별없이 모방함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처

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하며[8], 학업과미래에대

한 불안감 등 심리ㆍ정신적 압박감이 과도하기 때문에

[10-12] 문제행동 중 하나인 음주의 행태로 해결하고자

동기 유발되며[6] 위험음주를 빈번한 대처 전략으로 사

용하기도 한다[13].

선행연구들에따르면, 위험음주가정신건강에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반면에,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음

주를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일부 연구는 동시에

발생함을보고하여어느것이먼저인지규명되어지지않

은 실정이다[14-16].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정신건강상태와위험음주모두성인과는구별되는발달

시기인 청소년에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

건강상태에있어서성별차이가존재한다고보고되었으

며[17], 여자 대학생의상태불안(state anxi- ety)과 기질

불안(trait anxiety)이 남학생에비해유의하게높고여자

대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문제를 나타낸

다고 하였다[18,1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6)에

의하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

의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자살 생각률이남학

생에 비해 여학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여학

생의 정신건강이 더 우려되는 실정이다[5].

이와 같이 청소년은 정신건강 그리고 위험음주와 관

련되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적인 차원

에서도다양한변인을고려하여다각도적으로분석한연

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최근 학교폭력과 더

불어 음주에 대한 문제 역시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할 것이다.

국내연구중음주관련선행연구는주로성인과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4,20],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적인 음주 행위와 문제

음주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9,21,22], 그 영향요

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으며[8,23,24], 성별에

따른음주문제가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는연

구는 있으나 일개지역 표본을 이용하였고[25],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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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규모표본을가지고정신건강이위험음주에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의음주행위는음주의빈도, 음주의양, 음주중독등하위

차원 간 특성이 다르다는 점과 음주행위의 다차원성 그

리고 우울처럼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로서 음주를 하

게 되며, 스트레스가 음주동기를 활성화시켜 음주량과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고려 했을 때

[8,26,27] 정신건강과 위험음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들이 성인기 이후 음주행위 및 문제

점과의 연결점 확인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궤

적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다양한각도에서의분석

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음주, 위험음주, 문제음주

로 구분되는 음주수준에 따른 결과뿐 아니라 청소년 남

학생과여학생의정신건강및음주행위와관련된차별성

또는 유사성에 대한 심층적 지식 역시 필요하다[8,28].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이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

써청소년음주문제관련중재및예방프로그램을개발

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및 위험음

주실태를조사하고정신건강이위험음주에미치는영향

에 대해 탐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청소년정신건강과위험음주수준을성별로확인한다.

2) 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위험음주 차이를 성

별로 확인한다.

3) 청소년비위험음주대비위험음주에대한정신건강

영향을 성별로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우리나라의중ㆍ고등학교청소년의위험음

주에 대한 정신건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12차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자료원 및 연구대상 

본연구는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는 한국 청소년의 음주, 흡연, 비만 등 건강행태 및 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제12차 조사는 17

개 시ㆍ도내의 798개 표본학교에 속한 65,528명의 중ㆍ

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하였다. 선정된표본학교에

서학년별로무작위로 1개학급을추출해학생전원을조

사하였고, 장기결석, 문자해독장애 학생, 특수아동은 제

외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표본학급학생을대상으로자리를무작위

로 배치한 후 1대1 컴퓨터를 배정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전

체 시간은 45-50분이 소요되었다. 조사내용은 음주, 흡

연, 신체활동 등 15개 영역, 117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 위험음주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나이(age)는 만 12세부터 18세까지로 분류하였고, 가

정의경제적수준과학업성취는원응답척도 (‘상’, ‘상중’,

‘중’, ‘중하’, ‘하’)에서 ‘상’, ‘중’, ‘하’로재분류하였다. 학교

유형은 여고, 남고, 남녀공학으로, 도시 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현재 흡연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한대(한개비)라도피운날은며칠입니까?’에대

한문항으로측정하였고, 최근 30일 동안흡연경험이있

는경우 ‘흡연경험있음’, 최근 30일동안흡연경험이없

는경우 ‘흡연경험없음’으로하였다. 적절한신체활동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목표(2006)에 의해[29] 최근 7

일동안, 심장박동이평상시보다증가하거나, 숨이찬정

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경우와최근 7일동안, 숨이많이차거나몸에땀

이 날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한 날이 3일

이상인경우 ‘적절한신체활동을한다’, 그렇지않은경우

‘적절한 신체활동을 안 한다’로 재분류 하였다. 부모와의

동거는 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 ‘함께 살고 있다’, 그

렇지 않은 경우 ‘함께 살고 있지 않다’로 하였다.

2.3.2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원 응답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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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많이느낀다’, ‘많이느낀다’, ‘조금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높음’, ‘보통’,

‘낮음’으로 재분류 하였다.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

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에대한문항으로측정하였고, 있었던경우에는 ‘그렇다’,

없었던 경우에는 ‘아니다’로 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

한적이있었습니까?’에대한문항으로측정하였고, 있었

던 경우에는 ‘그렇다’, 없었던 경우에는 ‘아니다’로 하였다.

2.3.3 위험음주
위험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실 때 평균량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남학생은 소

주 5-6잔(맥주 3병, 양주 5잔) 그리고여학생은소주 3-4

잔(맥주 2병, 양주 3잔) 이상인경우 ‘위험음주를한다’로,

그 이하인 경우 ‘위험음주를 안 한다’로 재분류 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9

조)을 근거로 시행되는 정부 승인통계(승인번호 117058

호) 조사이다. 2015년부터는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자는 소

정의공식적인절차를거쳐원자료활용승인을받은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은 층화변수, 집

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해 복합표본분석을 하였다.

1) 청소년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건강 및 위

험음주 수준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2) 청소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신건강 수준에 따

른 위험음주 차이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청소년비위험음주대비위험음주에대한정신건강

영향비교는로지스틱회귀분석을적용하여분석하

였고, 위험음주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95% CI)을 계산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 정신건강 수준과 위험음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건강

수준과 위험음주 여부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 65,528

명 중에 남학생이 33,803명(52.2%), 여학생이 31,725명

(47.8%)이었다. 남학생에서 12세가 2,711(7.2%)명으로가

장적은수였고, 가장많은수는 16세로 11,539(18.8%)명

이었다. 여학생 역시 12세가 2,531(7.5%)명으로 가장 적

은 수였고, 가장 많은 수 역시 16세로 5,619(18.9%)명이

었다. 경제적수준을비교해보았을때낮은경제적수준

을보인남학생이 5,334(15.9%)명, 여학생이 4,894(15.3%)

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교 유형은 남학교

학생이 12,032(19.3%)명, 여학교학생이 12,051(18.7%)명,

남녀공학을 다니는 학생이 41,445 (62.0%)명으로 남녀공

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현재 흡연은 남학생이

3,158(9.6%)명, 여학생이 854 (2.7%)명으로 남학생이 여

학생에비해약 3.6배정도높은흡연비율을나타내었다.

적절한 신체활동 역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는데, 남학생이 17,499(50.7%)명, 여학생이 8,521

(25.9%)명으로 남학생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도시 규모

는표본을층화집락추출하는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특성상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학업성

취수준이낮은학생역시남학생과여학생의비율이큰

차이가 없었다(남학생: 11,258(33.4%)명, 여학생:

10,405(33.2%)명).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남학생의 수는

6,038(17.1%)명, 여학생의 수는 5,524(16.7%)명으로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가 높은 남학생이

10,212(30.5%)명, 여학생이 14,134(44.9%)명으로 여학생

이스트레스를약 1.5배더높게인지하고있었고, 우울감

역시여학생이약 1.5배더높았다(남학생 : 6,918 (20.9%)

명, 여학생: 9,617 (30.5%)명). 자살생각도 여학생이

4,678(14.9%)명으로 남학생 3,167(9.5%)명에 비해 약 1.5

배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종합적으로 정신건강 변

수들에 있어서 여학생의 빈도수가 남학생에 비해 약 1.5

배 높음을 나타내었다. 위험음주를 하는 남학생의 수는

2,665(8.5%)명으로 여학생 2,015(6.5%)에 비해 약 1.3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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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Total Male Female

(N=65,528) (n=33,803) (n=31,725)
na(%)b na(%)b na(%)b

Age

12 5,242(7.3) 2,711(7.2) 2,531(7.5)
13 10,472(14.6) 5,443(14.5) 5,029(14.6)
14 11,019(15.7) 5,683(15.7) 5,336(15.7)
15 11,464(17.9) 5,957(18.0) 5,507(17.7)
16 11,539(18.8) 5,920(18.7) 5,619(18.9)
17 10,812(17.9) 5,496(17.9) 5,316(17.9)
18 4,664(7.8) 2,388(8.0) 2,276(7.7)

Economic
status

Low 10,228(15.6) 5,334(15.9) 4,894(15.3)
Middle 31,056(47.3) 15,145(44.7) 15,911(50.1)
High 24,244(37.2) 13,324(39.5) 10,920(34.6)

School
type

Girls
only

12,051(18.7) 12,051(39.1)

Boys
only

12,032(19.3) 12,032(37.0)

Coed 41,445(62.0) 21,771(63.0) 19,674(60.9)

City
size

Rural
area

4,856(5.8) 2,513(6.0) 2,343(5.7)

Mid-sized
city

31,626(50.8) 16,484(50.7) 15,142(51.0)

Metropoli-
tan city

29,046(43.3) 14,806(43.3) 14,240(43.3)

Academic
performance

Low 21,663(33.3) 11,258(33.4) 10,405(33.2)
Middle 18,626(28.6) 9,301(27.8) 9,325(29.6)
High 25,239(38.1) 13,244(38.9) 11,995(37.2)

Current
smoking

No 61,516(93.7) 30,645(90.4) 30,871(97.3)
Yes 4,012(6.3) 3,158(9.6) 854(2.7)

Appropriate
physical
activity

No 39,508(61.2) 16,304(49.3) 23,204(74.1)

Yes 26,020(38.8) 17,499(50.7) 8,521(25.9)

Living
with
parent

No 11,562(16.9) 6,038(17.1) 5,524(16.7)

Yes 53,966(83.1) 27,765(82.9) 26,201(83.3)

Stress
perception

Low 13,161(19.7) 8,635(25.0) 4,526(14.0)
Middle 28,021(42.9) 14,956(44.5) 13,065(41.1)
High 24,346(37.4) 10,212(30.5) 14,134(44.9)

Depression
No 48,993(74.5) 26,885(79.1) 22,108(69.5)
Yes 16,535(25.5) 6,918(20.9) 9,617(30.5)

Suicidal
ideation

No 57,683(87.9) 30,636(90.5) 27,047(85.1)
Yes 7,845(12.1) 3,167(9.5) 4,678(14.9)

Binge
drinking

No 60,848(92.5) 31,138(91.5) 29,710(93.5)
Yes 4,680(7.5) 2,665(8.5) 2,015(6.5)

a: Unweighted
b: Weighted percen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and binge drinking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3.2 성별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위험음주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위험음

주차이를성별로비교해보았을때, 남학생에있어서연

령의 증가와 함께 위험음주 비율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0.1%, 0.5%, 2.2%, 5.9%, 12.1%, 16.7%, 19.4%), 가장 높

은수준을나타낸 시기는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비슷하게 연령과 함께 위험음주 비율이

증가하였다(0.3%, 0.8%, 2.6%, 5.5%, 9.4%, 11.7%, 13.2%).

위험음주는 남학생의경우학교 유형(χ2=.296, p=.782)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나이(χ2= 2,020.094, p=

.000), 경제적 수준(χ2=150.071, p= .000), 도시 규모(χ2=

98.363, p= .000), 학업성취수준(χ2= 240.878, p= .000), 현

재 흡연(χ2= 7,415.235, p= .000), 적절한 신체활동(χ2=

16.172, p= .000), 부모와의동거(χ2= 206.539, p= .000), 그

리고 정신건강 관련 변수인 스트레스 인지(χ2= 120.819,

p= .000), 우울감(χ2= 439.479, p= .000), 자살생각(χ2=

142.180, p= .000)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다<Table 2>.

여학생의 경우 적절한 신체활동(χ2= .093, p= .760)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나이(χ2= 1,053.904, p=

.000), 경제적 수준(χ2= 142.355, p= .000), 학교 유형(χ2=

23,211.412, p= .000), 도시 규모(χ2=34.223, p= .006), 학

업성취 수준(χ2= 1,043.258, p= .000), 현재 흡연(χ2=

4,326.777, p= .000), 부모와의 동거(χ2= 282.259, p=

.000),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변수인 스트레스 인지(χ2=

171.533, p= .000), 우울감(χ2= 383.181, p= .000), 자살생

각(χ2=220.872, p=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Variables Categories

Male (n=33,803)

No Yes χ2 (p)

na(%)b na(%)b

Age

12 2,706(99.9) 5(0.1) 2,020.094 .000
13 5,417(99.5) 26(0.5)
14 5,557(97.8) 126(2.2)
15 5,611(94.1) 346(5.9)
16 5,205(87.9) 715(12.1)
17 4,566(83.3) 930(16.7)
18 1,940(80.6) 448(19.4)

Economic
status

Low 4,728(87.3) 606(12.7) 150.071 .000
Middle 14,022(92.2) 1,123(7.8)
High 12,388(92.5) 936(7.5)

School
type

Girls only .296 .782

Boys only 11,121(91.4) 911(8.6)

Coed 20,017(91.6) 1,754(8.4)

City
size

Rural area 2,209(86.2) 304(13.8) 98.363 .000
Mid-
sized city

15,178(91.2) 1,306(8.8)

Metropolitan
city

13,751(92.6) 1,055(7.4)

<Table 2> Binge drin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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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위험음주 대비 위험음주에 대한 정신건강 
    영향 
비위험음주대비위험음주에대한정신건강의영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위험음주 대비 위험음주에 대한

정신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교차 분석에

서 위험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정

(adjust)하였다. 이에 따라남학생의위험음주분석시에

는나이, 경제적수준, 도시규모, 학업성취수준, 현재흡

연, 적절한 신체활동, 부모와의 동거 변수를 보정하였고

(학교유형제외), 여학생의경우나이, 경제적수준, 학교

유형, 도시 규모, 학업성취수준, 현재 흡연, 부모와의 동

거 변수를 보정하였다(적절한 신체활동 제외).

남학생의 경우, 나이를 보정하였을 때 비위험음주 대

비 위험음주 확률은 스트레스 인지를 적게 하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경우 1.349배(95% CI:

1.210-1.503)였으며, 나이와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경우

위험음주확률은 1.186배(95% CI: 1.050-1.340)이었다. 또

한, 나이를 보정하였을 때 비위험음주 대비 위험음주 확

률은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경

험하는 경우 2.064배(95% CI: 1.883-2.263) 높았고, 나이

와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위

험음주확률은우울감을경험하는경우 1.598배(95% CI:

1.442-1.771)였다. 자살생각에있어서는나이를보정하였

을 때 비위험음주 대비 위험음주 확률은 자살생각을 하

지않는경우에비해자살생각을하는경우 1.859배(95%

CI: 1.641-2.105)였으며, 나이와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보정한상태에서자살생각을하는경우위험음주

확률은 1.533배(95% CI: 1.321-1.780)였다.

여학생의 경우, 나이를 보정하였을 때 비위험음주 대

비 위험음주 확률은 스트레스 인지를 적게 하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경우 1.636배(95% CI:

1.372-1.950)였으며, 나이와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경우

위험음주확률은 1.444배(95% CI: 1.200-1.737)였다. 또한

Academic
performa-
nce

Low 10,068(88.3) 1,190(11.7) 240.878 .000
Middle 8,612(92.3) 689(7.7)
High 12,458(93.8) 786(6.2)

Current
smoking

No 29,447(95.8) 1,198(4.2) 7,415.235 .000
Yes 1,691(51.6) 1,467(48.4)

Appropriae
physical
activity

No 15,106(92.2) 1,198(7.8) 16.172 .000

Yes 16,032(90.9) 1,467(9.1)

Living
with
parent

No 5,314(86.8) 724(13.2) 206.539 .000

Yes 25,824(92.5) 1,941(7.5)

Stress
perception

Low 8,075(92.8) 560(7.2) 120.819 .000
Middle 13,898(92.6) 1,058(7.4)
High 9,165(89.0) 1,047(11.0)

Depression
No 25,170(93.2) 1,715(6.8) 439.479 .000
Yes 5,968(85.4) 950(14.6)

Suicidal
ideation

No 28,386(92.1) 2,250(7.9) 142.180 .000
Yes 2,752(86.0) 415(14.0)

a: Unweighted
b: Weighted percent

Variables Categories

Female (n=31,725)

No Yes χ2 (p)

na(%)b na(%)b

Age

12 2,522(99.7) 9(0.3) 1,053.904 .000
13 4,988(99.2) 41(0.8)
14 5,193(97.4) 143(2.6)
15 5,200(94.5) 307(5.5)
16 5,070(90.6) 549(9.4)
17 4,682(88.3) 634(11.7)
18 1,987(86.8) 289(13.2)

Economic
status

Low 4,402(89.8) 492(10.2) 142.355 .000
Middle 14,942(93.7) 969(6.3)
High 10,366(94.8) 554(5.2)

School
type

Girls only 11,364(94.1) 687(5.9) 23,211.412 .000
Boys only
Coed 18,346(93.1) 1,328(6.9)

City
size

Rural area 2,142(91.3) 201(8.7) 34.223 .006
Mid-

sized city
14,119(93.0) 1,023(7.0)

Metropolitan
city

13,449(94.3) 791(5.7)

Academic
performa-nc

e

Low 9,471(90.8) 934(9.2) 1,043.258 .000
Middle 8,821(94.3) 504(5.7)
High 11,418(95.1) 577(4.9)

Current
smoking

No 29,384(95.0) 1,487(5.0) 4,326.777 .000
Yes 326(38.5) 528(61.5)

Appropriae
physical
activity

No 21,728(93.5) 1,476(6.5) .093 .760

Yes 7,982(93.4) 539(6.6)

Living
with
parent

No 4,889(88.3) 635(11.7) 282.259 .000

Yes 24,821(94.5) 1,380(5.5)

Stress
perception

Low 4,341(95.5) 185(4.5) 171.533 .000

<Table 3> Binge drin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female students)

Middle 12,431(94.9) 634(5.1)
High 12,938(91.5) 1,196(8.5)

Depression
No 21,096(95.3) 1,012(4.7) 383.181 .000
Yes 8,614(89.4) 1,003(10.6)

Suicidal
ideation

No 25,575(94.4) 1,472(5.6) 220.872 .000
Yes 4,135(88.3) 543(11.7)

a: Unweighted
b: Weighted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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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보정하였을때비위험음주대비위험음주확률은

우울감을경험하지않는경우에비해우울감을경험하는

경우 2.181배(95% CI: 1.994-2.386)였으며, 자살생각을하

지않는경우에비해자살생각을하는경우위험음주확

률은 2.209배(95% CI: 1.974-2.472)였다. 나이와 기타 인

구사회학적특성변수를보정한상태에서우울감을경험

하는경우위험음주확률은 1.843배(95% CI: 1.674-2.029)

였고남학생(1.598배(95% CI: 1.442- 1.771))에 비해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 위험

음주 확률은 1.656배(95% CI: 1.464-1.872)였다<Table

4>.

Variables
Cate-
gories

Binge
drinking

Male Female
OR

(95% CI) a
OR

(95% CI) b
OR

(95% CI) a
OR

(95% CI) c

Stress
perception

Low 1 1 1 1

Middle
.917(.826-
1.017)

.919(.816-
1.035)

1.032(.868-
1.227)

1.049(.874-
1.260)

High
1.349(1.210
-1.503)

1.186(1.050
-1.340)

1.636(1.372
-1.950)

1.444(1.200
-1.737)

Depression
No 1 1 1 1

Yes
2.064(1.883
-2.263)

1.598(1.442
-1.771)

2.181(1.994
-2.386)

1.843(1.674
-2.029)

Suicidal
ideation

No 1 1 1 1

Yes
1.859(1.641
-2.105)

1.533(1.321
-1.780)

2.209(1.974
-2.472)

1.656(1.464
-1.872)

Reference group: non-binge drinking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 Adjusted for age
b : Adjusted for age, Economic status, City size, Academic
performance, Current smoking, Appropriae physical activity,
Living with parent.

c : Adjusted for age, Economic status, School type, City size,
Academic performance, Current smoking, Living with parent.

<Table 4> Mental health effects of non-binge 
           drinking versus binge drinking 

4. 논의
본 연구는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우리나라청소년의성별차이를중심으로정신

건강이위험음주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시도되

었다.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위험음주 발생 확률이 높았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위험음주와스트레스수준과의정적인관련성에대해보

고하였다[30]. 일부 동물 실험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위험음주를 할 경우 측두엽과 전두엽을 포함하여 뇌의

손상범위가 성인동물에 비해 넓다고 하였고, 신경 발생

의 억제에 특히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고하며[31,32] 청

소년의위험음주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해언급하였다.

청소년 스트레스 반응과 대처 전략은 성인과 다르며, 청

소년기에위험음주를하는것은청소년들사이에서가장

빈번한 대처 전략이므로[13] 학업과 진로에 관련한 스트

레스가 많을 시기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좀 더 특별하고 민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감을 느낀 경우 위험음주

발생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우울

이 알코올 소비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우울

이 위험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14],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

울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

고하였다[33]. 또한 부정적인기분상태에서음주가가져

오는긍정적결과기대가더커져서우울한경우알콜의

존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34]. 하지만 우울과 위험음주

와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일방향이 아니며 어떤 상태

가 먼저 오는지, 즉 위험 음주 또는 우울인지, 한 상태가

다른 상태를 일으키는 지 여부, 또는 이러한 2가지 문제

를모두경험한청소년에게어떤결과스펙트럼이있을

지는아직알수없다[35,36]. 일부 연구는위험음주와우

울이 동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아

직까지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 위험음주 발생

확률이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위험음주와

자살생각과의정적인상관성에대해보고하였다. 우울과

위험음주와의 관계와 유사하게 위험음주는 자살생각 또

는 행동에 선행될 수 있고, 자살생각이 위험음주를 이끌

수 있고,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

였다[15].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장기간의연구에서우

울그이상으로위험음주는 2년후자살시도를예측한다

고하였다[37]. 한편다른연구에서는청소년의위험음주

행동과자살행동사이의관계에대한명확한이해도없

으며, 특히 위험 음주와 자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5].

이와 같이자살생각과자살행위그리고위험음주간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변수(variable)로 보았고, 타 논문은 자살시

도나행위를변수로보았으므로이러한차이를고려해서

해석해야할것이지만, 위험음주가우울로부터의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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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 할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

살행동을증가시킬수도있다고한일부연구결과처럼

[38] 복잡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계를

염두에 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살 예방은

공중 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관심사이므로[39]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 관점의 전략이 필요할 것

이다.

연구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정신건강에 따른

위험음주 발생 확률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음

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청소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

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고, 사춘기에는 사교적인 남

학생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마시는 반

면, 여학생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많다고하였다[40]. 그리고위험음주를하는남자

대학생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위험음주를

하는여자대학생은더많은정서적문제를나타내는것

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위험음주에 대한 기대 역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9]. 또한 여성의 과다한

음주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결과는 일부 영역에서는

남성에 비해 부정적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덜

노출되어도알코올관련신체적질병에더고통받고인

지기능저하및운동장애가더많이있음을그리고, 신

체적 상해 및 성폭력, 생식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41].

이렇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음주에 대한 차별적

취약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위험음주율이 2-3년 전과

비교해비슷한수준이고중학교여학생은남학생과비슷

한수준이므로[5] 좀더각별한관심이필요할것이다. 또

한 위험음주의예방및치료프로그램은정신건강에따

른위험요인의관리뿐만아니라성별에따른다양한접

근 방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19].

청소년기 초기의 행동, 성별, 배경, 부정적인 사회적

및건강상의결과들간의관계에대한의문이여전히남

아있기에[42] 이를밝히는연구를통해청소년건강증진

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남학생과 여

학생의성별차이를중심으로정신건강이위험음주에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스트레스가 많다

고인지할경우, 우울감을느낀경우에, 자살생각을하는

경우 위험음주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 비

해서 여학생의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자살생

각)에 따른위험음주발생이더높게나타나는성별차이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청소년 음주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과 관련된 결과적 위험성,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 더불어 청소년기의 위험 음주

가성인기음주와관련된문제로이어질수있음에대한

교육을초등학교시기부터시작하는등적극적인교육적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성인의 특성과는 구별되며

발달시기상 과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성별에 대한 차이

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정신건강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의 제한점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내용을 이용하

였으므로제시된변수들을바탕으로분석하였다. 때문에

청소년위험음주에관련있는선행문헌상의가능한혼동

변수(confounding factor) 전체를 통제하는데 제한이 있

었다. 때문에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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