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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variables related to alcohol drinking prevention behavior in early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A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variables related to alcohol drinking prevention behav-

ior. Initial items for direct evaluation were constr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those for belief-based indirect measure were generat-

ed through interviews with 30 second- and third-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ollected data from 286 third-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then subjected to item analysis,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riterion-related validity testing, and internal con-

sistency assessment. Results: The final scale consisted of 35 items. Inten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x-

plained 82.7% of the variance; behavioral beliefs, normative beliefs, and control beliefs explained 65.6% of the variance; and evaluation of 

outcome, motivation to comply, and power of control beliefs explained 72.8% of the variance.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theoretical models had a satisfactory goodness of fit.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confirmed between the direct evaluation variables and 

the indirect measure variables (attitudes r=.64, p<.001; subjective norms r=.39, p<.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62, p<.001). Cronbach’s 

α was .89 for the direct evaluation variables and .93 for the indirect measure variables. Conclusion: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valid 

and reliable. It could be used to measure and explain variables related to alcohol drinking prevention behavior in early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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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순수알코올 섭취량은 9.1 L로 

미국 8.8 L, 일본 8.0 L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1].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음주는 음주관련 질환의 높은 사망률과 유병

율, 각종 사고와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2,3], 특히 한국

인에서의 악성 신생물에 대한 알코올기여도를 살펴보면 간암의 

20%, 위암의 23%, 장암의 33%, 기타 암질환의 42%에 기여하고, 
심근경색에도 33%나 기여한다[4]. 그런데 2015년 우리나라 청소년

의 음주시작 평균연령이 고등학교 3학년 14.4세, 고등학교 2학년 

13.9세, 고등학교 1학년 13.2세, 중학교 3학년 12.1세, 중학교 2학년 

11.0세, 중학교 1학년 10.1세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음주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있어[5], 음주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학생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시기는 ‘음복’문화의 영향으로 제사나 명절 때 

어른들의 권유로 마시거나 가족 모임 행사 등에서 부모가 동반한 상

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및 대중매체 노출의 증가에 따라 음주나 

음주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6]. 동시에 키와 몸무게 등

의 성장 발육이 꾸준히 이루어지며 근면감과 성취감을 획득하는 시

기로서, 바람직한 건강습관이 쉽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습관은 평생의 건강행동 습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6]. 국내 초

등학생 대상 음주 연구를 살펴보면 2015년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첫 

음주경험시기가 초등학교 1~3학년 25.8%로 확인되었으며[7], 2012

년 연구도 초등학교 1~3학년이 25.7%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첫 음

주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8]. 이러한 점에 비

춰볼 때 음주예방행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음주시작을 청소년기 이후 즉 성인이 된 이후로 최대한 늦춘다면,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회문제로의 진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9]. 미

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음주의존자가 

될 가능성과 불법약물과 담배 사용,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 후 신체적 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밝혔다[10-

13]. 또한 두뇌성장에 영향을 주어 경도인지장애를 유발하며, 학업

과 활동에서 열등한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4,15]. 따라

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음주예방행위를 파악하여 음주예방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음주행위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행위가 나타난 후 교

정, 치료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음주예방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방

법이 효과적인데[16],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주요 음주행위자

가 아니므로 음주예방행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주예방행

위에 대한 의도와 관련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영향 정도를 측정

하는 도구가 요구된다. 그런데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를 측정하는 

도구가 성인[17]에서는 개발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도

구는 현재까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모 및 전문가, 교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기

초자료 및 교육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예측변수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예방행위와 같은 건강행위 수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건강신념

모형, 건강증진모형,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등 다양한 이론이 있다. 특히, TPB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통해 행위에 대한 의도를 예측해서, 
확인된 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확하

게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Armitage와 

Conner [18]는 신체활동, 흡연, 불법적인 약물 사용과 관련된 48편

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의도와 건강행위의 평균적인 상관

관계가 .47 (범위 .45~.62)임을 확인하여, 의도를 측정함으로써 건강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TPB는 구성 변

수간의 가설화된 인과 관계가 측정 및 계산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를 동기화하는 원인이나 신념을 파

악하고 이해하는 개념틀을 제공할 수 있다[19]. 이는 향후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는 중재의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태도, 주관적 

규범 또는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미쳐 음주예방행위 의도와 행

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TPB를 적용하여 건강행위 증진을 연구한 

논문 중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국내 연구를 고찰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국외 연구에는 8~9세 프랑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이에 대

하여 태도 1문항, 부모와 친구에 대한 규범 2문항, 순응동기 2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1문항, 의도 3문항을 통해 각각 관련변수를 측정하

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건강한 식이 의도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임

을 확인하였다[20]. 그리고 10~12세 상하이 어린이들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태도 3문항, 주관적 규범 1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3문항, 
의도 3문항을 통해 각각 관련변수를 측정하고, 성별, 행위에 대한 태

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신체활동 의도의 주된 예측변수로 파악하

였다[21]. 또한 미국의 5~6학년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인과 미국인 

혼혈 어린이들의 음주를 포함한 물질남용에 대하여 의도 1문항,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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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평가 1문항, 규범적 신념 3문항과 함께 행위통제 요소로 의사소통

과 부모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규범적 신념과 행위

통제 요소가 음주를 포함한 물질남용에 대한 의도에 주된 예측변수

임이 확인되었다[22]. 한편,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 측정을 위한 TPB 기반 도구가 개발되어 있

지 않으나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 의도와 관련변수에 대

한 측정도구가 TPB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남성 직장인의 경우 독특

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관적 규범이 절주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쳐 주관적 규범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절주행위가 감소함을 보

고하였다[17]. 따라서 TPB가 특정 건강 행위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

적 적은 문항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예측변수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8~9세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 대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

는 이론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의 문헌고찰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를 

파악하여 음주예방행위를 위한 중재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음주예방행위 

관련변수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제한점이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PB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

주예방행위 관련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와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음
주예방행위와 음주예방행위 의도에 대한 예측변수를 파악하여, 이
를 기반으로 한 중재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TPB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

행위에 대한 예측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TPB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2) TPB를 적용하여 개발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

측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TPB)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절차 및 내용

1) 도구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TPB의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개념적 기틀[19]을 마련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를 규명하였다

(Figure 1).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와 함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Attitudes, A),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SN]),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의 직접평가(Direct evaluation) 문항과 이들의 선행 요인인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행위신념(Behavioral belief, b), 규범적 신념

(Normative belief, n), 통제신념(Control belief, c)과 이 세 변수에 

Behavioral belief X
Evaluation of outcome

Normative belief X
Motivation to comply

Control belief X
Power of control belief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toward alcohol
drinking prevention behavior

Indirect measure Direct evaluation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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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응하는 결과평가(Outcome, e), 순응동기(Motivation to 

comply, m), 통제신념력(Control beliefs power, p)과 같은 간접측정

(Indirect measure) 문항을 포함하는 도구를 설계하였다. 

Glanz 등[19], Seyal과 Rahman [23]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측정과 관련하여 각 행위에 대한 신념

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에 대한 문항을 곱하고 그 각각을 더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간접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간접측정에서 행

위에 대한 태도(AB) 측정은 AB∝∑biei로 표기할 수 있다. 행위 B에 

대한 결과가 i일 때 행위 B에 대한 행위신념 bi는 결과 i를 이끌며, 이
에 대한 결과평가 ei를 그 시점에 접근 가능한 행위신념의 수만큼 각 

항목의 곱한 값을 더하여 간접측정 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SN) 

또한 규범적 신념(n)과 순응동기(m)를 통해 간접측정(SN∝∑nimi)할 

수 있으며, 지각된 행위통제(PBC)도 통제신념(c)과 통제신념력(p)을 

통해 간접측정(PBC∝∑cipi)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Glanz 등 [19]과 Francis 등[24]의 지침에 따라 음주예

방행위에 대한 표적(target), 행동(action), 상황(context)과 시간

(time)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target)이 어른이 될 때까지(time) 어

떠한 상황에서도(context) 술을 마시지 않는 것(action)으로 정의하

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른이 될 때까지’는 

‘20세 이후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의미로 통일하였다. 

2) 1차 예비문항 구성

(1) 직접평가 문항

TPB와 그 이론의 도구개발 과정을 서술한 Ajzen [25,26]과 

Francis 등[24]의 연구를 고찰하여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 태
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직접평가하는 문항을 구성하

였다. 이를 위하여 Ajzen [27]의 이론에 근거하여 음주예방행위에 

예측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는 

음주예방행위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지에 대한 의사

정도를 의미하며, 태도는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또는 

호의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숙고 하

에 음주예방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하는 개인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지각된 행위통제는 음주에 대한 외적

요소의 통제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행위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의

미한다. 문항에 대한 보기는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태도는 양극

단의 형용사(이롭다-해롭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현명하

다-현명하지 않다, 가치 있다-가치 없다)를 활용하였다. 주관적 규

범은 특정 인물보다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영향을 

받는 대상자(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내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

들, 많은 사람들)를 포함하였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특정 상황보다

는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통제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직접평가는 행위에 대한 예측변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설명하므로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에 적용한다[27]. 적용 결과는 음주예방

행위에 대한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가 높을

수록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

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간접측정 문항

음주예방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신념을 추출하기 위한 심층면

담을 위해 지역사회간호학교수 1인, 아동간호학교수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도구개발 전문가인 교육학교수 1인, 초등학교 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은 본 연구

의 연구자 3명이 시행하였으며, 심층면담 실시자 간의 오차를 줄이

기 위해 면담 실시 전 1차례의 회의와 훈련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은 2017년 3월~4월에 G광역시 초등학교 2학년 15명, 3학년 15명 

총 30명(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을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TPB의 질문지 구성을 위한 연구에서 심층면담 참여자수는 25명이 

권고되었기에[24,28], 본 연구는 이를 충족하였다. 심층면담 시간은 

1인당 평균 약 40분가량 소요되었다. 질문은 총 9문항으로 음주예

방행위에 대한 행위신념 3문항(예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규범적 신념 3문항(예시: 내

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누가 찬성할까요?), 통제신

념 3문항(예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이었다. 심층면담 결과 전체 30명 중 

3명 이상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

념 측정 문항을 구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

신념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TPB에 따르면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행위신념은 음주예방행위 수

행 시 특정 결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갖는 신념을 의미

하고, 결과평가는 음주예방행위의 특정 결과에 대해 느끼는 좋아함 

또는 싫어함의 정도를 의미한다[27].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규범적 

신념은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구성하는 특정인들에 

대한 개별 신념들을 의미하며, 순응동기는 그러한 특정인들의 생각

을 전반적으로 따르려는 정도를 의미한다[27].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통제신념은 음주예방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원과 기회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통제

신념력은 음주예방행위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의 힘의 

정도를 의미한다[27]. 이러한 간접측정은 음주예방행위를 효과적으

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를 설계하기 위해 도출해야 하는 변수에 대

한 근거를 제공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19,27]. 적용 결과는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 측정 문항값과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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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신념력을 측정하는 문항 값을 각각 곱한 후 더하여 그 값이 클

수록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

제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차 예비문항 작성

음주예방행위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직접평가

하는 문항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간접측정 문항, 그리고 음주예

방행위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1차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 3문항, 직접평가와 

관련한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 4문항, 주관적 규범 3문항, 지각

된 행위통제 3문항과 간접측정과 관련한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각각 

8문항,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각각 6문항, 통제신념과 통제신념력 

각각 10문항으로 총 61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2차 예비문항 구성

(1) 1차 내용타당도 검증

1차 예비 61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1차 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 Index [CVI])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지역사회간호학교수 1인, 정신간호학교수 2인, 아동간호학교수 1인, 
언어학교수 1인, 초등학교 교사 2인, 총 7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들에게 예비문항의 CVI 산출을 위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를 1점, 
‘타당하지 않다’를 2점, ‘타당하다’를 3점, ‘매우 타당하다’를 4점으로 

한 4점 척도로 평가한 후 항목수준 내용타당도(Item level-Content 

Validation Index [I-CVI])가 .78 이상의 문항을 선정하여 예비도구

를 구성하였다. 척도수준 내용타당도(Scale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average [S-CVI/AVE])와 I-CVI를 확인한 결과 S-CVI/Ave

는 0.93이었고, I-CVI는 8개 문항이 .78 미만으로 나타나 타당도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I-CVI 경우 전문가 3~5명일 때 

1.0, 6~10명일 때 0.78 이상, S-CVI/Ave의 경우 0.90 이상을 기준점

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29], I-CVI 측정 결과 0.78 이상

이고 서술적 표현에 문제가 없는 53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61문항 

중 삭제된 문항은 행위신념에서 어른이 된 이후 발생 내용(16. 행위

신념3), 주관적 규범과 겹치는 내용(19. 행위신념6, 20. 행위신념7), 
규범적 신념의 가족 음주와 관련된 내용(35. 규범적 신념6)과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문항(24. 결과평가3, 27. 결과평가6, 28. 결과평

가7), 순응동기 문항(41. 순응동기6) 등 총 8문항을 삭제하였다. 또

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7점 척

도를 5점 척도로 조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문해력과 이해 수준

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평가 문항인 양극

의 형용사와 각 문항 내용인 ‘똑똑하다, 바람직하다, 쓸모있다’를 ‘즐

겁다, 옳다, 도움이 되다’로 구체화하여 수정하였다. 

(2)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는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별된 53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연구자 3명이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 실시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1차례의 회의와 훈련을 진행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G광역시 초등학

교 2학년 26명과 3학년 34명 총 60명(남학생 26명, 여학생 34명)을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평균 약 18분이 소요되었

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의 Cronbach’s α값을 구하였

다. 각 변수에 대한 Cronbach’s α는 직접평가 변수 중 음주예방행위 

의도 .81,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 .76, 주관적 규범 .71, 지각된 

행위통제 .60이었으며, 간접측정과 관련하여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 .78 (행위신념 .75, 결과평가 .70), 주관적 규범 .84 (규범적 신

념 .81, 순응동기 .83), 지각된 행위통제 .81 (통제신념 .73, 통제신념

력 .79)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 직접평가의 경우 13. 지각된 행위통

제3 문항을 제거시 Cronbach’s α가 .78로 상승하나 추후 분석결과 

이후에 삭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문항의 의미전달

과 용어의 난이도 등을 함께 파악하였다. 

(3) 2차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후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1차 내용

타당도 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6명의 전문가에게 전문가타당도를 실

시하였으며 S-CVI/Ave와 I-CVI를 확인한 결과 S-CVI/Ave는 0.92

이었고, I-CVI는 3개 문항이 .78 미만으로 나타나 타당도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 I-CVI가 .78 미만인 3문항 중 음주예방행위에 대

한 태도 1문항은 수정하고, 행위신념 1문항(21. 행위신념8 - 내가 어

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힘들 때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과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1문

항(29. 결과평가8 -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셔서, 힘들 때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하다)

은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예시문항

을 포함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문해력과 어휘 수준을 고려하

여 전체 문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2차 예비문항으로 

최종 51문항을 선정하였고, 문항에 대한 S-CVI/Ave는 직접평가 변

수 문항은 .96, 간접측정 변수 문항은 .94이었다.

4) 최종문항 확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최종문항 확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

졌다. G광역시 2개 초등학교 3학년 146명과 G도 중소도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3학년 173명, 총 31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과 예비조사는 도구의 난이도 조정 및 효율성을 위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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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포함하였으나 최종문항 확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학생들 간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학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협조가 가능한 곳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설문지 배부는 3학년 담임 선생님을 통해 설명문과 동의서

를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고,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가운

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33부를 제외한 286부(G광역시 131명, G도 

155명, 전체 89.7%)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G광역시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고, G도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사례 수와 측정변

수의 비율은 5대 1 이상이면 안정권으로 해석되는데[30], 본 연구의 

사례 수는 131개, 세부적 측정변수는 10개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

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최소 사례 수는 100~150개로 제시하여[31] 

본 연구는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0.0, AMOS/WIN 20.0 (IBM Inc.,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3문항을 조사하였고, 빈도와 백분

율을 조사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행위 

관련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각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문항 

간 상관관계(Inter-item correlation)와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관

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확인 후 수행하였다. 각 문

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선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여부

는 Kaiser-Meyer-Olkim (KMO) 측도 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변수들의 군집성에 초점

을 두고 분석하는 주성분분석과 독립적인 소수 요인을 유도하여 이

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

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TPB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접평가 요인

은 음주예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의도의 

4개 요인으로, 간접측정 요인은 각 신념요인과 신념에 상응하는 요인 

간 상관성이 높아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의 3개 요인과 결

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의 3개 요인을 분리하여 추출하였으며 

요인적재량 .4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32].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

mation)으로 분석하여 요인구조의 모형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es)를 계산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지수는 c2통계

량(p값), 표준 c2 (Chi-square minimum/degree of freedom [CMIN/

DF]), 기초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표준 원소간 평

균자승 잔차(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SRMR]), 근사원

소 평균자승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터커-루이스 지수(Turker Lewis Index [TLI])와 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평가하였다[33]. 문항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통해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평가

하였다. 집중타당도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과 유의성(Critical Ratio [C.R.]), 표준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판별타당도는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값

의 차이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간접측정 문항에 대한 준거타당도

는 상응하는 변수의 직접평가 문항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

하였다[34].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및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통

해 평가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G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하였다(IRB 

No. 20170002).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

의 권리, 연구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 자료 보관과 폐기, 연구 중 

참여중단 가능에 대하여 직접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에 동의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모두에

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제

공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 측정도구의 최종문항 

확정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총 286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총 131명의 자료가 분

석되었으며, 10세가 98.5%이었고, 남학생이 45.8%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15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10세가 100.0%였으며, 남학

생이 48.4%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자료에서 대상

자의 연령 및 성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문항분석

2차 내용타당도 분석 후 최종문항 확정을 위해 선정된 51개 문항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문항과 전체 문항 간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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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점수가 2점 미만인 통제신념 1개 문

항(49. 통제신념8)과 이에 상응하는 통제신념력 1개 문항(59. 통제신

념력8), 왜도, 첨도가 ±2 이상인 행위신념 1개 문항(14. 행위신념1)

과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1개 문항(22. 결과평가1),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역문항 6개(통제신념 3개 문항-48. 통제신념7, 50. 통제

신념9, 51. 통제신념10; 통제신념력 3개 문항-58. 통제신념력7, 60. 

통제신념력9, 61. 통제신념력10)를 제거하였다(Appendix).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구성타당도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음주예방행위 관련변인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직접평가 변수문항과 함

께 간접측정 변수문항은 신념에 기반한 문항과 그에 상응하는 문항

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두 KMO 측도값이 0.83 이상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p<.001) 확인되었다[35].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의 중요성, 요인

의 고유값, 총 설명력 등을 고려하여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술 마

시는 것이 멋져 보이는 광고를 보게 될 것이다’와 같은 공통성이 .40 

미만의 문항과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즐겁다’, ‘내
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완전히 나의 결정에 달

려 있다’와 같이 의미가 유사한 문항이 중복되거나, 한 개의 요인에 

한 문항으로 묶인 문항 등 총 6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각 문항은 계

획적 행위 이론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직접평가 변수의 4개 요인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의도) 

11문항, 간접측정 변수는 신념기반 요인 3개(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와 이에 상응하는 요인 3개(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

력) 총 6개 요인 24문항 전체 35문항으로 각 요인이 구성됨을 확인

하였다. 직접평가 변수 문항의 회전 결과 4개 요인은 총 분산의 

82.7%를 설명하였으며, 간접측정 변수 문항 중 신념기반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65.6%, 상응하는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72.8%를 설명하

였다(Table 2).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된 직접평가 4개 요인, 간접측정 중 신

념기반 3개 요인과 이에 상응하는 3개 요인 전체 35문항에 대한 잠

재변수와 문항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하여 새로운 155명 자료를 이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평가 11개 문항에 대한 적

합도 지수는 c2=77.02, p<.001, df=38, CMIN/DF=2.03, GFI=.92, 
SRMR=.04, RMSEA=.08, TLI=.94, CFI=.96으로 확인되었으며, 
간접측정 중 신념기반 12개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2=91.04, 
p<.001, df=51, CMIN/DF=1.79, GFI=.91, SRMR=.05, RM-

SEA=.07, TLI=.95, CFI=.96으로 확인되었고, 간접측정 중 신념기

반 문항에 상응하는 12개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2=121.18, 
p<.001, df=51, CMIN/DF=2.38, GFI=.88, SRMR=.06, RM-

SEA=.09, TLI=.91, CFI=.93으로 확인되었다. 표본수에 민감한 c2 

통계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는 대체로 받아들일만한 수

준이었다(Table 3). 

본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Table 3). 관측변수 문항에 의해 잠재변수

인 구성개념이 잘 측정되었는지 집중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λ)은 .50 이상이었고, 통계적인 유의성 C.R. 값은 모

Table 1. The Difference in Variables of Drinking Prevention Behavior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86)

Characteristics

Direct evaluation Indirect measure

Attitudes SN PBC INT Attitudes SN PBC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Age 

(yr)

9

10

Gender Boy 13.90

(2.46)

-.75

(.454)

13.73

(2.01)

-2.13

(.034)

9.20

(1.21)

-1.88

(.061)

13.99

(1.82)

-1.58

(.115)

66.71

(12.54)

-1.30

(.196)

68.97

(21.04)

-2.00

(.047)

106.77

(22.90)

-1.35

(.178)

Girl 14.11

(2.06)

14.22

(1.68)

9.48

(1.20)

14.33

(1.61)

68.65

(11.25)

74.07

(19.55)

110.45

(20.41)

Region G city 14.02

(2.35)

.035

(.972)

14.28

(1.45)

2.40

(.017)

9.41

(1.17)

.78

(.434)

14.40

(1.50)

1.94

(.054)

69.29

(10.00)

1.96

(.052)

76.28

(17.48)

3.42

(.001)

109.63

(19.48)

.60

(.549)

G 

province

14.01

(2.17)

13.74

(2.11)

9.29

(1.24)

13.99

(1.86)

66.43

(13.17)

67.80

(21.88)

107.99

(23.37)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Mean; SN=Subjective norm; PBC=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Intentio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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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Loadings, Communalities, and Explained Variances  (N=131)

Factor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ommunality

Direct evaluation Subjective norm 6.SN2 .844 .269 .155 .142 .829

7.SN3 .833 .240 .184 .273 .860

5.SN1 .719 .343 .397 .128 .809

Intention 10.intention3 .314 .766 .281 .273 .839

8.intention1 .325 .731 .295 .313 .825

9.intention2 .363 .699 .334 .178 .763

PBC 11.PBC1 .180 .223 .852 .260 .875

12.PBC2 .350 .385 .749 .090 .840

Attitude 4.attitude4 .227 .372 .583 .511 .791

1.attitude1 .218 .103 .221 .853 .835

2.attitude2 .134 .335 .120 .831 .835

Explained variance 2.53 2.32 2.18 2.07

    Explained (%) 23.0 21.1 19.8 18.8

    Cumulative (%) 23.0 44.1 63.9 82.7

Kaiser-Meyer-Olkin (KMO)=.9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2=1000.97 (p<.001)

Indirect measure Normative belief 30.n1 .861 .249 .196 .842

33.n4 .840 .310 .176 .834

32.n3 .722 .261 .312 .687

31.n2 .686 .151 .304 .586

Control belief 44.c3 .265 .840 .238 .832

46.c5 .140 .721 .195 .577

43.c2 .087 .683 .394 .649

42.c1 .417 .670 -.052 .625

47.c6 .414 .622 .139 .577

Behavioral belief 17.b4 .214 .177 .802 .720

15.b2 .346 .184 .793 .782

18.b5 .265 .521 .563 .658

Explained variance 3.12 3.11 2.12

    Explained (%) 26.0 25.9 17.7

    Cumulative (%) 26.0 51.9 65.5

Kaiser-Meyer-Olkin (KMO)=.9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2=1041.12 (p<.001)

Indirect measure Power of control belief 54.p3 .848 .031 .242 .778

53.p2 .846 .088 .155 .748

56.p5 .797 .079 .254 .706

52.p1 .796 .128 .067 .655

57.p6 .568 .136 .445 .539

Motivation to comply 39.m4 .038 .917 .033 .844

38.m3 .192 .899 .028 .847

36.m1 .118 .876 .100 .791

37.m2 .030 .802 .160 .670

Evalution of outcome 25.e4 .085 .134 .881 .801

26.e5 .278 .017 .821 .751

23.e2 .410 .127 .651 .608

Explained variance 3.33 3.14 2.26

    Explained (%) 27.8 26.2 18.8

    Cumulative (%) 27.8 54.0 72.8

Kaiser-Meyer-Olkin (KMO)=.8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2=1083.88 (p<.001)

PBC=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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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of Analysis Results  (N=155)

Factor Item

Standar-

dized

esti mate 

(β)

SE C.R.

Factors

AVE CR
Cron-

bach’s α1 (r) 2 (r) 3 (r) 4 (r)

Direct 

evaluation

Attitude Q1. attitude1 .66 - - 1 .55 .79 .78

Q2. attitude2 .67 .14 6.93

Q4. attitude4 .88 .17 7.61

Subjective norm Q5. SN1 .73 - - .61 1 .60 .81 .82

Q6. SN2 .81 .11 9.16

Q7. SN3 .77 .11 8.7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Q11. PBC1 .86 - - .55 .77 1 .69 .82 .81

Q12. PBC2 .80 .07 10.77

Intention Q8. intention1 .80 - - .55 .76 .86 1 .66 .86 .85

Q9. intention2 .78 .12 10.31

Q10. intention3 .86 .10 11.47

Fitness index c2 (p) df CMIN/DF GFI SRMR RMSEA TLI CFI

Criteria (>.05) ≤3.0 ≥.90 ≤.05 .05~.08 ≥.90 ≥.90

Model 77.02 (<.001) 38 2.03 .92 .04 .08 .94 .96

Indirect 

measure

Behavioral belief 15.b2 .78 - - 1 .56 .79 .79

17.b4 .67 .11 7.94

18.b5 .79 .10 9.20

Normative belief 30.n1 .91 - - .70 1 .67 .89 .88

31.n2 .66 .08 9.55

32.n3 .77 .06 12.28

33.n4 .90 .06 16.23

Control belief 42.c1 .66 - - .74 .66 1 .54 .85 .82

43.c2 .69 .13 7.57

44.c3 .92 .15 9.25

46.c5 .68 .18 7.42

47.c6 .68 .15 7.48

Fitness index c2 (p) df CMIN/DF GFI SRMR RMSEA TLI CFI

Criteria (>.05) ≤3.0 ≥.90 ≤.05 .05~.08 ≥.90 ≥.90

Model 91.04 (<.001) 51 1.79 .91 .05 0.07 .95 .96

Indirect 

measure

Evaluation of  

outcome

23.e2 .75 - - .56 79 .80

25.e4 .73 .15 7.90

26.e5 .77 .15 8.17

Motivation to  

comply

36.m1 .86 - - .25 1 .71 .91 .90

37.m2 .72 .09 10.35

38.m3 .91 .07 15.17

39.m4 .87 .07 14.22

Power of control 

belief

52.p1 .71 - - .65 .25 1 .59 .88 .87

53.p2 .81 .10 9.28

54.p3 .85 .10 9.69

56.p5 .80 .11 9.18

57.p6 .65 .11 7.52

Fitness index c2 (p) df CMIN/DF GFI SRMR RMSEA TLI CFI

Criteria (>.05) ≤3.0 ≥.90 ≤.05 .05~.08 ≥.90 ≥.90

Model 121.18 (<.001) 51 2.38 .88 .06 0.09 .91 .93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CMIN/DF=Chi-square minimum/degree of 

freedom;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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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항이 기준 값인 1.97 이상이었다[36]. 구성개념신뢰도(CR)는 

모든 요인이 기준인 .70 이상으로 확인되어[37] 본 도구의 집중타당

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잠재변수 간 낮은 상관성과 독립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판별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각 변수의 AVE 값이 모든 잠

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38]. 

2) 준거타당도 검증 

준거타당도 중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jzen [34]이 TPB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접평가 도구와 간접측정 도구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였다. 확인결과 직접평가한 태도와 행위신념과 결과평가를 

통한 간접측정 태도(r=.64, p<.001), 직접평가한 주관적 규범과 규범

적 신념과 순응동기를 통한 간접측정 주관적 규범(r=.39, p<.001), 
직접평가한 지각된 행위통제와 통제신념과 통제신념력을 통한 간접

측정 지각된 행위통제(r=.63, p<.001)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3)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Table 4).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는 모든 항목이 기준 값인 .30 이

상이었고, 직접평가 도구의 Cronbach’s α=.89였으며, 직접평가의 각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 .78, 주관적 

규범 .82, 지각된 행위통제 .81, 의도 .85였다. 간접측정 도구의 

Cronbach’s α=.93이었으며, 신념기반 요인 전체 Cronbach’s α는 

.90, 상응하는 요인 전체 Cronbach’s α=.86이었다. 각 요인별 Cron-

bach’s α는 행위신념 .79, 결과평가 .80, 규범적 신념 .88, 순응동기 

.90, 통제신념 .82, 통제신념력 .87로 모든 요인이 기준값 .70 이상이

었다[32]. 

논    의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TPB)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도구는 

음주예방행위 의도를 비롯해 직접평가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4개 요인 11문항과 간접측정 변수인 신념기반의 행

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과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

기, 통제신념력 6개 요인 24문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PB 

기반 도구는 신념기반 문항과 상응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각각 곱한 

값을 더하여 측정함으로써 길이가 길고 반복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39], 건강행위에 대한 의도나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모

델이므로 건강행위 변화를 위한 중재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틀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40]. 개발된 도구의 

35문항은 실제 측정시간이 평균 18분 정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모

든 문항을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목적에 따라 직접측정 문항과 간접

평가 문항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측정 목적에 따라 측정

시간은 더욱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

로 한 측정도구개발 연구는 고찰하기 어려웠으나 3~6학년을 대상으

로 과학인성 검사도구[41]과 수학 불안 측정 도구[42]에서 개발한 

문항의 수가 모두 28문항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문항 수가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개발된 도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론적 기

틀을 기반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나이 어린 학생들의 

이해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수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의하였다. 적합한 도구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에 충실

하고, 예비조사를 위한 대상자 수(60명)를 충분히 모집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을 위한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해 지역, 정신, 아동간호학 교

수와 교육학 전문가, 언어학 전문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등 다양

한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2차례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

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

과 내용 타당도 검증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어휘 

선택과 명확한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의 경우 문해력과 어휘력의 수준 차이가 크므로 향후 연구에서도 이

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PB에 따르면, 의도와 행위에 대한 주요한 결정요인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 요소는 

그들의 신념과 관련되며 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7]. 이에 본 연

구는 초등학교 저학년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

로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 신념 측정 문항을 구성하고 이에 상

응하는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

였다. 또한 신념에 상응하는 요인에 대한 문항은 신념에 기반한 문항

에서 도출하여 자기상관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념기반 요

인에 대한 문항인 행위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 신념 측정 문항과 이

에 상응하는 요인인 결과평가, 순응동기, 통제신념력을 측정하는 문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irect Evaluation Variables and Indi-

rect Measure Variables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N=155)

Direct evaluation 
Indirect measure r (p)

1 2 3

1. Attitudes .64 (<.001)

2. Subjective norm .39 (<.001)

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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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분리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직접평가와 관련된 요인인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과 지각된 행위통제 그리고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4개 요인에 대한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직접평

가 문항은 Ajzen [25,26]과 Francis 등[24]의 문항을 바탕으로 비교

적 쉽게 구성하였으나, 이 중 태도 문항은 내용타당도 검증 후 형용

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폭 수정하였다. 한편, 지각된 행위통제 3번 문항인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완전히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예비조사에서 Cronbach’s α값을 낮추는 문항이었으나 탐색적 요인

분석에 포함시켰다가 오히려 의도 요인과의 관련성이 높아 제거하였

다. 이와 같이 문항의 수정과 불필요한 문항의 제거를 통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에서 만족할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으며, 하부

요인 내 문항 간 상관성이 높고 하부요인 간에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문항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음주

예방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였

다. 최종 문항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심층면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

을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문항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43]과 향후 청소년기의 또래압력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영향에 대해 ‘술을 마

시지 않으면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반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건강해 질 

것이다’ 문항은 왜도가 4 이상으로 확인되어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음주행위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념은 강하

게 가지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신체적 영향을 비롯한 정신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독

특한 음주문화나 청소년기 또래압력에 의한 음주시도에 노출될 위

험이 있으므로, 음주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 음주예방교육을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규범적 신념, 순응동기와 관

련하여 음주예방행위를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관

련하여 생각나는 사람으로 가족, 친구, 친척을 언급하였고, 30명 중 

1명이 선생님을 언급하였다. TPB에 따르면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압력을 주는 대상으로 가족, 친구, 친척을 

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음주예방 교육이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

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

년생의 음주예방을 위한 가정 내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

과라 여겨진다[44].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제공

되는 조기 보건교육의 효과와 담임교사 등에 의한 건강생활지도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생님’을 음주예방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포

함하였다. 향후 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가족을 연계하는 음주예방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이 음주예방에 대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으로부터 적절한 압력을 받고, 이것이 음주예

방행위 의도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통제신념과 통제신념력 문항과 관련하여 술

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용으로 ‘술 대신에 건강에 좋은 

마실 거리나 먹거리로 대체하는 것’, ‘바른 취미생활을 갖고’, ‘음주예

방교육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하였

다. 따라서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뿐 아니라 영양교육과 스트레

스 관리, 대인관계 및 적절한 자기표현 교육이 함께 고려되어질 수 

있겠다. 실제로 음주나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지방 식품 또는 

비타민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45] 스트레

스가 학령기 음주에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46]. 또한 음주광고에 대한 문항은 최종문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학령기(11~14세) 대상자들이 음주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음주에 대한 신념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47]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텔레비전 주류광고 금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술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에 관련된 문항

이 도출되었으나 평균 점수가 너무 낮거나 상관계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흔히 

경험하는 상황이 아니며 해당 문항이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대상의 도구는 역

문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긍정문의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준거타당도는 Ajzen [25]이 제시한 바

와 같이 직접평가와 간접측정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

다.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직

접평가와 간접측정 간의 상관관계 평균은 태도는 .56, 주관적 규범

은 .50, 지각된 행위통제 .52로 나타났는데[18], 본 연구의 주관적 규

범의 상관관계 값은 다소 낮으나 그 외는 유사한 값을 보여주어 준

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는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음주예방행위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에서만 직접평가와 간접측

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직접평가와 간접측

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직접평가와 간접측정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관련변수에 대한 측정도구가 개발된다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TPB를 기반으로 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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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행위 예측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 연구로써 만족할 수준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10세 이하를 대상

으로 이론에 기반한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

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음주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시도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 도구를 통해 초등학

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를 확인하고 변화정도를 파악함

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를 더욱 잘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음주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초

등학교 저학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중재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도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음주

예방행위 예측변수 평가결과는 부모 및 전문가, 교사 간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음주예방행위의 향상을 위한 준비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제3자가 사용한다면, 직접평가한 문

항의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의도에 해당하는 

문항 값을 전체 더하고, 간접측정한 문항은 태도의 간접측정 문항인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주관적 규범의 간접측정 문항인 규범적 신념

과 순응동기,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측정 문항인 통제신념과 통제

신념력의 각 상응 문항끼리 서로 곱한 후 해당 변수별로 합하여 계

산하도록 한다. 음주예방행위 태도의 값이 높을수록 음주예방행위

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향을 의미하며,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값이 높을수록 음주예방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

에 대하여 인식함을 뜻하고,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의 값이 높을수록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결과를 자기 자신의 행위 

통제 하에 두는 것을 나타낸다. 더하여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의 

값이 높을수록 음주예방행위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사정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직접평가는 음주예방행

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설명하므로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의도나 음주예방행위에 대한 예측

요인을 확인하거나 의도와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며, 간접측정은 

음주예방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를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심층면

담 및 예비조사에서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2학

년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문해력 및 어휘력의 수준 차이가 커서 본 

조사에서는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2학

년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적용할 시에는 예비조사 후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155

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최소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음주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교장의 승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획득

하기 어려워 좀 더 충분한 수의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적용하

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Ajzen의 TPB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는 직접평가 

4개 요인 11문항, 간접측정 6개 요인 24문항, 총 3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 도구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음주예방행위 의도나 음주예방

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 측정도

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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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음주예방행위 예측변수 측정도구

※  다음의 모든 문제는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20살 이상이 될 때를 말합니다.

1.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1        :        2        :        3        :        4        :        5        좋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2.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옳지 않다        1        :        2        :        3        :        4        :        5        옳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4.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1        :        2        :        3        :        4        :        5        도움이 된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5.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6. 내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7.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문제 예) 

어른이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1        :        2        :        3        :        4        :        5        좋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어른이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약간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른이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1        :        2        :        3        :        4        :        5        좋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좋다라고 쓰여진 방향으로 약간인 4번에  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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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9.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10.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11.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가능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12.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15.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머리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17.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더 커서도 많이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18.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23.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셔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1        :        2        :        3        :        4        :        5        좋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25.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셔서, 더 커서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1        :        2        :        3        :        4        :        5        좋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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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셔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1        :        2        :        3        :        4        :        5        좋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0. 나의 가족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1. 나의 친구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2. 나의 선생님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3. 나의 친척들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6. 만약 우리 가족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7.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8. 만약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39. 만약 나의 친척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42.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이 아닌 물이나 다른 음료수들을 마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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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44.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바른 취미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46.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음주예방교육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47.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52. 내가 술이 아닌 물이나 다른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53. 내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54. 내가 바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56. 내가 음주예방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57. 내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은, 어른이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그렇다

                     매우              약간          그저그렇다         약간             매우

※  1, 2, 4: 태도, 5, 6, 7: 주관적 규범, 8, 9, 10: 의도, 11, 12: 지각된 행위통제, 15, 17, 18: 행위신념, 23, 25, 26: 결과평가, 30, 31, 32, 33:규범적 신념, 

36, 37, 38, 39: 순응동기, 42, 43, 44, 46, 47: 통제신념, 52, 53, 54, 56, 57: 통제신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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