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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은 국가 중에서 위에 이OECD 10

르고 알코올 관련 간질환 사망과 교통사고 사망은 위에 이1

르고 있어문옥륜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 , 2002)

지고 있다.

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년 년20 1986 48.3%, 1992 57.9%,

년 로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음주는 년1998 68.4% 1986

에서 년에는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보건복지20.6% 1998 54.9% (

부 알코올 중독의 경우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 1999). 12.1%,

존 로 에 달하여 미국 이나 독일9.9% 22% (5.8%, 7.9%) (7.1%,

에 비해 약 배 정도의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이10.9%) 2 (

정균과 이규환, 1994).

사실 적당한 음주는 피로 긴장완화 수면촉진 등으로 건강, ,

에 도움을 주며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고(Theobald, Bygren,

스트레스 해소기능과 대인관계를Carstensen, Engfeldt, 2000),

원활히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갖고 있다신명식 그러( , 2002).

나 많은 양의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게 되면 간질환 식도암, ,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신생아 결함의 주원인이 될 수 있고, ,

이러한 병리적 문제 외에 각종사고 성범죄 자살 가정폭력, , ,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WHO,

1990).

음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및 영적, , , ,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음주 는 알코올(problem drinking)

남용 알코올 의존과 같은 병리적 음주와 음주로 초래되는 가,

정 직장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음주관련문제, , (alcohol-related-

를 유발하는 음주행위를 포함한다problem) (Pollock, 2000).

음주행위의 원인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며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생물 심리 사회학적인 복, ㆍ ㆍ

합요인의 결과로 여겨진다 몇몇 연(Shall & Maltzman, 1992).

구 결과에서는 건강상태 식사의 불균형성 아버지의 음주 여, , ,

자형제의 음주 남자친구의 음주와 흡연곽정옥과 김영복, ( ,

음주결과기대한성현과 한동우 최명숙 임미영1997), ( , 2001; , ,

윤영미 성별 연령 거주지역 흡연권 철 등 등, 2002), , , , ( , 2002)

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음주는 청소년 자녀의 음주에 직 간접적인ㆍ

영향을 미치는데 알코올을 남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들이 알코올 남용자가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 높았고 어린 시절에 부모를 포함한 보4-5 (Goodwin, 1985),

호자의 알코올남용이나 약물남용을 경험했을 때에 이러한 알

코올이나 약물과 관련된 행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일개구의 중학생 음주 관련(McDermott, 1984).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음주빈도와 부모의 주

정경험은 자녀의 음주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호(

란 김남초 이소영 출간중 그 외 연구에서도 부모나 다른, , , ).

가족의 음주는 청소년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곽정옥과 김영복 박종순 김남초 등( , 1997; , 2000;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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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주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과 사회적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음.

주문제는 흡연에 비해 아직 크게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

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매년 음주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음주폐해가 증

가하고 있으나 음주에 관한 연구는 약물남용 실태조사의 일

환으로 음주를 포함시켰거나 흡연실태와 함께 조사된 자료김(

광기 간경애와 김경혜 가 주를 이루어 왔고 음주, 1996; , 2000)

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 역시 일부 지역김광기 허은정 김명순 김( , 1996; , ,

광기 권 철 등 김혜련 이나 청소년조 희, 2001; , 2002; , 2002) ( ,

한성현과 한동우 대학생박종순 천성수1999; 2001), ( , 2000; ,

최명숙 등 직장인최승희 김 명 김광기2000; , 2002), ( , , , 2001),

성인신명식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 2002)

있을 뿐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문

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이 될 위험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경험율은 년 에서1999 60.2%

년 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음주시작연령도 하2002 70.5%

향화하고 있으므로청소년보호위원회 효과적인 청소년( , 2002)

음주예방교육을 위해 이들의 부모에 대한 음주행태와 문제음

주여부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

를 조사하고 이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악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의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개구에 소재한 개 중고등학1 26

교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부모의 음주관련특성을 조사한다.∙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여부를 조사한다.∙

청소년 부모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문제음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과(problem drinking): ,∙

같은 병리적 음주와 음주로 초래되는 신체적 사회적 법, ,

적 및 경제적 기능에 문재가 발생하는 음주관련문제를 유

발하는 음주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Pollock, 2000).

문항의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10

총점이 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8 .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구 관내 전체 개교 중 개의 예술고등학교S 27 1

를 제외한 개 중고등학교중 개 고 개의 학년26 ( 15 , 11 ) 1, 2

학생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3,527

한 질문지를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명이었다2,522 .

연구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선행연구한국 마약퇴(

치운동본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에서 사용했던, 1998; , 2001)

도구를 토대로 연구팀이 수정보완한 한 구조화된 자기기입

식 질문지로서 본 연구에서의 는 이었다 질문Cronbach's .87 .α

지에 포함된 설문문항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문항 부모의8 ,

음주관련특성 문항 부모의 음주행태 문항7 , 10 (Alcohol Use

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AUDIT) 25

되어 있다.

는 세계보건기구 에서 개발한 도구로 음주문제AUDIT (1990)

를 가질 위험이 있는 개인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되는 도구이다 해로운 음주에 관한 문항 알코올 의존에. 3 ,

관한 문항 위험 음주에 관한 문항 총 문항으로 구성되3 , 4 , 10

어 있으며 개 문항은 점 척도로 점에서 점으로 측정되고, 8 5 0 4

나머지 개 문항은 점 척도로 점 점 점으로 측정된다2 3 0 , 2 , 4 .

점수는 개 문항의 합으로서 점수의 범위는 점AUDIT 10 0 ～

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는 이었다40 . Cronbach's .88 .α

에서 처음 를 개발할 당시는 위험한 음주를 선WHO AUDIT

별하는 최적 절단점으로 점이 추천되었으나 안전한 음주로11

정의되는 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현재는 점을 채택하여8

사용하고 있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따라서( , 2001). AUDIT

에 의한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정도의 구분기준은

총점이 점 이상인 경우 문제음주로 점 이상인 경AUDIT 8 , 12

우는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개념정의한한국음주문화연구(

센터 근거에 의해 본 연구에서도 점과 점을 기준으, 2001) 8 12

로 분류하였다.

자료수집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 구 관내 개2002 11 5 11 22 S 26

중고등학교의 학년에서 각 학년 당 개 학급을 임의선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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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

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급 학생에게 설문지를 전달

하여 배포하였다 일주일 후 학교를 재방문하여 각 학급별로.

담임교사에 의해 수거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이었다71.6% .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무응답은 제SAS

외한 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AUDIT

문항의 총점의 차이는10 ) χ2 검정을 통해 비교하고 문제음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수회귀모형(logistic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의 기regression model) .

준은 유의수준 이었다.05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자 여자 로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가37.2%, 62.8%

약 배 정도로 많았다 연령은 평균 세이었고 교육수2 . 44.4±3.7 ,

준은 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직업은 주부 자영업68.8% , 38.6%,

자 전문직 사무직 의 순이었다 표17.3%, 14.1%, 9.6% < 1>.

부모의 음주관련특성
전체 응답자 명중 가 음주경험이 있었고 이중2,522 89.1%

가 현재도 음주를 하고 있었다 음주이유는 사교87.5% . 71.5%,

피로해소 우울해소 의 순이었으며 는 습관29.4%, 15.5% 8.5%

적으로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회수는 에서. 33.1%

월 회 에서 월 회 이하였으나 월 회주 회 이상2-4 , 28.3% 1 8 ( 2 )

인 경우도 에 해당되었다 회 음주량은 는 잔26% . 1 29.6% 1-2 ,

는 잔이라고 하였으나 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25.1% 3-4 10

경우도 나 되었다 표9.4% < 2>.

부모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
각 문항의 빈도AUDIT•

을 통해 나타난 각각의 음주행태를 살펴보면 얼마나AUDIT ,

자주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주 회이상 음주한다는 사람이2

이었고 회 음주시에 병 이상 마시는 회수에 대해서는26.1% , 1 6

전혀 없다 월 회 미만 이었으나 는 주35.6%, 1 25.0% 19.1% 1

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단 술을 마시면 멈출 수.

없었던 회수는 가 주 회 이상이라고 하였고 지난 년간6.5% 1 , 1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2,522
특 성

구 분 실수 또는(%)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자 939(37.2)

여자 1,583(62.8)

연 령 44.4 ± 3.72

30 40～ 319(12.6)

41 50～ 2,042(81.1)

51 60～ 107( 4.2)

>61 8( 0.3)

무응답 46( 1.8)

교육수준 무학 1( 0.0)

초등학교 17( 0.7)

중학교 59( 2.3)

고등학교 672(26.6)

대학교 1,301(51.7)

대학원 431(17.1)

무응답 41( 1.6)

결혼상태 결 혼 2,397(95.0)

이혼이나 별거 40( 1.6)

사별 31( 1.2)

기타 11( 0.4)

무응답 43( 1.7)

종 교 불교 495(19.6)

개신교 829(32.9)

천주교 472(18.7)

기타 23( 0.9)

없음 659(26.1)

무응답 44( 1.8)

직 업 자영업 437(17.3)

판매 서비스직, 97( 3.8)

기능 직업직, 77( 3.0)

사무 기술직, 241( 9.6)

경영관리직 173( 6.9)

전문자유직 355(14.1)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 , 18( 0.7)

주부 973(38.6)

없음 15( 0.6)

기타 91( 3.6)

무응답 45( 1.8)

표 음주관련 특성< 2> N=2,522
특 성 실 수(%)

음주경험 예 2,247(89.1)

아니오 238( 9.4)

무응답 37( 1.5)

음주이유 사교 예 1,803(71.5)

아니오 717(28.4)

무응답 2( 0.1)

불안해소 예 166( 6.6)

아니오 2,355(93.4)

무응답 1( 0.0)

피로해소 예 741(29.4)

아니오 1,779(70.5)

무응답 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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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월 회 이상 실수를 한 경험의 경우 숙취1 4.8%,

해소를 위해 해장술을 마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그

렇다가 주 회가 로 조사되었다 음주후 죄책감이1.0%, 1 3.8% .

나 후회를 한 경험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이상이 지10.3%,

난 년간 음주로 인한 기억손상 경험이 월 회 이상인 경우는1 1

가 해당되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고나 상해경험의 경8.3% .

우 주변으로부터 음주와 관련된 염려나 단주권유를 받3.3%,

은 경험은 가 지난 년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19.1% 1 < 3>.

총점의 평균AUDIT•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의AUDIT 10

총점을 환산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AUDIT

은 점범위 이었고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8.27±7.02 ( 0 40) ,～

항은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의 문항으로 점‘ ?’ 1.84±1.05

범위 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음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 0 4)～

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문항으로 점범위?‘ 0.32±0.90 ( 0, 2,

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4)

되었다.

에 의한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정도AUDIT•

전체 응답자 중 가 총점 점 미만으로 정상음주 범주55.1% 8

에 속하였고 아버지남자는 어머니여자는 였( ) 18.2%, ( ) 36.9%

다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점. 8

이상은 이었고 이를 점 점 이상과 점 이상으로44.9% 8 12 12～

구분해 조사한 결과 점 이상 점 미만은 이었으며8 12 16.3% ,

점 이상은 로 점 이상인 문제음주자 명 중12 28.6% 8 1,077

명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63.7%(686 )

표 에 의한 음주행태< 3>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N=2,522
특 성 구 분 실 수(%)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회월1. ?( / ) 전혀 마시지 않는다 234( 9.3)

<1 715(28.3)

2 4～ 836(33.1)

8 12～ 517(20.5)

>16 140( 5.6)

무응답 80( 3.2)

술을 마시면 한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잔2. ?( )
1 2～ 746(29.6)

3 4～ 634(25.1)

5 6～ 493(19.5)

7 9～ 307(12.2)

>10 237( 9.4)

무응답 105( 4.2)

한번에 소주 한병 또는 맥주 병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3. 4

자주 있었습니까 회월?( / )

전혀 없다 895(35.6)

<1 630(25.0)

1 442(17.5)

4 414(16.4)

거의 매일 68( 2.7)

무응답 73( 2.8)

표 음주관련 특성 계속< 2> ( ) N=2,522
특 성 실 수(%)

음주이유 우울감소 예 391(15.5)

아니오 2,130(84.5)

무응답 1( 0.0)

심심해서 예 77( 3.0)

아니오 2,444(96.9)

무응답 1( 0.1)

습관적으로 예 214( 8.5)

아니오 2,305(91.4)

무응답 3( 0.1)

최초음주시기 초등학교< 13( 0.5)

초등학교 32( 1.3)

중학교 161( 6.4)

고등학교 587(23.3)

대학교 944(37.4)

군대 189( 7.5)

직장생활시절 350(13.9)

기타 130( 5.1)

무응답 116( 4.6)

음주빈도회월( / ) 0 234( 9.3)

<1 715(28.3)

2 4～ 836(33.1)

8 12～ 517(20.5)

>16 140( 5.5)

무응답 80( 3.3)

음주량잔( ) 1 2～ 746(29.6)

3 4～ 634(25.1)

5 6～ 493(19.6)

7 9～ 307(12.2)

>10 237( 9.4)

무응답 10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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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표< 4>.

문제음주 관련요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

문제음주 총점기준를 정상 문제음주 알코올 남용(AUDIT ) , ,

및 의존성의 군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3

따른 문제음주를 비교한 결과는 표 와 같다< 5> .

문제음주 혹은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은 성별 교육정도 종, ,

교유무 직업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 .

표 에 의한 음주행태 계속< 3>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 ) N=2,522
특 성 구 분 실 수(%)

지난 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적이4. 1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회월?( / )

전혀 없다 1,646(65.3)

<1 435(17.2)

1 202( 8.0)

4 121( 4.8)

거의 매일 43( 1.7)

무응답 75( 3.0)

지난 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5. 1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회월?( / )

전혀 없다 1,812(71.8)

<1 448(17.8)

1 122( 4.8)

4 52( 2.1)

거의 매일 11( 0.4)

무응답 77( 3.1)

지난 년간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일어나기 위해서 해장술이6. 1 ,

필요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 습니까 회월?( / )

전혀 없다 1,745(69.3)

<1 426(16.9)

1 157( 6.2)

4 97( 3.8)

거의 매일 25( 1.0)

무응답 72( 2.8)

지난 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7. 1

있었습니까 회월?( / )

전혀 없다 1,527(60.6)

<1 661(26.2)

1 160( 6.3)

4 75( 3.0)

거의 매일 25( 1.0)

무응답 74( 2.9)

지난 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8. 1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회월?( / )

전혀 없다 1,667(66.1)

<1 575(22.8)

1 131( 5.2)

4 63( 2.5)

거의 매일 14( 0.6)

무응답 72( 2.8)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9. ? 없었다 2,142(84.9)

있지만 지난 년간은 없었다, 1 227( 9.0)

지난 년간 있었다1 83( 3.3)

무응답 70( 2.8)

지난 년간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술 마시는 것을10. 1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1,721(68.3)

있지만 지난 년간은 없었다, 1 247( 9.8)

지난 년간 있었다1 482(19.1)

무응답 72( 2.8)

표 에 의한 문제음주율< 4>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특 성

점 수AUDIT
계

0<=AUDIT<8 8<=AUDIT<12 12<=AUDIT

성 별 남 자 436(18.2) 171( 7.1) 310(12.9) 917( 38.2)

여 자 887(36.9) 220( 9.2) 376(15.7) 1,483( 61.8)

계 1,323(55.1) 391(16.3) 686(28.6) 2,400(100.0)

* Numbers are excluded no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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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문제음주가 될 수 있는 점 이상 점 미만은 아버8 12

지보다 어머니가 많았고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될 수 있는

점 이상도 어머니가 더 많았으며 점 미만의 경우에도 아12 8

버지보다 어머니가 많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2 교육정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과=34.7, p=.000).

종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χ
2
=13.0, p=.04, χ

2
=10.2,

직업의 경우에도 각 직업에 따라 문제음주의 비율이p=.006).

달랐고 주부인 경우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 비해 문제음

주가 될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2 표=59.6, p=.000)< 5>.

음주관련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

음주관련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최초 음주시기 자의에 의한 음주시기, ,

음주빈도 음주량 현재음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

최초 음주시기의 경우 대학시절 음주를 시작한 경우와 고

등학교때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문제

음주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자의에 의한 의도적인 음주시기의 경우에는178.4, p=.0000).

대학시절 직장생활시절에 스스로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다른,

시기에 비해 문제음주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χ
2 음주빈도의 경우 음주빈도가 증가할=138.9, p=.000).

수록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았는데 주 회 이상 음주하는2 4～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문제음주 알코올 남용의 비율이 상,

당히 높았다 반면 한달에 회 정도 음주하는 경우에도 알. 2 4～

코올 남용이나 의존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 점에 해8 12～

당하는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 음주량에 따라서는 음주량이 증가=1183.6, p=.000).

할수록 문제음주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으며(χ2 현재 음주하는 사람이 비음주자=1255.5, p=.000),

에 비해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수의 비교< 5>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N=2,400
특 성

점 수AUDIT
χ2 p

0<=AUDIT<8 8<=AUDIT<12 12<=AUDIT

성 별 남 자 436( 32.9) 171( 43.7) 310( 45.2) 34.7 .000

여 자 887( 67.0) 220( 56.3) 376( 54.8)

계 1,323(100.0) 391(100.0) 686(100.0)

연 령 30 40～ 178( 13.5) 47( 12.1) 85( 12.4) 2.89 .58

41 50～ 1,083( 81.9) 329( 84.6) 564( 82.3)

51 60～ 61( 4.6) 13( 3.3) 35( 5.3)

계 1,322(100.0) 389(100.0) 685(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34( 2.5) 8( 2.1) 31( 4.6) 13.0 .04

중학교 353( 26.7) 97( 24.8) 196( 28.6)

고등학교 694( 52.5) 212( 54.2) 358( 52.2)

대학교 242( 18.3) 74( 18.9) 100( 14.6)

계 1,323(100.0) 391(100.0) 685(100.0)

결혼상태 결 혼 1,276( 96.6) 382( 97.7) 665( 96.9) 3.62 .73

이혼이나 별거 24( 1.8) 5( 1.3) 9( 1.3)

사 별 17( 1.3) 2( 0.5) 8( 1.2)

기 타 4( 0.3) 2( 0.5) 4( 0.6)

계 1,321(100.0) 391(100.0) 686(100.0)

종 교 있다 997( 75.5) 277( 71.4) 472( 69.2) 10.2 .006

없다 323( 24.5) 111( 28.6) 210( 30.8)

계 1,320(100.0) 388(100.0) 682(100.0)

직 업 자영업 211( 16.0) 68( 17.4) 148( 21.5) 59.6 .000

판매 서비스직, 50( 3.8) 6( 1.5) 41( 6.0)

기능직업직 35( 2.6) 10( 2.5) 31( 4.5)

사무기술직 130( 9.8) 38( 9.7) 67( 9.8)

경영관리직 73( 5.5) 44( 11.2) 52( 7.6)

전문자유직 201( 15.2) 61( 15.6) 83( 12.1)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 , 5( 0.4) 4( 1.0) 7( 1.0)

주부 556( 42.1) 148( 37.8) 227( 33.0)

없음 10( 0.8) 2( 0.5) 3( 0.4)

기타 50( 3.8) 11( 2.8) 28( 4.1)

계 1,321(100.0) 392(100.0) 687(100.0)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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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0.6, p=.000)< 6>.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행태 중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종속변수는 문제음주여부 정상음주 문제음주로 하(1: , 0= )

고 독립변수는 기술통계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근거

로 하여 대수회귀모형 을 적용하여(logistic regression model)

분석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최종모형은 성별 연령 교, ,

육수준 결혼유무 종교유무 최초음주시기 자의에 의한 음주, , , ,

시기 음주빈도 음주량 현재음주유무를 포함하여 선정하였고, , , ,

대수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결혼 종교 현재음주는, ,

분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는 연속변수로 하였다 최종모형2 .

에서 현재음주 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빈도 최초음주시기의, , , ,

순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재음주에 따. ,

라서는 현재 음주하는 사람이 비음주자에 비해 문제음주의

위험이 배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6.781 (p=.000).

또한 음주빈도가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에 걸릴 상대위험도는

배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음주량의5.270 (p=.0001),

경우에도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도는

배 증가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3.920

최초 음주시기는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과 역상관이(p=.0001).

있었는데 최초 음주시기가 늦을수록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도

는 배 낮아 최초 음주시기가 빠른 경우에 문제음주에 걸0.854

릴 위험이 컸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자의에(p=.01).

의한 의도적인 음주시기의 경우에도 음주시기와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은 역상관 관계에 있었고 자의에 의한 음주시기가

빠를수록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이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문제음주에(p=.57).

걸릴 위험이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도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과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도 역상관 관계에 있었고 교육수준

이 낮을수록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p=.09)< 7>.

표 음주관련특성에 따른 점수의 비교< 6>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 N=2,400
특 성

AUDIT score
χ2 p

0<=AUDIT<8 8<=AUDIT<12 12<=AUDIT

최초음주시기 초등학교< 4( 0.3) 2( 0.5) 7( 1.0) 178.4 .000

초등학교 15( 1.1) 7( 1.8) 10( 1.5)

중학교 57( 4.4) 21( 5.3) 82(11.9)

고등학교 240(18.5) 119(30.3) 222(31.3)

대학교 534(41.1) 165(42.0) 238(34.6)

군대시절 94( 7.2) 33( 8.4) 56( 8.2)

직장생활시절 252(19.4) 42(10.7) 55( 8.0)

기타 102( 7.9) 4( 1.0) 17( 2.5)

자의에 의한 초등학교< 4( 0.3) 2( 0.5) 3( 0.4) 138.9 .000

음주시기 초등학교 5( 0.4) 1( 0.2) 4( 0.6)

중학교 10( 0.8) 10( 2.5) 13( 1.9)

고등학교 75( 5.8) 34( 8.7) 92(13.4)

대학교 531(41.2) 189(48.1) 321(46.7)

군대시절 67( 5.2) 47(12.0) 68( 9.9)

직장생활시절 412(31.9) 92(23.4) 148(21.5)

기타 186(14.4) 18( 4.6) 38( 5.5)

음주빈도 마시지 않는다 192(14.6) 1( 0.3) 8( 1.1) 1183.6 .000

회월( / ) <1 652(49.3) 34( 8.7) 24( 3.5)

2 4～ 398(30.1) 223(57.0) 213(31.0)

8 12～ 68( 5.1) 121(31.0) 326(47.5)

>16 12( 0.9) 12( 3.0) 116(16.9)

음주량잔( ) 1 2～ 698(52.8) 16( 4.1) 20( 2.9) 1255.5 .000

3 4～ 435(32.9) 101(25.8) 98(14.3)

5 6～ 142(10.7) 162(41.5) 187(27.2)

7 9～ 39( 3.0) 72(18.4) 196(28.5)

>10 8( 0.6) 40(10.2) 186(27.1)

현재음주 예 1,130(85.5) 390(99.7) 679(98.8) 140.6 .000

아니오 192(14.5) 1( 0.3) 8( 1.2)

무응답 제외*



김 남 초 외

44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1), 2004 1

논 의

청소년 부모의 음주관련특성과 음주행태를 조사하고 문제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 관S

내 개 중고등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26 ,

여자 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머니였다 대상자37.2%, 62.8% .

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로 상당히 높은 교육수준을68.8%

보였고 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자료수집지역이 전59%

국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으며 살기 좋은 구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부모의 음주관련특성은 의 부모가 음주경험이 있었고89.1%

무응답을 제외한 음주경험자의 가 현재도 음주를 하고87.5%

있었다 이는 년 한국 성인의 음주실태조사한국음주문화. 2001 (

연구센터 에서 성인의 음주경험 현재음주2001) 92.5%, 80.1%

로 조사된 것에 비해 음주경험율은 비슷하지만 현재음주율은

높게 조사되었다 음주이유에 대해서는 가 사교목적으로. 71.5%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가 직업을59%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회생활의 한 수단으로 음

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음주회수에 대해서는. 33.1%

가 월 회 가 월 회 미만이었지만 주 회 이상도2-4 , 28.3% 1 2-3

주 회 이상인 경우도 나 되어 의 부모가 주20.5%, 4 5.5% 26%

회 이상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 음주량의 경2 . 1

우에도 잔 이상이 로 조사되어 사회적인 목적으로5-6 41.2%

가벼운 음주를 하는 잔 미만의 경우인 와 비교할 때3-4 54.7%

주 회 이상 소량씩 음주하는 부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2

었다.

음주행태를 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AUDIT ,

가 점 미만이었고 점 이상은 로 조사되었다 이55.1% 8 8 44.9% .

중 점 이상인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에 해당하는 비율은12

이었고 점 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로 이들은 음28.6% 8 -12 16.3%

주문제가 있는 문제음주자이지만 알코올 남용의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대상자들로써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을 이용하여 전국 성. AUDIT

인을 대상으로 음주행태와 문제음주를 조사한 연구한국음주(

문화연구센터 에서는 총점 점 미만은, 2001) AUDIT 8 68.8%, 8

점 이상은 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정상 음주자의31.2% .

비율은 좀 낮은 편이고 문제성 음주의 비율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점 점 미만 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8 12 , 12～

비교하면 전국조사에서는 각각 였으나 본 연구11.7%, 19.5%

에서는 로 점 이상인 알코올 의존 및 남용자16.3%, 28.6% 12

비율의 경우 본 연구결과가 약 배 정도 높았고 점 미1.5 8 12～

만 비율의 경우에도 약간 높았다 을 이용하여 문제음. AUDIT

주를 조사한 김용석 의 연구에서도 점 이상인 문제음주(1999) 8

와 알코올 의존의 비율이 로 조사된 것을 볼 때 표본에32.2%

따른 차이를 감안한다할지라도 본 연구결과에서의 문제음주비

율 은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44.9%) .

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구의 청소년 부모는 현재음주율이C

로 전국조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에 비해87.5% 80.1%( , 2001)

높았고 의 대상자가 사회적인 사교목적으로 음주를 한71.5%

다는 사실 등을 포함한 표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음주를 선별하는 또 다른 도구인 에서는 개 문CAGE 4

항 중 개 이상의 문항이 그렇다고 해당될 경우 알코올 의존2

으로 간주하는데 년 전국 성인의 음주실태조사한국음주2001 (

문화연구센터 에서 에 의한 알코올 의존비율은, 2001) CAGE

로 조사되었고 신명식 의 연구에서는 로 나10.9% (2002) 13.1%

타난 것을 볼 때 문제음주는 계속적인 성인음주율의 증가와

표본의 차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를 를 이용하AUDIT

여 비교한 결과 문제음주 혹은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될,

위험은 성별 교육정도 종교유무 직업 배우자의 직업에 따, , , ,

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문제음주가 될 수 있는. 8

점 이상 점 미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서 그 비율이 높았12

고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될 수 있는 점 이상도 어머니12

가 더 높았으나 이는 성별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대상자의

성별분포가 남자 여자 로 여자가 배 이상 많았37.2%, 62.8% 2

표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
독립변수 회귀계수( )β 비차비(O.R) p-value 95%C.I.

성 별 0.116 1.123 .421 0.67 1.55～

연 령 0.023 1.023 .203 37.1 51.6～

교육수준 -0.152 0.859 .093 3.34 6.32～

결혼상태 -0.368 0.692 .358 0.70 1.36～

종 교 0.003 1.003 .984 0.40 2.14～

최초 음주시기 -0.158 0.854 .011 2.42 7.72～

자의에 의한 음주시기 -0.036 0.965 .570 3.24 8.34～

음주빈도 1.662 5.270 .000 -0.12 3.88～

음주량 1.366 3.920 .000 -1.09 4.01～

현재음주 1.914 6.780 .000 0.4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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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육정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나.

중학교 졸업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

았는데 이는 신명식 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집단이 고(2002)

학력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

었지만 신명식 의 연구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2002)

반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 대졸이상이었던 점이 영향68.8%

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의 경우에는 각 직업에 따라.

문제음주의 비율이 달랐고 주부인 경우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 비해 문제음주가 될 위험이 높았는데 이점도 대부분

의 대상자가 여자였고 주부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음주관련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최초 음주시기 자의에 의한 음주시기 음주빈도 음주량 현, , , ,

재음주여부에 따라 문제음주율에 차이가 있었다 최초 음주시.

기의 경우 대학시절과 고등학교시절에 처음 음주를 처음 시

작한 경우가 다른 시기에 음주를 시작한 경우에 비해 문제음

주율이 높았고 자의에 의한 음주시기의 경우에는 대학시절과

직장생활시기에 스스로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다른 시기에

비해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인 관계와 사

교적 목적 등이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신명식( , 2001; , 2002;

김남초 등 음주빈도와 음주량의 경우 음주빈도가 증가, 2003).

할수록 그리고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율이 높았는데

이는 음주량과 문제음주가 정상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 , , 2001).

한편 현재 음주하는 대상자 중에서 문제음주는 알코17.8%,

올 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경우는 로 현재음주자중30.7%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의 위험에 처해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음주는 음주관련문제를 유발하.

게 되는데 여성의 음주에 관한 연구허은정(Pollock, 2000), (

등 에서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증가할수록 음주관련문제, 2001)

는 증가하지만 과음자가 아닌 소량 음주자나 음주빈도가 낮

은 음주자들도 음주관련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문제음주로 분류되지 않은 정상 음주군인 부모들

도 음주관련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수회귀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음주여부 음주빈도 음주량, , ,

최초음주시기 자의에 의한 음주시기 등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의.

위험이 증가하며 최초음주시기가 빠를수록 문제음주의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신명식 그 외 사회(Chermack, 2000; Schuckit, 2000; , 2002).

적 지지 생활만족도 자기효능 거주환경 가족의 음주력 등, , , ,

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며박종순 흡연 우울정도( , 2000), , ,

스트레스도 문제음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신명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흡연 자( , 2002), , ,

기효능 우울 스트레스 및 가족의 음주력에 관한 사항을 고, ,

려하지 못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

었다.

청소년 부모는 연령적으로 볼 때 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

어 있고 과음이나 폭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최승희 등 이들의 음주는 개인차원을( , 2001),

넘어서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모가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자

녀가 문제음주가 될 위험이 높다(McDermott 1984; Goodwin,

곽정옥과 김영복 박종순 김남초 등1985; , 1997; , 2000; , 2003)

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음주는 청소년 자녀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정확한 음주실태와ㆍ

문제음주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보다 심각한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으로 진전되지 않

도록 문제음주를 예방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며 가정과 직장, ,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적정음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해갈 때 청소년 자녀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개구 관내 개 중1 26

고등학교의 부모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2,522 2002 11 5

월 일까지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11 22

음과 같다.

의 부모가 음주경험이 있었고 가 현재도 음주를89.1% 87.5%

하고 있었다 의 부모가 주 회 이상 음주하고 있으며. 26% 2

는 회 음주량이 잔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문제음주와9.4% 1 10 .

알코올 남용 의존을 구분하기 위해 을 통해 비교한, AUDIT

결과 문제음주에 해당하는 점 이상 점 미만인 경우는8 12

점 이상으로 알코올 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비율16.3%, 12

은 로 적지 않은 수의 부모가 문제음주나 알코올 남용28.6%

및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 및 직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적

정음주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 및 음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음주습관을

바꿀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청소년 부모의 음주행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규적으

로 실시되어 음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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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음주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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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lcohol drinking pattern of parents and to analyze drinking related

factors in problem drinking among adolescent's parent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ing from November 5th to 22th in 2002. Those are 2,522 parents of the students of the 1st and 2nd grade

who were selected randomly among 26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ocho-gu, Seoul. Data was analyzed

using SAS program that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1. For frequency of drinking, 33.1% of the subjects responded to drink two-four times a month, 26.0%

drink more than two times a week. 2. For the amount of drinking, 29.6% drink one or two glasses while 9.4%

drink over ten glasses at a time. 3. The mean AUDIT score was 8.27± 7.02(score of range: 0- 40). 4. Based on

AUDIT score, drinkers with less than eight point from AUDIT(normal group) were 55.1%, from more than eight

point to less than twelve point from AUDIT(problematic drinker) were 16.3%, and more than twelve point from

AUDIT(alcohol abuse and dependency) were 28.6%. 5. Based on more than twelve point from AUDIT,

female(mother), high school and, have religion, housekeeper were the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counter parts.

Conclusion: Alcohol drinking pattern and level of drinking of their parents links to their children's drinking and

results in family, social, and national loss. Active prevention is needed. Specially, pertinent education about

drinking and public education for mothers who are housekeepers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centrated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problematic drinker so alcohol abuse and dependency can be reduced.

Key words : Drinking pattern, Problem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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