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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2001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율이 영국 프랑스, ,

러시아 등 유럽 국가와 중국 다음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로 남자는 여자는20 69.8% 82.7%,

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도 음주율이 대에 급격히 증가59.5% 20

하여 대 여자가 인데 비해 대 여자는 를 보10 29.0% 20 80.7%

였다 연도별로는 년에 급증한 여자의 음주율이 여전히. 1998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등(32.1%)

도 이상의 여성 음주율도 세 이상 성인의 이자 음주20 16.7% ,

자의 이어서 음주형태 변화를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요57.8%

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세 이상 여자 음주자의 는 국. 20 10.5%

제기준에 의한 알코올 의존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 2003).

한편 요즈음 우리나라의 가정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전통적

가족제도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통제력이 많이 약

화되었고 가족 분위기도 개방적으로 바뀌어 음주를 제재하는

부모의 제동적 역할수행이 적어졌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중고.

등학교 시절까지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고 강압적인 규율과

제약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행동의 제약이 없어져 음주가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었다 또.

한 성인 사회의 과음성향과 쾌락추구 경향이 만연되면서 대

학생들의 성인풍토에 대한 관찰기회가 증가하였고 특히 성인

이 과음한 후에 나타내는 행동을 모방할 기회가 증가함에 따

라 무질서한 음주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이근철 이러( , 1987).

한 현상으로 특히 대학 입학 철에는 대학생 음주로 인한 사

고가 발생하고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체육대회 등, , MT,

거의 모든 행사에서 음주행위를 하고 있으며 음주 후 음주운

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도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음26.1%

주운전의 위험도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또한 과음상태에서는 자제력이 약화되고 공격심이 증2001a).

가해 비행 행동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음주가 폭력 등의 비행

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청소년대책위원회 이는 생리( , 1985).

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과음으로 인해 자제

력이 상실되어 공격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여대생에게는 폭력 특히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사료된다 대학생의 음주행위의 특성은 높은 음주율과 폭음. ,

잦은 음주이며 여대생의 월간 음주율도 로 미국 대학생89.2%

음주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빈도에서도 일86.0% .

주일에 회 이상 음주하는 대학생이 나 되며 평소 음2-3 32.1%

주량도 여대생의 경우 잔 잔 를 차지하여3-4 31.9%, 5-6 24.1%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또한 여학생의 가 일주일에. 19.1% 1

회 이상 폭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 2001b).

술은 성숙한 성인보다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기에 더 큰 피

해를 입히며 범죄 및 비행으로 연결되기 쉽다 또한 기억력.

감퇴와 학습능력을 저하시킨다 술에는 주요 영양성분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거를 경우 영양결핍 영양장애로 신체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술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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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에 비해 술에 약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수분.

이 적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시고도 남성보다

쉽게 취하게 되어있고 그 결과 과음으로 인한 피해도 남성보

다 손쉽게 빨리 받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뇌 췌. ,

장 및 간의 손상을 더 쉽게 받으며 매일 음주자의 경우 유방

암의 발생위험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과음은 생리통. ,

생리불순 조기폐경 불임 태아성 알코올증후군 등을 초래할, , ,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음주대책은 학교를 통한 형식적인 교육과

음주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일부 사회기관에서 치료상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음주예방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여대생에게 술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술이 미칠 수 있는 폐해들을 알리

며 음주 대안문화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형성과 보

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의 종속변수인 음주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파

악하기 위해 음주강도 차원과 음주문제 차원의 정도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조희 또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 , 2000).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야 하는데 여대생의 음주 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성격 특히 새로운 경험을 추구,

하는 성향은 음주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

타났고 위해회피 성향은 음주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신행우 알코올 남용과 감각 추구 성( , 1998).

향 및 불안과 우울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경우 대학생의 과,

음과 문제성 음주를 야기시키는데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음주행위에(Brown & Munsion, 1987).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인은 음주행위 음주태도 부모자녀, , -

관계로서 음주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자녀로 하여

금 음주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음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친구(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의 음주빈도 역시 대학생의 음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친

구와의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친구의

음주규범 음주행위 음주태도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 ,

타났다 따라서 음주는 친구의(Bahr, Marcos & Morgen, 1995).

압력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이러한 과정은 집단 내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상태에서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행위수행을 위한 중요

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Aas, Klepp, Laberg & Aaro, 1995).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

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대 역시 음주의 동기로 작

용하고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이

음주할 때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음주행위가 증

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Oei & Baldwin,

또한 문제성 음주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비난을 많이1994).

하고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자녀의 요구나 감정에 민감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정서적인 지지를 오

히려 자녀에게서 기대하기도 하므로 자(Jones & Houts, 1992)

녀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응집력이 낮고 서로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며 가족 내의 전반적인 갈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Werner & Broida, 1991).

나 태도가 자녀가 음주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윤희 등 가족응집력의 지( , 1998)

각정도에 따라 대학생의 음주행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대생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

게 개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여 성격 우울 부모 친구의2 , , ,

음주빈도 가족응집력과 같은 음주 관련 요인과 자기효능 음, ,

주 결과기대 같은 인지적 요인이라 하겠다조희 최정( , 2000;

아 이유리 신행우, 1997; , 1997; , 1998; Carey & Correia, 1997;

Wall, & McKee, 1998).

이상의 변인들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

정되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음주에 관해 구별

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주에 관한 여성

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여성의 독특한 특성에 맞는 성 구

분적 대책을 강구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 우울, ,

부모와 친구의 영향인 음주관련 요인과 자기효능 및 음주결

과 기대인 인지적 요인을 이용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를 분석하고 규명하여 여대생 음주예방 및 금주와 관,

련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관련 요

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규명하여 여대생 음주 예방 및,

금주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음주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여대생의 음주 행위와 관련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여대생의 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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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행위•

음주강도와 음주문제의 점수에 가중치를 주어 하나의 음주

행위 값으로 산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음주강도는 음주량과 빈도를 말하며 음주시의 음주량과 빈

도 및 마신 술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을 곱하여 측정한 점수

를 말하며 음주문제는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해 생기는 장 단기 문제들로,

서 신행우 가 개발한 음주문제 측정도구를 조희 가(1998) (2000)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유혹을 거절(Bandura, 1986),

하는 자신의 통제능력을 이 개발한 거절에 대Aas et. al.(1995)

한 자기효능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Brown,

본 연구에서는Christiansen & Goldman, 1987), Goldman,

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Brown & Christiansen(1987)

검사 척도를 조희 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긍정적(2000)

기대정도 점수를 의미한다.

성격•

개인이 환경과 자신에 대해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

하는 내적인 특성을 가진 행동양상으로(Wilson & Kneisl,

본 연구에서는 가 제안한 차원의 성격1988) Cloninger(1991) 3

검사 를 기초로(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TPQ)

신행우 조희 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새로운 경험추(1998), (2000)

구 위해 회피 보상 의존성 등 성격차원을 측정한 점수를 의, ,

미한다.

가족 응집력•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로(Olson,

가족 구성원의 과잉 분리된 상태에서Portner & Lavee, 1985),

연결된 상태로 갈수록 심리적 유대가 높아져 가족 응집력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Olson et. al.(1985) Circumplex

을 근거로 개발한Model FACES (Family Adaptability andⅢ

중 가족 응집력을 측정한 점수Cohesion Evaluation Scale )Ⅲ

를 의미한다.

우울•

정서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근심 걱정, ,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로, ,

김윤희 등 본 연구에서는 의 우울 측정 도( , 2001) Zung(1965)

구를 신석철 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977) .

부모의 음주빈도•

평상시 부모의 음주 빈도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인지,

한 아버지의 음주빈도 어머니의 음주빈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친구의 음주빈도•

평상시 친구의 음주빈도로 대상자가 인지한 친구의 음주빈,

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가 충남 대학교와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K K

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여대생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제한

적이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음주행위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개

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그림 연구의 개념 틀은 선행연구< 1>.

에서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음주강도와 음주문제로 설명하였고

음주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으로 음주행위 촉진요인인

음주영향 요인들 이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과 인지적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음주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

해 음주강도 차원과 음주문제 차원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조 희 또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 2000).

관련 요인에는 성격 특히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은 음,

주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위해회피

성향은 음주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신(

행우 조 희 최정아, 1998). Carey & Correia(1997), (2000),

이유리 신행우 와 는(1997), (1997), (1998) Wall & McKee(1998)

여대생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 우울 부모, , ,

친구의 음주빈도 가족응집력과 같은 음주 관련 요인과 자기,

효능 음주 결과기대 같은 인지적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

은 대학생의 과음과 문제성 음주를Brown & Munsion(1987)

야기시키는데 불안과 우울 낮은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는 문제성 음주자Werner & Broida(1991)

인 부모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응집력이 낮고 서로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며 가족 내의 전반적인 갈등이 많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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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는 친구의 압력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이러한 과

정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상태에서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은 음주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행위수행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하였으며(Aas,

친구의 음주빈도 역시 대학생의Klepp, Laberg & Aaro, 1995)

음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와의 인간적인 교제를 통

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친구의 음주규범 음주행위 음주, ,

태도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ahr, Marcos &

Morgen, 1995).

인지적 변인인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를 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대 역시

음주의 동기로 작용하고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지각에 영향

을 미쳐 대학생이 음주할 때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

수록 음주행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

다(Oei & Baldwin, 199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 가족응집력 우울 부모의 음주빈도 친구의, , , ,

음주빈도의 음주관련 변인과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음주결과,

기대의 인지적 변인을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시의 대학교와 교육대학교에K K K

다니는 여대생으로 평소 음주의 경험이 있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참여를 수락한 여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34 .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음주행위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

음주 결과기대 성격 가족 응집력 우울 도구이다, , , .

음주 행위•

음주 강도 음주시의 음주빈도 음주량 마시는 술의 에탄: , ,∙

올의 양을 곱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음주빈도는 거의 매일 마신다 점 일주일에 회 마신‘ ’ 7 , ‘ 3-4

다 점 일주일에 회 마신다 점 한달에 회 마신’ 6 , ‘ 1-2 ’ 5 , ‘ 2-3

다 점 한달에 회 정도 마신다 점 일년에 회 마’ 4 , ‘ 1 ’ 3 , ‘ 5-6

신다 점 마시지 않는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2 , ‘ ’ 1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음주량은 맥주 소주 막걸리 기타의 음주량을 마시지 않, , , ‘

는다 점에서 반병마다 점씩 증가하여 병 이상 점으’ 1 1 ‘5 ’ 11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음주 문제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해 생기는 결석 지각 성적 저하 등 학업, ,

수행상의 문제 집중력 저하 기억력감퇴 분노 우울 등의, , , ,

정신건강문제 싸움 폭행 범법행위 등 인간관계 및 사회, , ,

적응문제와 같은 장 단기 문제로 신행우 가 개발한, (1998)

음주문제 측정도구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 척도20 , 5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조희.

의 연구에서는 이었고 본 연구에(2000) Cronbach's = .83α

서는 였다Cronbach's = .85 .α

그림 개념적 기틀< 1>

음주영향요인음주영향요인음주영향요인음주영향요인

성격

가족응집력

우울

일반적 특성일반적 특성일반적 특성일반적 특성 부모의 음주빈도

연령 종교, 친구의 음주빈도 음주행위음주행위음주행위음주행위

동아리 활동 음주강도양빈도( , )

경제 상태 음주문제

한달 용돈

인지적요인인지적요인인지적요인인지적요인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음주결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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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

음주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이 개발한 자기 효능 척도 문항으, Aas et. al.(1995) 7

로 측정하였으며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 5

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희 의 연구에서는. (2000) Cronbach's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였다= .86 Cronbach's = .79 .α α

음주 결과 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과 이 개발한 청Goldman, Brown Christiansen(1987)

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 척도를 조희 가 수정 보완한 도(2000)

구인 문항으로 이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16

음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조희. (2000)

의 연구에서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 .80α

이었다Cronbach's = .76 .α

성격•

여대생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가 제안한Cloninger(1991) 3

차원의 성격검사를 기초로 신행우 가 수정한 도구인(1998) 45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이분 척도로서 새로운 경

험추구 위해 회피 보상 의존성의 성격차원으로 구분되었다, , .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

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기분이 들뜨고 단조로움을 참아내,

지 못하고 새로움에 대한 빈번한 탐색적 활동을 즐기는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탐색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흥분을 잘, ,

하고 성미가 급하며 사치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특징 지, ,

워진다.

위해회피 성격 처벌이나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

를 보이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으며 두려움과, ,

수줍음을 느끼며 억제되어 있고 쉽게 피로해지며 근심이, ,

많은 사람들로 특징 지워진다.

보상의존 성격 사회적 승인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이전에:∙

승인되어온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지닌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고 인정이 있으며 감상적이고 이들, ,

은 또한 칭찬과 사회적 단서들에 매우 민감한 사람으로 특징

지워진다.

조 희 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2000) Cronbach's

위해회피 성격 보상의존 성격= .76, Cronbach's = .79,α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Cronbach's = .78α

성격 위해회피 성격Cronbach's = .73, Cronbach's = .70,α α

보상의존 성격 이었다Cronbach's = .67 .α

가족 응집력•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로 Olson et.

이 을 근거로 개발한 에서al.(1985) Circumplex Model FACESⅢ

가족 응집력인 정서적 결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제 여, , ,

가 시간 및 친구의 공유 활동의 공유와 행사 참여인 문항, 10

으로 측정하였으며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5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봉전 의 연구에서는. (2001) Cronbach's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80 Cronbach's = .86 .α α

우울•

의 우울 측정 도구를 신설철 이 수정한Zung(1965) (1977) 20

문항의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4 ,

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희 의 연구에서는. (2000) Cronbach's =α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78 Cronbach's = .67 .α

부모의 음주빈도•

평상시 대상자가 인지한 부모의 음주빈도를 측정한 것으로,

아버지의 음주빈도 어머니의 음주빈도를 의미한다 마시지, . ‘

않는다 점 년에 회 점 달에 회 점 달에 회’ 1 , '1 5-6 ' 2 , '1 1 ' 3 , '1 2-3 '

점 주일에 회 점 주일에 회 점 거의 매일 마신4 , 1 1-2 ' 5 , 1 3-4 ' 6 , ‘

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 7

로 대상자가 인식함을 의미한다.

친구의 음주빈도•

평상시 대상자가 인지한 친구의 음주빈도를 측정한 것으로,

마시지 않는다 점 년에 회 점 달에 회 점 달‘ ’ 1 , '1 5-6 ' 2 , '1 1 ' 3 , '1

에 회 점 주일에 회 점 주일에 회 점 거의2-3 ' 4 , 1 1-2 ' 5 , 1 3-4 ' 6 , ‘

매일 마신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가 음주를 많이’ 7

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인식함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02 4 1 4 20

였으며 충남 시의 대학교와 교육대학교에 다니는 여대, K K K

생을 대상으로 평소 음주의 경험이 있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면서 참여를 수락한 여학생 명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134

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

접 기록하게 한 후 자료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일부는 을 이용하여SPSS Win 10.0 Program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음주행위는 음주강도와 음주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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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는데 이를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음주강도는 음주빈도와 음주량 마시는 술의 에탄. ,

올 량을 곱한 점수를 표준화시켰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다변량 분석 중 정준상관SAS (canonical

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correlation) . ,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 성격 가족응집력 우울 친구의 음주, , , ,

빈도 부모의 음주빈도과 종속변수인 음주행위의, canonical

은 이었고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correlation 0.561 p<.0002

나타났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들의 상관 관계를 가장 높게 하는 함수식을 만들어야하기 때

문에 음주강도에는 를 음주문제에canonical coefficient(0.0415) ,

는 의 가중치를 주어서 더했다 그canonical coefficient(1.1789) .

결과 독립변수와의 정중상관이 가장 높아졌으므로 이를 이용

해 음주행위를 만들었다.

따라서 독립 변수군과 종속 변수군 간의 상관관계는

으로 음주행위에 영향하는 변수의 확인을canonical correlation ,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로 분석하였다Cronbach's .α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연령은 만 세 이하가 명 세가20 91%(122 ), 21-24

명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세이8.2%(11 ) 19.56

었다 동아리 활동여부는 명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52.2%(70 )

있으며 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44%(59 ) .

제상태는 보통이다가 명로 가장 많았고 어렵다가‘ ’ 69.4%(93 ) ‘ ’

명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의 용돈 정도는 만20.1%(27 ) . ‘10-20

원이 명 만원 미만이 명 만원’ 52.2%(70 ), ‘10 ’ 35.8%(48 ), ‘20-30 ’

이 명로 나타났다9.7%(13 ) .

음주관련 특성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대상자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한 달에 회가 명‘ 2-3 ’ 29.9%(40 ),

일주일에 회가 명이었고 한 달에 회 정도가‘ 1-2 ’ 21.6%(29 ) , ‘ 1 ’

명 일년에 회가 명로 나타났다 마시20.9%(28 ), ‘ 5-6 ’ 18.7%(25 ) .

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가 명로 가장 많았고‘ ’ 34.3%(46 )

소주 맥주와 막걸리가 명로 많았다‘ ’, ‘ ’ 26.9%(36 ) .

아버지의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회가 명로 가‘ 1-2 ’ 23.1%(31 )

장 많았고 마시지 않는다도 명이었다 어머니의 음‘ ’ 19.4%(26 ) .

주빈도는 마시지 않는다가 명로 가장 많았고 일년‘ ’ 51.5%(69 ) ‘

에 회도 명였다 친구의 음주빈도는 한달에5-6 ’ 27.6%(37 ) . ‘ 2-3

회가 명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회가’ 26.9%(36 ) ‘ 1-2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34
특성 구분 빈도 % 평균

연령 세 이하20 122 91.0 세19.56

세21-24 11 8.2

세 이상25 1 0.7

동아리활동 유 70 52.2

무 63 47.0

종교 유 59 44.0

무 72 53.7

경제상태 넉넉함 5 3.7

보통 93 69.4

어려움 27 20.1

매우 어려움 8 6.0

한달용돈 만원미만10 48 35.8

만원10-20 70 52.2

만원20-30 13 9.7

만원30-40 3 2.2

표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2> N=134
특성 구분 빈도(%)

음주 빈도 회년5-6 / 25(18.7)

회월1 / 28(20.9)

회월2-3 / 40(29.9)

회주1-2 / 29(21.6)

회주3-4 / 8( 6.0)

거의 매일 마신다 4( 3.0)

마시는 술의 종류 맥주 18(13.4)

소주 11( 8.2)

맥주 소주+ 46(34.3)

맥주 소주 막걸리+ + 36(26.9)

기타 23(17.2)

아버지의 음주빈도 마시지 않는다 26(19.4)

회년5-6 / 16(11.9)

회월1 / 14(10.4)

회월2-3 / 25(18.7)

회주1-2 / 31(23.1)

회주3-4 / 17(12.7)

거의 매일 마신다 3( 2.2)

어머니의 음주빈도 마시지 않는다 69(51.5)

회년5-6 / 37(27.6)

회월1 / 10( 7.5)

회월2-3 / 11( 8.2)

회주1-2 / 5( 3.7)

회주3-4 / 0( 0.0)

거의 매일 마신다 2( 1.5)

친구의 음주빈도 마시지 않는다 10( 7.5)

회년5-6 / 19(14.2)

회월1 / 13( 9.7)

회월2-3 / 36(26.9)

회주1-2 / 32(23.9)

회주3-4 / 18(13.4)

거의 매일 마신다 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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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일주일에 회가 명로 나타났다23.9%(32 ), ‘ 3-4 ’ 13.4%(18 ) .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의 서술 통, ,

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거절의 자기효능은 점 만점에 평균5

점으로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음주결과 기대는3.07

이분 척도로서 평균 점으로 대체로 긍정과 부정의 중간정1.43

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상시 음주 빈도는 점. 7

만점에 점으로 일주일에 회에서 한 달에 회 정도3.84 1-2 2-3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 음주량은 점 만점에1 11

점으로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2.63 .

또한 아버지의 평상시 음주 빈도는 점 만점에 점으로 한7 3.62

달에 회에서 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1 2-3

평상시 음주 빈도는 점 만점에 점으로 거의 마시지 않거7 1.91

나 일년에 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평5-6 .

상시 음주 빈도는 점 만점에 점으로 한 달에 회에서7 4.04 2-3

일주일에 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의 음주빈1-2

도가 가장 높았다 성격은 점 만점에서 새로운 경험추구형. 1 ‘ ’

이 점 위해 회피형이 점 보상 의존형이 점으로0.45 , ‘ ’ 0.55 , ‘ ’ 0.58

나타났고 우울은 점 만점에 점으로 중간 정도의 우울을4 2.19

나타냈다 가족 응집력은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보통. 5 3.39

이상의 응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문제는 점5

만점으로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점 행동상의 문제1.41 ,

가 점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점으로 음주문제 발1.20 , 1.33

생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강도는 점 만점에. 151

점으로 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행위는9.41

점 만점에 점으로 나타나 음주행위 역시 심각하지 않8.6 1.91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음주 행위와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음주 행위는 경제 상태 친구의 음주 빈도(r=.291, p=.001),

새로운 경험 추구성격 과 통(r=.494, p=.000), (r=.197, p=.026)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친,

구의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이 높을수,

록 음주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응집력은.

경제 상태 보상의존 성격 우(r=-.206, p=.017), (r=.252, p=.004),

울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경(r=-.249, p=.004)

제 상태가 낮을수록 보상의존 성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

수록 가족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경제 상태.

위해회피 성격 과 보상의존(r=.196, p=.025), (r=.297, p=.001)

성격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r=-.241, p=.006)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위해회피 성격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

고 보상의존 성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존 성격은 경험추구 성격 과 통계적으(r=.298, p=.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보상의존 성격이 높을수록 경험

추구 성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결과 기대는 한달 용.

돈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한(r=.227, p=.009)

달 용돈이 많을수록 음주결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은 친구의 음주 빈도(r=-.180, p=.044)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친구의 음주 빈도가

낮을수록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

구의 음주 빈도는 한달 용돈 과 통계적으로 유(r=.254, p=.003)

표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3>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범위

거절의 자기효능 3.07 ± .77 1-5

음주결과 기대 1.43 ± .17 1-2

음주빈도 3.84 ± 1.29 1-7

음주량 2.63 ± 1.86 1-11

아버지의 음주빈도 3.62 ± 1.79 1-7

어머니의 음주빈도 1.91 ± 1.28 1-7

친구의 음주빈도 4.04 ± 1.59 1-7

성격 새로운 경험추구 0.45 ± .22 0-1

위해 회피 0.55 ± .16

보상의존 0.58 ± .32

우울 2.19 ± .31 1-4

가족응집력 3.39 ± .59 1-5

음주문제 직업 및 사회적 기능손상 1.41 ± .52 1-5

행동상의 문제 1.20 ± .30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1.33 ± .40

음주강도 9.41 ±18.51 0-151

음주행위 1.91 ± .95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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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친구의 음주 빈

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음주 빈도는 아버지의.

음주 빈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r=.273, p=.002)

보여 아버지의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음주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은 경제 상태. (r=-.270,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 상태가p=.002)

좋을수록 한달 용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대상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5>.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인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음주결과 기대 유형의 성격 가족응집력, , 3 , ,

우울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빈도 및 경제상태를 포함, ,

하여 분석한 결과 음주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

인은 친구의 음주빈도로 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경제상21%

태가 를 설명하였고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이 를 설명8% , 3%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개의 변수가 음주행위를 설명3 32%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음주 행위 영향요인< 5>
변수 β R R

2
t score p value

친구의 음주빈도 .40 .46 .21 4.84 .000

경제 상태 .28 .54 .29 3.47 .001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19 .57 .32 2.06 .042

논 의

여대생의 음주 관련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인 여대생의 음주빈도를 보면 점 만점에서7

평균 점으로 과반수 이상 이 일주일에 회에서3.84 (51.5%) 1-2

한 달에 회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간 음2-3

주율이 명나 되었다 한 달에 회 마신다가81.3%(109 ) . 2-3

명 일주일에 번 마신다가 명 내지는29.9%(40 ), 1-2 21.6%(29 )

번 마신다가 명이었으며 이보다 더욱 심해 거의 매3-4 6.0%(8 )

일 마신다고 응답한 여대생도 명나 되었다 마시는 술3.0%(4 ) .

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명34.3%(46 )

로 가장 많았고 소주 맥주와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명로 많았다 음주량은 점 만점에 점으로 반26.9%(36 ) . 11 2.63

표 음주 행위와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4>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 1.000

X2
-.270**

p=.002
1.000

X3
.053

p=.548

-.080

p=.363
1.000

X4
.153

p=.079

-.113

p=.194

.273**

p=.002
1.000

X5
.112

p=.201

.254**

p=.003

.095

p=.281

.083

p=.340
1.000

X6 .129

p=155

-.006

p=.944

.051

p=.573

-.065

p=.473

-.180*

p=.044
1.000

X7
.053

p=.546

.227**

p=.009

.091

p=.306

.018

p=.835

.048

.585

-.043

p=.639
1.000

X8
-.028

p=.756

.116

p=.198

-.014

p=.880

-.079

p=.383

-.033

p=.716

.080

p=.383

.104

p=.246
1.000

X9
-.024

p=.783

.057

p=.522

.075

p=.402

-.130

p=.141

-.122

p=.167

-.067

p=.468

.103

p=.250

.011

p=.900
1.000

X10
-.081

p=.360

.019

p=.826

-.073

p=.409

.061

p=.487

.040

p=.647

.055

p=.544

.111

p=.212

.298***

p=.001

-.071

p=.424
1.000

X11
.190*

p=.025

-.146

p=.094

-.080

p=.366

.059

p=.501

-.001

p=.990

-.065

p=.475

.165

p=.061

.056

p=.534

.297***

p=.001

-.241**

p=.006
1.000

X12
-.206

p=.017

.082

p=.349

.090

p=.306

-.019

p=.831

.069

p=.429

-.047

p=.600

-.035

p=.694

-.009

p=.920

.003

p=.969

.252**

p=.004

-.249**

p=.004
1.000

X13
.291***

p=.001

.089

p=.313

-.035

p=.689

.072

p=.415

.494***

p=.000

-.055

p=.544

.037

p=.678

.197*

p=.026

-.086

p=.334

.009

p=.918

.027

p=.761

-.078

p=.371
1.000

경제상태 한달용돈 아버지의 음주빈도 어머니의 음주빈도X1. X2. X3. X4.

친구의 음주빈도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음주결과기대 경험추구성격X5. X6. X7. X8.

위해회피성격 보상의존성격 우울 가족응집력 음주행위X9. X10. X11. X12. 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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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서 한 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는 점. 5

만점으로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점 행동상의 문제1.41 ,

가 점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점으로 음주문제 발1.20 , 1.33

생 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성수 등 의 연. (2000)

구보건복지부 에 인용됨에서 대학생 문제음주 예방을( , 2001a )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 월간

음주율이 일주일에 회 이상을 음주하는 대학생의89.2%, 2-3

비율이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32.1% (56.0%)

의 여대생이 하루에 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보고한 결과3-6

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알코.

올을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은 남자의 경우가 더 많겠지만

가정의 제사 때 음복과 같은 예절에서 부터 술을 마시게 되

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친구와의 수학여행 소풍 등의 모임, ,

을 통해 접하게 되며 대학생 때는 부모와 교사의 규제가 적

어진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술을 접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회 정도 소주나 맥주 막걸리와 같은 술을 손쉽게2-3 ,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음주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가정적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는 경우 성인이 되어가면서 가정과 사

회생활 가운데 음주의 빈도와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로 인해 음주 문제 발생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

다고 하겠다 또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건강상태.

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능력,

도 미숙한 시기이므로 같은 양의 음주도 성인에 비해 그 결

과 및 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발달 과정 중이므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남용, ,

중독 상태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여대생의 음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음주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평생 음주에 의,

존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 및 회복이 어렵고 사회에 정상적으

로 복귀할 가능성도 희박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음주행위.

가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성의 건강

을 보호 증진하고 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

램을 적용함으로서 근본적으로 여대생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켜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는 수.

단으로 술을 이용하는 사회적인 습관이 없어져야 하고 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자연스런 문화가 정착되어

야 한다고 사료된다.

여대생의 음주 행위 영향 요인
음주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친구의 음주

빈도로 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경제상태 새로운21.0% 8.0%,

경험추구 성격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의 변수가 음3.0% . 3

주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 는 음32.0% . (2000)

주행위 구성성분인 음주강도와 음주문제 중 음주강도는 위해

회피 부모의 음주빈도 친구의 음주빈도 거절의 자기효능, , , ,

음주결과 기대 음주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친구가 가장 큰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최명숙 임미영과 윤영미 의, (2002)

한국 대학생 음주행위 예측모형의 성별분석 결과 여대생은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 거절에 대, ,

한 자기효능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박봉전 은 음주행위의 하위변인인 음주빈도. (2001)

가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기대가,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행위의 하위변인인 음주

량은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태도가 음주문제는 친구, ,

의 음주빈도 음주친구의 수 음주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

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서 청년기는 친구와 집단을 형성하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친구의 음주빈도가 높은 경우에 가장 큰 영

향을 받게 되며 자주 음주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여대생이 잦은 음주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개인적

인 측면에서는 술친구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함께 어울려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여

가선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

견과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하겠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장소나 술잔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의식도 함양

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음주와 성폭.

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성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가해자측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

방어할 수 있는 판단이나 운동능력이 떨어진다피해자측 가( ).

해자의 피해자의 가 사건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50%, 31%

나타났으며 여자가 술을 취하게 마시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

였다보건복지부 보사연 여대생은 음주를 하는 친구( , , 2001).

들이 반드시 동성의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

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성 친구와 선후배와의 술자리

를 빈번하게 할 경우 과음을 초래하기 쉽고 이는 공격적 행

동과 폭력 발생을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임을 감안할 때 성과 관련된 즉흥

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발생하기 쉽고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의 성 건강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 희 경 외

214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2), 2004 4

이러한 대학 사회의 음주 문화 형성은 일회성의 절주 홍보,

교육 전략보다는 교육과 홍보가 적절한 수준으로 상호 보완

되면서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장단기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계몽

함으로서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위해한 행동은 스스로 삼가면서 지나친 음주 문화가 아닌 건

전한 문화형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여야 하겠다 또한 대학생 스스로 절주 모임을 만들고 음주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수 있

는 장을 필요로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경제상태가 높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격이 음

주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건전한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

록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성향과 태도를 갖도록 격려하여야

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격 역시 음주에 대한 호기심,

과 관용적 태도를 여대생 스스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를 위한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 및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성의 건강은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의 요체로서 자녀,

와 가족의 평생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상기하고 만연한 대학생의 음주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바

꾸어나가는 교육과 계몽운동이 필요하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여대생의 음주가 친구의 영향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자

신의 성격 및 경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고 음

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건전한 시간활용 및 음주문화 형성

에 노력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만연한 대학생의 음주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변

화시키기 위하여 여대생의 음주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여 여대생의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여성의 건강

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대상은 충남 시에서 대핚을 다니는 여대생 음주자K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134 , 2002 4 1

부터 월 일까지이었다 연구도구로 음주 행위는 음주 강도4 20 .

와 신행우 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조희 가 수정한(1998) (2000)

도구인 음주 문제로 측정하였으며 거절의 자기 효능은, Aas

이 개발한 자기 효능 척도로 음주 결과 기대는et. al..(1995) ,

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 척Goldman et. al.(1987)

도를 조희 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성격 특성은 대학생(2000) ,

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 제안한 차Cloninger(1991) 3

원의 성격검사를 기초로 신행우 조희 가 수정 보(1998), (2000)

완한 도구로 가족 응집력은 이, Olson et. al.(1985) Circumplex

을 근거로 개발한 에서 가족 응집력을 박봉전Model FACESⅢ

의 연구 도구로 우울은 의 우울 측정도구를(2001) , Zung(1965)

신석철 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1977)l .

수집된 자료의 일부는 을 이용하여SPSS Win 10.0 Program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본 연구.

의 종속변수인 음주행위는 음주강도와 음주문제로 측정하였

다 음주강도는 음주빈도와 음주량 마시는 술의 에탄올 량을. ,

곱한 점수를 표준화시키고 프로그램의 다변량 분석 중SAS

정준상관 을 이용하였다 독립 변수군과(canonical correlation) .

종속 변수군 간의 상관관계는 으로 음주canonical correlation ,

행위에 영향하는 변수의 확인을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로 분석하였다Cronbach's .α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한 달에 회가‘ 2-3 ’ 29.9%(40∙

명 일주일에 회가 명이었고 한 달에 회), ‘ 1-2 ’ 21.6%(29 ) , ‘ 1

정도가 명 일년에 회가 명로 나타’ 20.9%(28 ), ‘ 5-6 ’ 18.7%(25 )

났다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가 명. ‘ ’ 34.3%(46 )

로 가장 많았고 소주 맥주와 막걸리가 명로 나, ‘ ’ 26.9%(36 )

타났다.

음주 행위는 경제 상태 친구의 음주 빈도(r=.291, p=.001),∙

새로운 경험 추구성격 과(r=.494, p=.000), (r=.197, p=.026)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 경제 상태가 좋을수

록 친구의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

이 높을수록 음주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친구의 음주빈도로 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경제상21.0%

태가 를 설명하였고 새로운 경험추구성격이 를8.0% , 3.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개의 변수가 음주행위를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0% .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여대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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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다양한 지역의 여성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음주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 창출∙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시 본 연구에서의 영향 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대학의 불건전한 음주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건강∙

관리 기관의 간호사 및 상담가가 절주 내지는 금주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대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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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ing behavior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health and prohibit of

alcohol consuming behavior. Method: The subjects were 134 female university students, studying at K university

and K educational university in Chungnam province from April 1 to 20, 2002. The instruments were the alcohol

consuming behavior scale, that is drinking intensity score, and alcohol problem developed by Shin(1998), refusal

self-efficacy scale by Aas et. al.(1995), alcohol expectancy by Goldman at. al.(1989), TPQ scale by

Cloninger(1991), depression scale modified by Shin(1977) using Zung(1965)' tool, family cohesion scale by Olson

at. al.(198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nonical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lcohol consuming behavior

was influence of friends-drinking(21.0%). A combination of economic status(8.0%), and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3.0%), accounted for 32.0% of the variance in alcohol consuming behavior. Conclusion: I recommended

that economic status, influence of friends drinking frequently, and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were contained of

the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decreasing the alcohol consum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Alcohol consuming behavior, Influence of friends, Personality,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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