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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health status and food habits of male college students in Wonju 

according to drinking behavior. A total of 204 (drinking group: 133, non-drinking group: 71) male college stu-

dents were recruited and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General characteristics, drinking-related 

factors, health status, and food habits were investiga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ver 21.0). The 

type of residence (P＜0.05) and obesity rate (P＜0.05)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rinking status. 

Frequency of drinking was 65.2%, and 39.9% of subjects started drinking upon entering college. The motiva-

tion to start drinking was ‘from necessity’. Reason for drinking was ‘Social relations’. The most frequent 

drinking opportunity in college was ‘membership training’. The favorite kind of drink was beer. Health status 

factor scores for ‘concerns about health (P＜0.05)’, and ‘smoking (P＜0.0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drinking 

group than those in non-drinking group. Food habits score (drinking group: 50.9 vs non-drinking group: 52.4, 

P＜0.01)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rinking group. Scores for ‘I have breakfast regularly (P＜ 0.05)’, ‘Do 

not eat the junk food often (P＜0.05)’, and ‘Do not eat out often (P＜0.05)’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drinking group. ‘Drink milk every da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rinking group.

Key words : drinking, health status, food habits, male college students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성장과 성적인 성숙 등의 신체적

인 발달이 활발한 시기는 아니지만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하다(Lee & Lee 2015). 하지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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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포함한 20대는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관심이 낮다(Kim 2003). 또한 식품 선택에 

있어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으나 고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생활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 잦은 결식, 

외식 증가, 과다한 음주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문제점이 높아지게 된다(Jin & You 

2010; Kim 등 2012; Yeon 등 2012). 

사회문화의 급속한 발달과 복잡성, 서구문화의 유

입으로 향락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무질서한 음주문

화가 대학 내에서 자리 잡은지 오래이며 이중 알코

올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

키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음주

를 하며 19세 미만의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Kang 등 2014). 대학생들의 음주는 각종 사건, 사고

를 가져오고 과음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영

향을 받는 상황 또한 심각하다(Wechsler 등 2001). 

대학생이 음주를 하는 이유가 친구들과 친교를 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In 2011), 음주문화는 대학생

들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 사이

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Kim & 

Jeong 2012). 이 시기에 잘못 길들여진 음주습관은 

일생동안 계속될 수 있고, 30대나 그 이후에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알코올 의존자나 중독자가 되어 일생을 그르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학시기에 올바른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Choi & Kim 2012).

2013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의하면 연간음주율(19세 이상, 표준화)은 평

균 77.0%이고, 남자 85.9%, 여자 68.7%이고, 월간음

주율(19세 이상, 표준화)은 평균 60.1%이고, 남자 

75.3%, 여자 45.7%이며, 고위험음주율(19세 이상, 표

준화)은 평균 12.5%이고, 남자 19.7%, 여자 5.4%로 

보고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간음주율과 월

간음주율은 남자와 여자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고, 

고위험률은 남자 40대, 여자 20대가 가장 높았다. 알

코올은 의존성이 큰 약물로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

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20세 이상 음주와 관

련된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율은 사회적 할인

율 3% 적용 시 2007년도에 약 3조 400억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 관련 사고로 인

한 조기사망비용은 약 2,480억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

망 비용은 3조 2,880억원에 달한다(Jeong 2011). 

Kim & Lim(2014)은 다량의 알코올에 장시간 노

출되면, 질소배설 증가와 음의 질소평형, 저혈당증

과 포도당 불내성, 지방산화 저해로 인한 지방의 축

적, 지방의 불완전 산화로 인한 케톤증 증가 등 대

사 장애 발병률의 증가와 불규칙하고 불균형된 식

사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알

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 영양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

선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음주문제로 인한 대

학생들의 사망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

면서 과도한 음주에 대한 문제들을 인지하여 대학

가에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

다(The Daegucshinmun 2015). Yoon 등(2009)은 음주

문제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약 2.4배 정

도로 높아서 남학생에게서 음주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련 연구(Bae 등 2007; Kang & Byun 2010; In 2011; 

Kim & Jeong 2012; Yeon 등 2012; Kim 등 2015; Lee 

등 2015)는 많으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관련 논문(Shin 등 2015)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주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에 따른 건강상

태와 식습관을 비교분석하여 건강에 미치는 위험요

소를 파악해서 본 대학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 관

련 교양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도 제

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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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Drinking (n=133) Non-drinking (n=71) Total (n=204) P-value

Age (years) 19.5±1.9
1)

19.4±1.8 19.4±1.9 0.650
2)

Type of residence Home 70 (52.6)
3)

45 (63.4) 115 (56.4) 0.045*

Dormitories 12 ( 9.0) 4 ( 5.6) 16 ( 7.8)

Boarding oneself 49 (36.8) 18 (25.4) 67 (32.8)

Relatives 2 ( 1.5) 4 ( 5.6) 6 ( 3.0)

Religion Christian 19 (14.3) 9 (12.7) 28 (13.7) 0.217

Catholic 7 ( 5.3) 5 ( 7.0) 12 ( 5.9)

Buddhist 33 (24.8) 20 (28.2) 53 (26.0)

None 74 (55.6) 37 (52.1) 111 (54.4)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10 ( 7.5) 2 ( 2.8) 12 ( 5.9) 0.172

200∼299 31 (23.3) 16 (22.5) 47 (23.0)

300∼399 36 (27.1) 23 (32.4) 59 (28.9)

400∼499 32 (24.1) 20 (28.2) 52 (25.5)

500≤ 24 (18.0) 10 (14.1) 34 (16.7)

Monthly allowance

(10,000 won)

＜10 8 ( 6.0) 2 ( 2.8) 10 ( 4.9) 0.191

10∼19 15 (11.3) 7 ( 9.9) 22 (10.8)

20∼29 36 (27.1) 24 (33.8) 60 (29.4)

30∼39 55 (41.3) 29 (40.8) 84 (41.2)

40≤ 19 (14.3) 9 (12.7) 28 (13.7)
1)

 Mean±SD
2)

 P-value by t-test
3)

 N (%)

*P＜0.05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원주에 위치한 일부 대학교의 남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다. 일부 대학교의 재학생 250명에게 설문지

가 배부하여 219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미비한 자료

를 제외하고 총 204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이용하

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음주 여부에 따라 음주군 

133명과 비음주군 71명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Song 2008; 

Choi & Kim 2012; Kim 등 2012; Kim & Jeong 2012)

를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고 고찰한 후 일반적 특성, 

신체계측자료, 음주 관련 요인, 건강상태, 식습관에 

관한 문항을 정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신장, 체중, 거주 형태, 종교, 

가계소득 등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직접 기입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

dex, BMI)를 산출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대한비만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에서 아

시아인을 대상으로 설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18.5kg/m
2
 미

만을 저체중, 18.5 이상 23.0kg/m
2
 미만을 정상체중, 

23.0∼25.0kg/m
2
 미만을 과체중, 25.0kg/m

2
 이상을 비

만으로 분류하였다. 

음주 관련 요인은 음주의 시작 시기, 음주를 시작

하게 된 동기, 음주 횟수, 음주량, 음주 종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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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Variables Drinking (n=133) Non-drinking (n=71) Total (n=204) P-value

Height (cm) 174.9±6.6
1)

175.1±7.5 175.0±7.1 0.384
2)

Weight (kg) 70.1±12.6 69.9±11.6 70.0±12.1 0.453

BMI
3)

 (kg/m
2
) 22.8±3.4 22.5±4.1 22.7±3.8  0.416

Obesity rate
4)

Underweight 14 (10.5)
5)

9 (12.7) 23 (11.3) 0.049*

Normal weight 71 (53.4) 45 (63.4) 116 (56.8)

Overweight 30 (22.6) 11 (15.5) 41 (20.1)

Obesity 18 (13.5) 6 ( 8.4) 24 (11.8)
1)

 Mean±SD
2)

 P-value by student’s t-test
3)

 BMI: Body mass index
4)

 Obesity rate: underweight (BMI＜18.5), normal weight (18.5≤BMI＜23.0), overweight (23.0≤BMI＜25.0), obesity (25.0≤BMI) 
5)

 N (%)

*P＜0.05

를 계속하는 이유, 음주 지출비용 등을 조사하고, 

건강상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질병유무, 건강상

태, 규칙적인 운동, 수면시간, 그리고 흡연 빈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식습관 문항은 식사의 규칙성, 

식사속도, 과식에 대한 ‘식사습관’ 관련 4문항과 곡

류, 육류, 채소, 과일, 우유 등 ‘식품군’ 관련 7문항, 

단 음식, 음식의 간, 가공 및 냉동식품, 콜레스테롤 

등 ‘생활습관병’ 관련 5문항, 영양지식의 활용 등 

‘건강’ 관련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IBM SPSS sta-

tistics 21 program (IBM, New York)을 이용하여, 평

균, 표준편차, 그리고 카테고리 변수간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자료의 유의성 검증은 일반적인 특성, 음

주 관련 요인 그리고 건강 관련 요인 chi-square로 

분석하고, 연령, 음주지식 문제,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문제, 그리고 식습관은 t-test로 분석하고,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평균연령은 음주군 19.5세, 비음주군 19.4세

로 나타났고, 거주 형태는 음주군은 ‘자택’에서 학교

로 통학 52.6%, ‘하숙’ 9.0%, ‘자취’ 36.8%, ‘친척집’ 

1.5%이고, 비음주군 ‘자택’에서 학교로 통학 63.4%, 

‘하숙’ 5.6%, ‘자취’ 25.4%, ‘친척집’ 5.6%로 두 군 

간에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종교는 두 

군에서 무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300∼ 

399만원’이 음주군 27.1%, 비음주군 32.4%로 가장 

높게 나왔고, 월평균 가용 용돈은 ‘30∼39만원’이 음

주군 41.3%, 비음주군 40.8%으로 나타났다. 

2. 신체계측자료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자료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평균신장은 음주군 174.9±6.6cm, 비음주군 175.1± 

7.5cm이고, 평균체중은 음주군 70.1±12.6kg, 비음주군 

69.9±11.6kg이며,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음주군 22.8± 

3.4kg/m
2
, 비음주군은 22.5±4.1kg/m

2
로 나타났다. 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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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drinkers.     N (%)

Variables
Drinkers 

(n=133)

Start of drinking Elementary school 2 ( 1.5)

Middle school 34 (25.5)

High school 44 (33.1)

College 53 (39.9)

Motive for drinking Curiosity 16 (12.0)

Stress 6 ( 4.5)

Admonition 21 (15.8)

From necessity 90 (67.7)

Reason of drinking Habit 15 (11.3)

Mental stability 32 (24.0)

Social relations 78 (58.7)

Others 8 ( 6.0)

Most frequent

opportunity for 

drinking in college 

Freshmen orientation 28 (21.0)

Membership training 69 (51.9)

Campus festival 36 (27.1)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1∼3 times/month 41 (30.8)

Once/week 34 (25.6)

2∼3 times/week 39 (29.3)

4 times/week≤ 19 (14.3)

Kinds of alcohol Beer 60 (45.1)

Soju 47 (35.3)

Makgeolli 15 (11.3)

Liquors and so on 11 ( 8.3)

Average daily alcohol 

intake (Soju)

bottle＜1/2 64 (48.8)

1/2≤bottle＜1 41 (30.1)

1≤bottle＜2 26 (19.6)

2≤bottle 2 ( 1.5)

Drinking

expenditure/month (won)

≤20,000 14 (10.5)

20,000∼40,000 26 (19.6)

40,000∼60,000 34 (25.6)

60,000∼80,000 40 (30.0)

80,000≤ 19 (14.3)

(18.5＜BMI) 비율은 음주군 10.5%, 비음주군 12.7%

이고, 정상체중(18.5≤BMI＜23.0) 비율은 음주군 53.4%, 

비음주군 63.4%이며, 과체중 이상(23.0≤BMI) 비율

은 음주군 36.1%, 비음주군 23.9%로 두 군 간에 유

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3. 음주 관련 요인

조사대상자의 음주 관련 요인은 Table 3와 같다. 

전체대상자 204명 중 133명 65.2%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의 시작 시기는 ‘대학교’가 

39.9%, ‘고등학교’ 33.1%, ‘중학교’ 25.5%, ‘초등학교’ 

1.5%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는 ‘사교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친구의 권유’ 15.8%, ‘호기심’ 

12.0%, ‘스트레스’ 4.5%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계

속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58.7%, 

‘심리안정’ 24.0%, ‘습관적으로’ 11.3% 순이고, 대학

생활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시기는 ‘MT(Mem-

bership Training)’로 51.9%, ‘대학축제’ 27.1%, ‘신입

생 오리엔테이션’ 21.0% 순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빈도는 ‘월 1∼3회’ 30.8%, ‘주 1회’ 

25.6%, ‘주 2∼3회’ 29.3%, ‘주 4회 이상’ 14.3%로 

나타났고, 알코올 종류는 ‘맥주’ 45.1%, ‘소주’ 35.3%, 

‘막걸리’ 11.3% 순서로 나타났다. 한번에 마시는 양

은 ‘소주 1/2병 이하’가 48.8%, ‘소주 1/2∼1병’이 

30.1%, ‘소주 1병 이상’이 21.1%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음주 지출비용은 ‘20,000원 이하’ 10.5%, ‘20,000∼ 

40,000원’ 19.6%, ‘40,000∼60,000원’ 25.6%, ‘60,000∼

80,000원’ 30.0%, ‘80,000원 이상’ 14.3%로 나타났다. 

4.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많다’와 ‘매우 많다’가 

음주군 34.6%, 비음주군 22.5%로 음주군에서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질병유무에 대해서는 

‘없음’이 음주군 86.5%, 비음주군 84.5%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좋다’와 ‘매우 좋다’가 음주군 46.6%, 

비음주군 42.2%로 나타났다. 

‘운동을 한다’는 음주군 75.9%, 비음주군 76.1%로 

나타났고, 수면시간은 ‘6∼8시간’이 음주군 69.9%, 

비음주군 64.8%로 나타났고, 흡연에서는 ‘금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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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drinking status.                                                             N (%)

Variables Drinking (n=133) Non-drinking (n=71) Total (n=204) P-value

Concerns about health Never 11 ( 8.3) 8 (11.3) 19 ( 9.3) 0.047*

Some 16 (12.0) 10 (14.1) 26 (12.7)

Normal 60 (45.1) 37 (52.1) 97 (47.6)

Much 34 (25.6) 11 (15.5) 45 (22.1)

Very much 12 ( 9.0) 5 ( 7.0) 17 ( 8.3)

Presence of disease Yes 18 (13.5) 11 (15.5) 29 (14.2) 0.513

No 115 (86.5) 60 (84.5) 175 (85.8)

Health condition Very poor 5 ( 3.6) 5 ( 7.0) 10 ( 4.9) 0.329

Poor 11 ( 8.3) 7 ( 9.9) 18 ( 8.8)

Normal 55 (41.3) 29 (40.9) 84 (41.2)

Good 47 (35.3) 20 (28.1) 67 (32.8)

Very good 15 (11.3) 10 (14.1) 25 (12.3)

Regular exercise Yes 101 (75.9) 53 (76.1) 154 (75.5) 0.524

No 32 (24.1) 18 (23.9) 50 (24.5)

Sleeping hours per day ≤5 29 (21.8) 20 (28.2) 49 (24.0) 0.254

6∼8 93 (69.9) 46 (64.8) 139 (68.1)

8＜ 11 ( 8.3) 5 ( 7.0) 16 ( 7.9)

Smoking amount per day None 58 (43.6) 37 (52.1) 95 (46.6) 0.041*

pack＜1/2 5 ( 3.8) 5 ( 7.1) 10 ( 4.9)

1/2≤pack＜1 32 (24.0) 17 (23.9) 49 (24.0)

1≤pack 38 (28.6) 12 (16.9) 50 (24.5)

*P＜0.05

주군 43.6%, 비음주군 52.1%, ‘1팩 이상’이 음주군 

28.6%, 비음주군 16.9%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5). 

5.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음주군 50.9±18.4, 비

음주군 52.4±18.4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P＜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침 식사를 제때

에 한다’(P＜0.05)는 음주군 2.7±1.3, 비음주군 3.0±0.9, 

‘정크푸드(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

지 않는다’(P＜0.05) 음주군 2.6±0.8, 비음주군 2.9±1.1,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P＜0.05) 음주군 

2.9±1.1, 비음주군 3.2±1.0으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우유를 매일 섭취한다’(P＜0.05)는 

음주군 2.7±1.3, 비음주군 2.3±1.1로 음주군에서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지식을 식생활에 활용

한다’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가장 낮은 점수

를 나타내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원주지역 일부 대학교 남자대학생 

204명(음주군 133명, 비음주군 71명)을 대상으로 일

반적 특성, 신체계측자료, 음주 관련 요인, 건강상태,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평균연령은 음주군 19.5세, 비음주군 19.4세로 나

타나 19세 미만의 학생들도 포함되어(Kang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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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 habits of subjects by drinking status.

Variables Drinking (n=133) Non-drinking (n=71) Total (n=204) P-value

Have three meals a day 2.9±0.8
1)

3.1±1.0 3.0±0.9 0.293
2)

Have breakfast regularly 2.7±1.3 3.0±0.9 2.9±1.1 0.031*

Have meals on time 2.6±1.1 2.8±0.9 2.7±1.0 0.114

Takes enough time to have a meal 3.2±1.0 3.1±1.0 3.1±1.2 0.264 

Do not eat too much 3.1±0.9 3.2±0.9 3.1±1.2 0.239 

Take grains every meal 3.5±0.9 3.5±1.0 3.5±1.0 0.695 

Take meat every meal 3.1±0.9 2.9±0.9 3.0±1.1 0.106 

Take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every meal 2.9±1.1 2.8±0.8 2.8±0.9 0.218 

Have food cooked with oil every meal 3.1±0.9 3.1±1.2 3.1±1.2 0.857 

Drink milk every day 2.7±1.3 2.3±1.1 2.5±1.6 0.034*

Have fruits every day 2.9±1.0 2.8±0.8 2.8±0.9 0.213 

Eat a variety of foods in each food group 2.9±0.9 2.9±1.1 2.9±0.9 0.758 

Do not eat junk food often 2.6±0.8 2.9±1.1 2.7±0.8 0.029*

Do not eat sweet food often 2.9±0.9 2.8±1.0 2.8±1.2 0.228 

Do not eat salty food 2.6±0.9 2.7±1.0 2.7±1.0 0.201 

Do not eat animal fat often 2.8±1.2 2.9±1.1 2.9±0.9 0.215 

Do not eat out often 2.9±1.1 3.2±1.0 3.1±1.0 0.027*

Apply nutrition knowledge to daily life 2.3±1.4 2.4±0.7 2.4±0.9 0.814

Sum of food habits 50.9±18.4 52.4±18.4 51.9±18.8 0.009**
1)

 Mean±SD
2)

 P-value by student’s t-test

*P＜0.05, **P＜0.01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 형태(P＜0.05)는 음주군

은 비음주군에 비해 ‘자택’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비

율은 낮고, ‘자취’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자택’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전체 평균은 56.4%로 Kwak 등

(2011)의 서울지역 대학생의 70.6%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의 특성상 통학거

리와 교통상의 어려움으로 학교 근처에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Lee & Lee 2015), 음주군에서 

자취비율이 높은 것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음주에 대한 노출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거

주형태가 음주 섭취량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은 식품 선택에 있어 스스

로 책임져야 하는 단계이나 막 고교생활에서 벗어

나 자유로워진 생활로 인해 과다한 음주 등 바람직

하지 못한 생활습관의 문제점이 높아지게 된다(Jin 

& You 2010; Kim 등 2012; Yeon 등 2012)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남학생 22.7kg/m
2
로 나타났고, 

이는 2013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의한 19∼29세의 남자 평균 체질량

지수 23.6kg/m
2
와 비교했을 때 0.9kg/m

2
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Yeon 등(2012)의 경기지역 남자대학생 

평균 체질량지수 22.1kg/m
2
보다는 0.6kg/m

2
 높고, Shin 등

(2015) 부산지역 남자대학생 평균 체질량지수 22.0kg/m
2

보다는 0.7kg/m
2
 높게 나타났다. 

저체중 비율은 음주군 10.5%, 비음주군 12.7%이고, 

정상체중 비율은 음주군 53.4%, 비음주군 63.4%이며, 

과체중 이상 비율은 음주군 36.1%, 비음주군 23.9%

로 두 군 간에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는 Park & Kim(2005)의 저체중의 비율은 남자대

학생 15.9%이고, 과체중 이상의 비율은 20.9%와 비

교하였을 때 저체중의 비율은 더 낮고, 과체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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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2012)의 저

체중 비율은 남자대학생 0.7%, 과체중 이상의 비율은 

34.0%와 비교하였을 때 본 조사 대상자들이 저체중 

비율은 높게 나타났고, 과체중 이상 비율은 낮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모두 평균 체질량지수

는 정상범위에 있으나, 과체중 이상의 전체 평균 

31.9%로 높게 나타났다. 과체중 이상인 경우 만성질

환의 발병 가능성 증가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염려되

므로(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올바른 체중관리 및 자신의 표준체중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추후 남자대학생 음주율과 체중과

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

단된다.

전체대상자 204명 중 133명 65.2%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hin 등(2015) 부산지역 남자대

학생 54.8%보다 높게 나타났고, You 등(2008)의 남

자대학생 음주 비율 78.6%와 2013년 국민건강통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의하면 성인

남자의 월간음주율은 75.3%, 19∼29세는 남자 81.2%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음주의 시작 시기는 ‘대학교’가 39.9%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등

(2015)의 52.4%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Kim & Jeong 

(2012)의 28.5%와 2013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평생음주자의 음주시작

연령은 19세 이상(표준화) 21.3%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78.7%와 본 조사대상자들의 60.1%가 대학 이

전에 음주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에서 음

주와 건강에 관한 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건전한 음

주문화 형성에 교육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67.7%로,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등(2015)의 61.9%, Kim & Jeong(2012)의 59.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음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In(2011)은 대학생이 음주를 하는 이

유가 친구들과 친교를 위해서라는 보고하였고, 

Oh(2012)는 원주지역 대학생들은 원만한 관계를 위

해서는 술이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편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Kim & Jeong(2012)은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

하는 활동에 술이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인식들이 

대학생의 음주를 익숙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이에 건강한 사회를 만

들기 위해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대학생활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

시는 시기는 ‘MT(Membership Training)’로 51.9%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1.0%로, 신입생 시기에 음주

에 노출되는 비율이 72.9%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건강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절주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 시에 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보고(Kim 2010)에 동의하는 바이다. 대한

보건협회에서는 대학생의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

해 절주동아리 활동(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5)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이 모든 대학

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기 초에 절주동

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신입생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사

료된다.

알코올 섭취는 주 2회 이상 섭취빈도가 43.6%고, 

종류는 맥주, 소주, 막걸리 순서며, 한번에 마시는 

양은 소주 1/2병 이상이 50.2%로 나타났다. Lee & 

Kwak (2006)은 만성음주로 인한 건강저해 및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였고, Park 등(2009)은 

알코올 과량 섭취 시 독성작용을 나타내는 것 외에

도 식사량을 감소시켜 영양소 결핍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은 안주의 과잉

섭취로 인하여 비만과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

다고 하였다. Shin 등(2015)은 음주자의 혈청 콜레스

테롤과 중성지방이 비음주자에 비해 높으며, 과도한 

음주는 복부비만을 초래하고, 당대사의 장애, 간의 

당질 저장 및 포도당신생합성능을 손상시켜 혈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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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한달 평균 음주 지출비용은 60,000원 이상으로 

44.3%로 용돈 부분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많다’와 ‘매우 많다’가 음

주군 34.6%, 비음주군 22.5%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5). Lee & Lee(2015)의 원주

지역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 28.0% 보

다는 음주군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음주자는 알코올 

섭취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나, 질병 없음이 평균 85.5%로 나

타나 조사대상자들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Kim & Jeong 2012; Yeon 등 2012)에서와 같이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을 한다’는 두 군 평균 75.5%로 Shin 등(2015) 

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78.3%보다는 낮게 나

타났다. 수면시간은 ‘6∼8시간’ 두 군 평균 68.1%로 

Shin 등(2015)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68.7%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흡연에서는 ‘금연’이 음주군 43.6%, 비음주군 52.1%, 

‘1팩 이상’이 음주군 28.6%, 비음주군 16.9%로 음주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두 군 

평균 흡연율은 53.4%로 Lee & Kwak(2006)의 대전지

역 남자대학생의 59.8%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Kim 

(2006)의 춘천지역 남자대학생은 32.0%, Chung(2009)

의 경남지역 남자대학생은 42.4%, 2013년 국민건강

통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의한 19∼

29세의 남자 흡연율은 37.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현재 흡연자는 평생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음주, 신

체활동 부족,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의 비율이 높

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

질환 유병률도 높다는 내용(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을 기초로 하여 금연교육과 함께, 본 

조사대상자의 음주군에서도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

나 건강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흡연과 음주를 포함한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음주군 50.9±18.4, 비음

주군 52.4±18.4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P＜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침 식사를 제

때에 한다’(P＜0.05), ‘정크푸드(인스턴트식품이나 패

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는다’(P＜0.05) 그리고 ‘외

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P＜0.05) 음주군에서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고, ‘우유를 매일 섭취한다’(P＜0.05)

는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군의 

평균에서 Lee & Lee(2015)의 원주지역 남자대학생의 

‘아침 식사를 제때에 한다’와 ‘우유를 매일 섭취한

다’는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크 푸드를 

자주 먹지 않는다’와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2015)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군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과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증류주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곡류ㆍ채소류 및 과

실류의 섭취가 부족하고,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결식

률이 높다고 보고(McCann 등 2003)하고 있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음주군에서 불규칙한 식사, 정크푸드

와 외식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생은 식품 

선택에 있어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책

임져야 하는 단계이나 불규칙한 식사, 부적절한 간

식의 섭취와 더불어 잦은 결식과 외식의 빈도가 높

아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문제점이 높아지게 된다(Jin & You 2010; Kim 등 

2012; Yeon 등 2012)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다. 이에 음주군의 식습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리

라 판단되며,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한 건강 관련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Cheong 등(2002)은 대학생들의 건강 유지방법으로 

영양학 강좌 수강 후 비교적 식사의 중요성을 바르

게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영양지식이나 정보

를 실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정도는 높지 않아 이론 

중심의 영양교육에서 더 나아가 실천 중심의 교육

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Chang & Kim 2003;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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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하다고 하였다. 식품선택에 있어서의 올바른 

선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중요하고, 바

람직한 식습관 정착에 필요한 실천기술, 자원, 주위

사람의 도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좋은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Seo 2014; Kang & Byun 

2010).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자의 규모가 작

고, 원주지역 일부 대학교 남자대학생만으로 구성되

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신체

계측자료, 음주 관련 요인, 건강상태, 식습관의 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생을 위한 절주와 건강 

관련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원주에 위치한 일부 대학교 남자대학

생 204명을 대상으로 음주군 133명과 비음주군 71명

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신체계측자료, 음주 관련 

요인, 건강상태,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9.4세로 나타났고, 거주 

형태는 음주군은 ‘자택’에서 학교로 통학 52.6%, 

‘자취’ 36.8%이고, 비음주군 ‘자택’에서 학교로 통

학 63.4%, ‘자취’ 25.4%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2.7kg/m
2
로 나타났고, 저

체중(18.5≤BMI) 비율은 음주군 10.5%, 비음주군 

12.7%이고, 정상체중(18.5≤BMI＜23.0) 비율은 음주

군 53.4%, 비음주군 63.4%이며, 과체중 이상(23.0≤ 

BMI) 비율은 음주군 36.1%, 비음주군 23.9%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3. 조사대상자의 음주비율은 65.2%이고, 음주의 시작 

시기는 ‘대학교’ 39.9%로 나타났다. 음주를 시작

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음

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

해서’, 대학생활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시기

는 ‘MT(Membership Training)’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가 가장 선

호도가 높았다. 

4.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많다’와 ‘매우 많다’가 음

주군 34.6%, 비음주군 22.5%로 음주군에서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흡연에서는 ‘금

연’이 음주군 43.6%, 비음주군 52.1%, ‘1팩 이상’

이 음주군 28.6%, 비음주군 16.9%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5.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음주군 50.9±18.4, 비

음주군 52.4±18.4로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침 식사

를 제때에 한다’(P＜0.05), ‘정크푸드(인스턴트식

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는다’(P＜0.05),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P＜0.05)는 음

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우유를 매

일 섭취한다’(P＜0.05)는 음주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거주 형태에 따

라 음주비율이 달라졌고, 음주 시작 시기는 대학교, 

음주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교적 필요성에 의해

서, 음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음주군에서 과체중 

비율, 건강에 대한 관심도, 흡연율, 불규칙한 식습관, 

정크푸드 섭취, 그리고 외식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

났고, 식습관 총점은 낮게 나타나 음주에 관한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의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음주 습관과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 관련 교

양강좌 개설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교육프로그램

은 단순히 지식만을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식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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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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