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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남자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 은 희

경남대학교 식품영양생명학과

Factors affecting Problematic Drinking of Male College Students in the Gyeong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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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problematic drinking amongst the male university students of the Changwon 
area (n=367).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nd undertook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problematic drinking were rated as ‘no problem’ (28.8%), 
‘at-risk drinking’ (41.7%), and ‘alcohol abuse’ (29.5%). Our study revealed that students living alone, indulged in more 
club activities, and drank more than 3 cans of carbonated drinks a day; this was significantly high on the AUDIT score 
(p<0.05). Participation in edu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but intention to reduce the monthly alcohol 
consumption was significantly lower (p<0.001) in the alcohol abuse group.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habits, AUDIT, and nicotine dependenc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lcohol abuse group (p<0.001).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and nicotine dependence by the FTND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atic drinking, whereas dietary guidelines and self-esteem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blematic 
drinking (p<0.05).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problematic drinking were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β=0.47, p<0.001) and nicotine dependence (β=0.23, p<0.001). We conclude that 
implementation of health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would aid in rectifying the incorrect perception of drinking. 
Furthermore, both drinking and smoking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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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 시기는 생애주기에 있어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로 부모의 통제와 대학입시에 매달려 규칙적으로 생활하

던 청소년 시기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은 자유

로워지고 생활은 복잡 다양해지게 된다. 대학생 시기는 과거

의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성인기와 노년기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 확립되어야 하지만(Choi MK 2001), 대학생들은 자

신이 건강하고 젊다는 생각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

겨 영양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음주, 흡연, 영양불균형 등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게 된다

(Kim 등 2013b).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음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시기

이며, 음주에 대한 스스로의 조절 능력 부족으로 술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Chun SS 2002; Lee DJ 2014). 대학생들은 음주를 성인으로 

가는 당연한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일상생활에

서 술은 빠지지 않는 대학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일상화된 음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매스컴을 

통해 보고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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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un SS 2002; Lee ＆ Jung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 년도 주요 결과를 보면(Min- 

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5년도 19~29세 성인 남

자와 여자의 음주율은 94.4%와 8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월간 음주율은 각각 76.9%와 56.6%로, 고위험 음

주율은 각각 14.6%와 10.6%로, 월간 폭음률은 각각 58.7%
와 37%로 19~29세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대학생의 음

주실태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Jeong WC 2006; An JH 2013; 
Kim ＆ Kim 2014)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은 많은 양의 술

을 마시는 폭음 비율이 높아, 여자 대학생에 비해 음주 문제

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 대학생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자 간호 대학생의 음주 실태

를 조사한 연구(Hong ＆ Park 2016)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의 

문제 음주율이 여자 대학생의 2.73배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

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취나 하숙하는 대학생의 음주문제(Park KS 2006; Jeon 

JA 2010), 부모님의 문제성 음주와의 관련성(Yang KM 2005; 
Jang SO 2010), 스트레스와 음주수준과의 관련성(Cho JY 2011; 
Lee JY 2013), 음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잦은 결식, 부적당

한 간식 섭취 등 식생활 문제(Choi MK 2001; Song JY 2008; 
Jang ＆ Oh 2013; Kim SN 2013)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음주실

태와 개인 또는 가족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

요하다. 특히 대학시절의 잘못된 음주 문화는 사회로 나아가, 
직장의 음주문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Chun SS 2002; 
An JH 2013; Kim ＆ Kim 2014). 따라서 여대생보다 문제음주 

비율이 높은 남자대학생의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경남 지역 

일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정도, 식생활지침도, 영
양지식도, 흡연정도 등 성인기로 이어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과 함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자아존중

감 등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지역 남

자 대학생들의 음주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

생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충

분히 설명한 다음, 설명문 및 동의서를 나누어 주고, 동의서

에 동의를 한 남자 대학생에 한해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6월 한 달간 총 415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48부를 제외하고, 367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회수율은 88.4%였다. 모든 연구 자료

는 연구 시작 전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1040460- 
E-2015-002)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일반적인 사항, 음주관련사항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선행연구(Song JY 2008; Oh HS 

2011; An JH 2013; Kim SN 2013; Lee JH 2013; Shin 등 2015)
를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사항과 음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

성되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나이, 신장, 체중, 학년, 전공, 거
주지, 흡연 유무, 동아리 활동, 스트레스 중 가장 문제되는 종

류, 아침식사 횟수, 아침결식 이유, 하루에 마시는 탄산음료의 
양, 문제 음주 정도, 음주 시 흡연 수준, 건강관심도,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건강관심

도, 학교생활만족도,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낮다’ 1점에서 

‘매우 높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

가하였다. 음주와 관련된 사항은 선호하는 술의 종류, 숙취해

소 식품, 숙취해소 식품 선택기준, 대학생 음주에 있어서 가

장 문제점, 음주교육 참석 여부, 흡연 유무, 한 달 안 절주 의

도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기기입방법으로 얻은 신

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한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 체중 kg/신장 m2)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만판정기준에 
따라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3.0), 과체중

(23≤BMI<25). 비만(BMI≥25)으로 구분하였다(WHO 2004).

2) 음주수준
음주수준은 Baber 등(1989)이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

용 장애 진단 검사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이용하였다. AUDIT 검사항목(최근 1년 동안 음주

경험에 대한 조사)은 ‘술을 마시는 횟수’, ‘술 마시는 날 잔(각
각 술 종류의 술잔)의 횟수’, ‘한 번 술좌석에 6잔(또는 맥주 

2000cc)이상 마시는 횟수’, ‘지난 1년간 술 마시기 자제되지 

않은 횟수’,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

은 횟수’, ‘지난 1년간 해장술을 마신 횟수’, ‘지난 1년간 음주 

후 술 마신 것을 후회한 횟수’, ‘지난 1년간 술 깬 후 취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횟수’, ‘음주로 인해 본인이 다치거나, 
가족이나 타인이 다친 횟수’, ‘가족이나 의사가 음주에 대한 

권고를 한 횟수’ 10문항이다. 각 문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음주는 0점,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는 4점을 부여하

여 총 10문항(위험음주 3, 의존음주 3, 유해음주 4) 40점으로 

구성하여 0~7점은 ‘문제없음’, 8~15점은 ‘위험음주’, 16~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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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남용’, 20~40점 ‘알코올의존’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알코올의존’을 ‘알코올남용’에 포함시켜 문제음주 

수준을 0~7점 ‘문제없음’, 8~15점 ‘위험음주’, 16점 이상 ‘알
코올남용’으로 분류하여(Kim 등 2013a) 차이를 확인하였으

며, Cronbach’s alpha는 0.850으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3)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는 선행연구(An JH 2013)에서 사

용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술잔을 돌리는 것은 정감 있는 

행동이다’, ‘대학생활에서 남자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이 꼭 

필요하다’,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은 봐줘야한다’, ‘술을 거절

해도 다시 권하는 것이 좋다’, ‘한 번씩 과음해서 기억을 잃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 한다’, ‘부모에게 배우는 술이나 어른

이 주는 술은 마셔도 된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

다. 각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0.779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

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1979년 Rogenberg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

을 Kim MH(2014)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하여 일

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

낀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남들

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등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0.944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5) 음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An JH 

2013)를 참고하여 ‘음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 ‘음주

로 인해 교우관계,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등 6개 항목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음주로 인한 생활에 지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Cronbach's alpha는 0.868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6)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의존도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Fagerstrom 설

문지를 Heatherton 등(1991)이 수정하여 오늘날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담배에 대한 신체적 의존도 6문
항을 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 0~3점, 총 점수는 0~1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714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7)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도와 영양지식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개정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

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의 7개 문항으로 ‘전
혀 실천을 못한다’ 1점에서 ‘아주 잘 실천한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지침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하

였다. Cronbach’s alpha는 0.769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영양지식은 선행연구(Choo HK 2009; An JH 2013)를 참고

로 하여 총 13문항(음주지식 7문항, 흡연지식 6문항)으로 수

정하였으며,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으로 하였다. 
Cronbach's alpha는 0.927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3. 통계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는 SPSS Win 23.0(IBM,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각 조사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포를 알아보

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학교생활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도, 자아존중감, 음주로 인한 생활지

장, AUDIT, 니코틴의존도, 식생활지침이행도, 음주지식, 흡
연지식, 영양지식(음주지식과 흡연지식을 합하였음)에 대해

서는 세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문제음주수준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유의성 

검증을 위해 문제음주 점수(AUDIT)를 WHO기준에 따라 0~7
점 ‘정상음주’, 총점이 8~15점이면 ‘문제음주’, 16점이 넘으면 

‘알코올남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χ2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multiple comparison으로 검증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은 이변량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여러 변인들이 대학생 문제음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r re-
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서 유의성의 기준은 0.05
이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0.87세, 평균 신장은 176.16 cm, 평균체중은 71.15 kg, 
체질량지수(BMI) 22.93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 년

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19~29세 남자 신장 

174.4 cm, 체중 73.0 kg, 체질량지수 23.9와 비교하면 키는 

1.76 cm 크고, 체중은 1.85 kg 적게 조사되었으며,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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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ge   20.87±2.081)

Height (cm) 176.16±5.67

Weight (kg)  71.15±9.96

BMI2)  22.93±3.08

Grade

Freshman 147(40.1)

Sophomore 101(27.5)

Junior  79(21.5)

Senior  40(10.9)

Major
Major in food, nutrition, or health  20( 5.4)

Others 347(94.6)

Obesity rate

Underweight (BMI<18.5)   8( 2.2)

Normal-weight (18.5≤BMI<23) 219(59.7)

Overweight (23≤BMI<25)  72(19.6)

Obese (BMI≧25)  68(18.5)

Dwelling status

Living with parent (s) 177(48.2)

Dormitory  85(23.2)

Others (alone, relative) 105(28.6)

Smoking status
Smoker 144(39.2)

Non-smoker 223(60.8)

Club activity
No 274(74.7)

Yes  93(25.3)

The most problematic type of stress

Human relationship  10( 2.7)

Study  57(15.5)

Health and disease  80(21.8)

Future, employment, economy 200(54.5)

No response  20( 5.5)

Habit to eat
breakfast (week)

7 times  73(19.9)

5~6 times  33( 9.0)

3~4 times  46(12.5)

1~2 times  89(24.3)

Skips breakfast 126(34.3)

Reason of skipping breakfast

Lack of time 160(43.6)

Habitually 189(51.5)

Diet  18( 4.9)

Soda drinks (day)

No 166(45.2)

1~2 cans 177(48.2)

≧3 cans  24( 6.6)

Problematic
drinking (n=367) 

No problem (AUDIT3) score<8) 106(28.8)

Problem drinker (8≤AUDIT score<16) 153(41.7)

Alcohol abuse (16≤AUDIT score≤19)  56(15.3)

Alcohol dependent (AUDIT score≧ 20)  52(14.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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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moking level 
during drinking4)(n=154)

Not smoking  17(11.0)
Usually<  38(24.7)
Usually≧  99(64.3)

1) Mean±S.D. 
2) BMI: Body mass index, kg/m2.
3)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total score is 40 point.
4) Only smokers were included (n=154).

Table 1. Continued N(%) 

는 비슷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40.1%, 2학년 27.5%, 3학년 

21.5%, 4학년 10.9%, 전공별로는 비보건계열 94.6%, 보건계

열 5.4%이었다. BMI에 따른 비만수준은 정상 59.7%, 과체중

비율 19.6%, 비만비율 18.5%, 저체중 비율 2.2% 순으로 Lee 
SL(2016)의 원주지역 남자대학생 저체중비율 11.3%, 과체중 

비율 31.9%의 결과와 비교하면 저체중 비율은 낮게 과체중이

상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48.2%로 가장 많

았고, 자취 및 하숙 28.6%, 기숙사 23.2% 순이었다. 본 연구에

서 경남지역 일부 남자 대학생의 흡연율은 39.2%로 원주지역 

남자 대학생의 흡연율 53.4%(Lee SL 2016)보다는 낮고, 2015
년도 국민건강통계 19~29세 남자흡연율 38.7%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74.7%, 스트레스 중 
가장 문제되는 종류는 장래, 취업, 경제적인 것이 54.4%로 가

장 많았다. 매일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은 34.3%, 1~2회 먹는 

학생은 24.3%, 아침식사를 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적으

로 51.5%, 시간이 없어서가 43.6%로 나타났다. 탄산음료를 

하루 1~2캔 마시는 학생은 48.2%, 마시지 않는 학생은 45.2%, 
3캔 이상 마시는 학생은 6.6%로 나타났다. AUDIT에 따른 문

제 음주 정도는 ‘문제없음’ 28.8%, ‘위험음주’ 41.7%, ‘알코올

남용’ 15.3%. ‘알코올의존’ 14.2%로 나타났다. 위험음주이상 

비율이 71.2%로 원주지역 남자대학생의 위험음주 이상비율

이 78.8%였던 Oh HS(2011)의 연구보다는 낮게 조사되었다. 
흡연자 중 음주 시 89%가 흡연을 하였으며, 흡연정도는 ‘평
소이상’ 피우는 음주자 64.3%, ‘평소보다 적게’ 피우는 음주

자 24.7%로 나타났다.

2.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의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학년 모두 ‘위험음주’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으며, 1학년 ‘위험음주’ 이상비율 73.5%, 3학년 72.2%, 
학년 69.3%, 4학년 65%로 조사되었다. 다른 학년에 비해 4학
년은 ‘문제없음’ 비율(35%)이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신입생 시기에 음주에 노출되는 비율이 72.9%(MT 51.9%, 

OT 21%)로 높으며(Lee SL 2016), 최근 10년간 신입생 오리엔

테이션에 참석한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23명으

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므로(YonhapnewsTV 2017), 신입

생 OT나 MT,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의 행사 때 음주문화

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절주교육을 학교 내 필수 프로그램으

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만수준 단계별 ‘위험음주’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

고, 저체중과 비만에서 AUDIT 점수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
의하지는 않았다. 30대(29.0%)와 20대(20.4%)의 비만율에 대

한 Kim & Chun(2014)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연령대와 비교

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가 있으며, 남자 중고생을 대상

으로 한 Shin 등(2009)의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 시기는 막 음주를 시작하는 시

기이거나, 음주 시작이 중고등학교 시기로 몇 년 되지 않고, 
음주량과 기간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어 비만수준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경우, 폭음 빈도와 비만비율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Kim & 
Chun 2014), AUDIT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의 비(WHR)가 높아 복부지방량이 증가하며(Kim 등 

2012),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BMI가 높고(Lim 등 2015), 
남성 건강검진 결과(Kim & Cho 2015), AUDIT 점수는 AST, 
GGT, TG 및 LDL-C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 따라서 성인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생 

시기의 음주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음

주와 비만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취나 하숙’ 학생들(35.2%)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

(17.6%)보다 ‘알코올남용’ 비율이 높았으며, AUDIT 점수는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5). 거주형태별 ‘하숙이나 자취’의 경

우, ‘기숙사’ 생활하는 대학생보다 과음경험이 유의적으로 많

은 경북지역의 대학생의 연구(An JH 2013)결과와 유사하

다. 자취나 하숙하게 되면서 부모님이나 학교 기숙사의 통

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음주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 여부는 문제음주점수와 유의한 차이

(p<0.05)를 나타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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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UDIT
AUDIT score1)

TotalNo problem
 (n=106)

At risk drinking
(n=153)

Alcohol abuse 
(n=108)

Grade

Freshman  11.95±6.782)  39(26.5)3) 62(42.2) 46(31.3) 147(100.0)

Sophomore 11.80±7.47 31(30.7) 39(38.6) 31(30.7) 101(100.0)
Junior 10.71±6.64 22(27.8) 37(46.8) 20(25.3)  79(100.0)
Senior 10.85±7.13 14(35.0) 15(37.5) 11(27.5)  40(100.0)

F=0.72 χ2=2.584

Obesity rate4)

Underweight 13.75±9.71  2(25.0)  3(37.5)  3(37.5)   8(100.0)
Normal-weight 11.52±7.07 62(28.3) 89(40.6) 68(31.1) 219(100.0)

Overweight 11.17±6.92 24(33.3) 30(41.7) 18(25.0)  72(100.0)
Obesity 11.65±6.48 18(26.5) 31(45.6) 19(27.9)  68(100.0)

F=0.34 χ2=1.94

Dwelling
status

With parent(s)  11.85±7.14ab 54(30.5) 67(37.9) 56(31.6) 177(100.0)
Dormitory  9.79±6.17a 26(30.6) 44(51.8) 15(17.6)  85(100.0)

Others
(alone, relative) 12.38±7.14b 26(24.8) 42(40.0) 37(35.2) 105(100.0)

F=3.67* χ2=9.14

Club activity

Yes 12.91±6.54 22(23.7)  36(38.7) 35(37.6) 93(100.0)

No 11.05±7.07 84(30.7) 117(42.7) 73(26.6) 274(100.0)
F=5.00* χ2=4.29

Soda
drinks(/day)

No 10.55±6.89a 56(33.7) 68(41.0) 42(25.3) 166(100.0)
1~2 cans  12.15±6.85ab 45(25.4) 74(41.8) 58(32.8) 177(100.0)
≧3 cans 13.67±7.77b  5(20.8) 11(45.8)  8(33.3)  24(100.0)

F=3.51* χ2=4.50
1) No problem: AUDIT<8, Problem drinker: 8≤AUDIT<16, Alcohol abuse: AUDIT≧16.
2) Mean±S.D.
3) N (%).
4) Underweight: BMI((BMI, kg/m2)<18.5, Normal-weight: 18.5≤BMI<23, Overweight: 23≤BMI<25, Obese: 25≤BMI.
* p<0.05: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ANOVA, a<b<c: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blem drinking

(76.3%)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69.3%) ‘문제음주’이상 

비율이 높았다. 경북지역 대학생의 연구(An JH 2013)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술을 유의적으로 많이 마셨다. 탄
산음료를 하루에 3캔 이상 마시는 학생이 마시지 않는 학생

에 비해 문제음주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음주로 인

한 탈수 현상으로 갈증이 생겨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

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탄산음료의 당 성분으로 인해 오히려 

세포는 더 갈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음주 교육 시 음주와 갈

증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음주특성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음주특성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마시는 술의 종류에 따라 문제음주정도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적(p<0.001)이었는데, 맥주를 마시는 사람

보다 폭탄주나 양주 등을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남용’비율이 

높았으며, AUDIT 점수도 높았다. 주로 섭취하는 숙취해소음

식에서 숙취해소 식품이나 건강기능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유의적으로 AUDIT 점수가 높았다(p< 
0.05). 숙취해소 음식 선택기준도 문제음주에 유의한 차이(p< 
0.01)를 보였으며, ‘위험음주’학생들이 영양정보에 따른 섭취

(13.6%)보다는 광고(50%)에 의해서 선택하는 비율이 유의적

으로 높았다. 대학생 음주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술자리 음

주예절 무시’라고 응답한 학생이 ‘잦은 음도 빈도’라고 응답

한 학생에 비해 AUDIT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알코올남용’에서 ‘술자리 예절 무시’가 ‘잦은 음주빈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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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UDIT
AUDIT score1)

TotalNo problem
(n=106)

At risk drinking
(n=153)

Alcohol abuse
(n=108)

Alcohol
preference

Beer  9.90±5.81a2) 35(41.7)3)  30(35.7) 19(22.6)  84(100.0)
So-ju 13.19±6.38ab 43(17.6) 117(48.0) 84(34.4) 244(100.0)

Etc (Poktanju, liquor) 15.70±7.90b  0( 0.0)   5(50.0)  5(50.0)  10(100.0)
F=9.88*** χ²=23.95***

Eating to relieve
hangover

Water 11.40±6.27a 32(24.8)  65(50.4) 32(24.8) 129(100.0)
Food 13.25±6.08b 23(18.9)  52(42.6) 47(38.5) 122(100.0)

Drinks 13.92±6.69b  9(18.8)  22(45.8) 17(35.4)  48(100.0)
None 11.59±7.44a 14(35.9)  13(33.3) 12(30.8)  39(100.0)

F=2.85* χ²=10.36

Selection criteria of 
food to relieve hang-

over

Information  9.64±6.31 12(54.5)   3(13.6)  7(31.8)  22(100.0)
Fit to my body 12.33±6.12 43(20.0) 106(49.3) 66(30.7) 215(100.0)
Recommendation 13.41±7.29 17(22.4)  31(40.8) 28(36.8)  76(100.0)

Advertising 13.29±6.25  5(20.8)  12(50.0)  7(29.2)  24(100.0)
F=2.13 χ²=17.33**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No problem 13.00±6.54ab  5(20.0)  13(52.0)  7(28.0)  25(100.0)
Excessive drinking 12.81±5.80ab 23(19.0)  57(47.1) 41(33.9) 121(100.0)
Drinking frequency 10.70±6.72a 41(34.7)  49(41.5) 28(23.7) 118(100.0)
Ignoring manners 14.75±8.78b  5(25.0)   6(30.0)  9(45.0)  20(100.0)

Drinking costs 14.33±5.44b  4( 7.4)  27(50.0) 23(42.6)  54(100.0)
F=4.34** χ²=21.46**

Participation in edu-
cation

Yes 13.59±6.96  7(25.9)   6(22.2) 14(51.9) 27(100.0)
No 12.35±6.42 71(22.8) 146(46.9) 94(30.2) 311(100.0)

F=0.92 χ²=7.12*

Smoking
Yes 14.22±6.74 25(17.4)  55(38.2) 64(44.4) 144(100.0)
No  9.78±6.58 81(36.3)  98(43.9) 44(19.7) 223(100.0)

F=39.16*** χ²=29.75***

Intention to reduce al-
cohol consumption in 

a month

Yes 10.65±6.17 43(33.1)  60(46.2) 27(20.8) 130(100.0)

No 13.57±6.40 35(16.8)  92(44.2) 81(38.9) 208(100.0)

F=17.06 χ²=17.49***

1) No problem: AUDIT<8, Problem drinker: 8≤AUDIT<16, Alcohol abuse: AUDIT≧16.
2) Mean±S.D.
3) N (%).
* p<0.01, ** p<0.01, ***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t-test & ANOVA, a<b<c: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drinking according to problem drinking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알코올남용’의 교육 참석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지만(p< 

0.05), 문제음주 점수는 높았다. 음주 교육 참석 경험이 있는 

학생이 문제음주 점수가 오히려 높은 것은 광주지역 일부 대

학생들의 연구(Lee JH 2013) 결과와 유사하였다. 절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5.3%만 절주교육의 효과가 있다

고 한 연구(Park 등 2011), 절주교육을 접해 본 대상자 중 15%
만이 절주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Lee 등 2007)와 유사한 결

과이다. ‘알코올남용’의 참석비율이 높았지만, 문제음주 점수

가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절주교육이 문제음주를 변화시

키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회성이 아닌 학

교 내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양,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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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udit score1) 

Total FNo problem
(n=106)

At risk drinking
(n=153)

Alcohol abuse 
(n=108)

1. Health concern3)  3.36±0.822)  3.31±0.82  3.48±0.85  3.38±0.83   1.33
2. School life satisfaction  3.21±1.22  3.27±0.93  3.08±1.02  3.18±1.02   0.54

3. Degree of stress  3.04±1.06  3.18±0.70  3.22±0.99  3.17±0.90   0.37
4.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2.21±0.55a  2.63±0.50b  2.89±0.60c  2.59±0.60  43.59***

5. Self-esteem  3.75±0.72  3.69±0.75  3.58±0.71  3.68±0.73   1.44
6. Dietary guidelines  2.83±0.72  2.86±0.55  2.69±0.58  2.80±0.61   2.40
7. The effect of drinking on everyday life  1.57±0.63a  2.20±0.67b  2.84±0.64c  2.21±0.81 101.13***

8. AUDIT4)  3.63±2.44a 10.80±2.16b 20.30±3.73c 11.52±6.98 966.34***

9. Nicotine dependence5)  0.77±1.67a  0.82±1.49a  1.64±1.98b  1.05±1.74  53.85***

10. Drinking knowledge6)  5.73±1.23  5.47±1.48  5.77±4.04  5.63±2.48   0.56
11. Smoking knowledge  4.93±1.04  4.80±1.21  4.91±3.13  4.87±1.95   0.18
12. Nutrition knowledge 10.66±1.79 10.27±2.21 10.67±7.02 10.50±4.17   0.41
1) No problem: AUDIT<8, problem drinker: 8≤AUDIT<16, alcohol abuse: AUDIT≧16.
2) Mean±S.D.
3) 1. Health concern, 2. School life satisfaction, 3. Degree of stress: 1 point=never~5 point=highly. 4.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7 items), 5. Self-esteem (10 items), 6. Dietary guidelines (7 items), 7. The effect of drinking on everyday life (6 items): each item was 
from 1 point to 5 point. total score/total items. The higher the score, subjects felt more.

4) 8. AUDIT(10 items):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total score is 40 point.
5) 9. Nicotine dependence (6 items): total score is 10 point.
6) 10. Drinking knowledge (7 items), 11. Smoking knowledge (6 items), 12. Nutrition knowledge (13 items, smoking knowledge+drinking 

knowledge). Each item was from 0 (incorrect answer) point to 1 (correct answer) point, total score of items.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ANOVA, a<b<c: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4. Characteristics related to health according to problem drinking

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흡연대학생이 ‘알코올남용’비율과 AUDIT 점수가 유의적

(p<0.001)으로 높아 ‘음주군’에서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난 연

구(Lee SL 2016; Suh KH 201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음주교

육과 함께 흡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An 
JH(2013)의 연구결과에서 음주 시 평소보다 흡연량이 많다는 

학생이 65.7%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알코올과 니코틴의 상호 작용으로 생리적 불쾌감을 줄여주

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심리적 기전도 비슷하며, 동시에 

행해질 경우가 많아(Little HJ 2000; Suh KH 2012), 신체적 질

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물론(Kim & Lim 2014)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Bettina & Mate 
2012; Hwang JM 2016). 따라서 음주와 흡연의 관계를 인지시

키고 절주와 함께 금연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달 안의 절주 

의도’는 ‘알코올남용’에서 절주의도 없는 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4.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학교생활만족

도, 스트레스정도,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자아존중감, 식
생활지침이행도, 음주로 인한 생활지장, AUDIT, 니코틴의존

도, 음주지식, 흡연지식, 영양지식 등 건강관련 특성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알코올남용’에서 가

장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전체 평균 3.38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

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연구(Lee SL 2016)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알코올남용’에서 학교생활에 대

한 만족도도 가장 낮았고, 일상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자
아존중감은 가장 낮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Lee JY 
(201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높았으

며, Kim & Kim(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알코올남

용’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유의

적(p<0.001)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 음주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Oh HS 2011; 
Kim & Kim 2014)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Kim & Kim(2010)
의 연구에서도 음주의 ‘동기음주’가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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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2) 2 3 4 5 6 7 8 9
1. BMI1) 1.00
2. Degree of stress 0.01   1.00
3. Dietary guidelines －0.02 －0.22**   1.00

4.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0.03 －0.21* －0.04   1.00
5. Self-esteem －0.02 －0.09   0.01 －0.12*   1.00
6. Drinking knowledge －0.05 －0.09 －0.03 －0.05   0.14**   1.00
7. Smoking knowledge －0.03 －0.10 －0.01 －0.04   0.14**   0.78**   1.00
8. Nicotine dependence 0.12* －0.05 －0.10   0.02   0.02 －0.06 －0.08 1.00
9. Problematic drinking 0.00   0.09 －0.11*   0.47** －0.10* －0.02 －0.02 0.24** 1.00
1) BMI: Body mass index, kg/m2.
2) 1. BMI1).

2. Degree of stress.
3. Dietary guidelines. 
4.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
5. Self-esteem. 
6. Drinking knowledge. 
7. Smoking knowledge.
8. Nicotine dependence.
9. Problematic drinking.

* p<0.05, ** p<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of the subjects

대인관계에 필수적이며, 취중 행동은 봐주어야 한다는 등 음

주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경향은 음주량이나 빈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 술 말고 다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가 필요하며, 만연해 

있는 음주 문화에 관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가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음주로 인한 생활지장은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

며, An JH(2013)의 연구에서도 주량이상 마신 다음 날 결석, 
지각, 일정 취소, 수업방해, 휴식 등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절주교육을 학교 내 교양 과

목으로 편성하고, 음주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늘

려서 팀티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AUDIT 점
수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01). 대상자의 AUDIT 평균이 11.52로 WHO 문제음주 기준 

8점을 훨씬 넘어 음주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
급한 중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제음주정도가 

높을수록 니코틴의존점수도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식
생활지침이행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알코올남용’이 

가장 낮아 알코올 사용 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낮아

지는 선행연구 결과(Yun & Chun 2011)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사회인으로 나가는 과도기로 건강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식생활 태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

록 영양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관련지식과 

흡연관련지식도 ‘위험음주’가 가장 낮았지만,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음주지식점수는 ‘알코올남용’에서 오히려 가장 높

았는데, 자신의 음주에 대한 걱정으로 음주지식에 대한 관심

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이어지

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음주 절제에 대한 교내 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해 보인다. 선행연구(Oh 
HS 2011)에서도 음주지식이 ‘알코올섭취장애군’에서 가장 

높았지만, 음주지식이 알코올의존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다. 총 영양지식점수는 ‘위험음주’ 에서 가장 낮았지만 유

의하지는 않았다. 

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BMI, 스트레스정도,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자아존중

감, 음주지식, 흡연지식, 니코틴의존도, 문제음주수준 각 변

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상생

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생활지침이행도가 낮았고(r=0.22, 
p<0.01),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문화에 대한 인

식도가 낮았다(r=0.21, p<0.05). 식생활지침이행도가 낮을수

록 문제음주 정도가 높았으며(r=0.11, p<0.05), 음주문화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r=0.12, 
p< 0.05),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높은(r=0.10, 
p<0.05) 약한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 일상생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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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VIF R2 F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0.90 4.23 －0.21 0.832

0.303 21.118***

BMI 0.00 0.10 0.00 0.01 0.990 1.021
Degree of stress 0.49 0.38 0.06 1.28 0.202 1.082
Dietary guidelines －0.87 0.52 －0.08 －1.67 0.096 1.043

Recognition level of drinking cultures 5.46 0.54 0.47  10.16 0.000*** 1.044
Self-esteem －0.60 0.45 －0.06 －1.33 0.184 1.070
Drinking knowledge 0.08 0.13 0.03 0.61 0.543 1.030
Nicotine dependence 0.90 0.18 0.23 4.93 0.000*** 1.031
*** p<0.001: Significance as determines by multiple liner regression.

Table 6.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atic drinking

스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결과는 음주가 

스트레스 해소의 심리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음주에 자

주 노출되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영향

을 미치며(Bettina & Mate 2012),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행위가 줄어들고, 오히려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부담으

로 자격증이나 성적관리, 아르바이트 등으로 음주행위가 감

소하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Park 등 2009; 
Yoon & Lee 2012).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제음주정도가 

높다는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가 줄어든다고 한 
Lee HS(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Ha JY(2010)의 연

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음주문제와의 상관성은 없었었지만, 
우울은 음주 문제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완화하여 음주문제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BMI와 니코틴의존도(r=0.12, p<0.05), 자아존중감과 음주

지식(r=0.14, p<0.01), 자아존중감과 흡연지식(r=0.14, p<0.01), 
니코틴의존도와 문제음주수준(r=0.24, p<0.01)은 약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와 문제음주정

도(r=0.47, p<0.01)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 음주지식과 흡연

지식(r=0.78, p<0.01)은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BMI, 문제음주수준이 높은 결과는 니코

틴의존도와 BMI, 음주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Lee 
JY(2013)의 연구, BMI가 흡연자인 경우 유의하게 높은 Kim 
KA(2016)의 연구, 흡연남자대학생에서 과체중 혹은 비만이 

유의적으로 많은 Park 등(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6.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

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공선성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인의 

VIF 값이 2점미만으로 판정기준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

하여 문제음주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β=0.47, p<0.001)와 니코틴

의존도(β=0.23, p<0.001) 두 가지 요인이 문제음주정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중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변인 모두 문제음주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음주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니코틴의존도가 높을

수록 문제음주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이 문

제음주정도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30.3%로 나타났다. 흡연

정도가 심할수록 알코올의존도가 더 크며(Park 등 2004; Park 
& Lee 2013), 흡연이 청소년기나 초등 고학년에 시작되지만, 
문제음주는 보통 20대 중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Choi & 
Choi 2015; Cho & Woo 2016), 흡연이 문제 음주 시작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주가 흡연의 원인이 되는 선행연구(Lee JY 
2013),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남자대학생의 문제음주 정

도가 큰 선행연구(Room R 2004; Suh KH 2012) 등 음주와 흡

연의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

제이다. 알코올과 니코틴은 뇌에서 유사한 부위에 작용하고, 
상반된 작용을 하면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상호 작용을 

하므로(Little HJ 2000; Joe & Kim 2008) 절주 교육 시 금연교

육을 함께 실시하여 바람직한 중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편의 모집이었으므

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

가 높지 않아 음주문제정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음주문제가 큰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던 것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대학교의 학내 

교양과목이나 상담프로그램에서 음주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Vol. 30, No. 5(2017) 남자대학생의 문제음주 877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교육 실시 후 비교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원지역 남자 대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일반

적인 특성, 음주와 관련된 특성, 건강과 관련된 특성 등 대학

생 문제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연령은 20.87세, 평균 신장은 176.16 cm, 평균체중

은 71.15 kg, 체질량지수(BMI) 22.93이었으며, 부모와 함께 거

주하는 경우가 48.2%, 자취 또는 하숙 28.6%, 기숙사 23.2% 
순이었다.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74.7%, 스트레스 중 

가장 문제되는 종류는 장래, 취업, 경제 문제가 54.4%로 가장 

많았다. AUDIT에 따른 문제음주정도는 ‘문제없음’ 28.8%, 
‘위험음주’ 41.7%, ‘알코올남용’ 15.3%, ‘알코올의존’ 14.2%
로 나타났다. 흡연자 중 음주 시 89% 흡연, ‘평소이상’ 피우는 

음주자 64.3%로 나타났다. 
2. 자취 또는 하숙(35.2%)학생이 기숙사(17.6%)학생보다 ‘알

코올남용’ 비율이 높았으며, AUDIT 점수는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5). 동아리 활동 여부는 문제음주점수와 유의한 차이

(p<0.05)를 나타내었으며, 탄산음료 하루에 3캔 이상 마시는 

학생이 마시지 않는 학생보다 문제음주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p<0.05).
3. 숙취해소 음식 선택 시 ‘위험음주’학생들이 영양정보

(13.6%)보다 광고(50%)에 의해 선택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대학생 음주에 있어 ‘술자리 음주예절 무시’가 
AUDIT 점수와 ‘알코올남용’비율이 유의적(p<0.001)으로 높았

으며, ‘알코올남용’의 교육 참석비율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0.05), ‘한 달 안 절주의도 없는’ 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1).
4.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음주로 인한 생활지장, AUDIT

점수, 니코틴의존도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문제음주정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문제음주정도가 높을수록 식생활지침이행도(r=0.11)와 

자아존중감(r=0.10)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음주문화

에 대한 인식도(r=0.47)와 니코틴의존도(r=0.24)는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문제음주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β=0.47)와 니코틴의존도

(β=0.23)가 문제음주정도에 유의한 영향(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 중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남자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가 높을

수록 식생활지침이행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음주문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와 니

코틴의존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교

양이나 전공과목을 통해 음주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인지

시켜서 잘못된 식생활과 음주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교육 프로그램을 교내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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