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
김지인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Factor Affecting Alcohol Use Disorder in Korean women

Ji-In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알코올사용장애 여부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은 14.7%였으며 알코올사용장애군과
정상군은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흡연 여부, 스트레스 인지 정도, 우울증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위험은 연령이 낮을 경우 4.0배, 미혼일 경우
1.6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1.6배, 흡연을 하는 경우 4.3배,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의 음주와 흡연 여부, 우울증상을 파악하고 함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며, 추후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알코올사용장애, 음주, 여성, 정신건강, 국민건강영양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factor affecting alcohol use disorder in Korean 
women.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s Survey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related factors and alcohol use disorder.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the prevalence of alcohol use disorder in 
Korean women was 14.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s level, occupation, smoking, stress, melancholy. By logistic regression, the risk factors of 
alcohol use disorder were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smoking, melancho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on the alcohol use disorder of single-working wome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ing of variou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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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사용장애는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일상생활

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
라 성인의 알코올사용장애 평생유병율은 정신질환 중 가
장 높은 12.2%이며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환자는 13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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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보고되었다[1]. 알코올사용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붕괴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1] 알코올사용장애 유
병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조기 개입하여 질병관련 문
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2]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남성은 2010년 77.8%, 2017년 
74.0%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2010
년 43.3%, 2017년 50.5%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 또한 한 번의 술자리에서 폭음하는 여성은 2007
년 20.5%, 2017년 2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 실태 및 알
코올 사용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평생유병율의 지속적인 증가
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성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며[3]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변화와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의 증가가 여성의 음주 기
회 증가에 영향을 준 것[4]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
다.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알코올 섭취로 
인한 문제의 파급 효과가 남성에 비해 더 크다. 여성은 
체지방이 높고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남성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5] 남성
보다 알코올 분해효소 농도가 낮아[6] 알코올 섭취 후 배
설 및 분해에 취약하다. 또한 여성은 알코올로 인한 간질
환과 뇌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3,7] 우울증, 
폭식증 등의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
아 치료와 예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8]. 여성은 생애
주기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경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
며, 간헐적인 음주에 의해서도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4]. 따라서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문
제 접근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환경, 경제활동, 
신체적 및 정신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알코올사용장애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남녀[9-11], 남성 근로자[12], 대학생[13], 
저소득층 노인[14]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년여성[15], 여대생[16]의 음주 문
제를 다룬 연구 등이 있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 안에서 기존과 다른 성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한국 여
성의 알코올사용장애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
하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을 파악

하고 인구학적,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조기개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
을 파악하여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

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알코올사용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여성과 정상군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만 19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사용장

애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를 2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

사 제6기 3차년도 원시자료[17]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시자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정보를 입력 후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 조사에서는 전
체 표본 중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알코올사용장
애 선별검사 10개 항목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 원시자
료의 만 19세 이상 여성 3324명 중 건강설문에서 본 연
구의 변수에 모두 응답한 22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
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제6기 3차년
도의 승인번호는 2015-01-02-6C이다. 

2.3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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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weighted %)

M
(SD)

Age

19-39 708(40.4)
48.66
(15.66)40-64 1180(47.8)

≥65 410(11.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98 N=15,630,733)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거주 지역, 결혼 여부, 가구세대 구성, 교육 수준, 경제활
동 여부, 가구소득, 개인소득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39세, 만 40세에서 64세,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거주 지역은 동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
다. 결혼 여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였고 가구세대 
구성은 독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은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2.3.2 건강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건강관련 특성은 현재 흡연 

여부, 스트레스 인지 정도, 우울증상 경험 여부를 포함하
였다. 현재 흡연 여부는 흡연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스트레스를 많
이 느낌과 적게 느낌으로, 우울증상 경험 여부는 우울증
상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다. 

2.3.3 알코올사용장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여부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
년도에서 조사한 한국어판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Version, AUDIT-K) 10개 항목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알
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는 198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
한 위험음주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도구로, 음주의 양과 
빈도, 음주로 인한 폐해 정도를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하
는 도구이다[18].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알코올 의존
에 관한 3문항, 해로운 음주에 관한 3문항, 위험한 음주
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
건기구의 AUDIT 점수 평가방법에 따라[19] 알코올사용
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8점 이상일 경우 알코올사용장애 
있음, 7점 이하일 경우 알코올사용장애 없음으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27이었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다단계층화집
락추출을 적용한 확률표본이 아니므로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복

합표본설계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원시자료의 층화변수
와 집락변수를 적용하였으며 건강 설문에 해당하는 가중
치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은 가
중되지 않은 수와 가중된 퍼센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였다.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여성과 정상 여성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한국 여성의 알코
올사용장애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8.66(±15.66)세로 19∼39세가 40.4%, 
40∼64세는 47.8%, 65세 이상은 11.8%였다. 연구 대상
자 중 도시 거주 여성은 85.7%, 읍면 거주 여성은 14.3%
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79.5%가 기혼, 20.5%가 미혼
이었으며, 가구세대 구성은 혼자 지내는 여성이 7.2%, 그 
외의 경우가 92.8%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교육 수
준은 중졸 이하가 25.3%, 고졸 이상은 74.7%였으며, 경
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53.7%, 하지 않는 여성은 46.3%
였다. 연구 대상자의 가구소득 정도는 ‘하’ 12.6%, ‘중’ 
55.2%, ‘상’ 32.3%였으며, 개인소득 정도는 ‘하’ 22.4%, 
‘중’ 52.1%, ‘상’ 25.5%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건강관
련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흡연을 하는 여성은 5.9%, 하
지 않는 여성은 94.1%였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이 31.6%, 적게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은 68.4%였으며, 우울증상이 있는 여성은 16.2%, 
없는 여성은 83.8%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장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알코올사용장애가 있는 경
우는 14.7%, 없는 경우는 85.3%였으며 한국 여성의 알코
올사용장애 선별검사 평균 점수는 3.39(±4.58)이었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370

Region
Urban 1918(85.7)

Rural 380(14.3)

Marital status
Married 1950(79.5)

Single 348(20.5)

Household
Alone 229(7.2)

Live together 2069(92.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755(25.3)

High school graduate 1543(74.7)

Occupation
Yes 1213(53.7)

No 1085(46.3)

Family income

Low 354(12.6)

Moderate 1234(55.2)

High 710(32.3)

Personal income

Low 503(22.4)

Moderate 1211(52.1)

High 584(25.5)

Smoking
Yes 116(5.9)

No 2181(94.1)

Stress 
More 677(31.6)

Less 1621(68.4)

Melancholy
Yes 378(16.2)

No 1920(83.8)

AUDIT
≥8 297(14.7) 3.39

(4.58)≤7 2001(85.3)

Variables Categories ≥8 ≤7 χ2 pn(weighted %) n(weighted %)

Age
19-39 147(20.6) 561(79.4)

20.540 .000*40-64 132(12.1) 1048(87.9)
≥65 18(4.6) 392(95.4)

Region Urban 252(14.9) 1666(85.1) .343 .559Rural 45(13.4) 335(86.6)

Marital status Married 213(12.0) 1737(88.0) 28.598 .000*Single 84(24.8) 264(75.2)

Household Alone 26(13.9) 203(86.1) .066 .798Live together 271(14.7) 1798(85.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72(11.2) 683(88.8) 5.418 .021*High school graduate 225(15.8) 1318(84.2)

Occupation Yes 186(17.4) 1027(82.6) 13.810 .000*No 111(11.5) 974(88.5)

Family income
Low 42(15.0) 312(85.0)

.118 .888Moderate 173(14.9) 1061(85.1)
High 82(14.0) 628(86.0)

Personal income
Low 79(18.1) 424(81.9)

2.523 .082Moderate 161(14.2) 1050(85.8)
High 57(12.7) 527(87.3)

Smoking Yes 48(42.4) 68(57.6) 63.987 .000*No 249(12.9) 1933(87.1)

Stress More 107(17.6) 570(82.4) 5.386 .022*Less 190(13.3) 1431(86.7)

Melancholy Yes 74(23.8) 304(76.2) 19.519 .000*No 223(12.9) 1697(87.1)
*p<.001

Table 2.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alcohol use disorder and normal group 
(n=2,298 N=15,630,733)

3.2 알코올사용장애군과 정상군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

알코올사용장애 여성과 정상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및 건강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알코올사용장애 여성과 정상 여성은 연령(χ2=20.540, 
p<.001)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알코올사용장애
군에서 19∼39세(20.6%)가 65세 이상 여성(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 여부는 결혼 상태(χ2 

=25.598,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
혼 여성(24.8%)이 기혼 여성(12.0%)보다 높았다. 교육 
수준(χ2=5.418, p=.021)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고졸 이상(15.8%)인 경우가 중졸 이하(11.2%)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는 경제활동 여
부(χ2 =13.810,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17.4%)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
는 경우(1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 여
성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흡연 여부
(χ2=25.59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흡
연을 하는 경우(42.4%)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12.9%)
보다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 정도(χ2=25.598, 
p=.02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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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Age

19-39 4.035 1.704-9.556

.004*40-64 2.465 1.152-5.274

≥65 1

Region
Urban 0.928 0.604-1.426

.732
Rural 1

Marital status
Single 1.607 1.121-2.490

.012*

Married 1

Household
Alone 0.993 0.586-1.682

.979
Live together 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1.203 0.776-1.864

.406
High school graduate 1

Occupation
Yes 1.603 1.227-2.094

.001*

No 1

Family income

Low 0.785 0.330-1.867

.805Moderate 0.842 0.495-1.432

High 1

Personal income

Low 1.578 0.828-3.007

.278Moderate 1.167 0.707-1.924

High 1

Smoking
Yes 4.390 2.813-6.852

.000*

No 1

Stress 
More 0.918 0.669-1.260

.594
Less 1

Melancholy
Yes 1.990 1.362-2.908

.000*

No 1

R2=.071(Cox & Snell), .125(Negelkerke), .088(McFadden), p=.000*

*p<.001

Table 3. Factor associated with alcohol use disorder

정도가 높은 여성(17.6%)이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낮은 
여성(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 여성과 
정상 여성은 우울 증상(χ2=19.519, p<.001)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23.8%)가 우
울 증상이 없는 경우(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3.3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
인을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
형은 p<.001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여성의 알코
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은 연령, 결혼 여부, 경제활동 여부, 
흡연 여부, 우울증상 여부로 나타났다. 연령은 65세 이상 
여성보다 40∼64세 여성이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위험이 
2.485배 높았으며(95% CI 1.152-5.274), 19∼39세 여
성은 4.035배 증가하였다(95% CI 1.704-9.556). 결혼 여

부에 따라서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알코올사용장
애 유병 위험이 1.607배 높았으며(95% CI 1.121-2.490),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유병 위험이 1.603배 높았다(95% CI 1.227-2.904). 건
강관련 특성으로는 흡연을 하는 여성이 흡연을 하지 않
는 여성보다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위험이 4.390배 높았
으며(95% CI 2.813-6.852), 우울증상이 있는 여성이 우
울증상이 없는 여성보다 유병 위험이 1.990배 증가하였
다(95% CI 1.362-2.908). 

4. 논의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6차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
장애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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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은 
14.7%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 및 남용 문제는 우리나
라 정신질환 유병률 중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정신질환
이며[20],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가족 해체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한다[21]. 세계보
건기구[22]에 따르면 한국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은 
6.2%로 세계평균인 4.1%보다 2.1% 높게 나타났으며 우
리나라는 비교적 알코올 섭취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및 활동이 확대되고 여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알코올 사용에 허용적인 문화로 비
추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

결혼 여부와 알코올사용장애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미혼인 경우는 기혼인 경우 보다 알코올사용장
애 유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문제음주 위험이 낮아졌으며[12], 여성의 경우 
이혼별거 및 미혼에서 문제음주 위험이 높아졌다[23]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
혼생활 유지, 양육과 같은 부담이 덜하고 비교적 자유로
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접근
이 쉬워지고 오용 및 남용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또한 감소 추세로[24] 20-30
대 미혼 여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
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음주 행태 
및 위험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연령은 알코올사용장애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알코
올사용장애 유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 성인 여성의 AUDIT 점수의 
평균은 3.39점이었으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AUDIT 점수 평균이 8.98점이었다[16].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20대 여대생
만을 분석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초
기 성인 여성의 음주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발병연령이 낮은 알코올사용장애와 부
적절한 음주 습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만성화될 수 있
으므로 초기 성인 여성의 음주 문제의 중요성은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와 알코올사용장애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제활동 여부는 알코올사용장애 위

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약 1.6배 알코올사용장
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성인
을 대상으로 문제음주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문제음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19].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직장생활로부터 야기된 스트레
스 해소를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신체적 문
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
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 시
행 및 직장에서의 건강한 음주문화 형성이 알코올사용장
애 이환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여성의 직업
군에 따른 음주행태를 분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업군에 따른 음주문제 관리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은 알코올사용장애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흡연을 하는 여성은 흡연을 하지 않
는 여성보다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위험이 약 4배 증가함
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천성수 등[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알코올 
사용과 흡연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알코올과 니코틴 
사이에 용량-반응관계로 알코올 섭취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며, 흡연을 많이 할수록 알코올 섭취가 증가할 수 
있다[25]. 또한 알코올 의존자에게서 음주와 연관된 사고
와 행동이 강박적인 특성을 가질 경우 니코틴 의존도와 
흡연에 대한 갈망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이는 흡
연 및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대상자의 음주습관 및 알코
올사용장애 이환과 관련하여 동시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우울증상이 있는 여성은 우울증상이 없
는 여성보다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위험이 약 2배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코올남용 의존군이 정상음
주군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할 위험이 약 2.6배 높게 나타
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27]. 음주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작되고 지속적
으로 음주를 하면서 음주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28], 
문제음주를 지속하면서 우울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29]. 음주와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30] 개별적인 특
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특히 여성 알코올사용장애 대상자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문제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되고 음주가 
다시 우울로 이어지며 이는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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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보고되었다[31]. 따라서 여성 알코올사용장애 대
상자를 위한 접근 시 우울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
으며, 동시에 여성 우울 대상자를 위한 중재 시 문제음주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설
계되어 연구 변수가 일부 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변
수에 한정되어 있어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에 대한 해
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다양한 인구사
회학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알코올사용
장애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을 파
악하여 한국 여성의 음주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질병관
리본부에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알코올사용장애 여부를 파악하고 알코올사용
장애군과 정상군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알코올사용장
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영향요인은 연령, 결혼 
여부, 경제활동 여부, 흡연, 우울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국 여성의 알코올사용장애 이환을 예방하고 알코올사용
장애에 대한 중재 및 2차적 문제를 조기중재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여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으며 알코올사용장애 여성에 대한 중재 시 흡연여
부와 우울증상 여부를 파악하고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알코올사용장애 이환 및 위험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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