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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회차 음주에 따른 장소별 음주량과 알코올의존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 알코올 통제 
연구의 일환으로 2012년에 수집된 단면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만19-64세 음주자 1,789명 중 855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다회차 음주자 비율은 남성(χ²=37.607, p<.001), 학생(χ²=52.466, p<.001), 미혼자(χ
²=34.205, p<.001), 흡연경험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군(χ²=40,09, p<.001, χ²=21.66, p<.001)에서 유의
적으로 높았다. 특히, 미혼자, 흡연자, 스트레스군의 알코올 섭취량이 기혼자, 비흡연자, 비스트레스군보다 유
의적으로 더 높았다. 다회차에 걸쳐 알코올 섭취량이 가장 높은 장소는 주류 판매 업종인 술집으로 나타났다
(F=67.8g, p<0.001). 음주자의 음주차수가 증가할수록 총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F=209.993, 
p<0.001) 알코올의존도 검사인 RAPS4와 DSM-IV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음주자의 수(%)가 각각 
(F=129.836, p<0.001; F=94.669, p<0.001) 증가하였다. 음주자 중 알코올의존 교차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2.3(95% CI: 1.745-3.057)배, 무직자는 직장인보다  3차에서 3.2(95% CI: 1.053-9.838)배, 흡연자는 비흡연
자보다 3차에서 3.9(95% CI: 1.230-12.292)배, 그리고 스트레스군도 비스트레스군보다 2.1(95% CI: 
1.561-2.768)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음주차수가 증가할수록 흡연여부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과 알코올 의존
도가 높아져 알코올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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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lcohol volume consumed and alcohol dependancy 
according to multiple rounds of drinking. Sectional data collected in 2012 as part of an International 
Alcohol Control Study were used, and 855 of 1,789 drinker aged 19 to 64 were conducted. The 
proportion of multiple rounds drink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χ²=37.607, p<.001), students(χ
²=52.466, p<.001), single(χ²=34.205, p<.001), smoking experience and stressed(χ²=40,09, p<.001; χ² 
=21.66, p<.001) among drinkers. In particular, the alcohol volume consumed of unmarried people, 
smokers, and stress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arried people, non-smokers and no-stress 
group. The highest alcohol intake in the first, 2nd and third rounds was found in bars in the liquor trade 
(F=67.8g, p<0.001). The total alcohol intake increased as the number of rounds increased (F=209.993, 
p=0.001) and the number of drinkers who tested positive for alcohol dependency increased, using the 
tests RAPS4 and DSM-IV(F=129.836, p<0.001; F=94.669, p<0.001). The OR of alcohol dependancy in 
males was 2.3(95% CI: 1.745-3.057), unemployed was 3.2(95% CI: 1.053-9.838), smokers was 3.9(95% 
CI: 1.230-12.292), and stress group was 2.1(95% CI: 1.561-2.768) compared to females, employed, 
non-smokers, and no-stress group respectively.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ose consuming 
multiple rounds drinking can become more vulnerable to alcohol harms due to its relation to smoking, 
stress and increased dependence on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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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술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비슷할 정도로 오래되었

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략 B.C. 4000-5000년경부터 적
포도주와 백포도주를 구분하여 포도주가 제조되기 시
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1]. 오랜 역사만큼이나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술의 제조법과 문화적인 차이
에 의해서 소비되는 술의 종류나 소비문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음주의 행위 또한 지역적으로 다른 고유
한 삶이나 생활양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의
미가 있는 것이다[2-4].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남에게 술을 권하는 권주문
화와 술잔을 차례로 돌리는 순배문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폭주문화,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에 너그
러운 관대문화[5] 및 연주문화라고 해서 1차에는 ‘반주’
를 하고 2차에 가서 본격적인 ‘음주’를 한 뒤 3차에 가
서 입가심을 하는 다회차 음주 등이 있는데 이는 잘못
된 음주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6].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한 달에 최
소 1회 정도나 그에 상응하는 회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서 자연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연주문화를 쉽게 접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주문화에 따라서 가장 쉽게 
모임을 갖는 장소인 주점 등에서 음주량이 늘어나게 되
고 이에 따라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는 술과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소통과 관
계형성, 인간적 사귐 등의 사회적 의미는 무시할 수 없
는 각 나라만의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주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하나의 특
징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르
는 폐해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5].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근래에는 우리가 술이
라 부르고 마시는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대신에 
이와 냄새나 성질이 유사하지만 독성이 강한 메틸알코
올(Methyl Alcohol)로 제조한 술을 마시기도하고 불
법 제조된 독주를 마시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2018
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독주 음용 후 9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들 수 있다[7].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과
도한 음주행태에 따르는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주변인의 삶을 송두리
째 망가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의존은 뇌, 신경 전달 
물질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
지도 악화시키게 된다[8][9]. 이에 음주로 인한 이차폐
해가 발생되어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
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10]. 이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
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
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2020.10)이나 음
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
(2018년, 11월),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2019. 06월) 
등 법적인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였으며 이러한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2년 
907명에서 2018년 346명으로 감소하였지만(경찰청보
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망하
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소비는 소비되는 총 알코올의 양과 음주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음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역학연구는 음주량에는 초점
을 맞추지만 음주의 패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11]. 다
회차 음주에 대한 행위 등은 알코올 섭취 등을 촉진하
고 습관적인 음주행동을 유발하여 더 위험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12].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음주 제한에 관
한 역사적 배경이나 명확한 정책이 없으므로. 연구자들
이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알코올 사용 
제한이나 예방 정책 중 유해한 음주 패턴을 목표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13]. 또한 우리나라의 다회
차 음주에 따른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맞는 음주의 사회적 의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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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고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정책의 확립 등의 다
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의 7개 대도시와 9개 도의 성인
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때문에 연주문
화의 수용정도가 더 밀접한 관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성별이나 직업,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흡연과 스트레스의 여부가 다회차 음주 및 알코올 섭취
량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알코올의
존검사(RAPS4) 및 정신질환통계 및 편람(DSM)을 사용
하여 다회차 음주에 따른 알코올 의존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다회차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회차 음주가 나타내는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효
과적인 음주관련 보건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만 19-64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의 7개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9개 도(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률은 71.9%로 178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음주차수별 섭취장소, 장소별 섭취 
빈도, 섭취량 문항이 불완전한 자료 934부를 제외한 
85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원칙
으로 하였으며, 이때 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
고, 비밀 보장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
여에 구두의 동의를 구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IAC (The International Alcohol 

Control) Study[14]의 한국어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RAPS4 (Rapid Alcohol Problem Screen 4) 및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RAPS4는 

지난 12 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에 관한 설문지로 후회
(remorse), 기억 상실증(amnesia), 성과(performance), 
음주 시작 행동(starter drinking behavior)의 4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DSM은 미국정신의학학
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만든 책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다. 최근 
6개월 동안 1회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자를 음주자
로 하였다. 직업은 대학생, 직장인, 무직, 가정주부로 구
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의 IRB 허가를 획득하
였다(삼육대학교, SYUIRB 211-018). 

3. 순수 알코올 섭취량 분석
각 차수별 음주자의 순수 알코올 섭취량은 소주, 맥

주, 저알코올 맥주, 생맥주, 양주, 와인, 탁주, 청주, 과
실주, 칵테일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술의 용량은 
각 술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용기별로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소주는 소주잔(45 ml)으로 한 잔, 두 잔, 세 잔, 종
이컵(150 ml), 포켓 사이즈(팩소주) 200 ml, 반 병 
180 ml, 한 병 360 ml 등으로 생맥주의 경우에는 일반 
생맥주 컵 500 cc, 1000 cc 피쳐 (pitcher), 1500 cc 
피쳐, 2000 cc 피쳐 등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표기
하도록 하였다. 술의 용량에 그 해당 술의 알코올 농도
를 곱하고 여기에 또한 알코올비중을 곱하여 평균 순수 
알코올섭취량을 계산하였다. 다회차 음주에 따른 순수 
알코올섭취량은 2차까지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1차와 2차의 값을 합하여 계산했고, 3차까지 
가는 사람들은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섭취량을 모두 
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21.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음주차수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 Square-test와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음주차
수에 따른 장소별 음주량의 군간 비교는 Anova-test를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하였다. 유의성 검
증은 p<.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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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동에 따른 다회차 
음주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직업, 결혼상태, 수입에 
따른 다회차 음주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
석을 통한 χ²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남성 
음주자의 음주 행동이 1차로 끝나는 경우 46,9%, 2차
로 이어지는 경우 43.2%, 3차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9.8%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1차 67.6%, 2차 27.1%, 3
차 5.2%의 분포로 나타났다(χ²=37.607, p<.001). 직업
별로는 가정주부(87.1%)의 음주 행동은 음주 차수가 1
차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무직(75.0%), 직장인
(53.1%), 대학생(48.8%)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행
동이 2차로 이어지는 직업군은 대학생(40.8%)과 직장
인(39.5%)이 무직(18.3%)과 가정주부(9.7%)보다 높았
다. 음주행동 차수가 3차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대학생
(10.4%)이 가장 높았고 직장인(7.4%), 무직(6.7%), 가
정주부(3.2%) 순으로 분포되었다(χ²=52.466, p<.001). 
결혼상태 구분을 통한 음주행동이 1차로 끝나는 경우
는 기혼자(65.8%)가 가장 높았고 2차는 미혼자(43.1%)

과 이혼/별거(33.3%)가 기혼자(29.3%)보다 높았다. 3
차는 미혼자(1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
²=34.205, p<.001). 또한, 흡연경험이 있는 음주자의 
비율이 음주차수가 1차에 28.2%에서 2차(49.3%), 3차
(51.7%) 로 점점 증가하였다(χ²=40,09, p<.001). 스트
레스가 있는 군의 음주자 비율 또한 흡연경험과 마찬가
지로 1차(39.4%), 2차(55.1%), 3차(59.3%)로 점차 증
가하였다(χ² =21.66, p<.001)[표 1]. 

2. 다회차 음주에 따른 장소별 알코올 섭취량의 평
균값 비교 

다회차 음주에 따른 장소별 알코올 섭취량의 평균 값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주차수를 연장하며 1차, 2차, 3
차에 걸쳐 알코올섭취량이 가장 높은 장소는 주류 판매 
업종인 선술집/호프/주점/포장마차/단란주점으로 나타
났다(19.96±42.36 g, 54.05±66.80 g, 98.61±108.01 g, 
F=67.8 g, p<0.001). 다음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높은 
곳은 식당/카페/커피샵(10.37±23.12 g, 28.93±56.65 g, 
22.76±51.31 g, F=20.13, p<0.001)이고 각종 모임 
단체: 산악회/취미클럽/로터리클럽(7.73±24.87 g, 

Tabl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s in the past 6 month by drinking rounds           N(%)

Variables Categories
Rounds of Drinking

Total
N=855 χ²  p-value1st Round 

(n=494)
2nd Round 

(n=298) 3rd Round (n=63)

Adult Drinker 494(57.8) 298(34.9) 63(7.4) 855(100.0)

Gender
Male 191(46.9) 176(43.2) 40(9.8) 407(100.0)

37.607 0.000
Female 299(67.6) 120(27.1) 23(5.2) 442(100.0)

Job Status

Student 98(48.8) 82(40.8) 21(10.4) 201(100.0)

52.466 0.000
Employed 237(53.1) 176(39.5) 33(7.4) 446(100.0)

Umemployed 45(75) 11(18.3) 4(6.7) 60(100.0)

Home caregivers 81(87.1) 9(9.7) 3(3.2) 93(100.0)

Marital  Status

Married 317(65.8) 141(29.3) 24(5.0) 482(100.0)

34.205 0.000Divorced/
Seperated 15(62.5) 8(33.3) 1(4.2) 24(100.0)

Single 150(45.9) 141(43.1) 36(11) 327(100.0)

Ever smoked 
cigarettes? Yes 135(28.2) 142(49.3) 31(51.7) 308(37.2) 40.09 0.000

Stress Yes 180(39.4) 156(55.1) 35(59.3) 371(46.4) 21.6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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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28.06 g, 25.65±61.68 g, F=11.84, p<0.00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공공장소: 해변/공원
(1.71±9.21 g, 2,46±9,34 g, 8.58±25.83 g, F=10.96, 
p<0.001), 스포츠행사: 경주/수상경기(0.66±3.83 g, 
4,05±25.94 g, 4.34±16.28 g, F=9.57, p<0.001), 학
교,(0.36±2.76 g, 2.16±13.43 g, 15.15±65.39 g, 
F=6.98, p<0.001), 편의점 앞 테이블(2.17±11.40 g, 
7.71±34.43 g, 10.41±30.23 g, F=6.98, p<0.001), 
나이트클럽/스탠드바(1.81±19.04 g, 5.59±31.08 g, 
15.60±62.05 g, F=6.76, p<0.001)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특별행사: 페스티발/음악회/댄
스파티(p<0.001), 스포츠클럽: 당구장/볼링장/골프장/
포켓볼(p<0.05), 극장/영화관(p<0.05)에서도 음주섭취
량이 회차가 연장될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
나 본인의 집, 다른 사람의 집, 직장, 국내외 여행 중, 

대중교통이용 중에는 음주 차수 연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3. 다회차 음주에 따른 총 알코올 섭취량과 알코올 
의존 비교

성인 음주자들의 음주량과 다회차 음주에 따른 알코
올의존도 진단 검사인 RAPS4 (Rapid Alcohol 
Problems Screening 4[15] 반응검사와 DMS- 
IV[16]검사에  대한 평균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실시하여 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음주
자의 음주행동인 음주 회차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하
여 각각의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음주자의 음주 회차가 
증가할수록 총 알코올 섭취량 평균값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45.7±53.67 g, 137.70±126.43 g, 375.59±344.21 g, 
F=209.993, p<0.001). 또한 RAPS4 알코올의존도 검

Table 2. Total alcohol volume consumed by Venue                                                 Mean(SD)

Categories
Rounds of Drinkng

Total
N=855 χ²  p-value1st Round 

(n=494)
2nd Round 

(n=298)
3rd Round 

(n=63)

at home 41.63
(75.32)

39.91
(74.53)

57.01
(86.33)

42.16
(75.93) 1.33 0.270

at someone else’s house 5.95
(24.05)

9.54
(36.94)

12.17
(27.83)

7.66
(29.45) 2.16 0.120

at pubs, hotels or taverns 19.96
(42.36)a

54.05
(66.80)b

98.61
(108.01)c

37.66
(63.16) 67.8 0.000

at nightclubs 1.81
(19.04)a

5.59
(31.08)a

15.60
(62.05)b

4.09
(28.72) 6.76 0.000

at sports club 1.84
(16.29)

2.35
(10.85)

9.68
(49.60)

2.56
(19.22) 4.44 0.010

at other clubs, groups or meetings 
such as RSA, Rotary, hobby groups 

or committee meetings

7.73
(24.87)

14.32
(28.06)

25.65
(61.68)

11.29
(30.38) 11.84 0.000

at restaurants, cafes or coffee 
shops

10.37
(23.12)

28.93
(56.65)

22.76
(51.31)

17.76
(41.15) 20.13 0.000

at theatres or movies 0.31
(2.53)

1.52
(11.60)

2.70
(10.34)

0.90
(7.64) 4.12 0.020

at work places 5.01
(34.32)

6.91
(35.73)

10.91
(52.02)

6.10
(36.34) 6.98 0.440

on plane trips within Korea 1.56
(14.65)

2.59
(23.96)

0.18
(0.47)

1.82
(18.01) 6.98 0.560

in private motor vehicles 1.60
(23.25)

0.68
(3.96)

6.20
(46.71)

1.61
(21.81) 0.83 0.200

at sports events, races or boating 0.66
(3.83)

2.46
(9.34)

4.34
(16.28)

1.55
(7.65) 0.57 0.000

at outdoor public places such as 
beaches or parks

1.71
(9.21)

4.42
(12.29)

8.58
(25.83)

3.14
(12.34) 1.62 0.000

at special events such as festivals, 
music events or dance parties

0.63
(3.09)

4.05
(25.94)

6.20
(26.91)

2.22
(17.12) 9.57 0.000

in front of a convenience store, at 
the tables in front of superstore

2.17
(11.40)

7.71
(34.43)

10.41
(30.23)

4.68
(23.68) 10.96 0.000

at school 0.36
(2.76)

2.16
(13.43)

15.15
(65.39)

2.07
(19.76) 5.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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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음주자의 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21명, 24.8%; 186명, 62.8%; 43명, 
68.3%, F=129.836, p<0.001). DSM-IV 알코올의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음주자의 수(%)도 1차(83
명, 17.5%)에서 2차(135명, 46.2%), 3차(37명, 58.7%)
로 비율이 증가하였다(F=94.669, p<0.001)[표 3].

4. 다회차 음주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 
행동과 총 알코올 섭취량 비교 

성인 음주자들의 음주량과 다회차 음주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건강행동에 대한 평균 비교를 위해일
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성인음주자의 성별, 직업, 결혼여부와 흡연여부 및 
스트레스상황 등을 음주행동인 음주 회차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각각의 총 알코올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 음주자 모두음주 회차가 
증가할수록 총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였다(남성: 
57.55 g, 153.61 g, 414.57 g, F=41.76, 여성: 38.07 
g, 113.88 g, 307.81 g, F=41.76, p<0.001).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전체 값과 각 차수별 분석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알코올 섭취량이 전체 평균값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미혼: 124.43 g, 기혼: 85.83 g, 
F=16.621, p<0.001),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스트

Table 3. Total alcohol volume consumed and % of alcohol dependence RAPS4, DSM IV by drinking rounds

Variables
Rounds of Drinking

Total
N=855 F-value  p-value1st Round 

(n=494)
2nd Round 

(n=298)
3rd Round 

(n=63)
Total alcohol volume, Mean(SD)  45.7±53.67 137.70±126.43 375.59±344.21 102.07±153.70 209.993 0.000

RAPS4 positive 121(24.8%) 186(62.8%) 43(68.3%) 350(41.4%) 129.836 0.000

DSM IV positive 83(17.5%) 135(46.2%) 37(58.7%) 255(30.8%) 94.669 0.000

Table 4. Total alcohol volume consumed by drinking rounds p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s 
in the past 6 months                                                                    Mean(SD)

Variables Categories
Rounds of Drinking

Total
N=8551st Round (n=494) 2nd Round (n=298) 3rd Round (n=63)

Adult Drinker

Gender

Male 57.55(71.14) 153.61(138.08) 414.57(372.44) 134.18(185.96)
Female 38.07(36.58) 113.88(104.27) 307.81(283.60) 72.69(109.58)
F-value 16.685 5.873 0.439 41.76
p-value 0.000 0.016 0.510 0.000

Job Status

Employed 46.43(53.74) 146.22(139.91) 376.97(366.13) 110.27(163.79)
Umemployed 42.08(46.12) 124.96(101.89) 363.68(327.26) 91.35(142.08)

F-value 0.17 3.23 0.01 2.04
p-value 0.682 0.074 0.944 0.154

Marital  Status

Married 43.85(55.62) 134.27(121.13) 362.59(372.08) 85.83(135.39)
Unmarried 48.13(50.03) 142.71(133.29) 393.16(336.89) 124.43(175.86)

F-value 0.733 0.262 0.060 16.621
p-value 0.392 0.609 0.807 0.000

Ever smoked 
cigarettes

Yes 59.33(69.24) 151.67(135.05) 454.83(395.57) 141.71(196.70)
No 40.74(46.32) 128.63(119.27) 291.79(274.37) 86.84(125.58)

F-value 9.127 0.935 1.705 34.678
p-value 0.003 0.334 0.197 0.000

Stress

Yes 48.85(64.60) 146.40(135.50) 395.30(390.15) 122.55(183.35)
No 43.90(46.19) 126.46(106.81) 372.70(297.54) 72.69(109.58)

F-value 1.823 4.140 1.498 16.867

p-value 0.178 0.043 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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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군이 비스트레스군에 비해 알코올 섭취량이 높았
다(흡연자: 124.43 g, 비흡연자: 86.84 g, F=34.678, 
p<0.001, 스트레스군: 122.55 g, 비스트레스군: 72.69 
g, F=16.867, p<0.001)[표 4].

5.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의한 RASP4의 Odds 
ratio 

알코올의존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남
성이 여성보다 전체 음주자에서 2.3배(OR, 2.309; 
95% CI, 1.745 - 3.057),  1차 (OR, 2.191; 95% CI, 
1.442 – 3.327)에서만  2.2배 유의적으로 높았다. 직업
의 유무에 따라서도 알코올의존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서 전체 음주자에서 무직자가 직장인보다 1.4배
(OR, 1.396; CI, 1.049 - 1.859), 3차까지 가는 경우
는 3.2배 (OR, 3.219; CI, 1.053 - 9.838)높았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서 전체 음주
자에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알코올의존도가 1.4배 높
았다(OR, 1.368; 95% CI, 1.034 - 1.808). 과거 흡연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전체 음주자에서 흡연자가 비
흡연자보다 알코올의존도가 3.2배(OR, 3.176; 95% 
CI, 2.368 – 4.261) 높았고, 1차에서 3.7배(OR, 
3.657; 95% CI, 2.380 - 5.743)와 3차에서 3.9배(OR, 
3.889; 95% CI, 1.230 – 12.252)로 흡연자의 알코올 
의존이 비흡연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음주자에
서 스트레스군의 알코올 의존이 비스트레스군에 비해 
2.1배(OR, 2.079; 95% CI, 1.561 – 2.768)높았다. 1
차와 2차까지 가는 음주자 중 스트레스군의 알코올 의
존이 각각 1.8배(OR, 1.753; 95% CI, 1.171 - 
2.747)(OR, 1.758; 95% CI, 1.079 – 2.866)로  비스
트레스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표 5].

IV. 논의

본 연구는 성인 음주자들의 다회차 음주에 따른 장소
별 음주 섭취량과 이와 관련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영
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음주량과 관련되어 심근경색 위험의 감소나, 스트레
스 완화를 유도하고,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당한 

음주에 대한 보고[17]도 있지만, 음주의 폐해는 다방면
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간경변, 간암 발생
의 주요 요인이며 암 중에서도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의 발생률을 높이고,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위장이나 
췌장 질환, 임신 중의 문제를 비롯하여 신경계 질환이
나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다[1][18-21].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살 및 타살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자기
효능감결여의 원인이 되고 있다[22-25].

Table 5. Odds ratio of RASP4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Odds Ratio [OR] 95% [CI] p-value

Gender

Total Female 1
Male 2.309  (1.745, 3.057) 0.000

1st 
Round 

Female 1
Male 2.191  (1.442, 3.327) 0.000

2nd 
Round

Female 1
Male 1.529 (0.947, 2.470) 0.082

3rd 
Round

Female 1
Male 1.244 (0.417, 3.711) 0.695

Job Status

Total
Employed 1

Umemploye
d 1.396 (1.049, 1.859) 0.022

1st 
Round 

Employed 1
Umemploye

d 1.126 (0.735, 1.722) 0.586

2nd 
Round

Employed 1
Umemploye

d 1.137 (0.689, 1.875) 0.616

3rd 
Round

Employed 1
Umemploye

d 3.219 (1.053, 9.838) 0.040

Marital  
Status

Total Married 1
Unmarried 1.368 (1.034, 1.808) 0.028

1st 
Round 

Married 1
Unmarried 1.444 (0.942, 2.213) 0.092

2nd 
Round

Married 1
Unmarried 0.702 (0.434, 1.137) 0.150

3rd 
Round

Married 1
Unmarried 0.605 (0.193, 1.893) 0.388

Ever 
smoked 

cigarettes

Total No 1
Yes 3.176 (2.368, 4.261) 0.000

1st

Round 
No 1
Yes 3.697 (2.380, 5.743) 0.000

2nd 
Round

No 1
Yes 1.504 (0.927, 2.439) 0.098

3rd 
Round

No 1
Yes 3.889 (1.230, 12.292) 0.021

Stress

Total No 1
Yes 2.079 (1.561, 2.768) 0.000

1st 
Round 

No 1
Yes 1.793  (1.171,2.747) 0.007

2nd 
Round

No 1
Yes 1.758 (1.079, 2.866) 0.024

3rd 
Round

No 1
Yes 1.500 (0.497, 4.528) 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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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알코올 섭취가 1차인 경
우 45.7±53.67 g, 2차 137.70±126.43 g, 3차 
357.59±344.21 g으로 차수의 증가에 따라 알코올 섭
취량이 증가하였다. 1차의 평균값 대비 2차에서는 알코
올 섭취가 3배를 초과하였고, 1차 대비 3차는 무려 7.9
배가량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성인 음주자를 대
상으로 한 본 연구의 알코올 섭취량은 고등학생을 포함
한 선행논문의 대면 면접조사 결과치와 매우 유사한 결
과로 나타났다[26]. 미국의 국립 알코올남용 및 알코올 
중독 관리기관인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에서는 14 g의 알
코올을 ‘표준 1잔‘으로 정의하고 있다[27]. 최근 한 선
행연구에서는 NIAA의 가이드라인을 기초하여 한국인 
안면홍조 기반의 적정 음주량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한
국인 적정음주량은 알코올 14 g을 1잔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인 성인 65세 미만 기준 1주(7일) 최대 음주섭
취량을 남성 8잔과 여성 3잔으로 제시하였고, 1회 적정
음주량은 남성 3잔 여성 2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안면홍조의 경우 제시된 음주량의 절반을 
권장하였다[28]. 본 연구대상자들의 알코올 섭취량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적정음주량과 비교했을 때 음주 
1차의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의 기준량을 약간 초과하
는 수준이고 여성의 경우 1잔 이상을 초과하였다. 그러
나 음주 2차부터는 제시된 적정량보다 남자는 3배를 
초과하였고 여자는 4.8배를 초과하였다. 3차에서는 남
자는 8.5배, 여자 12.6배의 알코올 섭취량을 초과하였
다. 이와 같이 음주 회차의 증가는 심각한 폭음으로 이
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절제된 음주 행동으로 
1차에서 멈출 경우 비록 적정음주 수준을 소량 초과하
나 대체로 적정음주 가이드라인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음주행동이 2차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절주 
개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음주자의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알코올 의존성 검사에 
심각한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
도 검사 분석결과 1차의 경우 RAPS4 24.8%, DMS-IV 
17.5%의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2차에는 RAPS4 
62.8%, DMS-IV 46.2%, 3차의 경우 RAPS4 68.3%, 
DMS-IV 58.7%로 매우 높은 알코올의존도 성향을 보
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음주 행태는 술자리를 옮

겨가며 폭음하는 경향성과 이러한 다회차 음주 행동은 
알코올의존성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
히 제시하고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장인보다는 무
직자가, 회차에 따른 알코올의존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
며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흡연여부와 스트레스 여부도 알코올의존과는 밀
접한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미혼 남성들이 알코올에 가장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대학생을 비롯하여 직장인이나 가
정주부, 기혼자 등도 다회차 음주행동에 의한 알코올의
존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음주 장소는 본인의 집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집, 선술집, 나이트클럽, 스포츠
클럽, 각종 모임, 식당, 카페, 극장, 직장, 대중교통 안, 
스포츠행사, 해변/공원, 음악회, 편의점 앞, 학교 등 사
회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음
주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코올 섭취
량이 가장 높은 장소는 주류 판매 업종인 선술집/호프/
주점/포장마차/단란주점으로 나타났고, 식사를 하며 알
코올 섭취를 할 수 있는 식당/카페/커피샵 또한 알코올
섭취량이 다음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언급된 장소들
은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가진 장소이므로 어느 정
도 설명력이 있다. 그러나 대중의 왕래가 많은 해변이
나 공원 또는 스포츠행사, 심지어 학교에서도 알코올 
섭취가 1차, 2차, 3차의 다회차 음주로 이용되는 장소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 환경이 
조장된 사회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사례의 경우 국가알코올 폐해예방 및 감소
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의
료시설, 학교, 경기장, 공공장소에서 완전금지 또는 부
분금지 사례들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싱가폴 등을 비롯해 세계 170개 국가에
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정부기관, 의료기관은 절대 
금주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33개의 나라들이 대중교통 이용 장소, 공원, 거리, 레저
시설, 스포츠행사, 레저행사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29][30].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의료시설, 학교,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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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류접근성 개선 차원의 한 정책 연구에서 공공장소 
음주제한 찬성률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의료시설 
96.3%, 초∙중∙고등학교 94.3%, 청소년시설 96.2%, 도
서관 95.8%, 등으로 공공장소에 대한 음주제한 필요성
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국내에서도 
2018년 국립공원 내 음주금지 법안이 개정(자연공원법 
제 27조 및 시행령 25조)되어 점차적으로 공공장소에
서의 음주규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주규
제에 관한 법은 큰 테두리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주류 판매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시키는 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 제4
항에서 절주운동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및 경고
문구, 주료광고 기준을 정해 제한시키는 것)과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이나 조정할 수 없도록 혈중알코올농
도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 수
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 1호, 철도안전법 41조, 항공안
전법 제57조,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 5조)이 음주규제
법의 전부라 할 수 있다[32][33]. 이러한 형편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예방을 위한 적
극적인 주류규제 정책에는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한다. 
또한 법률 적용 범위가 음주가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장
소적 측면에 비해 청소년과 운전자에 대한 행위자에 국
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를 사회생활의 연결 매체로 인
식하고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명목으로 술 취한 상태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오히려 면책해택을 주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징수의 경우에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사례가 없다고 한다
[34]. 이러한 국내의 사정과 다르게 싱가폴의 공공장소
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발견될 경우 주류는 압수당하
고 싱가폴 달러 1,000$(약 812,060원)의 벌금이 부과
되거나 1달 동안 감금된다. 또한 반복행위로 적발될 경
우 2,000$의 벌금형이 내려진다[9].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시간제한이 
없는 반면 싱가폴은 공원, 해변, 연안 항구 등의 사람들
의 왕래가 자유로운 공공장소에서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음주섭취가 금지되어있다. 또한 주류 섭
취로 인해 공공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장소

에 대해서는 주류통제구역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
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35]. 정책적 개입에 의
한 음주 판매 시간 제한 또는 주류섭취 장소에 대한 부
분적인 통제 정책의 적용은 국내 알코올섭취량 증가의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다회차 음주 행동을 대
폭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의 7개 대도시와 9개 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성인 음주자를 대상으로  다회차 음주를 조사
하여 음주 차수의 증가에 따른 알코올섭취량과 알코올
의존성을 조사하고 다회차 음주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다회차 음주자 비율이 높은 미혼자, 흡연자, 
스트레스군의 알코올 섭취량이 기혼자, 비흡연자, 비스
트레스군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다회차에 걸쳐 알
코올 섭취량이 가장 높은 장소는 주류 판매 업종인 술
집으로 나타났다(F=67.8g, p<0.001). 음주자 중 알코
올의존 교차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2.3(95% CI: 
1.745-3.057)배, 무직자는 직장인보다 3차에서 
3.2(95% CI: 1.053-9.838)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3차에서 3.9(95% CI: 1.230-12.292)배, 그리고 스트
레스군도 비스트레스군보다 2.1(95% CI: 1.561-2.768)
배 높았다. 음주자가 음주 1차에 섭취하는 알코올섭취
량 45.7 g으로 적정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으나 
1차 평균값 대비 2차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이 137.7 g
으로 3배를 초과하였고, 1차 대비 3차는 375.6 g으로 
무려 7.9배가량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음주자 대부분의 경우 알코올 의존성을 
나타냈으며 음주 회차가 1차, 2차, 3차로 누적되는 경
우 RAPS 4 (24.8%, 62.8%, 68.3%), DSM-IV(17.5%, 
46.2%, 58.7%)의 알코올의존 비율이 증가하였다. 

음주 장소를 변경하며 1차의 반주로 시작된 음주행동
은 2차부터 본격적인 식후 음주섭취로 이어져 늦은 밤 
또는 새벽녘까지 3차까지 완주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하는 음주행동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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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음주폐해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회차 음주로 인한 개인적이며 사회적 또한 국가적인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음
주자들의 하루밤 ‘음주여행’에 주류를 마시는 장소와 시
간적 제한이 개입된다면 일련의 다회차 음주 과정은 단
축될 것이다. 유럽의 음주문화처럼 다회차의 개념을 정
책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으며 회식문화의 제한, 실외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거나 늦은 시간 음주장소
의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음주금지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필두로 어느 정도 국민
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대중이 자유롭게 오가
는 공공장소에서부터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적 개
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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