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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insomnia, impulsiveness, and memory im-

pairment according to the drinking frequency of college students.

Methods: From May 4 to May 17, 2018,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men and women enrolled in J city S uni-

versity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rchitecture, Social Welfare, and Digital Content. After visiting the department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study, 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ose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SPSS 

2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

Result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insomnia, impulsivity, and 

memory impair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all departments, insomnia, impulsivity, and memory impairment were the highest in 

the addiction level. In post-analysis of psychological symptoms, insomnia and impulsivenes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emory impairment (p=.04).

Conclusion: Our hope is that this study will help activate programs like preventa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on alcohol-related 

psychological symptoms f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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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술은 수천 년의 역사동안 즐거움과 위로를 제공해주

는 존재로,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기

호품으로 자리 잡았다(Ahn, 2017; Lee & Park, 2015). 그

로 인해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술과 함께 한다(Kim & Jung, 2013). 또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등의 많은 이유로 각종 행사에 널리 사

용되어 왔다(Lee & Park, 2015). 사회생활을 하며 모임을 

갖는 등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술이 빠질 수 

없으며, 현대사회에서 술과 관련된 일들은 일상이 되었

다(Kim & Jung, 2013). 2010년 국내 전체 술 소비량을 확

인해보면 약 361만 kL이다(National tax service, 2015). 그 

중 대학생들의 1회 음주율은 2009년에 26.9 %, 2017년엔 

38.4 %로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

해지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Yang, 

2014).

전국 대학생과 성인의 음주실태를 비교했을 때, 성인

의 연간 음주율은 79 %, 대학생은 94.4 %로 대학생의 음

주율이 더 높았으며, 월간 음주율 역시 성인은 60.4 %, 

대학생은 85.4 %로 대학생 음주 실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Lee, 2012; Yang, 2014).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

인기로 성장해가는 시기로, 대학 입학과 함께 사회적으

로 음주를 용인 받으며 그동안 금지되었던 음주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Yang & Yoon, 2015). 대학교에서

는 학교 행사의 일부인 신입생 환영회나 엠티, 동아리모

임이 있어 많은 음주를 경험하게 된다(Han 등, 2005).

음주를 과도하게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Kim, 2014).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는 간 질환, 식도

암, 고혈압이나 심하게는 숨뇌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구

토, 호흡곤란 및 사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Lee와 Kim, 

2009; Ha, 2010), 우리나라 대학생의 46 %는 음주 전후의 

기억이 끊어지는 ‘블랙아웃(black-out)’현상을 경험하였

다(Ha, 2010). 또한, 불면증, 공포, 손 떨림, 경련, 환시를 

겪으며 감정 조절력은 낮아지고, 충동성은 높아지는 특

성을 보인다(Lee & Kim, 2009).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로

는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각종 범죄의 발생과 음주

운전,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있고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

과 같은 경제적인 소실이 있다(Hingson 등, 2002; Kim, 

2014). 그 외, 잦은 결석이나 학습능력 저하와 같은 학업 

문제(Hingson 등, 2002; Kim & Jung, 2013), 대인관계에서

의 장애,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 무절제한 행동 양상,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고, 숙취, 알코올 중독 등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Daphne & Kimberly, 2018; Kim,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과중한 입시 준비

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과 일탈을 경험하고 싶어 하

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Landolt & Gillin, 2001). 

이에 따른 음주의 정신건강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모

든 종류의 수면 장애인 불면증, 과다 수면과 일주기 리

듬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Ha, 2010; Lee & Park, 2015). 

두 번째로 알코올 중독 시 외적 자극에 대해 급속하고 

예기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충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반사회적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Lee, 2012; Lorant 

등, 2013; Ramadan & McMurran, 2005). 세 번째는, 알코

올 중독 시 기억 장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폭

음을 여러 차례 할 경우 정기적으로 심각한 기억 결핍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인지 기능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Penning 등, 2012; Verster 등, 2003). 

음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ang 등(2018)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대학 간의 음

주 동기를 확인한 결과 사교 모임, 파티 및 축하행사와 

같은 사회적 동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 행위 관련 요인으로는 성격특성, 

가계력, 정서 상태, 음주 기대, 자기효능, 부모의 음주 문

제 및 태도, 친구와 동료의 영향 등이 있었다(Lee, 2012). 

정서적으로 보았을 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요인은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음주 동기나 음주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Yang & Yoon, 2015). 

2000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중 

43.7 %의 여성과 82.9 %의 남성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Lee, 2005). 하지만 여성 알코올 환자

가 남성 알코올 환자보다 우울과 불안 증상이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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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알코올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불안, 

우울함, 초조함 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Han 등, 

2005; Kim, 2014). 

이처럼 대학생의 음주 동기, 음주 요인, 남녀의 음주 

빈도 차이 등의 연구는 있으나 음주 정도에 따른 충동

성, 수면 양상, 기억력 등 정신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부

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음

주량과 빈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불면증, 충동성, 기

억장애와 같은 정신학적 증상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음주와 정신건강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8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J시에 소재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40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의 많은 학과 중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작업치료학과(보건의료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인문예술대학), 건축학과(공학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

과학대학) 총 4개의 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학과 당 1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총 400부 모

두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에 앞서 본 연

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원본은 연구자가 보관하기로 하였

다. 또한 연구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 처리되어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지는 참여자

의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매겨 통계처리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AUDIT는 간편하게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있어 장애가 

있는지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

은 평가도구이다. 이 도구는 알코올 사용량과 빈도를 측

정하여 알코올 사용에 있어 심각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구성은 위험한 알코올 사용 3문항, 의존

적인 알코올 사용 3문항, 유해한 알코올 사용 4문항으로 

총 11문항이며, 해석은 총점이 8점 미만은 ‘일반음주자’, 

8점 이상은 ‘위험음주자로 주의가 필요’, 12점 이상은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20점 이상은 ‘알코

올 의존(중독)자’로 분류한다(Kang 등, 2016). AUDIT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Pearson 상관계수가 .96(p<.01)으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Chronbach alpha 상관계수는 

.92로 나타나 AUDIT-K는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Lee 등, 2000). 

2) 한국판 불면증 심각성 척도(Korean Version of the Insomnia 

Severity Index, ISI-K)

ISI는 불면증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와 

DSM-Ⅳ의 진단 기준에 따라 Morin(1993)이 개발했다

(Lee, 2017). 본 연구는 Cho(2004)가 번안한 한국판으로 

평가하였고, 도구는 총 7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0점

은 전혀 없다, 4점은 매우 심하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

면증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문항의 총점수가 0~7점은 불

면증 없음, 8~14점은 역치 하 불면증, 15~21점은 보통 수

준의 임상적 불면증, 22~28점은 심각한 수준의 임상적 

불면증으로 분류한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Ryu와 Suh(2016)의 연구에서 .75였고, Lee(2017)의 

연구에서는 .65로 나타났다.

3)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Ⅱ)

BIS-Ⅱ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써, 개인의 인지, 운동, 

계획에 대한 충동성을 알아보는 척도이다. 이 도구의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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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보통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표현되며, 인

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충동성 9문항

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역채점 항목은 10

문항(1, 3, 5, 6, 8, 9, 11, 16, 19, 23번)이 있으며, 각 요인

마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IS-

Ⅱ는 검사개발 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가 인지충동성 .73, 운동충동성 

.70, 무계획충동성 .50으로 보고되었다(Kwon & Kwon, 

2017). 

4)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Korea D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Cognition, KDSQ-C) 

KDSQ-C는 연령이나 성별, 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도구로 밝혀져(Yang 등, 2002), 대학생 연구에도 사

용되고 있으며(Lee, 2012), 인지기능 장애의 영역을 한눈

에 알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기

억력 5문항, 언어능력 5문항 및 복잡한 일의 수행능력 5

문항으로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점수는 3점 척도

로 ‘그렇지 않다 0점’, ‘약간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

점’ 로 증상정도를 측정하였다. 개발 당시에 6점을 기준

으로 6점 미만은 정상, 6점 이상은 치매의심으로 제시하

였다. KDSQ-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r=.81이었다

(Yang 등, 2002).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대한 답이 충실하게 잘되어 

탈락 없이 400부 모두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량은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그 중 나이 영역은 기술통

계를 사용하였다. 학과에 따른 음주량의 분석은 빈도분

석을 사용하였고, 음주량과 학과에 따른 불면증, 충동성, 

기억장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기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학

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알코올 심각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남자가 57.5 %, 여자가 42.5 %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Variable Number (%)

Sex
Male 170(42.5)

Female 230(57.5)

Grade

Freshman 72(18.0)

Sophomore 161(40.2)

Junior 149(37.3)

Senior 18(4.5)

Department

Occupational therapy 100(25.0)

Digital content 100(25.0)

Architecture 100(25.0)

Social welfare 100(25.0)

AUDIT

Low-risk 146(36.5)

Hazardous 122(30.5)

Harmful 100(25.0)

High-risk 32(8.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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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36 ~ 23.52세였다. 

학년은 1학년 18.3 %, 2학년 40.2 %, 3학년 37.3 %, 4학

년 4.5 %로 2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고, 4학년 학생이 가

장 적었다. 전형적 음주량은 일반(low-risk) 36.5 %, 위험

(hazardous) 30.5 %, 문제(harmful) 25.0 %, 중독(high-risk) 

8.0 %로 일반이 제일 많았으며, 중독 수준의 음주자가 

제일 적었다(Table 1).

2. 학과에 따른 알코올 심각도

4개의 학과에 따라 알코올 심각도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를 통하여 합계에 따라 일반, 위험, 문제, 중독

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일반음주자에서는 사회복지

학과가 56명(38.4 %), 위험음주자에서는 디지털콘텐츠학

과가 45명(36.9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

한 문제음주자에서는 작업치료학과가 34명(34.0 %), 중

독음주자에서는 건축학과 14명(43.6 %)으로 4개의 학과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Occupational therapy Digital content Architecture Social welfare

Low-risk 36(24.7) 21(14.3) 33(22.6) 56(38.4)

Hazardous 24(19.7) 45(36.9) 29(23.7) 24(19.7)

Harmful 34(34.0) 28(28.0) 24(24.0) 14(14.0)

High-risk 6(18.8) 6(18.8) 14(43.6) 6(18.8)

Table 2. Comparison of alcohol severity according to department                               [Unit=number (%)]

3. 알코올 심각도에 따른 정신학적 증상

대학생의 알코올 심각도에 따라 불면증, 충동성, 기억

장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불면증, 충동성, 기억장애는 음주량 수준별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Table 3).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불면증은 중독과 일반, 중

독과 위험, 중독과 문제 수준에서 모두 p=.00으로 분명

한 차이가 나타났다. 충동성은 중독과 문제 수준을 제외

한 중독과 일반, 중독과 위험 수준에서 p=.00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억장애는 중독과 일반, 중독과 위

험, 중독과 문제 수준에서 모두 p=.00으로 분명한 차이

가 있었다(Fig 1). 

Variable Low-riska Hazardousb Harmful c High-riskd F p Post-hoc

ISI-K 7.26±5.11† 8.19±4.29 7.82±4.76 13.16±5.90 13.13 .00**

a:d**

b:d**

c:d**

BIS-Ⅱ 50.58±6.80 50.52±5.90 52.82±8.49 56.03±6.22 7.34 .00**
a:d**

c:d**

KDSQ-C 4.54±4.24 4.75±3.75 5.50±4.31 8.69±7.11 8.33 .00**

a:d**

b:d**

c:d**

Table 3. Comparison of psyc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alcohol severity                         (Unit=score)

†M±SD,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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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st-analysis of psyc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alcohol severity 

4. 학과에 따른 정신학적 증상

4개의 학과에 따라 불면증, 충동성, 기억장애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모든 학과를 분석한 결

과, 대학생의 불면증은 p=.64, 충동성은 p=.9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기억장애의 평균은 작업치료학

과에서 4.29(±3.32)점으로 가장 낮고, 디지털콘텐츠학과

에서 6.13(±4.27)점으로 가장 높았다(p=.04)(Table 4).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기억장애는 작업치료학과

와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41), 나머지 학과 간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Fig 2). 

Variable
Occupational 

therapya Digital contentb Architecture Social welfare F p Post-hoc

ISI-K 7.59±4.24† 8.37±4.82 8.26±5.56 8.40±5.57 0.56 0.64

BIS-Ⅱ 51.76±6.81 51.85±6.90 51.36±8.38 51.26±6.40 0.17 0.92

KDSQ-C 4.29±3.32 6.13±4.27 5.00±5.59 5.28±4.53 2.86 0.04* a:b*

Table 4. Comparison of psyc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department                              (Unit=score)

 

 †M±SD, *p<.05, 

Fig 2. Post-analysis of memory impairment according to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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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과음, 위험음주가 포함되는 문제음주는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한다. 또한, 대학생이 일반 성인보다 높은 

음주비율을 보이며 음주 관련 문제들도 더 많이 나타난

다(Ahn, 2017; Shin & Yang, 2014). 본 연구는 음주와 관

련된 정신학적인 증상들 중 불면증, 충동성, 기억장애에 

초점을 맞췄으며 대학생의 음주 빈도에 따른 각 증상들

의 실태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과에 따른 알코올 심각도는 일반

영역에서 사회복지학과(사회과학대학)가 38.4 %로 가장 

높았으며 위험영역은 디지털콘텐츠학과(인문예술대학)

가 36.9 %, 문제영역은 작업치료학과(보건의료대학)가 

34.0 %, 중독영역은 건축학과(공학대학)가 43.8 %로 가

장 높았다. In(2010)의 연구에서도 전공분야별 음주유형

이 공학계열에서 52.6 %, 자연과학 42.9 %, 인문학 45.0 

%로, 공학계열이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

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음주량에 따른 불면증은 중독수준에서 점수가 가장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음주빈도

는 ‘절대 안함’에서 ‘매일’로 갈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Kim과 Kim, 2013), 알코올 사용

량과 관련된 문제 음주 심각도는 지연된 일주기리듬, 부

정적인 수면습관과 상관관계가 높았다(Ko 등, 2017). 또

한, 알코올은 수면 항상성과 주간 각성도, 수면 중의 생

리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임상적으로 불면이나 수면 박탈 

효과, 수면 관련 호흡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ho 

& Lee, 2017). Park 등(2006)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주간 졸림증, 수면에 입면 하는 시간, 각성이 

빈번하거나 서파 및 렘수면이 감소되는 등의 수면 문제

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소량의 술에서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Lee 등, 2013), 위의 연구들을 통해 알코올 량이 

늘어날수록 수면의 질은 낮아짐이 보고되어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음주량에 따른 충동성도 중독수준에서 점수가 가장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충동성, 반사회성의 위

험요인은 알코올이며 많은 연구에서 충동성은 알코올 

남용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라고 설명된

다(Jeong, 2010; June 등, 2007). Lee(2012)의 연구에서는 

비문제성 집단보다 알코올 사용 장애 집단이 무계획 충

동성 부분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이는 문

제 음주군이 비문제 음주군보다 운동충동성, 무계획 충

동성이 높다는 연구와 비슷하며 알코올의존환자에게서 

충동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즉, 음주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충동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음주량에 따른 기억장애도, 중독수준에서 점수가 가장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Ahn(2013)의 연구에서 취중 기억상실이 한 달에 2회 이

상 경험 있는 대상자는 10.2 %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만성적인 음주는 블랙아웃

(blackout) 현상보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신경 

독성 작용을 통해 보다 심각한 인지기능 손상을 유발하

며, 뇌에 영향을 주어 치매 혹은 다양한 인지장애를 유

발한다(Joe 등, 2009). 실제로 만성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대부분은 부분적인 뇌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며, 

인지기능 중 특히 건망증, 지남력장애, 우울증, 정신운동

지연, 주의력저하, 보속증 등이 흔히 관찰된다(Shin & 

Yang, 2014). 많은 양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중

독환자들의 경우 급성기에 금단 시 뿐만 아니라 금단증

상이 없어진 후에도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 

불안정, 인격의 변화 및 정서의 둔화 등의 양상이 나타

나게 된다(Son 등, 1995). 따라서 과도한 음주는 기억장

애와 같은 인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학과에 따른 정신학적 증상의 결과에서 불면증과 충

동성은 학과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기억장애 증상은 점수가 가장 낮은 작업치료학과와 

점수가 가장 높은 디지털콘텐츠학과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음주에 따른 학과별 기억장애 연구는 부족

하였지만,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서, 지난 한 달간 2주 이상 취중 기억상실을 경험한 경우

는 보건관련계열의 학생보다 비보건관련계열의 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자들이 음주와 관련

된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과음을 절제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Ahn, 2013).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 학과를 대상으로 설문하였기에, 

본 연구자는 보건의료, 인문예술, 공학, 사회과학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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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는 4개학과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

지만 편의 추출된 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익명의 설

문을 하였기에, 문제적 음주습관이 나타난 많은 대상자

들에게 본인의 결과를 알려주거나 사후 프로그램 제공

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생시기의 

음주습관이 사회인이 되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장기적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신건

강과 관련한 음주문제 예방과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이미 상당한 수가 음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면과 충동, 기억장애뿐

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여러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전문가에 의한 음주 관련 교육이나 체계

적인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 간의 음주빈도에 따른 불면증, 충동

성, 기억장애와 같은 정신학적 증상 실태에 대해 알아보

고자 J시에 소재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4개 학과의 각 

100명을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400

부 모두를 회수하였다. 그 결과 학과에 따른 알코올 심

각도는 중독수준이 건축학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으며, 음주량에 따른 불면증, 충동성, 기억장애는 음

주량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또한, 학과에 따른 정신학적 증상에서 불면증과 충

동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억장애에서

는 디지털콘텐츠학과가 가장 높았으며 작업치료학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의 음

주 관련 정신학적 증상들에 대한 예방적 교육과 상담 등

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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