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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rinking environment and drinking culture in an area

with high drinking rates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drinking intervention

program. Methods: Forty-six local experts and resident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that

mainly asked questions about the drinking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the culture and behavior of

drinking, and the community efforts to reduce the drinking rates. The interviews of four group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Results: Drinking environments and culture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themes: high physical accessibility to drinking, type of housing and long duration of stay

in the same region, drinking-friendly culture and daily life events, various reasons and patterns of

drinking, and lack of health (education) programs. Conclusions: Community efforts are required to

make the residents aware of how the local environment is related to the high drinking rates in their

community. Further, the study underlines the need for the community to make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drinking rates are low, and foster a diverse leisur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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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부산은 월간 음주율이 2018년 전체 58.8%로 전

국 중앙값 57.8%보다 높으며, 고위험 음주율 역시 

2018년 전체 20.8%로 전국 시도 중앙값 19.1%에 

비해 높은 지역이다[1]. 특히 부산의 구도심 지역

은 특히 높은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고위험 음주

는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에서 남자는 한 번

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 여

자는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빈도가 주 2회인 경우를 의미한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KCDC], 2017). 

)을 보이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과 암 사망율이 

높은 지역으로, 그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음주율을 

꼽고 있다[2].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

소에 따르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제

시되고 있으며[3] 단기적으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

하여 피로, 어지러움, 졸림, 권태 등의 증상을 유발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부정맥 등 혈관성 질

환과 뇌신경 손상과 중독 증상 그리고, 각종 간 질

환 등의 질병 발생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키

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4].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는 흡연[5],

성별[6], 연령[7], 스트레스[8], 건강행태[5]와 우울

감 경험[9][10], 교육수준, 직업, 경제적 요인[7] 등

의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고,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이 강조되

어 왔다. 하지만, 음주의 원인은 음주자 개인 특성

뿐만 아니라 음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11][12], 이 

환경적 특성에는 음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특성과 알코올관련 정책 환

경 특성이 포함한다[13]. 이러한 환경 중 술값이 

저렴하고, 술을 구매하고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많

은 환경은 음주동기를 높이는[14]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음주행동 또는 음주문제

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하려면 개인의 특성과 

동시에 환경적 특성을 고려되어야 함이 강조되었

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이나 문화

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이 경

험하는 음주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

기 때문에[15]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가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음주행동 또는 

문제에 있어 지역의 환경과 문화 및 행태를 고려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2].

한편,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중 미디어를 통한 음주 장면은 간접경험을 통

해 음주에 대한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6], 음주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

한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7].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알코올 통제정책은 알

코올 관련 질환과 사고를 많이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18]. 알코올에 대한 통제정책이 지역

을 기반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

[19][20], 음주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사회의 음주행

태, 범위, 발생율, 음주문제의 지리학적 분포를 결

정한다고 한다[21].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

적인 음주정책의 부재로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으

며[22].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을 방

해하는 다양한 정책요인들이 있다.

위의 다양한 요인들이 음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정 지역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

역의 어떠한 요인들이 특히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주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음주환경과 음주문화 및 

행태를 확인하고 음주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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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한 질적 연구로, 음주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과 지역전문가(구청, 동사무소, 복

지관, 보건소 근무자 등)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에서 8월 사이에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환경과 음주문화 및 행태를 파악하여 개선방

안을 도출하여 음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부산의 음주율이 높은 지역의 전문가 (행정 관

련기관, 보건소 및 지역보건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등)과 지역주민(오피니언리더 및 주민 위원회 위원 

등)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지역의 보건관련 및 지역사회 전문가 및 오

피니언 리더 대부분을 포함하였으므로, 연구가 파

악하고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0%였고, 50대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또는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이 41.3%로 가장 많았

다. 또한 지역주민은 71.7%, 전문가는 28.3%였다 

<Table 1>.

2. 연구 내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지역사회 음

주환경과 음주문화·행태,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지

역사회에서 필요한 노력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 음주환경과 음

주행태, 다른 지역과 다른 환경 및 문화,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와 음주행태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Sex  Male 23 50.0

Female 23 50.0

Age group

30s 10 21.7
40s 10 21.7
50s 12 26.1
60s 11 23.9
70s 3 6.5

Work 
experiences/   
residential 
periods  

< 1 year  1 2.2
1 - 5 years 6 13.0
5 – 10 years  2 4.3
10 – 20 years 5 10.9

> 20 years 19 41.3
No response 13 28.3

Participants
Opinion 

leaders/residents 33 71.7
Regional experts 13 28.3

Total 46 100.0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협력 계획 및 향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음주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연구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고 지역의 특성에 대해 의견

을 나누면서 본격적인 지역의 음주문화와 음주행

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지는 기존 

문헌들의 관련 요인들을 바탕으로 세부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수

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Table 2>.

3.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의 인터뷰 장소는 지역

의 동 주민센터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약 1

시간 40분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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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estions used for focus group interviews

Questions Sub-questions
Drinking environments in 
the community - Is there an environment where you drink a lot of alcohol in particular, or you drink less?

Drinking culture and 
behaviors in the 
community

- Is there a special drinking culture in you community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 When do residents in this region usually drink? Are they especially motivated to drink 
during specific periods?
- In this region, where and with whom do people mainly drink? 
- What kind of social activities do you usually focus on? Tell us about the types of social 
activities you usually engage in.

Community efforts for 
decreasing drinking 
rates

- Who are the people who can participate and help you if you're doing a business related 
to a healthy drinking program? 
- What changes would you like to make if you are in charge of a healthy drinking program? 
Why do you want to make a difference?
- What needs to be improved to positively change the local drinking culture?
-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missing in order for the local residents to engage in 
healthy drinking habits?

수집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연구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집단은 2집단, 지

역주민 집단은 3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1회로 

총 5회가 이루어졌다. 주민집단은 소지역 및 참여

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앞서 지역의 보건소와 동 주

민센터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지역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지역주민 중 참여

자 모집은 각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오래되어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지역 내 오피니언리

더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도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 건강문제에 관심 있고, 업무 영역이 관

련되어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

다. 각 집단은 동의를 받은 후 각 지역 인터뷰 참

여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시작 전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이 되었고 이후 

녹음된 내용을 필사본(transcirpt)으로 만들어졌다.

4. 자료분석 

인터뷰는 모두 녹음되었으며, 모두 필사본으로 

만들어졌다. 참여 대상자들의 주요 발언과 비언어

적 행동 및 표정 등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였으

며, 기록된 모든 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하여 주제를 

도출되었다. 반복되는 의견과 주제들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범주화)되고 분석되었고, 이 과정

은 비슷한 단어와 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분류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필사

본을 다시 읽으면서 각 그룹별 인터뷰 내용을 검

토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내용의 정확성을 기

하였다. 의미 있는 주제(theme)를 도출과정에서 인

터뷰 자료와 현장 기록, 필사본, 요약기록 등을 배

제된 내용이나 비약이 없는지 연구진이 함께 검토

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최종 

도출된 진술들은 음주의 관련 요인으로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Table 3>. 각 그룹별로 요약

정리 과정이 이루어졌으나, 분석 후 그룹별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결과로 제시되었다.

5. 윤리적 고려와 연구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시작 전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D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

행하였다(1041493-A-2019-005). 인터뷰참여자에게 

인터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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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jor themes and sub-themes of drinking environment, culture, and behavior

Questions Theme Sub-themes

Drinking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High physical accessibility to 
drinking

① Plenty of liquor shops or pubs and cheap liquor prices 
② Drinking anywhere in the residential areas, such as in front of a 
supermarket, a convenience store parasol, or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s 

Type of housing and long 
duration of stay in the same 

region
①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close to neighbors 
   (Long-standing residence in the area and strong attachments to 
each other)

Drinking culture in 
the community

Drinking-friendly culture and 
daily   life event

① Low awareness of the harmful effects of drinking
② Permissible and friendly local culture for drinking
③ Recognizing drinking as a leisure culture / Absence of a local 
culture other than drinking to be shared with others
④ Addictive drinking in everyday life

Drinking behaviors 
in the community

Various reasons and 
patterns of drinking 

① Continuous drinking alongside of 1st, 2nd ,and 3rd   drinking 
continuously
② Drinking during meals
③ Social gatherings connected with drinking
④ Drinking alone at home
⑤ Drinking habits of manual workers
⑥ High drinking rate of the middle-aged 

Community efforts 
for decreasing 
drinking rates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s 

supported by health policies

① Health-checkup program by public health centers / Continuous 
education for abstinence
② Continuous efforts to change the culture, such as meeting to 
enjoy leisure activities without alcohol drinking   and enaction of 
abstinence day
③ Reducing drinking opportunities by providing jobs/ reducing the 
frequency of alcohol exposure by creating   diverse leisure cultures
④ Reinforcement of advertisements and campaigns 
⑤ Support by health policy including expanding the budge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centers

인터뷰 내용의 녹음 및 녹취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

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

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동의서를 서면

으로 받았다. 인터뷰 진행은 3명의 질적 연구에 대

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진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이들은 또한 건강 전문가로 모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 과정의 분석은 다수

의 질적 연구 경험과 건강증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분석하면서 연구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음주환경과 음주문화 및 행태에 대한 내용을 인

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5개의 주제와 각 영역별로 

1~6개의 하위 주제를 추출하였으며, 높은 음주율

과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의 음주 접근성이 

물리적으로 높은 부분과 오래된 가옥구조로 집들

이 너무 밀집되어 있거나 오랜 거주 기간으로 주

민간의 결속력이 강한 점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음주문화는 음주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낮고, 음주

에 대해 허용적이고 친화적인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었으며, 음주를 하나의 여가문화로 인식하고 있

음과 동시에 술 이외에 할 수 있는 지역의 여가 

문화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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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상생활 속에 습관화된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지역의 음주행태에 있어서는 1,2,3차의 연

결된 폭음과 반주, 술로 연결되는 친목 모임과 자

택에서의 혼술, 육체노동자와 중장년층의 음주 문

제 등 다양한 원인과 음주행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은 건강

관리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인식 및 정책적 지원 등

의 다양한 부분들이 제시되었다<Table 3>.

1. 높은 음주율과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음주 환경을 알아보기 위

해 술을 많이 먹게 하는 환경, 음주를 하게 하는 

상황이나 지역의 변화(재개발, 여가문화시설, 체육

시설,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와 관련된 주류 섭취

에 대해서는 밀집되고 저렴한 술집, 어디서나 가능

한 음주 한경 등 높은 물리적 접근성이 지적되었

다. 가격 및 물리적 환경 모두 음주를 유도하는 효

과가 있었다. 또한 좁고 오래된 가옥구조와 장기간

의 거주기간이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음주에 쉽

게 동참하게 되는 환경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이긴 하나 거주기간이 높은 데에서 오는 

서로 간의 교류가 술로 이어지고, 이러한 교류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1) 높은 물리적 접근성 

술집이 활성화되고 밀집되어 있어 술에 대한 접

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류 가격이 

저렴한 것 또한 음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격 

및 물리적 환경 모두 음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

었다. 지역적 특성으로 거의 생활의 모든 환경이 

음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특히 경로당, 노인

정, 슈퍼 앞의 평상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시장 

안 그리고 만나는 장소 어느 곳이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여서 음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밀집되고 저렴한 술집

“ 육거리에 안주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백(불고

기백반)하고 한잔 이래서, 금액도 별로 안 비싼 것 

같고.” (참가자 #12 –A동 전문가), “육거리 쪽은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술 먹기 좋은 문화죠.

아주 다양한 안주거리도 많고.......너무 이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 예 진짜 나오면 바로 술집들이 많으니까......

(중략)” (참가자 #39 – A동 지역주민) “ 싸니까 

술집 진짜 싸잖아.....그래서 한 잔” (참가자 #43 –

A동 지역주민)

② 슈퍼 앞·편의점 파라솔, 경로당, 노인정 등 

동네 어느 곳에서든 음주

“ 놀다 보면 술 한잔 하시고 거기서 사랑방이 

있으니까 또 뭐 술도 조금씩 한잔 마시고. 하지

요...... 그 경로당에는 어르신들 사랑방에도 모여서 

거기도 맥주 한잔씩 어르신들 하지 않습니까.” (참

가자 #4 - A동 지역주민) “ 우리 동네도 보면 우

리 경로당이든 이렇게 저희 가보면 어르신들 거의 

술자리가 거기서 거의 술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참가자 #9 – A동 지역주민) “ 특별한 장소는 없

고요. 모이면 모이는 곳이 바로 술자리가 됩니다.”

(참가자 #5 – A동 지역주민)

“ 구멍가게 앞에 약간 파라솔 같은 원탁의 그런

데서 3~4분들이 항상 술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

니면 시장 안이라든가 길거리에 보면 아주머니가 

파는 커피를 파는, 그런 음료 파는데 옆에서 보면 

항상 술을 드시고 계세요. 보통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슈퍼 앞에서 3~4분 모여서 드시는 게 일반적이

죠.”(참가자 #21 – B동 전문가) “ 중간, 중간 구

멍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소비가 많습니다.

산 밑에 조만한 가겐데 종일 술 사 먹습니다.” (참

가자 #25 – B동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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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좁은 오래된 주택 가옥구조와 장기간의 거
주기간

참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주거 환경으

로 밀집되고 오래된 가옥구조(참가자 #18),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참가자 #22) 있어서 연락하기가 편

하고(참가자 #43), 집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도록 

쉽게 권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밀집

된 가옥구조가 이웃 간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쉽게 

자주 많이 마실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

부분 몇 십년 이상 오래 거주하면서(참가자 #8, 참

가자 #15, 참가자 #38, 참가자 #43) 서로 잘 아는 

사이면서(참가자 #31) 자연스럽게(참가자 #29) 술

을 마시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① 오래된 주택이 많고 물리적·심리적으로 가까

운 옆집(지역에서의 오랜 거주기간 및 정이 많음)

인터뷰 참가자들이 언급한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으로 주택구조와 거주기

간에 기인한 음주가 많은 것은 아래의 인터뷰 내

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택, 주거환경이 다른 동 보다 좀 많이 떨

어지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으니까, 집들이 따닥따

닥 붙어있어서) 음주율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다 

바로 옆집에서 오라고 하고, 부침개 구웠다 한 잔 

먹자. 이런 식으로” (참가자 #18 – B동 전문가). “

주택지역이고 집이 바로 바로 옆에 있어서 옆집에

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삼겹살 먹는데 같이 먹자하

고......그러다보니 한잔 한잔하게 되고.” (참가자 

#22 B동 전문가) “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가 

용이하잖아요. 친구들을 동네에서. 그러니까 술 먹

기가 편한 것 같아요. ” (참가자 #43 – A동 지역

주민)

“ 이 지역은 거의 몇 십 년 오랫동안 이 지역에

서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분이 자연스

럽게 되다보니, 한잔들 드시는 비율이 높아져

서......” (참가자 #8 – A동 지역주민). “ 전부 다 

이웃들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

제 자주 만나시니까 그게 음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도시나 이런 데는 

서로가 모르니까 그 술을 같이 동네 사람들끼리 

술을 자주 먹는 확률도 거의 없는데, 오래 거주하

니까.”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오래 거주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대관계가......(중략)결국은 정

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살아가지고 술을 마시다보니

까......(중략)” (참가자 #38 – A동 지역주민)

“ 동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형님 아우들이니

까 니 한잔해라 내 한잔만 따라도 하면은 젊은 사

람들은 한잔 따라드리고 하다보면 한잔 묵고(먹

고)” (참가자 #29 – B동 지역주민) “우리 동네 사

는 사람들 전부 다 형제간 같고 만나는 사람 있으

면 술을 자주자주 먹게 됩니다. 그만큼 화합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참가자 #31 – B동 지역주민)

“ 여기 사시는 분을 보면 한 번 사시면 30-40년 오

랫동안 사시잖아요. 아는 지인들이 건너건너 많다

보니까 모이면 또 술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연결해오니까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참가자 #43 – A동 지역주민)

2. 지역의 음주문화

전반적 지역사회의 음주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 지역의 특별한 음주 문화가 있는지, 주로 주민

들은 어떤 경우에 술을 마시는지, 평소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이 활동과 음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동네 마을에서 주로 누구와 어디서 술을 마시

는지에 대해 확인하면서 이들의 음주문화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고

위험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으며(참가

자 #4, 참가자 #25, 참가자 #29) 음주 자체를 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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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참가자 #17, 참가자 #38, 참가자 #43)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참가자 #39)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가자 대부분은 지역의 음주

율이 높은 것에 대한 수긍도 하지 못했다. 이를 통

하여 지역주민들의 음주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① 음주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이 낮음

인터뷰 참가자들이 언급한 음주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이 낮음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한 병은 일단 기본이고.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두 병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일 거에요. 기

분 좋으면 안주 좋으면 두 병 가까이 먹을 수도 

있어요” (참가자 #4 – A동 지역주민) “ 그게 술

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음주.. 음료? 형태로 그

냥 드시는 것 같아요” (참가자 #17 – A동 전문

가) “ 진짜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내가 술 많이 

마시는 거 알고는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정도까

진 괜찮아 하시거든요” (참가자 #29 – B동 지역

주민). “ 술을 먹는 이유가 취하려고 묵는(먹는) 거 

아입니까” (참가자 #34 – B동 지역주민) “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런가... 조금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아니에요. 술을 술이라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예요” (참가자 #39 – A동 지역주민)

②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고 친화적인 지역문화

우리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듯 음주를 좋아

하고(참가자 #31, 참가자 #38, 참가자 #43, 참가자 

#44), 음주에 대해 관대하고(참가자 #41) 허용적인

(참가자 #15)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

서 오랫동안 고착된 지역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

안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도 이,, 여기선 뭐,,, 어느 정도 실수를 한

다 하더라도~ 아 뭐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아직도 여기서는 네 좀 안아주고......(중략)” (참가

자 #15 – A동 전문가) “술, 물, 가리는 사람이 없

어요. 가만 보면 술 한잔 묵자(먹자) 하면 억스로

(엄청나게) 기분 좋게 생각해. ” (참가자 #31 – B

동 지역주민) “한 잔 묵자(먹자) 이렇게 모이는 게 

많고.” (참가자 #38 – A동 지역주민) “힘들면 술

을 먹고 좋아도 술을 먹고 모이면 또 술을 먹

고......(중략)” (참가자 #43 – A동 지역주민) “사람

들 (술) 먹으면 또 그냥 서로서로 좋아가지고 전형

적인 술자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한 잔 해야

지 그러듯이......(중략)” (참가자 #44 – A동 지역

주민)

③ 음주를 하나의 여가문화로 인식/ 술 외에 

함께할 수 있는 지역문화가 없음 

참여자들에 따르면 모임 시 음주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없고(참가자 #15, 참가자 #39),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도 모이면 손쉽게 할 수 있

는 활동을 음주로 인식하고(참가자 #44)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참가자 #37, 참가

자 #41)도 음주율을 높이는 이유로 판단되었다.

“ 특별한 것들이 다른 어떤 우리의 문화들이 만

나가지고 하는 문화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술을 

자주 즐겨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헬스

나 수영을 하는 건 어떨까 뭐든 상관이 없는데 일

단 혼자 있는 시간 그런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제일 쉬운 거는 싸고 쉬운게 술이니까요”(참가자 

#37 – B동 지역주민)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뭐 이 나이에 모여가지고 나이도 30대, 40

대, 50대 각양각색인데 다 피시방 가가꼬(가서) 앉

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중략)” (참가자 #39

– A동 지역주민) “ 예를 들어 연산동에 온천천 

같은 그런 거라도 있으면 운동이라도 할 건데 지

역이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중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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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41 – A동 지역주민) “이제 다른 여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거기로 (술 먹는 

것으로) 많이 치우친다는....(중략)..공원 자체가 없

으니까 봉사활동이 끝나고 회의를 하고 뭘 하더라

도 저녁 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술 밖에 없더

라구요.” (참가자 #44 – A동 지역주민)

④ 일상생활 속의 습관성 술 

매일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술이 없으면 잠들

지 못한다거나(참가자 #25, 참가자 #39) 일상생활

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것이 이미 습

관화되어(참가자 #15, 참가자 #42)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 중 나온 습관성 술에 대한 언급이다.

“ 어르신들의 같은 경우엔 일상생활이 음주다 

보니까 저희도 어르신들 만나보면 거의 습관적으

로 매일 술을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

요.”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 업종마다 다

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술 안 묵으면(먹으면) 잠 못 

자요 ” (참가자 #25 – B동 지역주민) “그분들은 

술을 안 드시면 못 주무세요......(중략) 저도 잠이 

안 오면 큰 캔을 하나 따가지고 약간 알딸딸할 때 

먹었을 때 그 때 딱 자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

로 계속 그렇게 되니까 샤워하고 자기 직전에 나

오면 냉장고 앞에 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루트가 딱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참가자 #39

– A동 지역주민)

3. 지역의 음주행태

지역의 음주행태는 한 번에 다양한 술로 연속된 

음주와 식사와 함께 하는 반주, 모임 후 음주, 혼

술, 육체노동자의 음주 및 중년들의 높은 음주율 

등의 다양한 음주 이유와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세부적으로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를 하는 것과(참가자 #15, 참가자 #44) 1차, 2차, 3

차의 연속된 술자리(참가자 #39, 참가자 #43)가 지

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음주형태로 확인되었다. 술

자리가 아닌 돼지국밥과 같은 평범한 일반 음식점

(참가자 #4, 39)뿐만 아니라 집에서도(참가자 #15)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형태인 반주가 습관처럼 

잦다는 것을(참가자 #17) 알 수 있었다. 모임(참가

자 #3) 뿐만 아니라 회식(참가자 #38), 주민자치회

의(참가자 #14, 참가자 #15), 봉사활동(참가자 #44)

후에도 술이 빠지지 않는 모임이 많았으며(참가자 

#25, 참가자 #31) 모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술자

리로 이어지는 친목도모(참가자 #17)의 경우도 빈

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목관계가 너무 좋

아도 너무 없어도 둘 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되었

다.

① 1, 2, 3차 연결한 폭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오늘 한 병만 먹자! 이래 

시작해가지고 먹다 보면 약간 이제 오르면 한 병 

더......(중략)”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 어디 

그 딱 거기.. 일본식 술집처럼 밀집되어있는 딱 거

기가 술집이.. 술 1차부터 2차 3차까지 가능하

고......(중략).”(참가자 #39 – A동 지역주민) “ 1,

2, 3차를 기본으로 다 먹어요. 1차는 무조건 소주,

2차는 또 맥주, 3차는 또 맥주더라구요. 그렇게 1,

2, 3차를 연결 다 해서” (참가자 #43 – A동 지역

주민) “ 한 3병에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그

거 먹고 딱 이제 다 헤어지는 시기라고 봐야죠”

(참가자 #44 – A동 지역주민)

②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

“ 저녁에 식사하러 가면서 반주를 하는 거지요.

여기 돼지국밥집 엄청 많잖아요. 돼지국밥만 올라

와 있는 테이블 거의 없어요. 소주가 한 병씩 올라

와 있었죠.”(참가자 #4 – A동 지역주민) “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는 모임에 가게 되면 식사자

리지만 꼭 반주를 시키시더라고요. ” (참가자 #17

– A동 전문가) “가게를 이용하기보다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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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 형식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조금 연세가 있

으신 분들은 공식적인 술을 이제 잘 안 하시고 이

제 그런 분들은 반주 위주로”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③ 반드시 술로 연결되는 친목 모임

“모임에 가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참가자 #3 – A동 지역주민) “자연적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중략) 그게 술이 한 잔 들어가요.

아무래도 쉽죠.” (참가자 #8 – A동 지역주민) “주

민단체 회의할 때, 단체회원들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가자 #14 – A동 전문가)

“주민들은 어떻게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을 가지면 가질수록 술자리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

리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거 끝나고 나

면 무조건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중

략) 어떤 모임을 가면 또 드시게 되는”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네. 그러니까 친목도모로 술

이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참가자 #17 – A동 전

문가) “술을 안 먹는 모임은 없어요.” (참가자 #25

– B동 지역주민) “회식 하면은 무조건이죠” (참가

자 #38 – A동 지역주민) “요즘에 봉사활동 후에

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구요” (참가자 #44 – A동 

지역주민)

④ 자택에서의 혼술 

지역 내에선 혼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참가자 

#1, 참가자 #6, 참가자 #13), 이는 혼자 사는 가구

가 많은데다가(참가자 #18, 참가자 #21, 참가자 

#29), 지역에서는 저소득 계층도 많아(참가자 #19)

생기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단독가

구 비율,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전체 부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2].

“혼자 그렇게 술을 드시는, 술이 없으면 못사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가자 #1 - B동 

전문가) “사서 자기 집 가서 혼자서 혼술 마시고 

이런다니까요..” (참가자 #6 – A동 지역주민) “술

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집에 사와서 드시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가지고 드시거나......(중략)” (참

가자 #13 – A동 전문가) “독거노인이거나 수급자 

비율이 높은데요. 실제로 나이 든 남자 어르신들이 

술을 사서 집에서 혼자 술 드시고 폐쇄적인 특성

도 또 강하고......(중략).” (참가자 #19 – B동 전문

가) “혼자 드시면서 집에 김치 있으면 김치를 드신

다는 분도 있고, 안주 없어서 과자 한 봉지 뜯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중략) 들

어 가보면 혼자서 이렇게 방 중안에 딱 앉으셔가

지고 과자 한 봉지 놔두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참가자 #21 – B동 전문가)

⑤ 육체노동자의 음주

항구 인접의 지역적인 환경으로 부두 노동자(참

가자 #18)와 육체적 노동일을 하는 일용노동자들

(참가자 #21, 참가자 #32)의 경우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만 4, 5부두가 뒤쪽에 있는데 그쪽 라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화이트칼라보단 

블루칼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직업적 특성으로 인

해서 음주율이 높습니다.” (참가자 #18 – B동 전

문가)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건설현장에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 또 일을 하러 나가고 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다섯 시나 이때쯤 퇴근하고 

오면 사실 그 술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식당에서 거의 새벽까지 서

서 계속 설거지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적정하게 술을 먹는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우니까.”

(참가자 #21 – B동 전문가) “노가다 하면 묵게(먹

게) 됩니다. 주로 몸을 써서 일을 하면 술을 많이 

먹게 되요.”(참가자 #32 – B동 지역주민)

⑥ 중장년 층의 높은 음주율

인터뷰 결과에서는 40-50의 중장년층에서(참가



Study of the Drinking Environment, Drinking Culture and Behavior

for the Development of an Alcohol Intervention Program

- 187-

자 #15, 참가자 #18, 참가자 #21, 참가자 #45) 고

위험 음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

탕으로 40-50대 연령층 대상자를 지역사회 내 음주 

중재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 그룹으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주 40~50대분

들이 자주 드시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는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상의 이제 이 지역에서

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니까......(중

략)”(참가자 #15 – A동 전문가) “ 중장년층 중에

는 그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도 출근하시고 정

말 자기가 술 먹기 위해서......(중략) ” (참가자 #18

– B동 전문가) “중장년층 중에 예전에는 아주 잘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그 

개인 과거력 때문에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술

을 많이 드시더라구요” (참가자 #21 – B동 전문

가) “A지역에 이 젊은 층보다 형님 또래 그리고 

내 또래, 40-50대? 이제 그 분들이 좀 술을 많이 

즐기시니까.” (참가자 #45 – A동 지역주민)

4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노력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과 지역 관계자가 생

각하는 노력방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 아래의 

5가지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는 보건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음

주에 대한 인식 강화, 일자리 제공 및 여가문화 제

공으로 음주에 대한 접근성을 줄임, 캠페인과 홍보 

강화 및 관련 법제정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① 보건소 주도의 찾아가는 건강점검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 교육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보건소 주도의 건강관

리 프로그램(참가자 #4, 참가자 #6, 참가자 #26,

참가자 #43)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음주

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절주 인식 교육

(참가자 #12, 참가자 #15)이 필요하다고 참가자들

은 언급하였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교육을 하

여 사람들의 삶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보건소에서 뭐 관리를 해 주면은 우리 지역이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건강문제가 많다는 것을 사

람들이 좀 수긍하고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요?” (참가자 #4 – A동 지역주민) “건강검진을 

보건소나 어디서 무료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지 안 건

강한지 알면 술을 적게 마실 거 아닙니까?” (참가

자 #26 – B동 지역주민) “건강검진도 방문서비스

해서 피 하나 뽑아 가서 그 안에 기본 수치들 나

오면 보여주면서 그 결과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

고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참가자 #43

– A동 지역주민)

② 술 안 마시는 모임 등의 지속적 문화 개선 

노력 필요/ 금주의 날 제정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고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

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 또는 소규모 그

룹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

(주민단체장 등)를 중심으로 절주 선언(참가자 #15,

참가자 #31)이나 절주 관련 프로그램(참가자 #39,

참가자 #44)과 같은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전파를 

유도하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문화데이(참가자 #38)와 같

은 금주의 날 제정의 의견이 있었다(참가자 #17,

참가자 #41, 참가자 #43). 이를 통해 절주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점차 확대하여 음주율

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화들도 점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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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듯이 술도 이제 많이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단체모임이라든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주를 시작하는 원년을 

만든다든지, 2020년부터 선언을 해서 우리 단체에

서는 공식적인 어떤 이제 음주들은 안하는 걸로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연스럽게 음주의 해악을 알릴 수도 있고......(중략)”

(참가자 #15 – A동 전문가) “인간적으로 통장회

의 때만이라도 술 먹지 말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가자 #31 – B동 지역주민)“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모여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

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가자 #39 – A동 지역

주민) “술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

램을 돌린다든지 해야 술을 적게 먹는 거죠” (참가

자 #44 – A동 지역주민)

“몇 요일은 금주의 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도 금연처럼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참가자 #17 – A동 전문가) “한 달에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데이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

로 접근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무알콜 문화

데이! 일단 날을 ‘노알콜데이’로 정하고 나중에 좀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주 

수요일날 그러면 영화가 오천원이라 해가지고 커

플석 해가지고 그런 거 하듯이 술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참가자 #41 – A동 

지역주민) “한 달에 한번 술을 안 먹는 날! 달에 

한번 정도만 노술데이 해가지고 술을 팔지 못하

게.!” (참가자 #43 – A동 지역주민)

③ 일자리 또는 술 대신 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통한 음주 기회 줄임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방

안(참가자 #27, 참가자 #32, 참가자 #38, 참가자 

#44)도 나왔지만, 일자리를 갖게 된다 하여도 일자

리 후 술을 먹는 음주 시간대가 늦어질 뿐 술은 

그대로 마시는 형태가 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

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 상 노

인인구가 많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가 

없어[2]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파악되

었다. 또한 음주를 여가문화로 인지하고 술 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지역사회 내 없다는 의

견과 함께 술 대신 즐길 수 있는 대체재가 음주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지역사회 내 체육센터는 1개이며 이마저도 이용이 

어렵고 지역사회 인근 인접 공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주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가문

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술을 마이 줄어듭니

다. 그 사람의 신체조건, 건강상태에 따라 일자리

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 그럼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같이 가서 뭐 놀아주는 제도 대화해주는 제도 이

런 제도를 하다 보면 또 해결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 남는 게 시

간이니까 그렇다보니까 술을 사서 집에서 한잔씩 

먹고 하지요” (참가자 #27 – B동 지역주민). “일

을 안 하면은 술을 마셔요 일하러 가면은 안 마셔

요” (참가자 #32 – B동 지역주민). “일을 밤늦게

까지 하게 되면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안 먹게 되고 아침에 운

전하시는 분들 특징이 또 일찍 먹고 빨리 자거든

요” (참가자 #38 – A동 지역주민). “저녁 피크 타

임으로 알바를 주는 거지 음주 하는 시간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거나 하면 다음날 또 일

이 있어서 몇 번 하다 보면 일찍 집에 들어갈 거 

같아요. 많이는 못 먹어도 약간 그런 거는 좀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거 같아요” (참가자 

#44 – A동 지역주민).

“본인들이 좋아하는 무언가, 예를 들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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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나 뭔가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참여시키도록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

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되면 좋아 질 것 같아요.” (참가자 #18 – B동 전

문가) “지역에 보면 운동기구 설치된 곳이 많이 없

는 거 같아요. 설치를 좀 더 해서 운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 #21 – B동 

전문가) “집에서 놀고 계신 50대, 60대, 70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걷기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 음주에서 벗어났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가자 #22 B동 전문가)

“시간을 뺏는 게 제일 제가 볼 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덜 먹게 하려면 아니면 

여가생활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할 수 있는 목

욕이용권이나, 운동지원,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를 

한 두 시간 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가

자 #38 – A동 지역주민) “술을 배제시키기 위해

서 뭔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면 술을 적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

네에 무슨 행사를 할 건데 걷기대회가 있는데 같

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걸 나중에 자연스럽게 일

단은 밑밥을 던져야죠.” (참가자 #43 – A동 지역

주민)

④ 캠페인 및 홍보 강화

절주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방

안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금연에 비해 절주는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

익광고(참가자 #13, 참가자 #29)를 통한 대중매체

(참가자 #12)나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과 같은 다

양한 매체(참가자 #21, 참가자 #39, 참가자 #41,

참가자 #43)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이 홍보를 통해서 절주 인식 제고를(참가자 

#14) 하고 중재 프로그램에(참가자 #18) 참여시켜 

음주율을 낮추게 하는 방안도 있었다. 아래는 참가

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이다.

“담배처럼 TV에서 자주 세뇌교육을 하듯이 해

야 해요. 절주. 교통사고, 기타 등등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킨다던지 해서. 계속 주입을 해야 되요. 세

뇌식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공익광고 방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참가자 #12 –A동 전

문가) “사실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랑 개인의 가치

가 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렇게 하여야 자기 행동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

게 변화를 하려고 하면 캠페인이든 공익광고든 그

게 좀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참가자 

#13 – A동 전문가) “음주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지하철이나 어디 이런데 

보면 금연클리닉은 정말 너무 홍보를 많이 하더라

고요. 요즘 들어서 치매센터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금주에 대한 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곳을 가도 사실 이게 없더라고요.” (참가자 #21 –

B동 전문가) “홍보를 TV 방송이나 그런데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금연 홍보하듯이 티브이라도 

그런 걸 자꾸 그런 걸 방송하고 그게 젤 빠른 거

고.” (참가자 #29 – B동 지역주민) “포스터 같은 

걸 주변 곳곳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 아무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계속 신경 쓰이게 별거 아닌

데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참

가자 #39 – A동 지역주민)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려면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걸로 홍보하는 쪽 방

향으로 나아가야지.” (참가자 #41 – A동 지역주

민)

⑤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및 예산 편성: 관련 센

터 건립 등

건강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함께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며(참가자 #24, 참가자 #26, 참가자 #33) 금연

과 별도로 상위법령을 만들어 인력과 예산이(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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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 참가자 #14, 참가자 #16, 참가자 #18,) 뒷

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이 전문

가의 의견이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국가정책상 그 뭐 국정지표

를 잡는다든지 해서, 국가에서 개도를 한다든지 예

산을 수반해서 뭐 인센티브 정책을 편다든지, 사람

들의 사기를 돋우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국

가적인 시책을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예산이 반드시 따라야 하거든

요” (참가자 #12 –A동 전문가)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음주관련 건강관련 센터들이 건립된다면, 주

변 분들이 좀 더 건강한 음주 습관을 이렇게 건강

을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

니다.” (참가자 #13 – A동 전문가) “일단은 절주

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없어서 맨날. 금연에 묻

혀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없고 인력

이 워낙 없어서 그냥 금연캠페인이나 활동할 때 

그냥 묻혀가는 그런 경향인데요. 조금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상위법 개정이 된다던

지, 법 안에 세부적으로 뭐 인력이라든지, 뭐 예산

이라든지 이게 먼저 좀 개선이 되어서 그게 좀 밑

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16 – A

동 전문가)

“예산적인 문제가 당연히 따라와야지 그런 정책

을 만들 수 있고, 금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간이

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절주 쪽으로 늘었으면 음

주율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가자 #18 – B동 전문가) “금연 서포터즈는 지

금 운영 중에 있는데 절주는 알다시피 예산이 없

어서 절주는 좀 제가 느끼기에도  음주율이 높은 

거에 비해서 약간 붕 떠버린 느낌이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요. 인력이나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가자 #19 – B동 전문가) “술에 대해

서 안 좋다는,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전폭적

인 그런 국가에서 의식의 변화가, 환경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금연정책 만큼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24

– B동 전문가) “술값을 올려서 술을 적게 마시도

록 해야 합니다. 담배 정책처럼 국가 정책이 중요

합니다.” (참가자 #26 –B동 지역주민) “새벽 5시

에 음주단속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는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먹다간 바로 

걸려 빨리 먹고 잠깐 먹고 가야 되지요. 금요일,

토요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평일에는 간단하게. 이

런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참가자 #33 – B

동 지역주민)

Ⅳ. 고찰

음주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은 밀

집되고 저렴한 술집이 많고, 술집을 제외하고도 지

역 어느 곳에서나 음주가 잦을 뿐만 아니라, 좁은 

주택가옥 구조와 장기간의 거주기간으로 인해 이

웃 간에 술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다. 또한 음주 자

체의 위해성에 대한 자각이 없고, 음주에 대해 친

화적인 지역문화와 음주를 하나의 여가문화로 인

식하는 것, 그리고 음주 이외에 특별한 여가문화가 

없다는 것 또한 지역의 음주를 높이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속에 술 문화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음주 문

제를 보여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

에만 초점을 맞춘 중재가 아니라 지역의 사회자본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넓은 시각의 중재가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음주의 빈도를 줄

이기 위한 노력 중 여가 문화의 조성에 대한 의견

은 해당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술로 늘 

연결되던 모임을 다른 활동들로 바꾸어 주어서 음

주의 빈도를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Alcohol and public Policy group[23]의 연

구에서는 문화 조성을 앞서 정책적인 지원책을 강

조하면서 주류세, 최저 가격제(원가이하 판매 금

지), 심야 치안부담금, 최소 법적 구매 연령,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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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시간, 판매점 밀도의 제한, 주류 판매 자격제

도, 아침 알코올 판매 금지, 음주 개입 및 중재 등

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 수준의 중재로 국

가적 노력이 없다면 건강한 음주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주

정부도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청소년 

및 만취자 대상 주류 판매 금지, 주세 인상, 판매 

요일과 시간 제한, 법적으로 허용된 주류 판매 장

소 수의 제한, 21세로 규정된 주류구매허용연령의 

유지, 주류구매 연령제한법에 대한 단속강화 및 주

류 판매처의 민영화 금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24].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과 지역 관계자가 생

각하는 노력방안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보건소에서

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지역주민들

만이 언급한 것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의 부족으

로 지역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지역 건강 서비스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절

주 중재에 있어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

는 대목이다. 또한 일자리 제공과 긍정적인 야간문

화 조성을 통한 음주율의 감소 부분은 매우 중요

하게 제시되었던 부분으로, 단순히 음주 문제가 건

강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문

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현재 건

강증진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기적

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지역 음주 중재 

개발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음주 중재 전략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및 방법을 통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캠

페인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주요이해 관계

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25].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 지역사회 사람들은 음주에 대한 인식

이 낮고, 폭음과 반주, 그리고 친목 모임 시에는 

늘 따라오는 음주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

요하였다. WHO[4]는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해서는 

알코올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보건 분야의 건강

음주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역사

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제시

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의 음주에 대한 

인식 제고, 음주예방 사업 운영 및 정책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음주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16]

국가의 음주관련 정책은 거시적인 수준의 접근이 

아닌 아직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알콜 소비량의 개

선방안으로 그치고 있다. 개인의 변화와 환경적응

에 초점을 두는 접근만으로는 국가의 음주문제와 

폐해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음주문제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

는 환경 및 정책적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4][10], 지역의 음주문제와 대한 인식과 함께 알코

올소비의 규제와 통제는 음주 문제의 예방과 감소

를 위한 주요한 접근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을 언제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나 과음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부산시의 일부 지자체는 

금주구역 지정 관련 조례를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시민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고, 둘째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서 문화체육 행

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예외규정 적용하고 있으며.

셋째는 음주 금지(제한) 위반 시 조치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의 문제 등으로 소극적인 

지정에 그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지역

처럼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여 물리적 가

용성이 높아지는 경우, 즉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수

가 많은 경우[4][12]에 음주율이 높아진다고 보고되

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태에

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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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의 음주율이 높은 구도심 지역은 열

악한 사회자본과 노후화된 주택환경, 인구 천명당 

객관적으로 많은 주점수, 부족한 문화적 환경 특성

을 보이며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상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5]. 이러한 지

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은 음주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 정책과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

한 노력과 함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적 자본

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10]. 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음주행동과 음주문제수준

은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업소 수가 증가하면 

음주율과 문제음주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또는 절주사업)에는 이들 주류 판매업소 수를 

제한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2].

또한 Kim et al.[12]의 연구에서는 일반 슈퍼나 편

의점과 같은 상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지역의 주

류 판매업소 분포가 개인의 음주행동 및 음주문제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

다면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향

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연구대상 지역은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 천 명당 주점수가 가

장 많은 것[2]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그러한 부분

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제 지역의 사

회자본의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옹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음주율이 높은 지역의 음주환경과 음

주문화 및 행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주민과 지역전문가를 대

상으로 지역의 음주율이 높은 환경, 문화, 행태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높은 음주 접근성, 오

래되고 좁은 가옥구조와 장기간의 거주기간, 지역 

내 음주 친화적 문화,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음주,

음주에 대한 낮은 자각과 인식, 허용적이고 친화적

인 지역 특유의 음주 문화, 여가문화로 인식되어진 

음주와 지역의 여가문화가 거의 없는 것 등의 다

양한 음주의 원인과 형태의 존재 등이 파악되었다.

지역 내의 음주행태인 1,2,3차의 연결된 폭음과 반

주, 술로 연결되는 친목 모임과 자택에서의 혼술,

육체노동자와 중장년층의 음주 문제음주와 연관되

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특정 집단의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음주율을 낮

추기 위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노력의 첫 걸음으로 음주율을 

높이는 지역사회 환경과 지역 내의 음주율이 높은 

부분과 문제 음주에 대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것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만

이 존재하는 현재에서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긍정

적인 환경의 조성, 교육과 홍보. 건강서비스 지원 

및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개선하려

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과 단순히 건강에만 초점을 맞춘 

중재가 아니라 지역의 사회자본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넓은 시각의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주율이 높은 지역의 음주환경, 음

주 문화 및 음주행태를 파악하여 중재를 위한 기

초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생

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는 일정 부분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주민 만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을 부분들도 



Study of the Drinking Environment, Drinking Culture and Behavior

for the Development of an Alcohol Intervention Program

- 193-

있을 것이나, 지역의 음주율이 높은 문제에 기본적

인 환경·문화 및 주민들의 행태를 확인해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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