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093-5986(Print)

ISSN 2288-0666(Onlin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pp.79-91 June 2020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079

- 79-

일부 도시지역 주민의 음주행태와 절주동기, 문제음주와의 관계 

이효영1, 임혁2‡, 김혜숙3, 김민정4

1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4가야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s among Drinking Behaviors, Sober Motivation, and

Drinking Problems of Citizens living in an Urban Area

Hyo Young Lee1, Hyuk Im2‡, Hye Sook Kim3, Min Jung Kim4

1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2Division of Social Welfare, Dongseo University,

3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aegu Health University,
4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regional difference among drinking

behaviors, sober motivation, and drinking problems.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600 citizens living

in two regions, Busan. Descriptive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regional difference. Results: The path of drinking method on sober motiv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regions and drinking attitude was found to be a common factor that weakens an

individual's sober motivation. Besides, the path of social networking on sober motivation had a

difference in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two regions. Finally,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of

District N (comparison region) on sober motiv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tronger than that of

District D. Conclusions: A social environment-centered intervention to address drinking problems is

essential in District N because of its people’s tendency to drink together. On the other hand, an

individual-focused intervention is preferred in District D where sober motivation is mainly affected by

drinking method and attitude.

Key Words : Drinking Behavior, Sober Motivation, Problem Drinking, Path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Hyuk Im(imhyuk@dongseo.ac.kr) Division of Social Welfare, Dongseo University
*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과와 부산시 건강정책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Received : Mar 22, 2020 ∙ Revised : May 25, 2020 ∙ Accepted : Jun 25, 2020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June 2020)

- 80-

Ⅰ. 서론

지역사회에서 음주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정신적 

건강의 위협요인이지만 아직도 음주문제의 폐해와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는 “술을 

좀 마실 줄 알아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음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음주문제가 심각하여

도 정신과 진료를 회피하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1].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매우 허용적

이어서, 여러 사회적 모임에서 술은 빠짐없이 등장

한다. 약간의 실수는 가볍게 넘겨주는 암묵적 동의

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해소를 이유로 

들어 우리나라 사람의 알코올 소비량은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다[2].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개인

의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 매우 크다.

때때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 증진

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

지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3].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 또한 크다. 문제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음

주의 폐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비용추계 연구

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 비용을 추계한 정우진 등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과 조기사망 및 생산성 감소 등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2000년 기준)은 약 14조 9,437억원으

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2006년 한 해 동안의 

GDP 대비 2.8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질병발생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

조 8천억으로 추정된다[4].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음주의 사회경제적 손실규

모가 GDP대비 0.5-2.7%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볼 때[5],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

주로 인한 폐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음주문제의 

관리는 보건의료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다

루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닐 수 없다. 음

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중요한 국가지표 중 

하나이듯,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음주(problem drinking)와 관련하여 가장 

근접한 국가통계 지표는 고위험음주(high-risk

drinking)로 대표할 수 있다. 국민건강통계에서 제

시하고 있는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의 경우에는 1

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1회 

평균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비율

로 정의하고 있다[6].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한국질병관리본부(2014)의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

세 이상 성인 남성의 21.8%가 1회 평균 7잔 이상

을 마시며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은 2005년 14.9%에서 

2012년 17.5%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7]. 이러한 고위험 음주는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음주는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이 진행되기 직전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쯤 되면,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은 

음주로 인해 여러 문제로 방해받는 일이 많아진다.

비록 알코올 의존에 비해 문제발생의 정도나 심리

적, 신체적 의존 증상은 적게 나타나지만, 더 이상 

알코올 의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8].

대개 문제음주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알코올 사

용형태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

제들에 대한 인지수준, 음주가 주변 사람들에 미치

는 영향, 절주의 가능성 등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9]. 하지만 문제음주에 

관한 것들은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

하고 사회적 관계요인이나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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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10]. 실

제로 문제음주는 술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사회 환경과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한

다[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의 조사결과에 따

르면, 절주가 어려운 이유는 “음주가 사회생활 하

는데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0.5%, “기존에 마시던 

음주습관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27.3%, 등 지

역주민의 음주를 대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계에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그러므로 

음주에 관한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는 접근만

으로는 문제음주의 폐해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음주의 해결을 위해서

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 환경 요인에 따라 음주문제를 규명

하고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그래도 

해외에서는 문제음주와 관련하여 어떤 지역사회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밝히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밝

히거나[14], 주류 판매점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지

역사회 내 음주사고의 발생율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1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의 노력들은 음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둘러

싼 다양한 사회 환경 요인을 밝힘으로써 지금도 

술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지

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음주거절의 기술

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16] [17][18]. 이것은 음주상황에서 책임 있는 

음주행태를 가능하게 만들고 절주를 하게 하는 동

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9]. 따

라서 지역주민의 문제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절주를 하게 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들

이 점차 술을 줄여나간다면, 지역 내 문제음주의 

비율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20]. 뿐만 아니라, 알코올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하는 경우 음주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음주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및 환경요인, 음주 문화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13][2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

의 음주행태와 절주동기가 문제음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내 문제음주를 

감소시키고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절주를 통한 건

강증진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

사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최

근 5년간(2011년-2016년) 음주율 1위를 보이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고위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그 중

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절주예방사업 지역으로 선정

된 N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

고 소지역 건강지표에서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과 관련된 박탈지수가 높아 지역밀착형 공공보

건사업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12][13].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건

강조사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최근 5년간(2011년

-2016년) 평균 21%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D

구(중재지역)와 상대적으로 고위험음주율이 최근 5

년간(2011년-2016년) 평균 17.7% 이하로 낮게 나타

난 N구(대조지역)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고 두 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600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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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추출의 방식은 두 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성, 연령)에 기초하여 

층을 나누고, 각 층에서 필요한 만큼의 비율로 표

본을 뽑아 할당하는 형태의 층화비례무작위 할당

표집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기법을 활용한 조사연구기

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사회조사전문기관

인 D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시간은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대상자는 면

대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

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개 지역별로 각각 300사례 동수로 

할당하여 총 600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

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변수

1) 음주행태(drinking behavior): 음주방식, 음
주 태도,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음주행태와 관련한 측정도구는 보건복지부 절주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조병희 등(2018)이 사용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이는 초점집단연구

와 음주자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도구이다[21].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

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먼저, 음주방식(drinking

method)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도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어떻게 술을 마시고 음주방식

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척도의 구성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평정은 3점 리

커트 척도(전혀 없다=1 ~ 가끔 있다=2 ~ 자주 있

다=3점)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들은 ‘원샷(한꺼번

에 술잔을 비우기)을 한 적이 있다’, ‘잔 돌리기,

잔 주고받기, 내림술을 경험한 적 있다’, ‘폭탄주(2

종류이상의 술을 섞어서 마시기)를 마신 적이 있

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평정은 점수가 높

을수록 술 마시는 방법이 다양하고 문제음주의 가

능성이 높은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2로 나타났다.

다음은 음주태도(drinking attitude)에 관한 측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도시지역 주민들이 음주

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으로 조사하여 보았다.

척도의 구성은 총 7문항으로서, 5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

하였다. 설문문항들은 ① 공원이나 산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 ② 낮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

다 ③ 술은 좀 취해도 된다 ④ 고등학생도 술을 

마셔도 된다 ⑤ 혼자 술을 마셔도 괜찮다 ⑥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용서할만하다 ⑦ 상대방이 권하

는 술을 거절하면 예의에 어긋난다 등으로 구성하

였다. 질문의 형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체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

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ing)

에 관한 측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얼

마나 많은 지역의 모임에 소속되고 있거나 활동하

고 있는지에 따라 음주행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 그에 관한 내용을 조사에 포함하여 측정하였

다. 이와 관련한 설문문항은 총 6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문항들은 ① 종교활동 모임(교회, 성당,

절) ② 스포츠/레크레이션/ 문화 활동 동호회 ③

친목회, 계모임 ④ 봉사단체 ⑤ 동창회 ⑥ 향우회 

및 종친회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척도의 평정

은 세 가지 수준의 서열변수(소속되어 있지 않음

=1 ~ 소속되어 있으나 소극적으로 활동함=2 ~ 소

속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함=3점)로 구성하

였다. 점수산정은 합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모임의 빈

도와 적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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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811로 나타났다.

2) 절주동기(sober motivation)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절주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병희 등(2018)이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실시한 절주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사용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21]. 이는 초점집단연구와 음주

자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절주 

동기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의 형

태는 “술을 안 마시거나 적게 마시겠다고 생각과 

관련된 동기”에 대해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한 

척도의 구성은 총 4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절주동기와 관련한 설문문항은 ‘음주는 내 업무에 

방해가 된다’, ‘음주로 인해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

다’, ‘음주는 살을 찌게 한다’, ‘음주는 내 건강에 

좋지 않다’ 등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절주동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65로 

나타났다.

3)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문제음주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간이선별검

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척도의 

구성은 3개 하위요인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음주 빈도(3문항), 의존 증

상의 여부(3문항), 알코올로 야기된 문제 여부(4문

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3]. 척도의 평정은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음주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행연

구들에서는 고위험군과 정상군의 절단점(cut-off

point)은 12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12점 미만

이면 정상군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4].

개발 당시 원척도(original scale)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tatistics 22.0

과 SPSS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일관성 신

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대상자의 

음주행태와 절주동기, 문제음주의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증(t-test)과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변

수들이 문제음주와의 인과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에 입각하여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경로분석(multi-group

path analysis)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동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IRB: 1041493-A-2018-014).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에는 중재

지역인 D구와 대조지역인 N구 모두 남성과 여성

의 비율이 거의 1:1의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설계 단계에서 할당표집의 방식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연령별

로는 D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37.0%로 가장 높았

고, 50대가 19.7%, 40대가 16.0%의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N구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와 50대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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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로 동일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셋째, 결혼상

태와 관련해서는 D구의 경우, 기혼으로 응답한 경

우가 74.3%의 비율을 보여주었고, N구의 경우에는 

73.0%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미혼의 비율이 N구(21.7%)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

났다. 넷째, 학력과 관련해서는 D구의 경우, 고졸

의 비율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

문대졸 이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

였다. 한편, N구의 경우에는 고졸의 비율이 36.0%

로 가장 높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은 합계 

46.7%로 D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령

화 비율이 높은 D구와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

은 N구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소득과 관련해서는 D구의 경

우, 300만원대의 중위소득 비율이 27.3%가 가장 높

게 나타났지만 N구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

체로 D구 지역주민의 경제적 상태가 N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Table 1>.

2. 두 지역의 문제음주, 절주동기, 음주행태의 
차이 및 관련성

1) 두 지역의 문제음주, 절주동기, 음주행태 점
수의 평균차이

본 연구에서는 두 지역의 문제음주, 절주 동기,

음주행태의 평균차이검증을 위하여 두 표본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분산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t-test를 실시하여 보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he two regions

Characteristics D-Gu N-Gu
n % n %

Sex Male 147 49.0 146 48.7
Female 153 51.0 154 51.3

Age
Under 29 years 43 14.3 50 16.7
30-39 years 39 13.0 44 14.7
40-49 years 48 16.0 58 19.3
50-59 years 59 19.7 58 19.3
Over 60 years 111 37.0 90 30.0

Marital status
Single 61 20.3 65 21.7
Married 223 74.3 219 73.0
Divorced 3 1.0 7 2.3
Separated 1 0.3 0 0.0
Widowed 12 4.0 9 3.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3 7.7 13 4.3
Middle school 56 18.7 39 13.0
High school 106 35.3 108 36.0
College(2 year) 52 17.3 73 23.4
University(4 year) and over 63 21.0 67 23.3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by 
Korean currency)

Under 100 13 4.3 1 0.3
Between 100 to 199 47 15.7 31 10.3
Between 200 to 299 44 14.7 46 15.3
Between 300 to 399 82 27.3 71 23.7
Between 400 to 499 61 20.3 58 19.3
Over 500 53 17.6 93 31.1

total 300 100.0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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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체적으로 문제음주는 평균 

9.55(sd=6.240)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D구 지역주

민의 문제음주 평균값(M=9.71)로서, N구 지역주민

의 문제음주 평균값(M=9.4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608, p=.543). 절주동기의 경우에는 D

구와 N구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t=-2.139, p=.033), 절주동기의 전체 평균값은 

M=3.22로 나타났다. 이 중 D구의 절주동기

(M=3.15)보다 N구 지역주민의 절주동기(M=3.29)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네트워크

를 통한 음주와 관련한 변수들은 모두 두 지역 간

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어진 

평균값을 중심으로 소수점까지 차이를 비교해 보

면 첫째, 음주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M=1.87

로 나타났고, N구 지역주민의 음주방식이 D구 주

민에 비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

태도는 전체평균 M=2.57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D구 지역주민의 음주태도가 N구 주민들에 비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M=8.62로 나타났는데, N구 지역주민의 사회적 모

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문제음주, 절주동기, 음주행태 점수간의 관련
성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문제음주와 상관관계 계수가 가

장 높은 변수는 음주방식 변수(r=.530, p<.01)로 나

타났다. 그 다음은 절주동기로 pearson

r=.259(p<.01)이었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pearson

r=.179(p<.01), 절주동기는 pearson r=.094(p<.05)

순으로 나타났다. 절주동기의 경우에는 음주방식과

는 양(+)의 상관관계인 pearson r=.221, p<.01)로 

나타난 반면, 음주태도(r=-.112, p<.01)와 사회적 네

트워크(r=-.094, p<.05)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와 음주방식

(r=.081(p<.05)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음주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주태도가 허용적일수록 다양

한 음주방식을 접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r=.238,

p<.01)<Table 2>.

<Table 2> t-test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nts by region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total(n=600case) D-Gu(n=300case) N-Gu(n=300case) tmean SD mean SD mean SD
Problem drinking 9.55 6.240 9.71 6.250 9.40 6.238 .608
Sober motivation 3.22 0.833 3.15 0.760 3.29 0.894 -2.139*
Drinking
Behavior

drinking method 1.87 0.533 1.83 0.537 1.91 0.528 -1.687
drinking attitude 2.57 0.620 2.61 0.628 2.53 0.610 1.479 
social networking 8.62 1.647 8.57 1.742 8.67 1.548 0.743 

　 Drinking 
method

Drinking 
attitude

Social 
networking

Sober 
motivation

Problem 
drinking

Drinking method 1 　 　 　 　
Drinking attitude .238** 1 　 　 　
Social networking .081* .056 1 　 　
Sober motivation .221** -.112** -.094* 1 　
Problem drinking .530** .259** .179** .094* 1

*p<0.05, **p<0.01, ***p<0.001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June 2020)

- 86-

3. 음주행태, 절주동기, 문제음주의 경로분석과 
경로계수의 비교

1) 두 지역 간 경로모형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도시지역 주민들 간의 음주

행태와 절주동기 그리고 문제음주 등 3가지 요인

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중재

지역인 D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사례와 대조지

역인 N구 지역주민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한 경로모형이다.

2) 경로계수 비교분석 결과

일부 도시지역 주민들의 음주행태와 절주동기가 

문제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D구의 경우 

‘음주방식→절주동기’의 경로의 C.R.값이 4.697로 

가설검정의 최소임계치인 ±1.64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R.=4.697>1.645). 이는 N

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C.R.=4.041).

그리고 음주방식이 절주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4가지 경로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D구

의 β=.274***, N구의 β=.227***).

둘째, ‘음주태도→절주동기’의 경우에는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절주동기는 약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구의 β=-.125*, N구의 β

=-.196***). 다만, N구의 지역주민들의 음주태도가 

절주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음주방식→절주동기’의 경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구의 C.R.=-2.195, N구

의 C.R.=-3.500).

셋째, 두 지역 간 비교에서 D구의 경우에는 ‘사

회적 네트워크→절주동기’ 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

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9 p=.876). 그

러나 N구의 경우에는 지역단체와 여러 모임에 참

여하는 정도로 대표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절주

동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223, p<.001). D구의 ‘사회적 네트

워크→절주동기’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던 반면, N구의 ‘사회적 네트워크→절주동기’의 경

로는 유의한 것으로 보여(C.R.=-4.106), 두 지역 간

의 경로차이를 잘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절주동기→문제음주’의 경로비교에

서는 D구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N구의 경우에는 이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C.R.=2.205). N구의 경우에는 

절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β

=.127(p=.027)로 나타났다<Table 3>.

D-Gu (intervention region) N-Gu (comparison region)

< Figure 1> Multi-group Path Model and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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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Analysi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wo regions about problem drinking
Path B β S.E. C.R. p

D-Gu
drinking method→sober motivation .517 .274 .110 4.697 <.001***
drinking attitude→sober motivation -.087 -.125 .040 -2.195 .028*
social networking→sober motivation .015 .009 .099 .156 .876
sober motivation→Problem drinking .129 .063 .119 1.084 .278

N-Gu
drinking method→sober motivation .512 .227 .127 4.041 <.001***
drinking attitude→sober motivation -.164 -.196 .047 -3.500 <.001***
social networking→sober motivation -.515 -.223 .125 -4.106 <.001***
sober motivation→Problem drinking .221 .127 .100 2.205 .027*

*p<.05, ***p<.001
<Table 4> The result of multi-group path analysis and constraint each by all the path

Constraint of path χ2 df p χ2/df
Unconstrained 240.336 6 <.001 40.056
Structural weights 253.811 10 <.001 25.381
Structural co-variances 280.770 21 <.001 13.370
Structural residuals 286.315 23 <.001 12.448
Saturated model .000 0
Independence model 364.418 20 <0.001 18.221
Path χ2 df ⊿χ2 p C.R.(p-value)
Unconstrained 240.336 6 -
drinking method→sober motivation 240.337 7 .001 .974 -.320
drinking attitude→sober motivation 241.925 7 1.589 .207 -1.262
social networking→sober motivation 251.224 7 10.888 .001 -3.316
sober motivation→Problem drinking 240.686 7 .350 .554 .592

4. 다중집단 경로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진행한 결과

는 각 모델의 χ2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을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는 각 경로마다 χ2 차이를 중심으로, 모든 경로에

서 두 지역 모두를 똑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분석

한 모델의 결과들이다<Table 4>.

집단간 유의한 경로의 차이는 각 경로를 동일하

게 고정했을 때의 경로간 차이와 경로가 서로 고

정되었을 때의 C.R. 값이 ±1.965 이상이면 경로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25]. 그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절주동기’의 경로가 C.R.=-3.3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머

지 경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좀 더 자세히는 두 지역별로 주요 변수들의 경

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각의 경로들에 제약을 두지 않은 비제약경로모델

와 개별 경로들을 하나씩 제약해 나가면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이것은 각 경로를 하나씩 고정한 

후, 비제약모델과 차이를 χ2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 때, χ2 차이가 3.84 이상이면 그 경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다[25]. 아래의 

표를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문제음주’의 경로에

서 ⊿χ2이 3.84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집단 

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한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10.886, p<.001)이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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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절주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D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절주동기에 미치

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었다(D구=.009<N구=-,223).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의 주요 유발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음주행태, 절주동기, 문제음주 간의 인

과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가 음주와 관련한 음

주행태, 절주동기에 따라 어떤 지역적 차이를 보이

는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는 향후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증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부 

도시지역 주민의 음주행태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음

주의 발생경로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 복

수로 확인하였던 점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절주

를 통한 건강증진방안에 중요한 실천적 논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들의 

요약과 더불어 선행연구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 주요 논의사항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논의

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의 문제음주를 감소

시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

질적 방안에 기준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음주방식→절주동기’의 경로는 두 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음주의 방

식이 다양할수록 절주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알코올을 접하는 형식과 

방식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

이 있기에, 개인적 필요성이 적으면 음주가 주변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절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선

행연구[9]의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중

재 전략을 통해 스스로문제 음주를 인지하고 절주

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음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는 개인의 절주

동기를 약화시키는 공통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우리사회가 음주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취

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갖

고 있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절주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에 대

한 인식 자체를 바꾼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

국건강증진개발원(2018)에서도 음주에 대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허용적인 문화, 그리고 많은 광고 

노출 등이 음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12], 최근 

연구에서는 절주동기는 음주를 대하는 태도에 따

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그러므로 절주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중재전

략을 세울 때에는 먼저 개인의 음주습관을 바꾸고 

음주를 대하는 태도부터 엄격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인지행동적 치료와 사회적 중재전략

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허용적 태도를 바

꿀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캠페인 등의 다양한 경

로를 통한 중재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지역사

회 연구에서도 공중보건학적 예방 관점에 따라 다

양한 전략의 할용과 절주 메시지의 반복적인 노출,

그리고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문화

의 조성 등이 필요하며, 이는 단절적인 일회성의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재전략이 중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3].

셋째, 지역사회 내 모임과 단체에 참여하는 것

을 의미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절주동기에 일정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로의 경우

는 두 지역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랐다. D구는 유

의한 영향력이 없었지만 N구는 이 경로의 유의성

이 분명 커 보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구

도심지역인 D구의 경우에는 개인적 음주행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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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뿐, 사회적 네트워

크가 절주동기를 낮추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기 어

려운 지역 환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D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래된 거주기간으로 인한 

친밀도와 오래된 밀집된 가구구조가 오히려 음주

의 기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3]. 심지

어, D구의 지역에서는 절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

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D구 지역주민

들과 같이 이미 비슷한 환경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문제음주와 절주동기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 분분이 당연힌 결과일지도 모른

다. 문제음주가 지역 환경과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1]가 있으나 특수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

러나 N구의 경우에는 음주가 사회생활에 꼭 필요

하다고 말하며 절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40.5%나 된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의 연구

는 기존의 사회네트워크가 음주의 경향을 높인다

는 결과와 일치한다[12].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

구가 많고,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N지역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사회참여가 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절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한 지역별 경로비교에서는 D구는 유의하지 않았

고 N구는 유의한 경로를 보여주었던 겻도 지역별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두 지역에서 

절주예방사업을 실시할 때 원도심지역인 D구에서

는 절주동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사업을 수행

하기 보다는 개인의 음주행태에 초점을 두는 방향

이 더 적절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면, 사회경

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N구에서는 원도심지

역과는 달리 절주동기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

트워크를 통한 간접적인 중재전략의 개발이 더 효

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13]. 또한 D구의 경우는 사

회경제적 여건이 N구에 비해 좋지 않아 절주동기

보다는 이러한 요인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추후 연구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통하여, 각각

의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절주동기’의 경로만이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알 수 있

는 사실은 부산광역시 원도심지역의 대표지역인 D

구와 소득수준과 학력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한 N지역 환경의 차이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13]. 이 결과만 두고 보면 D구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모

임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아, 단체모임에서 음주

를 하기 보다는 혼술이나 개별적인 음주가 더 많

은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13]. 반면, N구의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모임과 단체 활동에 활발하

게 참여할수록 절주동기가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향후 이 지역에서 절주예방사업을 수

행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D구와 

N구의 주민들의 음주행태와 절주동기 그리고 음주

문제의 관계와 각각의 경로에서 일정한 지역적 차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D구의 지역주민들과 N구

의 지역주민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개별적 음주행태

의 영향이 큰지,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큰지

에 따라 절주동기 또한 제한받는 사실은 본 연구

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지역 모두 

다양한 음주방식과 음주에 관대한 태도뿐만 아니

라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서도 지역사회의 음주

행태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절주동기와 문제음주

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

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문제음주로 인한 지역사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중재방안을 모색할 때 중요한 가늠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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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절

주예방사업의 방향을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음주방

식과 음주태도를 개선하는 형태와 같은 개별중재

의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환경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술 없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중

재의 형태로 실시할 것인지는 지역의 문화와 환경

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도시지역들 중에서

도 특정 지역구 2곳만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서, 연구의 결과를 해당 도시지역 전체로 일반화하

여 적용하는데 일정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고 표

집에서도 비확률적인 표집방법인 할당표집을 하여 

해당 조사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음주와 관련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고 그것들의 문제음주와의 관련

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지역사회건강 중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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