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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미래 사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론

한 음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시내 일 지역 여고생의 음주실태를

1. 연구의 필요성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음주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문제 중 청소년 자신

으로 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간호중재의 생생한

이나 가족 및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행 및 약물남용(특히, 음주) 문제이다(Choi, 1997).
이는 성인기에 들어가서 음주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되

2. 연구의 목적

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위험을 가한다. 과거와 달리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의 폐지로 방과 후 여가 시간이 많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남고 있으며 청소년의 여가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가

1) 여고생의 음주와 일반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
한다.

정 외에도 유흥가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청

2) 여고생의 음주와 음주기대 및 우울증세와의 관계

소년으로 하여금 성인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기회를

를 파악한다.

갖게 하고 있다(Choi. 1989). 또한 청소년이 흔히 접하

3) 여고생의 음주와 친구(동성, 이성)의 음주 및 부모

는 TV에서의 음주 장면 등은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의 음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특성(Kim, 1990)을 감안할 때, 음주를 부추

4) 여고생의 음주와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장면 시청

기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어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이 더

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하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음주에 관한 연구는 남성 중심으로

Ⅱ. 문헌 고찰

조사되어 왔고, 청소년 내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음주 연
구에 초점을 맞춰 왔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하게 진
행되면서 여성의 음주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1. 청소년기의 특성과 음주

음주의 악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청소년 집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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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심리학적으로 청소년은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
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하여 새로운 적응을
해야하는 한계상태를 의미하며 대체로 12, 13세로부터

2.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을 지칭하고 있다(Kim. 1990).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로는 불안 및

1) 음주결과기대와 우울증세

우울, 정체성 장애, 자살, 비행, 약물남용, 성적 문란,

음주와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으로 음주기대는 (Kim,

건강 염려증 등이 있는데, 이중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S. D., 2000) 음주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혹은 결과에

및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비행 및 약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나 신념이며, 직접적인

물남용(특히, 음주) 문제이다(Choi. 1997). 청소년의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리학습과 같은 간접적인 경

음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험한데 그 이유로는 첫째,

험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고, 음주를 유도하는 선행요인

신체적 발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주에

으로 작용한다. Ryu(1997)가 제시하는 음주기대와 음

의한 신체조직, 특히 뇌, 간, 신장 등의 손상 가능성이

주 동기에 대한 이론을 보면, 음주 기대의 경우는, 음주

높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음주는 간의 세포파괴로 인한

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질병 발생, 알콜의 칼로리로 인한 영양섭취의 필요성 인

술을 자주 마시며, 음주 후에 문제 증상도 더 많이 경험

식부족 및 식욕감퇴, 그리고 이로 인한 영양실조와 기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행동을 예견

질환에의 감염위험성을 높이며, 신장질환, 심장질환, 암

하는데 있어서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인지적 변인이 중요

등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둘째로 음

하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며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주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성

기대를 교정시켜 주면 음주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물질로 기분, 지각, 신체기능, 의식 등에 영향을 미쳐 남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mith, Goldman,

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에 노출된 학생들이 더

Greenbau과 Christianen(1995)의 연구에서 사회적

공격적이고 격동적이어서 판단력이 쉽게 마비되어 위험

촉진효과를 기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하고,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한

많은 음주량을 보고하였다.

J.,

Kaufman & Heims(1958)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세

2000). 셋째로 성인기로 들어가면 더욱 강력한 약물의

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과 행동화의 정신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Choi. 1997).

방어기제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Kim,

H.

여성의 음주는 남성보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에서의 학업적 수행과 사회적 관계

임신중의 음주는 알코올성 태아 증후군으로 기형아를 낳

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Hammen, Rudolph,

게 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의 주 담당자로서 자녀에게

Weisz, Rao & Buege. 1999) 우울한 학생이 그렇지

부정적인 영향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미칠 수 있다. 여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교사에 대한 태

성 음주는 남성 음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음주로

도가 부정적이어서 전반적인 학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인한 폐해 역시 남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Korea

연구결과(Son. 1987)등이 보고되었다. Park, J. A.

Alcohol & Liquor Industry Association, 1998).

(2000)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우울증세가 청소년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1999)의 자료에

들의 자살문제 및 비행, 학교 부적응 등 전반적인 청소

의하면 1989년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중 음주자의 비율

년 부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은 32.1%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54.9%로 높아졌다.

고 말한다. 비행집단이나 행동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는 성인 남성의 음주자 비율이 85.3%(1989년)에서

연구들에서는 10-23%가 우울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하

83.3%(1998년)으로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또

였다(Chiles, Miller & Cox, 1980). 따라서 이상의

한 여고생들의 여가활용상태의 조사에서는 ‘학생은 여가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우울증세와 비행과의 관련성은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까?’라는 질문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여고생이

(Kim. 1992).
우리나라

20.5%로 나타났다(Choi. 1989). 여성의 음주가 건강

청소년들의

우울증세를

알아보기

위해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1999)에서 실시

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음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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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Jang, 1988). 부모-자녀관계와

많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1989)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Kwon(1982)

가 행한 여고생의 자기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나

은 쳥소년 비행이 부모나 부모의 역할을 하고있는 사람

는 내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의 질문에 전체 응답

들의 자녀양육과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자의 14.1%만이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하

하였다.

여 여고생의 자아감 상실로 인한 음주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통해서 알콜에 대한 정보와 관
련된 기술 및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알콜이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

2) 부모의 음주, 양육태도 및 친구의 음주가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으로 약화되어 많은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얻곤 한다.
또래집단이 청소년들의 알콜의 사용을 사회화한다고 볼

Goodwin(1985)의 조사에 의하면 알콜을 남용하는

수 있다.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1996)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콜 남용자가 될 확률은 알

의 보고에 의하면 1996년도 7670명의 초, 중, 고등학

콜 남용자가 아닌 부모의 경우에 비해 4배 내지 5배가

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2.3%가 음주경험을

된다. McDermott(1884)는 어린 시절 보호자가 약물

갖고 있으며 (초등 46.6%, 중등55.7%, 고등 84.9%),

남용을 하는 것을 접했을 때 그와 관련된 행동이 강화됨

대략 45%이상이 비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

으로써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의 비행원인은 동료의 압력이나 영향이 음주의 시작과

도 환경적 변인 중에 부모나 다른 가족의 음주. 흡연은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중학생의 흡연 및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Kim, H.

청소년들은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금연, 금주를 하

J.(2000)의 논문을 살펴보면 음주하는 친구의 수와 음

겠다고 인지하고 있다(Kim, S. H.. 2000). 중학생의

주 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음주친구의 수가 4명 이상인

흡연 및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논문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과 음주를 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

(Kim, H. J., 2000)을 살펴보면 가정환경과 관련된 특

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음주 친구의 수에 따라 음주

성과 음주경험 여부와의 연관성에서 부모의 음주여부에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 음주경험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어머니만 음주를

하는 경우, 부모 모두 음주를 하는 경우, 아버지만 음주

3) 대중매체가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를 하는 경우 순이었으며, 부모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

인간은 언어를 매개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이 가장 낮았다. Ryu(1997)의 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내용들은 오늘날 개인들 사이를

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높은 집단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넘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로 퍼져 나가기도 한다. 이것

자주 마시며, 음주 후 문제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 즉 책, 신문, 잡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

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통신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

던 대로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는 문제성 음주에 대한 고

는 매스미디어들이다.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위험 집단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Chassin, Rogosch

전파매체 시대에 탄생해서 전파매체와 함께 성장한 세대

& Barrera. 1991; Finn, Sharkansky, Viken, West,

이다(Liebert, 1998). 대중매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청

Sandy & Bufferd. 1997; Hussong. 1997; Newlin

소년들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알려주고,

& Thomson. 1990; Sher, Walitzer, Wood &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심어주는 특정한 태도나

Brent. 1991).

행동을 촉구하는 오락을 제공한다. 또는 설득력과 조작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와 상의하는 정도에 따른 음주

이라는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중매체를 통해 음

경험은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과 부모와 대

주, 폭력과 같은 장면들을 시청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

화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 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를 모방하게 되는데, 이는 Bandura(1977)의 ‘사회 학

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도와 관련된 음주경험과의

습 이론’에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Kim, D. C.(1995)의

관계를 보면 가정이 전혀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다른 대중매체보다 TV를 접촉하는

생들의 음주를 경험율이 항상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군에

빈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TV가 청소년의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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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의 효과에 대한

TV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수해자인 시청자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

Alpha는 .749였다.

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단계에 있는 청소
년에게는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3) 우울증세

있다.

우울증세에 관한 문항은 Zung(1965)의 자기평정우
울척도(Self Rating Depression Scale: SDS) 20문항

4) 지금까지의 여성 음주 연구의 한계

중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5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사용

지금까지의 음주연구는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거의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성인 남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양태 조사가 대

‘때때로 그렇다“를 2점으로, ’자주 그렇다‘를 3점으로, ’거

부분이었다. 여성 음주만을 연구한 노력들은 극히 탐구

의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

적이거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음주에

울증세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

Alpha는 .824였다.

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
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4) 친구의 음주와 부모의 음주
친구와 부모의 음주에 대한 문항은 Kim(1996)가 고
안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안

Ⅲ. 연구 방법

마신다’를 1점으로, ‘일년에 1~4회’를 2점으로, ‘한달에
1회’를 3점으로, ‘한달에 2~4회’를 4점으로, ‘일주일에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3회’를 5점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을 6점으로 측정
본 연구는 횡단면 조사 (cross-section study)이며,

하였다.

서울시 서부지역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
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은 서부지역의 학교를 무

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음주에 대한 태도

작위로 하여 뽑았다. 뽑힌 학교의 1, 2, 3학년 학생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1984)이 제

대상으로 학년별 비율에 맞게, 2001년 5월 1일부터 31

작한 도구 10문항에서 Park, S. Y.(2000)가 신뢰도

일까지 283명을 양호교사를 통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검증을 통해 채택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
수는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그렇다“를 2점으로, ’그렇
지 않다‘를 3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측정

2. 연구도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엄격하고 간
1) 음주

섭하며 대상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음주는 지난 1년 간 음주의 빈도로 측정되었다. 이 문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795였다. 아버지와

항은 ‘전혀 안 마신다’를 1점으로, ‘일 년에 1-4회’를 2점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는 각 1문항 5점 척도로 측정

으로, ‘한 달에 1회’를 3점으로, ‘한 달에 2-4회’를 4점으

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하여 허용적임을 의

로, ‘일 주일에 2-3회’를 5점으로, ‘일 주일에 4회 이상’

미한다.

을 6점으로 측정하였다.
6) 텔레비전의 음주에 대한 영향 요인
Lim(2000)의 연구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텔레비전 속

2) 음주결과기대
음주로 인한 행동적, 주관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

의 음주모습과 술 광고에 대한 태도에서 사용된 문항을

하기 위해, Christiansen(1989)등에 의해 개발된 알코

수정하여 9문항을 사용하였다. “TV드라마의 음주장면을

올 기대 설문 청소년 유형(AEQ-A)을 Hong(1989)이

관심있게 본다‘, ”TV 술광고를 관심있게 본다’ 등의 문항

번안한 15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 문항을 뺀 13문항

으로 텔레비전의 음주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 문

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를 2점으로 ‘아니오’를 1점

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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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점으로, ’그렇다‘를 3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4점으

‘1달에 1회 이상’으로 나누었다. 음주결과기대는 점수의

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장면이나 술광고

분포를 따라 평균을 중심으로 이분하였고, 우울증세는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점수를 사분위 (25%)로 나누어 4 개의 범주로 만들어

Cronbach Alpha는 .809였다.

서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음주와의 관계를 고
려하여 2사분위와 3사분위를 하나의 범주로 합하여 총

7) 일반적 사항

세 개의 범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텔레비전의 음주에

연구대상자의 학년, 종교, 성적, 생활수준, 이성교제

대한 영향력의 정도 역시 점수를 4개의 사분위로 나누어

여부, 부모의 직업, 가족관계를 중요한 배경 변인으로 사

분석하였다.

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3. 자료분석
전체 조사 대상자 283명은 학년별로 1학년이 93명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을 사용하였다.

(32.9%),

2학년이 139명(49.1%), 3학년이 51명

대상자의 음주와 음주기대, 우울증세, 친구와 부모의 음

(18.0%)이며, 종교는 기독교(n=124, 43.8%), 불교

주, 부모의 양육태도, 대중매체의 음주에 대한 영향과의

(n=36, 12.7%), 천주교(n=34, 12.0%)가 높은 분포

관련성을 chi-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를 보였다.

인 음주는 분포에 따라 ‘전혀 안 마심’, ‘1년에 1~4회,

(23.3%)이었고, 대상자 중 264명(93.3%)이 부모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66명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ir alcohol consumption
characteristics

(N=283)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33(12.1)
31(11.4)
21( 7.7)
13( 4.8)

9( 3.3)
26( 9.6)
19( 7.0)
29(10.7)

13( 4.6)
92(32.6)
5( 1.8)

14( 5.0)
68(24.1)
5( 1.8)

17( 6.0)
94(33.3)

39(13.8)
48(17.0)

105(37.4)
4( 1.4)
1( 0.4)
0( 0)

78(27.8)
7( 2.5)
1( 0.4)
1( 0.4)

academic rank
1-10
18( 6.6)
11-20
14( 5.1)
21-30
22( 8.1)
below 30
8( 2.9)
economic status
8( 2.8)
high
middle
61(21.6)
low
4( 1.4)
male friend
yes
10( 3.5)
no
63(22.3)
living status
with parents
71(25.3)
with mother
1( 0.4)
with father
1( 0.4)
0( 0)
without parents
*p<0.05, **p<0.01, ***p<0.001

χ²

P

33.772

0.001***

7.217

0.615

34.194

0.000***

8.986

0.704

<Table 2> Alcohol expectancies an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alcohol expectancies
higher (13-21점)
lower (22-26점)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21( 8.6)
33(13.5)

55(22.4)
51(20.8)

64(26.1)
21( 8.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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Ｐ

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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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고 있었다. 학교성적은 1-40등까지 비교적 고른

는

분포를 보였고, 생활수준은 중간 수준이 80.9%로 가장

p=.341).

많았다. 일반적 특성 중 음주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계적으로
친구의

유의한

음주가

관계가

여고생의

없었다(χ²=19.978,

음주에

미치는

결과는

관계를 보여준 변수는 학교성적, 이성교제 유무였다. 학

<Table 4>과 같다.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의 음주의

증가하였고(χ²

빈도와 조사 대상자의 음주의 빈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

교성적이

낮을

수록

음주의

빈도가

=33.772, p=0.001),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에서

여 주었다(χ²=165.460, p=0.000). 그리고 친구들

증가하였다(χ²=34.194,

중 술에 취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음주의 빈도

도

역시

음주의

빈도가

역시

p=0.000) <Table 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χ²=69.441,

p=0.000),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경

대상자의 음주의 빈도와 음주결과기대와의 관계를 살

우가 125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친구들과 함

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음주결과기대의 점수 범위는 13-26점, 평균점수는

께 마시는 경우가 73명(25.8%), 남자친구들이나, 남자

21.1점 (SD=2.65)이며, 음주결과기대의 점수가 높을

친구와 단둘이 마시는 경우가 각각 2명(0.7%), 3명

수록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였다(χ²=19.978, p=.000).

(1.1%)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특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는 음주기대가 높

대상자의 음주의 빈도와 부모의 음주, 음주에 대한 태
도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

아질수록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증세와 음주의 빈도와의 관계는 <Table

의 음주빈도와 음주에 대한 태도는 여고생의 음주행동과

3>과 같다. 우울증세의 점수 범위는 19-55점, 평균점수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음주의 빈도에 따라

는 35.4점 (SD=7.10)으로, 우울증세와 음주의 빈도와

여고생의

음주의

빈도가

유의하게

<Table 3>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증가하였다(χ²

(N=283)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depressive symptoms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first quartile (19-29 point)
second quartile (30-35 point)
third quartile (36-39점)
fourth quartile (40-55점)

22(8.3)
14(5.3)
19(7.2)
15(5.7)

23( 8.7)
33(12.5)
20( 7.6)
34(12.9)

more than once
per month

χ²

ｐ

19(7.2)
22(8.3)
20(7.6)
23(8.7)

6.78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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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and their friends

(N=283)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Characteristics
alcohol consumption of
friends in past year
none
1-4 times per year
once or more per month
percentage of friends
intoxicated more than once in
past year
0%
less than 10%
10-50%
more than 50%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43(15.4)
18( 6.5)
9( 3.2)

37(13.3)
54(19.4)
18( 6.5)

3( 1.1)
5( 1.8)
80(28.7)

22(
23(
18(
5(

36(12.9)
37(13.3)
26( 9.3)
9( 3.2)

6( 2.2)
14( 5.0)
32(11.5)
36(12.9)

7.9)
8.2)
6.5)
1.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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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ｐ

165.460

0.000***

69.441

0.000***

<Table 5> Parents' alcohol consumption, their attitudes towar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and strictness in rearing subjects, and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Characteristics

one to four times more than once
per month
per year

none

father's alcohol consumption
none
1-4 times per year
1-4 times per month
2-4 times per week

11( 3.9)
11( 3.9)
28(10.0)
20( 7.1)

12( 4.3)
11( 3.9)
39(13.9)
48(17.1)

10( 3.6)
10( 3.6)
29(10.4)
35(12.5)

mother's alcohol consumption
none
1-4 times per year
1-4 times per month
2-4 times per week

33(11.7)
24( 8.5)
11( 3.9)
5( 1.8)

30(10.7)
35(12.5)
40(14.2)
6( 2.1)

25( 8.9)
18( 6.4)
36(12.8)
7( 2.5)

15( 5.4)
14( 5.1)
20( 7.2)
13( 4.7)
2(11.9)

33( 7.6)
21( 7.6)
28(10.1)
20( 7.2)
4( 1.4)

21(
23(
21(
13(
4(

7.6)
8.3)
7.6)
4.7)
1.4)

20(
16(
13(
14(
3(

7.2)
5.7)
4.7)
5.0)
1.1)

28(10.0)
24( 8.6)
30(10.8)
24( 8.5)
3( 1.1)

18(
21(
25(
17(
5(

6.5)
7.5)
9.0)
6.1)
1.8)

21( 7.4)
43(15.2)
10( 3.5)

34(12.1)
51(18.4)
25( 8.9)

23( 8.2)
45(16.0)
20( 7.1)

father's attitude toward alcohol consumption
very strict
strict
neutral
permissive
very permissive
mother's attitude toward alcohol consumption
very strict
strict
neutral
permissive
very permissive
strictness in rearing subjects
first quartile (4-6 point)
second and third quartiles (7-9 point)
fourth quartile (10-16 point)

χ²

P

9.366

0.671

21.122

0.049*

12.024

0.677

12.917

0.609

3.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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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s of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nd advertising
on alcohol consumption of subjects

(N=283)

alcohol consumption in past year (%)
구

분

frequency of watching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nd advertising
none or almost none
often
very often
effects of watching television
alcohol portrayals and advertising
on subjects
first quartile (9-13 point)
second quartile (14-17 point)
third quartile (18-20 point)
fourth quartile (21-31 point)

none

one to four times
per year

more than once
per month

32(11.8)
35(12.9 )
7( 2.6 )

43(15.8)
54(19.9)
14( 5.1)

34(12.5)
44(16.2)
9( 3.3)

23( 8.8 )
20( 7.7 )
15(5.70)
11( 4.2 )

20( 7.7)
31(11.9)
31(11.9)
25( 9.6)

9( 3.4)
14( 5.4)
28(10.7)
34(13.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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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801

24.364

P

0.93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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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 p=0.049).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아버지 음주의 빈도와 음주에 대한 태도는 여고생의

태도와 음주의 빈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음주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음주의 빈도에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음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따라 여고생의 음주의 빈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어

는데 부모의 엄격함과 음주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여고생의 음주

주지 않았다.

빈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부모가 엄격하고 자신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장면 및 술광고로

에 대해 잘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고생의

부터 받는 영향에 대한 점수의 범위는 9-31점, 평균점수

음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음

는 17.6점 (SD=4.44)이였다. TV에서의 음주광고 시

주의 빈도와 음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여고생의 음주

청빈도와 음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음주장면이

의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Kim, H.

나 술광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음주빈도

J.(2000)의 부모의 음주여부에 따른 음주경험 학생들의

에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χ²=24.364, p=0.000).

비율에서 어머니만 음주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관련하여, 여고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정서의 영향을

V. 논

더 많이 받고 어머니의 행동이 여고생에게 더 많은 영향

의

을 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여고생의 음주와 유의한

TV에서의 음주광고 시청빈도와 대상자의 음주와는 유

관계를 보인 것은 학교성적과 이성교제 유무이었다. 여

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음주장면이나 술 광고로부터 받는

기서 이성교제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음주빈

영향이 클수록 음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Joel

도 증가를 보인 것은 전체 조사 대상자중에서 이성교제

(1995)이 언급한 술 광고와 음주 장면은 텔레비전에서

를 하는 그룹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온 결과라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형식상의 음주가 가끔 미화되고

고 생각되므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

추구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된다.

Joel(1995)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청소년의 음주 장면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의 빈도는 많아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대로 개인의 인지적

본 연구에서 미디어의 음주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한 것

요인이 음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

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이다(Kim, S. D., 2000). 그러나 우울증세의 정도에

Ⅵ. 결론 및 제언

따른 음주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청소년기에
우울증세가 가출이나 약물남용 등의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연구(Kim, Y. A., 2000)와는 다르게 나타

여고생의 음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

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의 음주는 우울증세를 대처

5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내 서부지역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의 1, 2, 3학년 여고생을 대상으

우울증세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대상자들에 있어 약물남

로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용이나 음주를 유발하는 것인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283명은 학년별로 1학년이 93명(32.9%), 2학년이

것이다. 친구의 음주의 빈도와 술에 취한 경험이 있는

139명(49.1%), 3학년이 51명(18.0%)으로 종교는 기

친구가 주변에 많을수록 음주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독교가 43.8%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12.0%, 불교

Newcomb(1986)이 말한 청소년기에 약물을 하게 하는

12.7%, 기타 0.4%. 없음이 31.1%였다. 학교성적은

위험요인 10개 중에 또래들의 약물사용, 또래들과의 일

1-40등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부모님 두 분과

탈 행위 등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또

모두 함께 사는 경우가 93.3%이었다. 동거가족 중 술을

한 Kim, H. J.(2000)의 연구에서 음주친구의 수가 4

마시는

명 이상인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은 음주를 하는 친구가

26.9%, 아버지만 마시는 경우가 25.8%이었다. 생활수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음주 친구 수에 따

준은 중간 수준이 80.9%로 가장 많았고 현재 이성교제

라 음주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는 하지 않는 비율이 76.0%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낮

고 볼 수 있다.

을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였고 이성교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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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인

경우가

지 않는 학생에서도 역시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였다.

는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정도를 측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우울

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도구의

증세의 정도에 따른 음주와의 관계는 유의한 결과를 보

개발 또한 시급하다.

이지 않았다. 부모의 영향에서 아버지의 음주의 빈도와

조사 대상자인 여고생의 음주에 관련된 요인은 대상자

음주에 대한 태도는 여고생의 음주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자신의 성적, 친구, 부모, 대중매체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없었다. 어머니의 음주빈도에 따라서는 여고생의 음주빈

요인들을 중재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양호교사들의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음주에 대한 태도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호교사들

가 허용적인 것과 대상자 음주의 빈도와는 유의한 관계

은 학교보건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가 없었다. 부모가 엄격한 양육 태도 역시 여고생의 음

을 증대하여 여고생의 문제 행동을 조사하고, 교육부와

주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의 협력을 강화하여 적절한 중재를 위한 정책적인 연구

친구의 영향에서 친구의 음주빈도가 증가할수록 여고

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의 음주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술에 취한

본 연구는 여고생의 음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인들에

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음주의 빈도가 유의하게

대해 모두 조사하였으나, 표본수가 작다는 점에서 대표

증가하였다. 음주와 관련해 여자친구 끼리만 마실 때 보

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분

다 남자친구가 섞여 있을 때 음주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

석을 위해서 대단위 조사가 필요하며 각각의 요인별로

하였다. TV에서의 음주광고 시청빈도와 음주와는 유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관계가 없었으나 음주장면이나 술 광고에 대한 대상
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음주의 빈도는 유의한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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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lcohol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school performance (p=.001). High alcohol
expectancies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in a Region of Seoul, Korea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p=.000); however, depression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alcohol
consumption. Mothers' alcohol consumption, having
many alcohol consuming friends and watching
TV commercials picturing alcohol were fou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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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un Min**․Park, Nak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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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in Hee**․Han, Yoo Chung**
Hyun, Soo In**

be associ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p=.049,
.000, .000. respectively.
Results may imply that alcohol consumption
may not be a coping behavior of the depressed
high school girls. Parents in Korea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alcohol consumption a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its impacts on their daughters. Media effects on
alcohol consumption need to be stressed and
deserve attention from the public.

283 female students were sampled from two
high schools in Seoul, Korea. They were given

Key

words

:

alcohol

consumption,

alcohol

questionnaires and were asked to fill in and

expectancies, depression, peer

return them during a class hour. The factors

pressure, mass media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to
see their contributions to alcohol consumption
using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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