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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청소년의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각종 음주폐해를 유발하고, 그

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 음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건강위험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주류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국가 알코올 정책의 핵심요

소로 제안하고 있다. 음주폐해 예방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주류광고 제한’

이 있다. 최근에는 주류회사가 TV, 라디오, 신문ㆍ잡지 매체뿐만 아니라 옥외광

고판, 인터넷(페이스북, 유튜브, 포털사이트, 게임어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와 주류광고와

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노출정도에 따른 청

소년의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노출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WHO의 권고사항 이행 및 국제적으로 WHO 회원국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의 일환으로 대한보건협회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춘천지역

중ㆍ고등학교 각각 1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1,015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 36명을 제외한 979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

인에 따른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노출정도,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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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

도에 따른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의 관련성

을 본 결과, 현재음주는 TV, 인터넷 채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TV 채널

에서는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조금 본 대상자에서 오즈비가

1.87배(95% CI: 1.17-2.98), 많이 본 대상자에서 오즈비가 2.58배(95% CI:

1.50-4.43)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채널에서는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대상

자에 비해 조금 본 대상자의 오즈비가 1.62배(95% CI: 1.06-2.47), 많이 본 대상

자의 오즈비가 2.11배(95% CI: 1.17-3.3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향후 음주의향은 인터넷 채널에서 높았고,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대상

자에 비해 조금 본 대상자에서 오즈비가 1.64배(95% CI: 1.13-2.39), 많이 본 대

상자에서 오즈비가 2.03배(95% CI: 1.18-3.50)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의 관련성을 본 결과,

주류광고 노출정도는 향후 음주의향과 관련성이 없었지만, 현재음주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비는

3.26배(95% CI: 1.34-7.94), 2개인 군의 오즈비는 2.71배(95% CI: 1.18-6.24), 3개인

군의 오즈비는 4.12배(95% CI: 1.82-9.31), 4개인 군의 오즈비는 3.71배(95% CI:

1.67-8.24), 5개인 군의 오즈비는 5.19배(95% CI: 2.36-11.41)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 우리나라의 경우 TV채널에서는 노출시간대(밤 10시～오전 7시)와 광

고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 음주와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

채널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주류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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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TV채널과 같이 노출시간대 규제 등 법적 노출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매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은 향후 음

주위험이 크므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이러한 매체 노출 규제는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교육ㆍ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술

구입 용이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매체별 주류광고가 음주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적연구

(Longitudinal Study)를 통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청소년 음주, 주류광고 노출채널, 주류광고 노출정도, 음주양상, 현재

음주, 향후 음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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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각종 음주폐해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심

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김형태 등,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

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천 524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비용을 산출하였고,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7조 1

천 258억원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6조 7천 695억원 보다도 규모

가 큰 금액으로 비용측면에서 보면 음주가 흡연과 비만보다도 높은 건강위

험요인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주폐해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일탈적인 음주자에게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건강위

험요인(Edwards et al., 1997)이기 때문에 음주폐해 예방관리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Room, 2002).

음주폐해 예방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주류광고 제한’이 있다.

이는 청소년이 주류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효과성이 입

증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Babor et al., 2003). 이와 같은 연구에 근거하

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국가 알코올 정책의 핵심요소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

하고 있다(WH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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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려는 국가적 정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

7조와 시행령 10조 2항에 반영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알콜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할 수 없으며,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텔레비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라디오는 오후 5시부

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주류광고 제한 정책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주류광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16년 우리나라 매체별 주류광고 연간 빈도를 보면 지상파 TV 약

32,300회, 라디오 약 8,700회, 신문ㆍ잡지 약 3,600회 이며, 매체별 주류광고

비 연간 지출액은 지상파 TV 약 480억원, 라디오 약 12억원, 신문ㆍ잡지 약

180억원으로 국가에서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 약 14억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한다(대한보건협회, 2016).

또한, 최근 주류회사에서는 주류광고 매체로 TV, 라디오 등 기존 매체에

서 신종 광고 채널로서 페이스북, 유튜브, 포털사이트, 어플 등 인터넷 매체

로 변화하고 있고, 신종 광고 채널의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회사에서는 미래 고객인 청소년을 타겟으로 TV, 라디오, 신문ㆍ잡지 매

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행사, 옥외광고판, 인터넷(페이스북, 유튜브, 포털사

이트, 게임어플)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행사, TV, 신문ㆍ잡지, 옥외광고판, 인터넷

에서의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노출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양상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 주류광고 규제정책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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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6년 WHO MAMPI(Monitoring Alcohol Marketing Project

International)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한 「청소년 주류광고 인식도 조사자료」

로서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광고 노출채널, 정도와 음주양상

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

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 정도의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음주양상 중 현재음주와 향후 음주의향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을 파악하

고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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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청소년의 음주실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

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통찰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시기이고도 하고,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며 호기심이 많아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이

다(류나미, 2008).

이러한 특성은 미성숙한 발달과정에서 정서가 불안하고, 호기심과 모방

성향이 강해 성인보다 부정적인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더 취약하고(손애리

등, 2013; Kim et al., 2014),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불

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하기도 한다(윤혜미,

2008).

청소년기 음주는 뇌출혈, 뇌와 신경의 손상, 간질환, 영양실조 등 합병증을

비롯한 신체적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일으킨다(조혜정, 2011). 또한, 청소년

들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과음 또는 폭음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이성

이 흐려져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며, 기억력 저하로 인한 학습 장애하

와 친구와의 불화도 초래할 수 있고(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우울, 신체화

장애, 스트레스, 자살,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전종설, 2008; 윤명숙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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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학교, 부모 교육수

준,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의 음주 여부, 부모의 태도와 같

은 부모 및 가정환경, 또래의 음주여부 등이 있다(김지경 등, 2013).

청소년의 음주율은 2005년 27.0%, 2010년 21.1%, 2015년 16.7%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질병관리

본부, 2016). 하지만, 2010년도 WHO 자료를 보면 15세～19세 청소년 중 음

주자의 폭음률은 OECD 35개국 가운데 남자 청소년 11위, 여자 청소년 14

위로 높은편에 속한다(대한보건협회, 2016).

청소년 중 구매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을 살펴보면, 2016년에 중학생

의 48.2%, 고등학생의 77.9%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음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음주 경험 연령은 2015년에 고등학생은 13.9세,

중학생은 11.3세로 최초 음주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청소년 중 현재음주자의 위험 음주율1)은 2005년 44.2%에서 2010

년 47.2%, 2016년 50.4%로 높아졌다(질병관리본부, 2016; 대한보건협회,

2016).

이러한 실태는 청소년이 음주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다양

한 문제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손상, 교통사고, 폭력, 의도하지 않은 임신, 불법

약물사용, 반사회적 성격형성, 행동장애, 학업 저조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ngson et al., 2006; 정우진 등, 2008). 또한 14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할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등의 고위험 음

주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Kandel et al., 1982; 김용석 등, 2001).

이렇듯 청소년 음주의 저 연령화와 위험 음주자 증가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1) 위험 음주율 : 청소년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

상인 사람의 분율(남자:소주 5잔 이상 음주자, 여자:소주 3잔 이상 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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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저 연령화와 위험 음주는 성인에 비해 알코올의 영향을

더 많이, 더 빨리 받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

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김현옥 등, 2007; 윤명숙 등, 2011; 정슬기, 2011).

아울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과음을 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로 학업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거나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갈등

을 일으키며, 우울증이나 두려움, 혹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

살 혹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김용석, 1999;

Schulenberg et al., 1997), 각종 청소년 비행행위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

탈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재엽 등, 2010).

2. 주류광고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련성

1990년대 연구에서는 주류광고가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

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tkin, 1995; Calfee et al., 1994).

그러나,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주류광고는 음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복

재생산하여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를 전파하고 이후의 음주행동

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준다(Simons-Morton et al., 1999). 중학생의 경우

에는 주류광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 시작 연령이 높아지고, 이미 마시는

경우에는 빈도가 더 증가하였다(Ellickson et al., 2005).

또한, 주류광고는 음주를 조장하고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여 알코

올 소비를 증가시키고(이재경 등, 2012), 주류광고를 본 청소년은 매체를 통

해 음주장면을 시청하면서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를 생성하고 이를 모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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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정슬기 등, 2007).

김혜영 등의 연구에서는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TV 주류광고

시청 후 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되고,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집단의 행동이 청소년 음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의 다른 연구결과와 같다(정슬기 등, 2007; 이재경, 2006; 김승

수, 2005)

이선미 등의 연구에서는 주류광고가 음주의도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류광고가 음주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관적 규범을 통해 음주의도와 음주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학

생의 경우에는 주류광고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음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ㆍ천성수 등 연구에서는 만 16세～64세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에 따

라 접한 주류광고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음주자가 비음주자 보다 주류광고

를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에도 접한 적이 있는 주류광고

의 종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의 연령군이 1

6～18세 연령군군과 30～64세 연령군보다 광고를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V, 라디오, 인터넷사이트 등 매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며 직업

군 간에 있어 접한 적이 있는 주류광고의 종류는 TV나 영화, 라디오 채널

은 직장인이 주류광고를 많이 접하고, 인터넷 채널에서는 청소년이 많이 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류광고 노출이 음주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요

인이고, 알코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정숙

2002). 그러나, 전반적인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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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숙 등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절주의향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지에 대하

여 분석한 결과 절주의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 문제음주자

가 될 가능성이 약 4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절주의향

이 향후 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정서적

측면에서 음주태도와 의향이 음주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광고 노출채널, 정도에 따른 음

주양상 중 현재음주와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주류광고의 정

책방향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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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의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 중 현재음주와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그림 1).

독립변수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수

주류광고 노출채널 음주양상

지역사회 행사

TV

옥외광고판

신문ㆍ잡지

인터넷

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

주류광고 노출정도
Chi-Square Test

접촉 매체수(0～5개)

혼란변수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

학년

거주지역

성별

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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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WHO의 권고사항 이행 및 국제적으로 WHO 회원국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보건협회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한 자료인 「청소년 주류광고 인식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지

는 WHO에서 권고한 MAMPI (Monitoring Alcohol Marketing Practices

Internationally)를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 맞게 일부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 음주율이 높은 서울지역(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

교)과 춘천지역(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MAMPI 설문지를 가지고 선정된 학교에 직접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수업시간에 배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과 춘천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1,015

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일부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36명

을 제외한 979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은 WHO MAMPI 설문조사 검사지

문항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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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로 분류

하였고, 향후 음주의향은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느 때라도 술을 마실 생각이

있는지 여부’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노출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행사, TV, 신문·잡지, 옥외광고판, 인터넷에서의 주류광고 접촉 경험으로 분

류하였다.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접촉 경험은 “지역사회 행사에서 얼마나 주류광

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적 없음’, ‘조금 봄’, ‘많이 봄’으로

구분하였다. TV 주류광고 접촉 경험은 “TV를 시청할 때에 얼마나 많은 주

류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적 없음’, ‘조금 봄’, ‘많이 봄’으

로 분류하였고,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접촉 경험은 “옥외광고판에서 얼마나

많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적 없음’, ‘조금 봄’, ‘많

이 봄’으로 구분하였다.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접촉 경험은 “신문ㆍ잡지에서

얼마나 많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적 없음’, ‘조금

봄’, ‘많이 봄’으로 분류하였고, 인터넷 주류광고 접촉 경험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본적 없음’, ‘조금

봄’, ‘많이 봄’으로 구분하였다.

다. 혼란변수

본 연구의 혼란변수로는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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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요인을 선정하였다.

인구학적요인의 학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으로 분류하였고, 거주지

역은 서울과 춘천으로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요인의 거주형태는 “현재 당신의 가정에 살고 있는 성인들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 혼자, 아버지 혼자, 부모

없이 친척,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상, 중, 하의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종교 음주제한은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환경요인의 부모음주는 ‘아무도 마시지 않음(부모 비음주)’, ‘아버지만 음

주’, ‘어머니만 음주’, ‘부모 모두 마심(부모 음주)’, ‘모름’으로 분류하였다. 형

제음주는 ‘형제 또는 자매가 없음(형제 없음)’, ‘형제 음주’, ‘형제 비음주’, ‘모

름’으로 분류하였고, 또래음주는 “당신의 친구들 중 몇 명이 술을 마십니까?”

라는 질문에 ‘없음’, ‘거의 없음’, ‘일부 있음’, ‘대부분’, ‘모두’로 구분하였다.

정책접근요인의 술 구입 용이성은 ‘구하는 것이 불가능’,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약간 쉬움’, ‘매우 쉬움’으로 구분하였고, 음주관련문제 교육

경험은 올 한해 학교생활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적이 있냐는 질문에 따라

‘있음’, ‘없음’, ‘모름’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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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9.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05

으로 설정하였으며, 대한보건협회에서 설문조사한 WHO MAPPI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등을 나타내는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Chi-square test를 통하여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

책접근요인에 따른 주류광고 노출채널, 정도 및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

주의향)과 통계적 평균차이가 나타나는지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단, 기대빈

도수가 5미만인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3) 관련요인에 따른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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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총 1,015명에서 결측치 36명을

제외한 총 979명(남학생 584명, 여학생 395명)을 분석하였다.

인구학적요인에서 학년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학생이 37.0%(362명), 고등

학교 학생은 63.0%(617명)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분포는 서울 39.4%(386명),

춘천 60.6%(593명)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요인에서 거주형태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는

88.7%(868명),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 대상자는 6.6%(65명),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는 대상자는 2.2%(22명), 부모 없이 친척과 살고 있는 대상자는

2.5%(24명)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를 보면 상위군은 10.0%(98명), 중위군

은 79.2%(775명), 하위군은 10.8%(106명)이었다. 종교로 인하여 음주에 제

한이 있는 대상자는 10.8%(106명), 제한이 없는 대상자는 89.2%(873명)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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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특성 변수 구분

전체

(N=979)

남

(N=584)

여

(N=395)

N % N % N %

인구학적 학년 중학교 362 37.0 162 27.7 200 50.6

요인 고등학교 617 63.0 422 72.3 195 49.4

거주지역 서울 386 39.4 333 57.0 53 13.4

춘천 593 60.6 251 43.0 342 86.6

사회경제적 거주형태 부모 868 88.7 515 88.2 353 89.4

요인 모 65 6.6 38 6.5 27 6.8

부 22 2.2 14 2.4 8 2.0

친척 24 2.5 17 2.9 7 1.8

경제적상태 상 98 10.0 77 13.2 21 5.3

중 775 79.2 433 74.1 342 86.6

하 106 10.8 74 12.7 32 8.1

종교 음주제한 있다 106 10.8 65 11.1 41 10.4

없다 873 89.2 519 88.9 354 89.6

환경요인에서 부모 음주여부를 보면 부모 비음주군은 22.3%(218명), 아버

지만 음주하는 군은 25.1%(246명), 어머니만 음주하는 군은 4.7%(46명), 부

모 모두 음주하는 군은 44.7%(438명)로 나타났다. 형제 음주여부에서는 형

제 모두 음주하는 군은 33.2%(325명), 형제 보두 비음주하는 군은

44.7%(438명)로 나타났다. 또래 음주여부에서는 또래 음주자가 없는 군은

33.9%(332명), 또래 음주자가 거의 없는 군은 19.5%(191명), 또래 음주자가

일부 있는 군은 30.6%(300명), 또래 음주자가 대부분인 군은 13.5%(132명),

또래 음주자가 모두인 군은 2.5%(24명)로 나타났다.

정책접근요인에서 술 구입 용이성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대상자는

32.5%(318명), ‘매우 어렵다’ 7.1%(69명), ‘약간 어렵다’ 15.4%(151명),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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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20.5%(201명), ‘매우 쉽다’ 9.6%(94명)로 나타났다. 음주관련문제 교육

경험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군은 42.2%(413명), 교육 경험이 없는 군은

29.6%(290명)이었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의 환경, 정책접근 특성

특성 변수 구분

전체

(N=979)

남

(N=584)

여

(N=395)

N % N % N %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 218 22.3 146 25.0 72 18.2

아버지만 음주 246 25.1 154 26.4 92 23.3

어머니만 음주 46 4.7 22 3.8 24 6.1

부모 음주 438 44.7 242 41.4 196 49.6

모름 31 3.2 20 3.4 11 2.8

형제음주 형제없음 134 13.7 84 14.4 50 12.7

형제 음주 325 33.2 202 34.6 123 31.1

형제 비음주 438 44.7 236 40.4 202 51.1

모름 82 8.4 62 10.6 20 5.1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 332 33.9 145 24.8 187 47.4

거의없음 191 19.5 119 20.4 72 18.2

일부 있음 300 30.6 217 37.2 83 21.0

대부분 음주 132 13.5 83 14.2 49 12.4

모두 음주 24 2.5 20 3.4 4 1.0

정책접근 술 구입 불가능 318 32.5 162 27.7 156 39.5

요인 용이성 매우어려움 69 7.1 35 6.0 34 8.6

약간어려움 151 15.4 78 13.4 73 18.5

약간쉬움 201 20.5 132 22.6 69 17.5

매우쉬움 94 9.6 81 13.9 13 3.3

모름 146 14.9 96 16.4 50 12.6

음주관련문제 있음 413 42.2 205 35.1 208 52.7

교육경험 없음 290 29.6 207 35.5 83 21.0

모름 276 28.2 172 29.4 10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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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을 보면 지역사회 행사에서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군은 46.2%(452명), 주류광고를 조금 본적이 있는 군은

40.5%(397명),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은 13.3%(130명)로 나타났고,

TV에서 주류광고 경험이 없는 군은 28.0%(274명), 주류광고를 조금 본적이

있는 군은 50.2%(492명),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은 21.8%(213명)

로 나타났으며,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이 없는 군은 34.9%(342명), 주류

광고를 조금 본적이 있는 군은 49.4%(483명),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은 15.7%(154명)로 나타났다. 신문ㆍ잡지에서 주류광고 경험이 없는 군은

63.9%(626명), 주류광고를 조금 본적이 있는 군은 29.5%(289명),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은 6.6%(64명)로 나타났고, 인터넷에서 주류광고 경험

이 없는 군은 35.1%(344명), 주류광고를 조금 본적이 있는 군은 52.2%(511

명),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은 12.7%(124명)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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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에 따른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

(N=979)

남

(N=584)

여

(N=395)

매체별 주류광고 경험 N % N % N %

지역사회 행사 본적 없음 452 46.2 285 48.8 167 42.3

조금 봄 397 40.5 224 38.4 173 43.8

많이 봄 130 13.3 75 12.8 55 13.9

TV 본적 없음 274 28.0 210 36.0 64 16.2

조금 봄 492 50.2 260 44.5 232 58.7

많이 봄 213 21.8 114 19.5 99 25.1

옥외광고판 본적 없음 342 34.9 230 39.4 112 28.4

조금 봄 483 49.4 277 47.4 206 52.1

많이 봄 154 15.7 77 13.2 77 19.5

신문ㆍ잡지 본적 없음 626 63.9 382 65.4 244 61.8

조금 봄 289 29.5 162 27.7 127 32.1

많이 봄 64 6.6 40 6.9 24 6.1

인터넷 본적 없음 344 35.1 211 36.1 133 33.7

조금 봄 511 52.2 302 51.7 209 52.9

많이 봄 124 12.7 71 12.2 53 13.4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를 보면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은

13.8%(135명), 접촉 매체수가 1개인 군은 9.0%(88명), 접촉 매체수가 2개인 군은

15.2%(149명), 접촉 매체수가 3개인 군은 18.4%(180명), 접촉 매체수가 4개인 군

은 20.8%(204명), 접촉 매체수가 5개인 군은 22.8%(223명)로 나타났다(표 4).

표 4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

(N=979)

남

(N=584)

여

(N=395)

주류광고 노출정도 N % N % N %

접촉 매체수 0개 135 13.8 100 17.1 35 8.9

1개 88 9.0 61 10.5 27 6.8

2개 149 15.2 90 15.4 59 14.9

3개 180 18.4 96 16.4 84 21.3

4개 204 20.8 112 19.2 92 23.3

5개 223 22.8 125 21.4 9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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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인구학적요인 중 학년은 신문ㆍ잡지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지역사회 행사(p< .05), TV(p< .001), 옥외광고판(p< .001), 인터넷

(p< .001)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사회 행

사, TV, 신문ㆍ잡지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옥외광고판(p<

.01), 인터넷(p< .01)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지역사회 행

사, 신문ㆍ잡지, 인터넷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V(p< .001),

옥외광고판(p< .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요인 중 거주형태와 경제적상태는 지역사회 행사, 옥외광고판,

신문ㆍ잡지, 인터넷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V채널에서만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 음주제한은 모든 채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경요인 중 부모음주는 신문ㆍ잡지 채널을 제외한 지역사회 행사(p<

.001), TV(p< .001), 옥외광고판(p< .001), 인터넷 채널(p< .01)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형제음주에 따라 신문ㆍ잡지, 인터넷 채널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사회 행사(p< .05), TV(p< .01), 옥외광고판(p<

.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래음주는 TV 채널을 제외하고 모든 변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책접근요인 중 술 구입용이성은 모든 채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술 구입이 쉬울수록 주류광고를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관련문제 교육경험은 지역사회 행사, TV, 신문ㆍ잡지, 인터넷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옥외광고판(p< .05) 채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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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주류광고 노출채널

구분

지역사회 행사 TV

본적

없음

(N=452)

조금 봄

(N=397)

많이 봄

(N=130) p-value

본적

없음

(N=274)

조금 봄

(N=492)

많이 봄

(N=213) p-value

N % N % N % N % N % N %

(인구학적요인)
학년

중학교(N=362) 186 51.4 130 35.9 46 12.7 0.0374 130 35.9 160 44.2 72 19.9 0.0001
고등학교(N=617) 266 43.1 267 43.3 84 13.6 144 23.3 332 53.8 141 22.9

거주지역
춘천(N=593) 279 47.0 233 39.3 81 13.7 0.6052 159 26.8 300 50.6 134 22.6 0.5317
서울(N=386) 173 44.8 164 42.5 49 12.7 115 29.8 192 49.7 79 20.5

성별
여자(N=395) 167 42.3 173 43.8 55 13.9 0.1288 64 16.2 232 58.7 99 25.1 <.0001
남자(N=584) 285 48.8 224 38.4 75 12.8 210 36.0 260 44.5 114 19.5

(사회경제적요인)
거주형태

부모(N=868) 401 46.2 351 40.4 116 13.4 0.9797 236 27.2 444 51.1 188 21.7 0.0027
모(N=65) 31 47.7 27 41.5 7 10.8 23 35.4 33 50.8 9 13.8
부(N=22) 10 45.4 8 36.4 4 18.2 6 27.3 4 18.2 12 54.5
친척(N=24) 10 41.7 11 45.8 3 12.5 9 37.5 11 45.8 4 16.7

경제적상태
상(N=98) 49 50.0 35 35.7 14 14.3 0.4228 40 40.8 43 43.9 15 15.3 0.0158
중(N=775) 347 44.8 326 42.0 102 13.2 199 25.7 402 51.9 174 22.4
하(N=106) 56 52.8 36 34.0 14 13.2 35 33.0 47 44.4 24 22.6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51 48.1 36 34.0 19 17.9 0.1919 32 30.2 47 44.3 27 25.5 0.4091
없다(N=873) 401 45.9 361 41.4 111 12.7 242 27.7 445 51.0 186 21.3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24 56.9 78 35.8 16 7.3 0.0008 98 45.0 89 40.8 31 14.2 <.0001
아버지만 음주(N=246) 111 45.1 97 39.4 38 15.5 51 20.7 131 53.3 64 26.0
어머니만 음주(N=46) 24 52.2 18 39.1 4 8.7 11 23.9 27 58.7 8 17.4
부모 음주(N=438) 177 40.4 197 45.0 64 14.6 102 23.3 235 53.6 101 23.1
모름(N=31) 16 51.6 7 22.6 8 25.8 12 38.7 10 32.3 9 29.0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74 55.2 41 30.6 19 14.2 0.0184 52 38.8 53 39.6 29 21.6 0.0046
형제 음주(N=325) 149 45.8 124 38.2 52 16.0 93 28.6 160 49.2 72 22.2
형제 비음주(N=438) 186 42.5 199 45.4 53 12.1 108 24.7 227 51.8 103 23.5
모름(N=82) 43 52.4 33 40.3 6 7.3 21 25.6 52 63.4 9 11.0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78 53.6 126 38.0 28 8.4 0.0002 93 28.0 169 50.9 70 21.1 0.2060
거의없음(N=191) 94 49.2 77 40.3 20 10.5 46 24.1 102 53.4 43 22.5
일부 있음(N=300) 111 37.0 138 46.0 51 17.0 78 26.0 154 51.3 68 22.7
대부분 음주(N=132) 56 42.4 49 37.1 27 20.5 45 34.1 60 45.4 27 20.5
모두 음주(N=24) 13 54.1 7 29.2 4 16.7 12 50.0 7 29.2 5 20.8

(정책접근요인)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82 57.2 113 35.5 23 7.3 <.0001 105 33.0 166 52.2 47 14.8 <.0001
매우어려움(N=69) 25 36.2 39 56.5 5 7.3 16 23.2 41 59.4 12 17.4
약간어려움(N=151) 60 39.7 65 43.1 26 17.2 29 19.2 89 58.9 33 21.9
약간쉬움(N=201) 66 32.8 92 45.8 43 21.4 44 21.9 101 50.2 56 27.9
매우쉬움(N=94) 34 36.2 35 37.2 25 26.6 31 33.0 36 38.3 27 28.7
모름(N=146) 85 58.2 53 36.3 8 5.5 49 33.6 59 40.4 38 26.0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81 43.8 178 43.1 54 13.1 0.4263 107 25.9 217 52.5 89 21.6 0.7170
없음(N=290) 139 47.9 107 36.9 44 15.2 87 138 65
모름(N=276) 132 47.8 112 40.6 32 11.6 80 13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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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주류광고 노출채널 (계속)

구분

옥외광고판 신문ㆍ잡지

본적

없음

(N=342)

조금 봄

(N=483)

많이 봄

(N=154) p-value

본적

없음

(N=626)

조금 봄

(N=289)

많이 봄

(N=64) p-value

N % N % N % N % N % N %

(인구학적요인)
학년

중학교(N=362) 158 43.7 150 41.4 54 14.9 <.0001 243 67.1 96 26.5 23 6.4 0.2602
고등학교(N=617) 184 29.8 333 54.0 100 16.2 383 62.1 193 31.3 41 6.6

거주지역
춘천(N=593) 227 33.3 267 45.0 99 16.7 0.0034 393 66.3 165 27.8 35 5.9 0.1596
서울(N=386) 115 29.8 216 56.0 55 14.2 233 60.4 124 32.1 29 7.5

성별
여자(N=395) 112 28.4 206 52.1 77 19.5 0.0005 244 61.8 127 32.1 24 6.1 0.3235
남자(N=584) 230 39.4 277 47.4 77 13.2 382 65.4 162 27.7 40 6.9

(사회경제적요인)
거주형태

부모(N=868) 299 34.4 432 49.8 137 15.8 0.6838 547 63.0 261 30.1 60 6.9 0.6511
모(N=65) 25 38.4 28 43.1 12 18.5 46 70.8 16 24.6 3 4.6
부(N=22) 8 36.4 13 59.1 1 4.5 15 68.2 6 27.3 1 4.5
친척(N=24) 10 41.7 10 41.7 4 16.6 18 7.5 6 25.0 0 .0

경제적상태
상(N=98) 37 37.8 41 41.8 20 20.4 0.2489 56 57.1 30 30.6 12 12.3 0.1625
중(N=775) 262 33.8 396 51.1 117 51.1 499 64.4 230 29.7 46 5.9
하(N=106) 43 40.6 46 43.4 17 16.0 71 67.0 29 27.3 6 5.7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36 34.0 48 45.3 22 20.7 0.3111 62 58.5 35 33.0 9 8.5 0.4191
없다(N=873) 306 35.1 435 49.8 132 15.1 564 64.6 254 29.1 55 6.3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7 49.1 83 38.1 28 12.8 <.0001 152 69.7 53 24.3 13 6.0 0.0563
아버지만 음주(N=246) 75 30.5 131 53.2 40 16.3 159 64.6 74 30.1 13 5.3
어머니만 음주(N=46) 21 46.7 22 47.8 3 6.5 26 56.5 17 37.0 3 6.5
부모 음주(N=438) 126 28.8 233 53.2 79 18.0 270 61.6 139 31.8 29 6.6
모름(N=31) 13 41.9 14 45.2 4 12.9 19 61.2 6 19.4 6 19.4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61 45.5 54 40.3 19 14.2 0.0390 89 66.4 32 23.9 13 9.7 0.3096
형제 음주(N=325) 102 31.4 171 52.6 52 16.0 204 62.8 99 30.4 22 6.8
형제 비음주(N=438) 151 34.5 211 48.2 76 17.3 275 62.8 139 31.7 24 5.5
모름(N=82) 28 34.2 47 57.3 7 8.5 58 70.7 19 23.2 5 6.1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44 43.4 143 43.1 45 13.5 0.0057 232 69.9 81 24.4 19 5.7 0.0016
거의없음(N=191) 59 80.9 100 52.4 32 16.7 123 64.4 57 29.8 11 5.8
일부 있음(N=300) 89 29.7 160 53.3 51 17.0 183 61.0 101 33.7 16 5.3
대부분 음주(N=132) 39 29.5 73 55.3 20 15.2 75 56.8 45 34.1 12 9.1
모두 음주(N=24) 11 45.8 7 29.2 6 25.0 13 54.2 5 20.8 6 25.0

(정책접근요인)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35 42.4 145 45.6 38 12.0 <.0001 220 69.2 78 24.5 20 6.3 0.0098
매우어려움(N=69) 24 34.8 38 55.1 7 10.1 38 55.1 26 37.7 5 7.2
약간어려움(N=151) 46 30.5 73 48.3 32 21.2 102 67.5 41 21.2 8 5.3
약간쉬움(N=201) 47 23.4 109 54.2 45 22.4 118 58.7 69 34.3 14 7.0
매우쉬움(N=94) 25 26.6 48 51.1 21 22.3 45 47.9 40 42.5 9 9.6
모름(N=146) 65 44.5 70 48.0 11 7.5 103 70.5 35 24.0 8 5.5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29 31.2 202 48.9 82 19.9 0.0137 251 60.8 129 31.2 33 8.0 0.2835
없음(N=290) 107 36.9 140 48.3 43 14.8 187 64.5 87 30.0 16 5.5
모름(N=276) 106 38.4 141 51.1 29 10.5 188 68.1 73 26.5 1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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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주류광고 노출채널 (계속)

구분

인터넷

본적없음

(N=344)

조금 봄

(N=511)

많이 봄

(N=124) p-value

N % N % N %

(인구학적요인)
학년

중학교(N=362) 160 44.2 160 44.2 42 11.6 <.0001
고등학교(N=617) 184 29.8 351 56.9 82 13.3

거주지역
춘천(N=593) 234 39.5 285 48.0 74 12.5 0.0015
서울(N=386) 110 28.5 226 58.5 50 13.0

성별
여자(N=395) 133 33.7 209 52.9 53 13.4 0.6818
남자(N=584) 211 36.1 302 51.7 71 12.2

(사회경제적요인)
거주형태

부모(N=868) 304 35.0 452 52.1 112 12.9 0.5878
모(N=65) 23 35.4 36 55.4 6 9.2
부(N=22) 8 36.4 9 40.9 5 22.7
친척(N=24) 9 37.5 14 58.3 1 4.2

경제적상태
상(N=98) 38 38.8 43 43.9 17 17.3 0.2869
중(N=775) 264 34.0 416 53.7 95 12.3
하(N=106) 42 39.6 52 49.1 12 11.3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41 38.7 46 43.4 19 17.9 0.0915
없다(N=873) 303 34.7 465 53.3 105 12.0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2 46.8 94 43.1 22 10.1 0.0068
아버지만 음주(N=246) 80 32.5 132 53.7 34 13.8
어머니만 음주(N=46) 13 28.2 28 60.9 5 10.9
부모 음주(N=438) 136 31.1 245 55.9 57 13.0
모름(N=31) 13 41.9 12 38.7 6 19.4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57 42.5 55 41.0 22 16.4 0.1583
형제 음주(N=325) 107 32.9 179 55.1 39 12.0
형제 비음주(N=438) 151 34.5 231 52.7 56 12.8
모름(N=82) 29 35.4 46 56.1 7 8.5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39 41.9 159 47.9 34 10.2 0.0258
거의없음(N=191) 68 35.6 99 51.8 24 12.6
일부 있음(N=300) 86 28.7 172 57.3 42 14.0
대부분 음주(N=132) 39 29.6 72 54.5 21 16.9
모두 음주(N=24) 12 50.0 9 37.5 3 12.5

(정책접근요인)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42 44.6 149 46.9 27 8.5 <.0001
매우어려움(N=69) 23 33.3 40 58.0 6 8.7
약간어려움(N=151) 54 35.7 80 53.0 17 11.3
약간쉬움(N=201) 48 23.9 119 59.2 34 16.9
매우쉬움(N=94) 21 22.3 52 55.4 21 22.3
모름(N=146) 56 38.4 71 48.6 19 13.0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46 35.4 209 50.6 58 14.0 0.5097
없음(N=290) 100 34.5 161 55.5 29 10.0
모름(N=276) 98 35.5 141 51.1 37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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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인구학적요인 중 학년은 주류광고 접촉매체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많은 채널에서 주류광고를 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주류광고 접촉매체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은 주류광고 접촉매체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요인에서는 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모두 주류광

고 접촉매체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에서는 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모두 주류광고 접촉매체수

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가 음주를 할수록, 또래음주자가 많을수록

주류광고 접촉매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접근요인 중 술 구입 용이성은 주류광고 접촉매체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은 주류광고 접촉매체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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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주류광고 노출정도

구분

접촉매체수

0개

(N=135)

1개

(N=88)

2개

(N=149)

3개

(N=180)

4개

(N=204)

5개

(N=223) p-value

N % N % N % N % N % N %

(인구학적요인)
학년

중학교(N=362) 77 21.3 37 10.2 57 15.7 55 15.2 63 17.4 73 20.2 <.0001
고등학교(N=617) 58 9.4 51 8.3 92 14.9 125 20.3 141 22.8 150 24.3

거주지역
춘천(N=593) 90 15.2 60 10.1 94 15.9 104 17.5 112 18.9 133 22.4 0.1538
서울(N=386) 45 11.7 28 7.3 55 14.2 76 19.7 92 23.8 90 23.3

성별
여자(N=395) 35 8.9 27 6.8 59 14.9 84 21.3 92 23.3 98 24.8 0.0007
남자(N=584) 100 17.1 61 10.5 90 15.4 96 16.4 112 19.2 125 21.4

(사회경제적요인)
거주형태

부모(N=868) 119 13.7 75 8.6 126 14.5 164 19.0 186 21.4 198 22.8 0.8803
모(N=65) 8 12.3 9 13.9 15 23.1 8 12.3 11 16.9 14 21.5
부(N=22) 3 13.6 2 9.1 4 18.2 4 18.2 4 18.2 5 22.7
친척(N=24) 5 20.8 2 8.3 4 16.7 4 16.7 3 12.5 6 25.0

경제적상태
상(N=98) 20 20.4 10 10.2 12 12.2 13 13.3 18 18.4 25 25.5 0.2810
중(N=775) 98 12.7 65 8.4 122 15.7 143 18.4 169 21.8 178 23.0
하(N=106) 17 16.0 13 12.3 15 14.2 24 22.6 17 16.0 20 18.9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6 15.1 8 7.6 15 14.1 23 21.7 19 17.9 25 23.6 0.8841
없다(N=873) 119 13.6 80 9.2 134 15.3 157 18.0 185 21.2 198 22.7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61 28.0 20 9.2 31 14.2 33 15.1 39 17.9 34 15.6 <.0001
아버지만 음주(N=246) 25 10.2 23 9.3 40 16.3 47 19.1 45 18.3 66 26.8
어머니만 음주(N=46) 4 8.7 8 17.4 6 13.0 8 17.4 9 19.6 11 23.9
부모 음주(N=438) 39 8.9 34 7.8 68 15.5 86 19.6 104 23.8 107 24.4
모름(N=31) 6 19.4 3 9.7 4 12.9 6 19.4 7 22.5 5 16.1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38 28.3 13 9.7 10 7.5 18 13.4 25 18.7 30 22.4 0.0011
형제 음주(N=325) 39 12.0 25 7.7 57 17.5 59 18.2 71 21.8 74 22.8
형제 비음주(N=438) 47 10.7 43 9.8 65 14.8 87 19.9 95 21.7 101 23.1
모름(N=82) 11 13.4 7 8.5 17 20.7 16 19.5 13 15.9 18 22.0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73 22.0 22 6.6 49 14.7 60 18.1 66 19.9 62 18.7 <.0001
거의없음(N=191) 18 9.4 14 7.3 43 22.5 41 21.5 33 17.3 42 22.0
일부 있음(N=300) 21 7.0 41 13.7 33 11.0 50 16.7 79 26.3 76 25.3
대부분 음주(N=132) 18 13.6 9 6.8 18 13.6 25 19.0 24 18.2 38 28.8
모두 음주(N=24) 5 20.8 2 8.3 6 25.0 4 16.7 2 8.3 5 20.8

(정책접근요인)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70 22.0 28 8.8 49 15.4 63 19.8 49 15.4 59 18.6 <.0001
매우어려움(N=69) 6 8.7 9 13.1 11 15.9 6 8.7 15 21.7 22 31.9
약간어려움(N=151) 9 6.0 16 10.6 28 18.5 28 18.5 42 27.8 28 18.5
약간쉬움(N=201) 13 6.5 12 6.0 25 12.4 40 19.9 55 27.3 56 27.9
매우쉬움(N=94) 8 19.9 7 11.0 10 17.8 19 16.4 20 15.7 30 19.2
모름(N=146)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59 14.3 28 6.8 59 14.3 70 16.9 90 21.8 107 25.9 0.4014
없음(N=290) 36 12.4 31 10.7 45 15.5 59 20.4 63 21.7 56 19.3
모름(N=276) 40 14.5 29 10.5 45 16.3 51 18.5 51 18.5 60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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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N=979)

남

(N=584)

여

(N=395)

N % N % N %

현재음주 비음주 729 74.5 403 69.0 326 82.5

음주 250 25.5 181 31.0 69 17.5

향후 음주의향 없음 606 61.9 318 54.5 288 72.9

있음 373 38.1 266 45.5 107 27.1

3. 연구 대상자의 음주양상

연구 대상자의 음주양상을 보면 현재음주를 하고 있는 군은 25.5%(250명)

로 이중 남학생은 31.0%(181명), 여학생은 17.5(69명)로 나타났다. 향후 음주

의향이 있는 군은 38.1%(373명)로 이중 남학생은 45.5%(266명), 여학생은

27.1%(107명)로 나타났다(표 7).

표 7. 연구 대상자의 음주양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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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현재음주 양상을 보면 인구학적요인 중 학년, 성별

은 현재음주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 거주지역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

다.

사회경제적요인 중 거주형태에서는 부모 없이 친척과 지내는 군에서

40.0%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없었다. 경제적 상태는 하위 군에서 40.6%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종교로 인한 음주제한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환경요인에서 부모 모두 음주를 하는 군에서 31.1%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형제 모두 음주를 하는 군에서 35.1%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모두 음주를 하는 군에서 83.3%로 현재음

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접근요인에서 술 구입 용이성은 매우 쉽다는 군에서 51.1%로 현재음

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주관

련문제 교육경험이 없는 군에서 35.2%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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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현재음주 양상

특성 변수 구분

현재음주 N(%)

아니오(N=729) 예(N=250)
  p-value

N % N %

인구학적 학년 중학교 248 68.5 114 31.5 10.7 0.0011

요인 고등학교 481 78.0 136 22.0

거주지역 서울 280 72.5 106 27.5 1.2 0.2651

춘천 449 75.7 144 24.3

성별 남자 403 69.0 181 31.0 22.7 <.0001

여자 326 82.5 69 17.5

사회경제적 거주형태 부모 648 74.7 220 25.3 5.0 0.1753

요인 모 48 73.8 17 26.2

부 19 86.4 3 13.6

친척 14 58.3 10 41.7

경제적상태 상 68 69.4 30 30.6 16.9 0.0002

중 598 77.2 177 22.8

하 63 59.4 43 40.6

종교 음주제한 있다 85 80.2 21 19.8 2.0 0.1523

없다 644 73.8 229 26.2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 193 88.5 25 11.5 36.1 <.0001

아버지만 음주 182 74.0 64 26.0

어머니만 음주 35 76.1 11 23.9

부모 음주 302 68.9 136 31.1

모름 17 54.8 14 45.2

형제음주 형제없음 112 83.6 22 16.4 26.9 <.0001

형제 음주 211 64.9 114 35.1

형제 비음주 347 79.2 91 20.8

모름 59 71.9 23 28.1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 317 95.5 15 4.5 247.3 <.0001

거의없음 163 85.3 28 14.7

일부 있음 198 66.0 102 34.0

대부분 음주 47 35.6 85 64.4

모두 음주 4 16.7 20 83.3

정책접근 술 구입 불가능 295 92.8 23 7.2 116.3 <.0001

요인 용이성 매우어려움 53 76.8 16 23.2

약간어려움 106 70.2 45 29.8

약간쉬움 118 58.7 83 41.3

매우쉬움 46 48.9 48 51.1

모름 111 76.0 35 24.0

음주관련문제 있음 332 80.4 81 19.6 22.0 <.0001

교육경험 없음 188 64.8 102 35.2

모름 209 75.7 6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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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향후 음주의향 양상을 보면 인구학적요인 중 학년,

거주지역, 성별 모두에서 향후 음주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났다.

사회경제적요인 중 거주형태는 부모 없이 친척과 지내는 군에서 54.2%로

향후 음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

나 경제적 상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종교로 인한 음주제한이 없는

군에서 39.4%로 향후 음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요인 중 부모, 형제, 또래에서 모두 음주를 하는 군에서 향후 음주의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접근요인에서 현재음주와 마찬가지로 술 구입 용이성은 매우 쉽다는

군에서 66.0%,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이 없는 군에서 56.9%로 향후 음주의

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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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향후 음주의향 양상

특성 변수 구분

향후 음주의향 N(%)

없음(N=606) 있음(N=373)
  p-value

N % N %

인구학적 학년 중학교 199 55.0 163 45.0 11.7 0.0006

요인 고등학교 407 66.0 210 34.0

거주지역 서울 205 53.1 181 46.9 20.9 <.0001

춘천 401 67.6 192 32.4

성별 남자 318 54.4 266 45.6 34.0 <.0001

여자 288 72.9 107 27.1

사회경제적 거주형태 부모 535 61.6 333 38.4 8.3 0.0407

요인 모 41 63.1 24 36.9

부 19 86.4 3 13.6

친척 11 45.8 13 54.2

경제적상태 상 61 62.2 37 37.8 5.1 0.0785

중 490 63.2 285 36.8

하 55 51.9 51 48.1

종교 음주제한 있다 77 72.6 29 27.4 5.8 0.0159

없다 529 60.6 344 39.4

환경요인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 168 77.1 50 22.9 29.8 <.0001

아버지만 음주 150 61.0 96 39.0

어머니만 음주 28 60.9 18 39.1

부모 음주 242 55.2 196 44.8

모름 18 58.1 13 41.9

형제음주 형제없음 101 75.4 33 24.6 35.7 <.0001

형제 음주 165 50.8 160 49.2

형제 비음주 296 67.6 142 32.4

모름 44 53.7 38 46.3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 293 88.2 39 11.8 189.4 <.0001

거의없음 122 63.9 69 36.1

일부 있음 144 48.0 156 52.0

대부분 음주 40 30.3 92 69.7

모두 음주 7 29.2 17 70.8

정책접근 술 구입 불가능 277 87.1 41 12.9 188.8 <.0001

요인 용이성 매우어려움 56 81.2 13 18.8

약간어려움 88 58.3 63 41.7

약간쉬움 72 35.8 129 64.2

매우쉬움 32 34.0 62 66.0

모름 81 55.5 65 44.5

음주관련문제 있음 322 78.0 91 22.0 90.8 <.0001

교육경험 없음 125 43.1 165 56.9

모름 159 57.6 117 42.4



- 30 -

현재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향후 음주를 하겠다는 군은 24.4%(178명)로

나타났고 현재음주를 하는 군에서 향후 음주를 하겠다는 군은 78.0%(195명)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표 10. 현재음주와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변수 구분

향후 음주의향 N(%)

없음(N=606) 있음(N=373)
  p-value

N % N %

현재음주

비음주 551 75.6 178 24.4 226.6 <.0001

음주 55 22.0 195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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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별 현재음주를 보면 지역사회 행사에서

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에서 33.1%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TV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에서 31.9%로 현

재음주를 많이 하는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옥외광고판에서는 주류광고를 조금 본적이 있는 군에서 28.4%로 현재음

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신문ㆍ잡지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에서 32.8%로 현재음

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

는 군에서 33.9%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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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별 현재음주 양상

변수
구분

현재음주 N(%)

아니오(N=729) 예(N=250)
  p-value

매체별 주류광고 경험 N % N %

지역사회 행사 본적 없음 372 82.3 80 17.7 27.2 <.0001

조금 봄 270 68.0 127 32.0

많이 봄 87 66.9 43 33.1

TV 본적 없음 212 77.4 62 22.6 6.1 0.0466

조금 봄 372 75.6 120 24.4

많이 봄 145 68.1 68 31.9

옥외광고판 본적 없음 267 78.1 75 21.9 4.4 0.1091

조금 봄 346 71.6 137 28.4

많이 봄 116 75.3 38 24.7

신문ㆍ잡지 본적 없음 484 77.3 142 22.7 7.6 0.0220

조금 봄 202 69.9 87 30.1

많이 봄 43 67.2 21 32.8

인터넷 본적 없음 277 80.5 67 19.5 12.3 0.0021

조금 봄 370 72.4 141 27.6

많이 봄 82 66.1 42 33.9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별 현재음주를 보면 접촉 매체수가 5개

인 군에서 33.6%로 현재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2).

표 12.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별 현재음주 양상

변수
구분

현재음주 N(%)

아니오(N=729) 예(N=250)
  p-value

주류광고 노출정도 N % N %

접촉 매체수 0개 119 88.1 16 11.9 22.9 0.0004

1개 63 71.6 25 28.4

2개 117 78.5 32 21.5

3개 132 73.3 48 26.7

4개 150 73.5 54 26.5

5개 148 66.4 75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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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별 향후 음주의향을 보면 지역사회 행사

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적이 있는 군에서 51.5%로 향후 음주의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V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 적이 있는 군에서 41.8%로 향후 음주의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옥외광고판에서는 주류광고를 조금 본 적이 있는 군에서 42.0%로 향후

음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문ㆍ잡지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 적이 있는 군에서 42.2%로 향후

음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주류광고를 많이 본 적이 있는 군에서 46.0%로 향후 음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3).

표 13.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채널별 향후 음주의향 양상

변수
구분

향후 음주의향 N(%)

없음(N=606) 있음(N=373)
  p-value

매체별 주류광고 경험 N % N %

지역사회 행사 본적 없음 306 67.7 146 32.3 17.2 0.0002

조금 봄 237 59.7 160 40.3

많이 봄 63 48.5 67 51.5

TV 본적 없음 171 62.4 103 37.6 1.6 0.4461

조금 봄 311 63.2 181 36.8

많이 봄 124 58.2 89 41.8

옥외광고판 본적 없음 232 67.8 110 32.2 8.3 0.0156

조금 봄 280 58.0 203 42.0

많이 봄 94 61.0 60 39.0

신문ㆍ잡지 본적 없음 400 63.9 226 36.1 2.9 0.2290

조금 봄 169 58.5 120 41.5

많이 봄 37 57.8 27 42.2

인터넷 본적 없음 244 70.9 100 29.1 18.9 <.0001

조금 봄 295 57.7 216 42.3

많이 봄 67 54.0 57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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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별 향후 음주의향을 보면 접촉 매체수가

4개, 5개인 군에서 각각 43.6%, 43.1%로 향후 음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4).

표 14.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별 향후 음주의향 양상

변수
구분

향후 음주의향 N(%)

없음(N=606) 있음(N=373)
  p-value

주류광고 노출정도 N % N %

접촉 매체수 0개 99 73.3 36 26.7 16.2 0.0063

1개 55 62.5 33 37.5

2개 103 69.1 46 30.9

3개 107 59.4 73 40.6

4개 115 56.4 89 43.6

5개 127 56.9 96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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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을 분석하였다. Model Ⅰ에서는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

하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 Ⅰ에 추가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

적상태, 종교 음주제한)을 통제하였다. Model Ⅲ에서는 Model Ⅱ에 추가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를 통제하였고, Model Ⅳ에서는

Mdoel Ⅲ에 추가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을 통제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은 <표 15>와 같다.

현재음주는 Model Ⅰ에서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2.67배(95% CI: 1.90-3.74), 많이 본 군의 오즈

비는 2.76배(95% CI: 1.75-4.37)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Ⅱ에서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2.79배(95% CI: 1.98-3.94),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94배(95% CI: 1.84-4.69)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도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3.14배(95% CI: 2.09-4.72),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87배

(95% CI: 1.09-3.2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Ⅳ에서는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2.85배(95% CI: 1.87-4.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41배(95% CI: 0.80-2.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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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지역사회 행사
본적 없음(N=452) 1.00 1.00 1.00 1.00
조금 봄(N=397) 2.67(1.90-3.74) 2.79(1.98-3.94) 3.14(2.09-4.72) 2.85(1.87-4.34)
많이 봄(N=130) 2.76(1.75-4.37) 2.94(1.84-4.69) 1.87(1.09-3.21) 1.41(0.80-2.49)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3.51(2.22-5.56) 3.57(2.24-5-69) 1.94(1.14-3.32) 1.80(1.00-3.25)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1.81(1.12-2.90) 1.78(1.10-2.88) 1.05(0.60-1.83) 0.83(0.45-1.53)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58(1.79-3.71) 2.49(1.72-3.60) 2.04(1.31-3.18) 2.09(1.32-3.30)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2(0.60-2.07) 1.17(0.56-2.43) 1.25(0.60-2.60)
부(N=22) 0.34(0.09-1.24) 0.29(0.07-1.30) 0.39(0.09-1.73)
친척(N=24) 1.72(0.70-4.23) 1.69(0.59-4.89) 1.81(0.58-5.67)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0.77(0.47-1.26) 0.80(0.44-1.44) 0.72(0.39-1.34)
하(N=106) 1.82(0.97-3.42) 1.69(0.81-3.55) 1.55(0.72-3.34)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62(0.95-2.75) 1.24(0.67-2.28) 1.33(0.71-2.48)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2.09(1.14-3.81) 2.30(1.24-4.30)
어머니만 음주(N=46) 1.65(0.62-4.36) 1.54(0.58-4.10)
부모 음주(N=438) 2.39(1.36-4.19) 2.65(1.48-4.74)
모름(N=31) 9.59(3.12-29.42) 11.05(3.48-35.12)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27(0.69-2.33) 1.14(0.61-2.15)
형제 비음주(N=438) 0.86(0.47-1.58) 0.81(0.43-1.52)
모름(N=82) 0.99(0.44-2.24) 0.92(0.39-2.14)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2.72(1.37-5.39) 1.99(0.99-4.01)
일부 있음(N=300) 7.60(4.16-13.91) 5.23(2.80-9.74)
대부분 음주(N=132) 29.19(14.91-57.17) 19.98(9.93-40.20)
모두 음주(N=24) 71.54(20.17-253.78) 56.24(15.24-207.59)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3.34(1.45-7.73)
약간어려움(N=151) 4.05(2.11-7.76)
약간쉬움(N=201) 5.29(2.88-9.72)
매우쉬움(N=94) 4.02(1.94-8.35)
모름(N=146) 2.91(1.47-5.76)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1.29(0.80-2.07)
모름(N=276) 0.87(0.54-1.41)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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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대상자의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은 <표 16>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음주의향은 Model Ⅰ에서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

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은 오즈비가 1.69배(95% CI:

1.25-2.29),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89배(95% CI: 1.87-4.44)였고,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Ⅰ에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Ⅱ에서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71배(95% CI: 1.26-2.31),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3.10배(95% CI: 1.26-2.3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Model Ⅱ에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Ⅲ에서도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49배(95% CI: 1.06-2.08),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16배

(95% CI: 1.33-3.50)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

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41배(95% CI: 0.98-2.04),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61배(95% CI: 0.95-2.73)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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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지역사회 행사
본적 없음(N=452) 1.00 1.00 1.00 1.00
조금 봄(N=397) 1.69(1.25-2.29) 1.71(1.26-2.31) 1.49(1.06-2.08) 1.41(0.98-2.04)
많이 봄(N=130) 2.89(1.87-4.44) 3.10(1.26-2.31) 2.16(1.33-3.50) 1.61(0.95-2.73)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6.39(4.06-10.06) 6.75(4.26-10.70) 5.18(3.15-8.50) 3.87(2.23-6.71)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4.92(3.10-7.81) 4.97(3.11-7.94) 4.28(2.57-7.10) 2.55(1.47-4.45)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08(1.50-2.88) 2.13(1.53-2.97) 1.63(1.12-2.38) 1.54(1.03-2.29)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09(0.61-1.94) 0.98(0.51-1.89) 0.89(0.45-1.77)
부(N=22) 0.18(0.05-0.66) 0.16(0.04-0.62) 0.14(0.03-0.56)
친척(N=24) 1.98(0.78-5.00) 1.97(0.73-5.32) 2.69(0.87-8.34)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1.21(0.76-1.94) 1.33(0.78-2.24) 1.16(0.65-2.07)
하(N=106) 1.84(1.00-3.39) 1.63(0.83-3.21) 1.42(0.68-2.94)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2.00(1.23-3.23) 1.78(1.04-3.03) 2.12(1.19-3.78)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40(0.87-2.25) 1.75(1.04-2.94)
어머니만 음주(N=46) 1.85(0.81-4.21) 1.93(0.80-4.67)
부모 음주(N=438) 1.90(1.22-2.97) 2.31(1.42-3.73)
모름(N=31) 1.68(0.63-4.51) 1.59(0.56-4.49)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67(0.99-2.82) 1.53(0.87-2.69)
형제 비음주(N=438) 1.22(0.73-2.04) 1.24(0.71-2.17)
모름(N=82) 2.02(1.01-4.05) 1.75(0.83-3.69)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3.40(2.11-5.48) 2.41(1.44-4.04)
일부 있음(N=300) 5.54(3.57-8.61) 3.76(2.34-6.02)
대부분 음주(N=132) 10.49(6.12-17.95) 6.46(3.61-11.58)
모두 음주(N=24) 8.14(3.02-21.94) 4.84(1.68-13.90)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1.20(0.56-2.61)
약간어려움(N=151) 2.86(1.67-4.89)
약간쉬움(N=201) 7.32(4.36-12.29)
매우쉬움(N=94) 4.59(2.39-8.80)
모름(N=146) 3.53(2.05-6.07)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2.66(1.73-4.07)
모름(N=276) 2.08(1.36-3.18)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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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V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TV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Model Ⅰ에서는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 Ⅰ에 추가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을 통제하였다. Model Ⅲ에서는 Model Ⅱ에 추가로 환경요

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를 통제하였고, Model Ⅳ에서는 Mdoel Ⅲ

에 추가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통제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TV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은 <표

17>과 같다.

현재음주는 Model Ⅰ에서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63배(95% CI: 1.12-2.36),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41배

(95% CI: 1.57-3.70)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Ⅱ에서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

의 오즈비는 1.68배(95% CI: 1.15-2.45),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65배(95%

CI: 1.70-4.12)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도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97배(95% CI: 1.26-3.10),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3.00배(95% CI:

1.17-5.07)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

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87배(95% CI: 1.17-2.98), 많이 본 군의 오즈

비는 2.58배(95% CI: 1.50-4.43)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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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TV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TV
본적 없음(N=274) 1.00 1.00 1.00 1.00
조금 봄(N=492) 1.63(1.12-2.36) 1.68(1.15-2.45) 1.97(1.26-3.10) 1.87(1.17-2.98)
많이 봄(N=213) 2.41(1.57-3.70) 2.65(1.70-4.12) 3.00(1.78-5.07) 2.58(1.50-4.43)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3.51(2.22-5.56) 3.60(2.26-5.73) 1.95(1.15-3.33) 1.84(1.03-3.30)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1.90(1.19-3.04) 1.88(1.16-3.02) 1.12(0.64-1.93) 0.89(0.49-1.64)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58(1.80-3.71) 2.50(1.73-3.61) 2.06(1.33-3.20) 2.18(1.37-3.45)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7(0.63-2.17) 1.28(0.61-2.89) 1.35(0.65-2.83)
부(N=22) 0.32(0.09-1.17) 0.25(0.06-1.03) 0.37(0.09-1.58)
친척(N=24) 1.89(0.76-4.69) 1.90(0.64-5.65) 1.98(0.60-6.55)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0.73(0.45-1.19) 0.75(0.42-1.34) 0.67(0.37-1.24)
하(N=106) 1.59(0.86-2.94) 1.48(0.71-3.06) 1.37(0.64-2.92)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65(0.98-2.78) 1.37(0.75-2.52) 1.49(0.80-2.78)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78(0.98-3.25) 2.00(1.07-3.71)
어머니만 음주(N=46) 1.52(0.58-3.95) 1.45(0.55-3.79)
부모 음주(N=438) 2.27(1.30-3.97) 2.51(1.41-4.47)
모름(N=31) 7.58(2.64-21.78) 8.43(2.79-25.49)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24(0.68-2.27) 1.16(0.62-2.17)
형제 비음주(N=438) 0.89(0.49-1.63) 0.87(0.47-1.63)
모름(N=82) 1.00(0.44-2.28) 0.99(0.43-2.32)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2.66(1.35-5.26) 2.00(1.00-4.01)
일부 있음(N=300) 8.16(4.47-14.90) 5.66(3.05-10.52)
대부분 음주(N=132) 29.96(15.39-58.34) 20.86(10.41-41.81)
모두 음주(N=24) 71.33(19.77-257.45) 58.04(15.33-219.78)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4.18(1.85-9.45)
약간어려움(N=151) 4.05(2.13-7.71)
약간쉬움(N=201) 5.34(2.93-9.72)
매우쉬움(N=94) 3.98(1.93-8.22)
모름(N=146) 2.90(1.47-5.71)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1.18(0.74-1.89)
모름(N=276) 0.84(0.52-1.35)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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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대상자의 TV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은

<표 18>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음주의향은 Model Ⅰ에서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TV 주류광고를 본 적

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은 오즈비가 1.48배(95% CI: 1.07-2.06),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91배(95% CI: 1.28-2.85)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Ⅰ에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Ⅱ에서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48배(95% CI: 1.06-2.06),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07배(95% CI: 1.37-3.1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Ⅱ에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Ⅲ에서는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

즈비는 1.33배(95% CI: 0.91-1.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많

이 본 군의 오즈비는 1.89배(95% CI: 1.19-.2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TV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

금 본 군의 오즈비가 1.20배(95% CI: 0.80-1.80),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33배(95% CI: 0.81-2.17)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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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TV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TV
본적 없음(N=274) 1.00 1.00 1.00 1.00
조금 봄(N=492) 1.48(1.07-2.06) 1.48(1.06-2.06) 1.33(0.91-1.94) 1.20(0.80-1.80)
많이 봄(N=213) 1.91(1.28-2.85) 2.07(1.37-3.11) 1.89(1.19-2.98) 1.33(0.81-2.17)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6.40(4.06-10.07) 6.77(4.27-10.74) 5.12(3.12-8.40) 3.78(2.18-6.57)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4.89(3.09-7.73) 4.96(3.11-7.89) 4.28(2.58-7.08) 2.53(1.45-4.39)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16(1.56-3.00) 2.21(1.58-3.09) 1.66(1.14-2.42) 1.55(1.03-2.32)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3(0.63-2.01) 1.02(0.52-1.98) 0.90(0.45-1.80)
부(N=22) 0.18(0.05-0.64) 0.14(0.04-0.56) 0.14(0.03-0.58)
친척(N=24) 2.09(0.84-5.24) 2.06(0.77-5.53) 2.80(0.91-8.67)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1.16(0.73-1.84) 1.28(0.76-2.16) 1.15(0.65-2.04)
하(N=106) 1.68(0.92-3.08) 1.50(0.76-2.95) 1.34(0.65-2.79)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95(1.21-3.13) 1.76(1.04-3.00) 2.12(1.19-3.77)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31(0.81-2.13) 1.70(1.01-2.88)
어머니만 음주(N=46) 1.74(0.76-3.95) 1.85(0.76-4.50)
부모 음주(N=438) 1.85(1.19-2.90) 2.30(1.42-3.72)
모름(N=31) 1.77(0.67-4.64) 1.61(0.58-4.48)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63(0.97-2.74) 1.50(0.85-2.63)
형제 비음주(N=438) 1.18(0.71-1.97) 1.23(0.71-2.15)
모름(N=82) 1.91(0.96-3.83) 1.70(0.81-3.57)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3.43(2.13-5.52) 2.44(1.46-4.07)
일부 있음(N=300) 6.04(3.90-9.36) 3.99(2.50-6.38)
대부분 음주(N=132) 11.56(6.76-19.77) 6.74(3.77-12.06)
모두 음주(N=24) 8.83(3.24-24.04) 5.03(1.74-14.48)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1.26(0.58-2.72)
약간어려움(N=151) 2.95(1.73-5.03)
약간쉬움(N=201) 7.66(4.56-12.85)
매우쉬움(N=94) 4.87(2.54-9.33)
모름(N=146) 3.46(2.01-5.96)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2.58(1.68-3.95)
모름(N=276) 2.06(1.35-3.14)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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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Model Ⅰ에서는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

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 Ⅰ에 추가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

상태, 종교 음주제한)을 통제하였다. Model Ⅲ에서는 Model Ⅱ에 추가로 환

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를 통제하였고, Model Ⅳ에서는 Mdoel

Ⅲ에 추가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통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은

<표 19>와 같다.

현재음주는 Model Ⅰ에서 옥외광고판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

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55배(95% CI: 0.97-2.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75배(95% CI: 1.24-2.46)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Ⅱ에서 옥외광고판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59배(95% CI: 0.99-2.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87배(95% CI: 1.32-2.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는 옥외광고판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10배(95% CI: 0.64-1.91),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47배

(95% CI: 0.98-2.20)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Model Ⅳ에서 옥외광고판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0.85배(95% CI: 0.48-1.51),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34배

(95% CI: 0.88-2.04)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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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옥외광고판
본적 없음(N=342) 1.00 1.00 1.00 1.00
조금 봄(N=483) 1.55(0.97-2.47) 1.59(0.99-2.56) 1.10(0.64-1.91) 0.85(0.48-1.51)
많이 봄(N=154) 1.75(1.24-2.46) 1.87(1.32-2.65) 1.47(0.98-2.20) 1.34(0.88-2.04)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3.23(2.05-5.08) 3.29(2.08-5.20) 1.72(1.02-2.91) 1.61(0.91-2.87)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1.70(1.06-2.73) 1.66(1.03-2.68) 1.00(0.58-1.73) 0.79(0.43-1.44)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47(1.73-3.53) 2.41(1.67-3.48) 1.89(1.22-2.92) 1.94(1.23-3.05)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0(0.60-2.02) 1.19(0.57-2.49) 1.24(0.60-2.57)
부(N=22) 0.35(0.10-1.27) 0.29(0.07-1.20) 0.41(0.10-1.70)
친척(N=24) 1.80(0.73-4.41) 1.91(0.67-5.45) 1.99(0.62-6.37)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0.78(0.48-1.26) 0.81(0.46-1.45) 0.71(0.39-1.32)
하(N=106) 1.73(0.94-3.19) 1.58(0.76-3.26) 1.39(0.65-2.98)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67(0.99-2.81) 1.31(0.72-2.41) 1.42(0.76-2.65)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2.01(1.11-3.64) 2.22(1.20-4.10)
어머니만 음주(N=46) 1.69(0.66-4.31) 1.53(0.59-3.98)
부모 음주(N=438) 2.46(1.41-4.28) 2.69(1.51-4.76)
모름(N=31) 7.90(2.71-23.00) 8.60(2.82-26.21)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24(0.68-2.26) 1.11(0.60-2.08)
형제 비음주(N=438) 0.93(0.51-1.70) 0.88(0.47-1.65)
모름(N=82) 0.98(0.44-2.19) 0.92(0.40-2.12)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2.71(1.37-5.34) 1.97(0.99-3.95)
일부 있음(N=300) 8.06(4.42-14.69) 5.48(2.95-10.17)
대부분 음주(N=132) 26.90(13.90-52.07) 18.24(9.16-36.30)
모두 음주(N=24) 63.21(18.01-221.89) 49.20(13.52-179.03)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4.18(1.85-9.46)
약간어려움(N=151) 4.46(2.34-8.50)
약간쉬움(N=201) 6.01(3.28-11.00)
매우쉬움(N=94) 4.49(2.18-9.23)
모름(N=146) 3.10(1.57-6.09)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1.20(0.75-1.92)
모름(N=276) 0.86(0.54-1.38)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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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대상자의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

성은 <표 20>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음주의향은 Model Ⅰ에서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은 오즈비가 1.85배(95% CI:

1.21-2.84),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89배(95% CI: 1.38-2.58)였고,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Ⅰ에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Ⅱ에서 옥외광고판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93배(95% CI: 1.25-2.99), 많이 본 군의 오즈

비는 1.98배(95% CI: 1.44-2.73)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Model Ⅱ에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Ⅲ에서도 지역사회 행사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48배(95% CI: 0.92-2.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52배(95% CI: 1.06-2.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옥외광고판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19배(95% CI: 0.71-2.00), 많이 본 군의 오즈

비는 1.46배(95% CI: 0.99-2.15)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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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옥외광고판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옥외광고판
본적 없음(N=342) 1.00 1.00 1.00 1.00
조금 봄(N=483) 1.85(1.21-2.84) 1.93(1.25-2.99) 1.48(0.92-2.38) 1.19(0.71-2.00)
많이 봄(N=154) 1.89(1.38-2.58) 1.98(1.44-2.73) 1.52(1.06-2.17) 1.46(0.99-2.15)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6.26(3.99-9.83) 6.65(4.21-10.51) 5.01(3.06-8.19) 3.78(2.19-6.55)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4.49(2.84-7.11) 4.53(2.84-7.22) 4.01(2.43-6.63) 2.40(1.38-4.16)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17(1.56-3.00) 2.25(1.61-3.14) 1.68(1.15-2.45) 1.58(1.05-2.36)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09(0.61-1.93) 0.99(0.51-1.91) 0.88(0.44-1.76)
부(N=22) 0.19(0.05-0.67) 0.16(0.04-0.61) 0.14(0.03-0.57)
친척(N=24) 2.03(0.81-5.08) 1.99(0.75-5.30) 2.75(0.89-8.53)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1.23(0.77-1.95) 1.34(0.80-2.27) 1.16(0.65-2.06)
하(N=106) 1.84(1.00-3.38) 1.61(0.82-3.16) 1.39(0.67-2.90)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2.00(1.24-3.24) 1.77(1.04-3.01) 2.12(1.19-3.77)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37(0.85-2.22) 1.73(1.02-2.91)
어머니만 음주(N=46) 1.86(0.82-4.21) 1.95(0.81-4.73)
부모 음주(N=438) 1.90(1.22-2.96) 2.29(1.42-3.71)
모름(N=31) 1.82(0.68-4.84) 1.65(0.59-4.64)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60(0.95-2.70) 1.47(0.84-2.58)
형제 비음주(N=438) 1.18(0.71-1.97) 1.23(0.70-2.14)
모름(N=82) 1.84(0.93-3.68) 1.63(0.77-3.42)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3.34(2.07-5.38) 2.34(1.40-3.92)
일부 있음(N=300) 5.82(3.76-9.02) 3.85(2.40-6.15)
대부분 음주(N=132) 10.78(6.31-18.43) 6.36(3.56-11.39)
모두 음주(N=24) 8.57(3.17-23.17) 4.97(1.73-14.24)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1.21(0.56-2.64)
약간어려움(N=151) 3.04(1.78-5.18)
약간쉬움(N=201) 7.76(4.62-13.04)
매우쉬움(N=94) 4.88(2.55-9.34)
모름(N=146) 3.55(2.07-6.11)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2.64(1.72-4.05)
모름(N=276) 2.09(1.37-3.20)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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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Model Ⅰ에서는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

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 Ⅰ에 추가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

상태, 종교 음주제한)을 통제하였다. Model Ⅲ에서는 Model Ⅱ에 추가로 환

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를 통제하였고, Model Ⅳ에서는 Mdoel

Ⅲ에 추가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통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은

<표 21>과 같다.

현재음주는 Model Ⅰ에서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

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60배(95% CI: 1.16-2.22), 많이 본 군의 오즈비

는 1.70배(95% CI: 1.06-3.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Ⅱ에서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67배(95% CI: 1.20-2.33),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80배

(95% CI: 1.01-3.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Model Ⅲ에서는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

금 본 군의 오즈비는 1.43배(95% CI: 0.98-2.09),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15배(95% CI: 0.56-2.36)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Model Ⅳ에서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35배(95% CI: 0.91-2.00),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31배

(95% CI: 0.62-2.76)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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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신문ㆍ잡지
본적 없음(N=626) 1.00 1.00 1.00 1.00
조금 봄(N=289) 1.60(1.16-2.22) 1.67(1.20-2.33) 1.43(0.98-2.09) 1.35(0.91-2.00)
많이 봄(N=64) 1.70(1.06-3.00) 1.80(1.01-3.20) 1.15(0.56-2.36) 1.31(0.62-2.76)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3.04(1.94-4.77) 3.11(1.97-4.90) 1.69(1.00-2.84) 1.60(0.90-2.84)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1.71(1.07-2.74) 1.69(1.05-2.73) 1.02(0.59-1.76) 0.81(0.44-1.48)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35(1.65-3.34) 2.28(1.59-3.27) 1.87(1.21-2.87) 1.96(1.25-3.08)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1(0.61-2.05) 1.20(0.58-2.50) 1.28(0.62-2.65)
부(N=22) 0.38(0.11-1.35) 0.31(0.08-1.26) 0.43(0.10-1.80)
친척(N=24) 1.87(0.76-4.61) 1.86(0.65-5.33) 1.92(0.60-6.12)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0.83(0.51-1.35) 0.86(0.48-1.52) 0.77(0.42-1.41)
하(N=106) 1.79(0.97-3.31) 1.64(0.80-3.37) 1.49(0.70-3.18)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71(1.01-2.88) 1.34(0.73-2.44) 1.47(0.79-2.74)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2.04(1.13-3.67) 2.23(1.21-4.11)
어머니만 음주(N=46) 1.61(0.63-4.11) 1.49(0.57-3.89)
부모 음주(N=438) 2.47(1.42-4.28) 2.66(1.51-4.71)
모름(N=31) 7.79(2.69-22.58) 8.28(2.72-25.25)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25(0.68-2.28) 1.12(0.60-2.10)
형제 비음주(N=438) 0.93(0.51-1.69) 0.88(0.47-1.65)
모름(N=82) 1.04(0.46-2.32) 1.00(0.44-2.31)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2.73(1.39-5.38) 1.97(0.98-3.93)
일부 있음(N=300) 8.09(4.44-14.71) 5.48(2.96-10.15)
대부분 음주(N=132) 26.95(13.93-52.15) 18.31(9.22-36.37)
모두 음주(N=24) 58.61(16.69-205.89) 45.16(12.42-164.23)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4.14(1.83-9.39)
약간어려움(N=151) 4.37(2.30-8.31)
약간쉬움(N=201) 5.80(3.19-10.55)
매우쉬움(N=94) 4.17(2.04-8.56)
모름(N=146) 3.05(1.55-5.99)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1.24(0.78-1.99)
모름(N=276) 0.90(0.56-1.44)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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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대상자의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

성은 <표 22>와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음주의향은 Model Ⅰ에서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은 오즈비가 1.24배(95% CI:

0.71-2.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33배(95% CI: 1.08-1.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Ⅰ에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Ⅱ에서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36배(95% CI: 0.78-2.37)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40배(95% CI: 1.03-1.90)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Model Ⅱ에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을 추가로 통

제한 Model Ⅲ에서는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14배(95% CI: 0.61-2.14),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16배

(95% CI: 0.83-1.63)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

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신문ㆍ잡지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40배(95% CI: 0.73-2.69),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1.11배(95% CI: 0.77-1.6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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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신문ㆍ잡지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신문ㆍ잡지

본적 없음(N=626) 1.00 1.00 1.00 1.00
조금 봄(N=289) 1.24(0.71-2.14) 1.36(0.78-2.37) 1.14(0.61-2.14) 1.40(0.73-2.69)
많이 봄(N=64) 1.33(1.08-1.81) 1.40(1.03-1.90) 1.16(0.83-1.63) 1.11(0.77-1.61)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5.71(3.66-8.91) 6.04(3.85-9.49) 4.70(2.89-7.65) 3.64(2.11-6.28)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4.57(2.89-7.21) 4.62(2.90-7.34) 4.05(2.45-6.68) 2.46(1.41-4.27)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1.97(1.43-2.70) 2.03(1.46-2.81) 1.56(1.08-2.27) 1.49(1.00-2.22)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08(0.61-1.91) 0.99(0.51-1.91) 0.90(0.45-1.80)
부(N=22) 0.20(0.06-0.71) 0.17(0.04-0.63) 0.15(0.04-0.61)
친척(N=24) 2.05(0.82-5.09) 1.98(0.75-5.26) 2.81(0.90-8.71)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1.26(0.79-2.00) 1.35(0.80-2.28) 1.20(0.67-2.14)
하(N=106) 1.82(0.99-3.32) 1.59(0.81-3.12) 1.41(0.68-2.94)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99(1.24-3.20) 1.73(1.02-2.93) 2.13(1.20-3.80)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43(0.89-2.30) 1.79(1.06-3.01)
어머니만 음주(N=46) 1.78(0.78-4.02) 1.88(0.77-4.55)
부모 음주(N=438) 1.97(1.27-3.07) 2.37(1.47-3.82)
모름(N=31) 1.82(0.69-4.86) 1.58(0.56-4.46)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63(0.97-2.73) 1.49(0.85-2.61)
형제 비음주(N=438) 1.20(0.72-1.99) 1.24(0.71-2.16)
모름(N=82) 1.91(0.96-3.79) 1.71(0.82-3.58)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3.45(2.15-5.56) 2.43(1.45-4.06)
일부 있음(N=300) 6.05(3.91-9.37) 3.97(2.48-6.35)
대부분 음주(N=132) 11.12(6.51-19.01) 6.50(3.64-11.61)
모두 음주(N=24) 8.34(3.08-22.61) 4.63(1.61-13.30)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1.25(0.58-2.72)
약간어려움(N=151) 3.06(1.80-5.21)
약간쉬움(N=201) 7.93(4.73-13.29)
매우쉬움(N=94) 4.94(2.59-9.41)
모름(N=146) 3.55(2.06-6.10)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2.66(1.74-4.09)
모름(N=276) 2.11(1.38-3.22)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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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Model Ⅰ에서는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 Ⅰ에 추가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을 통제하였다. Model Ⅲ에서는 Model Ⅱ에 추가로 환경요

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를 통제하였고, Model Ⅳ에서는 Mdoel Ⅲ

에 추가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통제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은 <표

23>과 같다.

현재음주는 Model Ⅰ에서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

금 본 군의 오즈비는 1.86배(95% CI: 1.31-2.63),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60배(95% CI: 1.61-4.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Ⅱ에서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91배(95% CI: 1.34-2.72),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86배

(95% CI: 1.75-4.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는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

의 오즈비가 1.73배(95% CI: 1.15-2.61),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36배(95%

CI: 1.34-4.14)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Ⅳ에서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1.62배(95% CI: 1.06-2.47),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11배(95% CI:

1.17-3.79)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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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인터넷
본적 없음(N=344) 1.00 1.00 1.00 1.00
조금 봄(N=511) 1.86(1.31-2.63) 1.91(1.34-2.72) 1.73(1.15-2.61) 1.62(1.06-2.47)
많이 봄(N=124) 2.60(1.61-4.19) 2.86(1.75-4.65) 2.36(1.34-4.14) 2.11(1.17-3.79)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3.35(2.13-5.29) 3.43(2.16-5.44) 1.80(1.07-3.05) 1.69(0.95-3.01)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1.73(1.08-2.77) 1.70(1.05-2.74) 1.02(0.59-1.77) 0.81(0.44-1.48)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44(1.71-3.48) 2.37(1.65-3.41) 1.88(1.22-2.90) 1.99(1.27-3.12)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08(0.59-2.00) 1.23(0.59-2.56) 1.30(0.63-2.68)
부(N=22) 0.34(0.09-1.23) 0.30(0.07-1.22) 0.41(0.10-1.69)
친척(N=24) 1.84(0.75-4.54) 1.85(0.64-5.30) 1.88(0.59-6.00)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0.80(0.49-1.30) 0.84(0.47-1.51) 0.73(0.40-1.36)
하(N=106) 1.78(0.96-3.29) 1.69(0.82-3.51) 1.51(0.71-3.23)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69(1.00-2.85) 1.35(0.74-2.48) 1.47(0.79-2.73)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2.00(1.10-3.61) 2.16(1.17-3.98)
어머니만 음주(N=46) 1.55(0.60-4.02) 1.45(0.56-3.81)
부모 음주(N=438) 2.43(1.40-4.23) 2.63(1.49-4.64)
모름(N=31) 8.06(2.75-23.63) 8.76(2.86-26.87)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26(0.69-2.32) 1.15(0.61-2.16)
형제 비음주(N=438) 0.93(0.51-1.69) 0.89(0.48-1.67)
모름(N=82) 1.03(0.46-2.32) 1.01(0.43-2.33)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2.72(1.38-5.36) 2.02(1.01-4.04)
일부 있음(N=300) 7.92(4.35-14.43) 5.52(2.97-10.23)
대부분 음주(N=132) 26.49(13.68-51.28) 18.80(9.45-37.42)
모두 음주(N=24) 68.27(19.08-244.28) 54.56(14.67-202.91)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4.23(1.87-9.58)
약간어려움(N=151) 4.30(2.26-8.19)
약간쉬움(N=201) 5.54(3.03-10.10)
매우쉬움(N=94) 3.91(1.90-8.06)
모름(N=146) 3.01(1.53-5.92)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1.24(0.77-1.98)
모름(N=276) 0.87(0.54-1.39)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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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은

<표 24>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음주의향은 Model Ⅰ에서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은 오즈비가 2.12배(95% CI: 1.55-2.90), 많

이 본 군의 오즈비는 2.62배(95% CI: 1.66-4.1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Ⅰ에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Ⅱ에서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

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는 2.12배(95% CI: 1.54-2.92), 많이 본 군의 오즈비

는 2.98배(95% CI: 1.87-4.7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Ⅱ에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Ⅲ에서는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81배(95% CI: 1.27-2.57), 많이 본 군의 오즈비는 2.44배(95% CI:

1.47-4.06)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

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인터넷 주류광고를 본 적이 없는 군

에 비해 조금 본 군의 오즈비가 1.64배(95% CI: 1.13-2.39), 많이 본 군의 오

즈비는 2.03배(95% CI: 1.18-3.50)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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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인터넷

본적 없음(N=344) 1.00 1.00 1.00 1.00
조금 봄(N=511) 2.12(1.55-2.90) 2.12(1.54-2.92) 1.81(1.27-2.57) 1.64(1.13-2.39)
많이 봄(N=124) 2.62(1.66-4.12) 2.98(1.87-4.74) 2.44(1.47-4.06) 2.03(1.18-3.50)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6.51(4.13-10.24) 6.94(4.38-11.00) 5.27(3.21-8.66) 3.90(2.25-6.76)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4.56(2.88-7.23) 4.64(2.91-7.41) 4.09(2.47-6.77) 2.45(1.41-4.26)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11(1.53-2.93) 2.18(1.56-3.04) 1.64(1.13-2.39) 1.57(1.05-2.34)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06(0.59-1.90) 1.00(0.52-1.94) 0.90(0.45-1.80)
부(N=22) 0.18(0.05-0.64) 0.16(0.04-0.60) 0.14(0.04-0.57)
친척(N=24) 2.09(0.83-5.24) 2.03(0.76-5.42) 2.72(0.89-8.31)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1.23(0.77-1.97) 1.37(0.80-2.32) 1.19(0.67-2.13)
하(N=106) 1.85(1.00-3.42) 1.67(0.85-3.30) 1.45(0.69-3.02)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2.01(1.24-3.26) 1.78(1.04-3.04) 2.17(11.21-3.87)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38(0.85-2.23) 1.72(1.02-2.89)
어머니만 음주(N=46) 1.71(0.74-3.92) 1.84(0.75-4.50)
부모 음주(N=438) 1.90(1.22-2.97) 2.29(1.42-3.71)
모름(N=31) 1.79(0.67-4.79) 1.60(0.57-4.52)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64(0.97-2.76) 1.50(0.85-2.63)
형제 비음주(N=438) 1.18(0.70-1.96) 1.23(0.71-2.15)
모름(N=82) 1.91(0.96-3.82) 1.74(0.83-3.66)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3.43(2.13-5.54) 2.44(1.46-4.09)
일부 있음(N=300) 5.80(3.74-9.00) 3.90(2.44-6.25)
대부분 음주(N=132) 10.63(6.20-18.20) 6.50(3.62-11.64)
모두 음주(N=24) 9.14(3.35-24.94) 5.41(1.86-15.76)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1.22(0.56-2.67)
약간어려움(N=151) 3.00(1.76-5.12)
약간쉬움(N=201) 7.38(4.40-12.39)
매우쉬움(N=94) 4.45(2.32-8.57)
모름(N=146) 3.46(2.01-5.96)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2.68(1.74-4.11)
모름(N=276) 2.08(1.36-3.18)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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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음주양상과의 관련성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음주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Model Ⅰ에서는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 Ⅰ에 추가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을 통제하였다. Model Ⅲ에서는 Model Ⅱ에 추가로 환경요

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를 통제하였고, Model Ⅳ에서는 Mdoel Ⅲ

에 추가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통제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현재음주와의 관련성은 <표

25>와 같다.

현재음주는 Model Ⅰ에서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

인 군의 오즈비는 3.97배(95% CI: 1.93-8.16), 2개인 군의 오즈비는 2.98배

(95% CI: 1.52-5.85), 3개인 군의 오즈비는 4.71배(95% CI: 2.46-9.05), 4개인

군의 오즈비는 4.49배(95% CI: 2.36-8.51), 5개인 군의 오즈비는 6.33배(95%

CI: 3.39-11.8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Ⅱ에서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비는 4.06배(95% CI: 1.94-8.49), 2개인 군의 오즈비는 3.22배(95% CI:

1.61-6.42), 3개인 군의 오즈비는 5.15배(95% CI: 2.64-10.07), 4개인 군의 오

즈비는 5.04배(95% CI: 2.61-9.73), 5개인 군의 오즈비는 7.06배(95% CI:

3.72-13.40)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는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

즈비는 3.64배(95% CI: 1.53-8.64), 2개인 군의 오즈비는 2.90배(95% CI:

1.28-6.56), 3개인 군의 오즈비는 4.84배(95% CI: 2.19-10.68), 4개인 군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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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는 4.65배(95% CI: 2.14-10.09), 5개인 군의 오즈비는 6.19배(95% CI:

2.88-13.27)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Ⅳ에서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

비는 3.26배(95% CI: 1.34-7.94), 2개인 군의 오즈비는 2.71배(95% CI:

1.18-6.24), 3개인 군의 오즈비는 4.12배(95% CI: 1.82-9.31), 4개인 군의 오

즈비는 3.71배(95% CI: 1.67-8.24), 5개인 군의 오즈비는 5.19배(95% CI:

2.36-11.4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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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현재음주와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주류광고 노출정도

접촉 매체수 0개(N=135) 1.00 1.00 1.00 1.00
접촉 매체수 1개(N=88) 3.97(1.93-8.16) 4.06(1.94-8.49) 3.64(1.53-8.64) 3.26(1.34-7.94)
접촉 매체수 2개(N=149) 2.98(1.52-5.85) 3.22(1.61-6.42) 2.90(1.28-6.56) 2.71(1.18-6.24)
접촉 매체수 3개(N=180) 4.71(2.46-9.05) 5.15(2.64-10.07) 4.84(2.19-10.68) 4.12(1.82-9.31)
접촉 매체수 4개(N=204) 4.49(2.36-8.51) 5.04(2.61-9.73) 4.65(2.14-10.09) 3.71(1.67-8.24)
접촉 매체수 5개(N=223) 6.33(3.39-11.81) 7.06(3.72-13.40) 6.19(2.88-13.27) 5.19(2.36-11.41)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3.85(2.43-6.11) 3.94(2.47-6.29) 2.08(1.22-3.55) 1.93(1.07-3.46)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1.74(1.08-2.80) 1.68(1.04-2.72) 1.03(0.59-1.80) 0.83(0.45-1.53)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84(1.96-4.11) 2.78(1.90-4.06) 2.19(1.39-3.43) 2.25(1.41-3.58)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3(0.60-2.11) 1.32(0.63-2.77) 1.37(0.66-2.88)
부(N=22) 0.35(0.09-1.27) 0.27(0.06-1.16) 0.38(0.09-1.60)
친척(N=24) 2.07(0.83-5.15) 1.99(0.68-5.85) 2.05(0.63-6.67)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0.75(0.46-1.23) 0.83(0.46-1.49) 0.73(0.39-1.34)
하(N=106) 1.71(0.91-3.21) 1.69(0.81-3.55) 1.54(0.71-3.31)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1.68(0.99-2.85) 1.40(0.76-2.60) 1.50(0.80-2.81)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92(1.05-3.52) 2.09(1.12-3.89)
어머니만 음주(N=46) 1.44(0.55-3.78) 1.40(0.53-3.68)
부모 음주(N=438) 2.30(1.31-4.04) 2.52(1.41-4.49)
모름(N=31) 8.64(2.87-26.01) 9.50(3.01-29.97)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22(0.66-2.24) 1.12(0.60-2.10)
형제 비음주(N=438) 0.85(0.46-1.58) 0.84(0.45-1.57)
모름(N=82) 0.99(0.43-2.25) 0.95(0.41-2.21)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2.48(1.25-4.92) 1.81(0.90-3.65)
일부 있음(N=300) 7.01(3.83-12.83) 4.93(2.65-9.19)
대부분 음주(N=132) 26.46(13.57-51.61) 18.66(9.31-37.40)
모두 음주(N=24) 74.23(20.34-270.83) 60.56(15.46-237.24)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3.68(1.60-8.45)
약간어려움(N=151) 3.97(2.09-7.57)
약간쉬움(N=201) 5.20(2.84-9.50)
매우쉬움(N=94) 3.64(1.76-7.51)
모름(N=146) 3.04(1.54-6.00)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1.21(0.75-1.94)
모름(N=276) 0.84(0.52-1.36)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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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주류광고 경험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은

<표 26>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979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음주의향은 Model Ⅰ에서 인

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비는 2.29배(95% CI: 1.25-4.20), 2개인 군의

오즈비는 1.78배(95% CI: 1.04-3.07), 3개인 군의 오즈비는 3.25배(95% CI:

1.92-5.47), 4개인 군의 오즈비는 3.51배(95% CI: 2.11-5.85), 5개인 군의 오즈

비는 3.46배(95% CI: 2.10-5.71)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Model Ⅰ에서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Ⅱ에서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비는 2.26배(95% CI: 1.22-4.19), 2개인 군의 오즈비는 1.83

배(95% CI: 1.05-3.17), 3개인 군의 오즈비는 3.39배(95% CI: 1.99-5.79), 4개

인 군의 오즈비는 3.70배(95% CI: 2.21-6.21), 5개인 군의 오즈비는 3.69배

(95% CI: 2.22-6.1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Ⅱ에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Ⅲ에서는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

비는 1.34배(95% CI: 0.67-2.69), 2개인 군의 오즈비는 1.11배(95% CI:

0.60-2.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개인 군의 오즈비는 2.15

배(95% CI: 1.18-3.93), 4개인 군의 오즈비는 2.36배(95% CI: 1.32-4.21), 5개

인 군의 오즈비는 2.18배(95% CI: 1.23-3.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odel Ⅲ에서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추가로 통제한 Model Ⅳ에서는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0개인 군에 비해 1

개인 군의 오즈비는 1.04배(95% CI: 0.49-2.18), 2개인 군의 오즈비는 0.87배

(95% CI: 0.45-1.69), 3개인 군의 오즈비는 1.61배(95% CI: 0.84-3.08), 4개인

군의 오즈비는 1.73배(95% CI: 0.92-3.24), 5개인 군의 오즈비는 1.70배(95%

CI: 0.91-3.1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59 -

표 26.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련성

구분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주류광고 노출정도

접촉 매체수 0개(N=135) 1.00 1.00 1.00 1.00
접촉 매체수 1개(N=88) 2.29(1.25-4.20) 2.26(1.22-4.19) 1.34(0.67-2.69) 1.04(0.49-2.18)
접촉 매체수 2개(N=149) 1.78(1.04-3.07) 1.83(1.05-3.17) 1.11(0.60-2.05) 0.87(0.45-1.69)
접촉 매체수 3개(N=180) 3.25(1.92-5.47) 3.39(1.99-5.79) 2.15(1.18-3.93) 1.61(0.84-3.08)
접촉 매체수 4개(N=204) 3.51(2.11-5.85) 3.70(2.21-6.21) 2.36(1.32-4.21) 1.73(0.92-3.24)
접촉 매체수 5개(N=223) 3.46(2.10-5.71) 3.69(2.22-6.14) 2.18(1.23-3.87) 1.70(0.91-3.17)

학년
고등학교(N=617) 1.00 1.00 1.00 1.00
중학교(N=362) 7.01(4.44-11.07) 7.46(4.70-11.85) 5.43(3.30-8.92) 4.00(2.30-6.97)

거주지역
춘천(N=593) 1.00 1.00 1.00 1.00
서울(N=386) 4.59(2.90-7.28) 4.63(2.90-7.39) 4.04(2.44-6.70) 2.47(1.41-4.30)

성별
여자(N=395) 1.00 1.00 1.00 1.00
남자(N=584) 2.36(1.69-3.30) 2.44(1.73-3.44) 1.78(1.21-2.61) 1.63(1.08-2.44)

거주형태
부모(N=868) 1.00 1.00 1.00
모(N=65) 1.13(0.63-2.04) 1.05(0.54-2.05) 0.98(0.49-1.97)
부(N=22) 0.19(0.05-0.67) 0.16(0.04-0.63) 0.14(0.03-0.57)
친척(N=24) 2.21(0.87-5.59) 2.11(0.78-5.70) 2.77(0.90-8.52)

경제적상태
상(N=98) 1.00 1.00 1.00
중(N=775) 1.19(0.74-1.91) 1.32(0.78-2.23) 1.16(0.65-2.06)
하(N=106) 1.78(0.96-3.30) 1.59(0.81-3.16) 1.42(0.68-2.95)

종교 음주제한
있다(N=106) 1.00 1.00 1.00
없다(N=873) 2.01(1.24-3.26) 1.80(1.05-3.07) 2.18(1.22-3.89)

부모음주
부모 비음주(N=218) 1.00 1.00
아버지만 음주(N=246) 1.35(0.84-2.20) 1.71(1.01-2.90)
어머니만 음주(N=46) 1.71(0.74-3.92) 1.87(0.77-4.55)
부모 음주(N=438) 1.83(1.17-2.86) 2.24(1.38-3.63)
모름(N=31) 1.78(0.67-4.75) 1.57(0.56-4.40)

형제음주
형제없음(N=134) 1.00 1.00
형제 음주(N=325) 1.65(0.98-2.78) 1.53(0.87-2.70)
형제 비음주(N=438) 1.18(0.70-1.97) 1.25(0.72-2.18)
모름(N=82) 1.92(0.96-3.84) 1.73(0.82-3.65)

또래음주
음주자 없음(N=332) 1.00 1.00
거의없음(N=191) 3.44(2.12-5.57) 2.47(1.47-4.17)
일부 있음(N=300) 5.58(3.58-8.71) 3.85(2.39-6.20)
대부분 음주(N=132) 10.81(6.31-18.53) 6.58(3.67-11.81)
모두 음주(N=24) 9.24(3.38-25.26) 5.53(1.89-16.13)

술 구입 용이성
불가능(N=318) 1.00
매우어려움(N=69) 1.18(0.54-2.58)
약간어려움(N=151) 2.94(1.72-5.03)
약간쉬움(N=201) 7.20(4.29-12.10)
매우쉬움(N=94) 4.49(2.34-8.62)
모름(N=146) 3.55(2.06-6.12)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있음(N=413) 1.00
없음(N=290) 2.68(1.74-4.13)
모름(N=276) 2.16(1.41-3.31)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Model Ⅰ: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통제

Model Ⅱ: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교 음주제한) 통제

Model Ⅲ: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통제

Model Ⅳ: 인구학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환경요인, 정책접근요인(술구입용이성, 음주관련문제교육경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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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WHO에서 권고한 MAMPI를 한글로 번역하여 대한보건협회에서

조사한 「청소년 주류광고 인식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과의 관

련성을 알아본 결과, 현재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25.5%(남학생 31.0%, 여

학생 17.5%)이었으며, 향후음주를 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38.1%(남학생

45.5%, 여학생 27.1%)이었다.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보면, 청소년 현재음주율 1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현재음주와 관련 있는 요인은 학년, 성별, 경제적상태,

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이었다.

향후 음주의향과 관련 있는 요인은 위와 거의 같으며, 거주지역, 거주형태, 종

교 음주제한이 추가로 관련성이 있었고, 경제적상태는 관련성이 없었다. 청소

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요인들은 인구학적요인 중 학

년(윤혜미 등, 1999), 성별(장승옥, 2000), 사회경제적요인 중 경제적상태(이흔

주, 2007), 환경요인 중 부모음주(김용석, 1999; 원윤희, 2009; 신혜선 1999; 정

우용, 2010; 박수연, 2000; 박경용, 2002; 김용순, 2003; 신수미, 2005; 장지현,

2002; 이정림, 2001; 박호란 등, 2003; Peterson, 2010; Ryan, 2010), 형제음주

(손영균, 1993; 원윤희, 2009; Rose, 2001), 또래음주(안정선 등, 2003; 최찬란,

2005; 신성만, 2009; 임정재, 2017; 신혜선 1999; 정우용, 2010; 김익균 등,

2003; 박경용, 2002; 김용순, 2003; 박수연, 2000), 정책접근요인 중 술 구입 용

이성(이존후, 2005; 이흔주, 2007),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김사라, 2002; 김용

석 등, 2001)으로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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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와 주류광고와의 연관성은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김

혜영, 2010; 이선미, 2010; 이재경 등, 2012; Grenard et al., 2013; 천성수 등,

2013).

전국 7개 대도시와 9개 도에서 만 16～64세의 청소년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한 천성수(2013) 등 연구에서는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주류광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주류광고 노출빈도가 음주행위로 발

전한다는 선행연구(이재경 등, 2012; Grenard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주류광고 노출은 청소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주류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선호도가 높은 청소년 일수록 문제음주로 발전

가능이 높다는 다른 선행연구(Anderson et al., 2009)와 같았다.

서울시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음주경험이 없는 청소년 474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이재경(2012) 등의 연구결과는 주류광고 노출은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음주의도를 가지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매체를 포함하는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제언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음주와 주류광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청소년 음주

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의 관련성을 본 결

과, 현재음주는 TV, 인터넷 채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TV 채널에서는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조금 본 대상자에서 오즈비가 1.87배

(95% CI: 1.17-2.98), 많이 본 대상자에서 오즈비가 2.58배(95% CI: 1.50-4.43)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채널에서는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대상자에 비

해 조금 본 대상자의 오즈비가 1.62배(95% CI: 1.06-2.47), 많이 본 대상자의

오즈비가 2.11배(95% CI: 1.17-3.3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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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음주의향은 인터넷 채널에서 높았고, 주류광고를 본적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조금 본 대상자에서 오즈비가 1.64배(95% CI: 1.13-2.39), 많이 본 대상자

에서 오즈비가 2.03배(95% CI: 1.18-3.50)로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TV채널에서는 노출시간대(밤 10시～오전 7시)와 광고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 음주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채널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주류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A회사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OO라이브’라는 동

영상 광고를 올려 9개월 만에 조회수 7,000만 건을 돌파했고 다른 매체의 공

유 건수도 200만 건을 넘었다. 이 동영상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그

룹 가수들이 술집에서 실제 술을 마시며 라이브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중간 중간에 주류제품이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인터넷 광고이다

보니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청소년들의 모방 음주를 부추기고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회사의 주류마케

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한보건협회, 2016).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주류광고 노출은 TV 채널과 같이 주류광고 노출시간대 제한 등 법적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주류광고 노출정도와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의 관련성을 본 결

과, 주류광고 노출정도는 향후 음주의향과 관련성이 없지만, 현재음주와는 유

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주류광고 접촉 매체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1개인 군의

오즈비는 3.26배(95% CI: 1.34-7.94), 2개인 군의 오즈비는 2.71배(95% CI:

1.18-6.24), 3개인 군의 오즈비는 4.12배(95% CI: 1.82-9.31), 4개인 군의 오즈

비는 3.71배(95% CI: 1.67-8.24), 5개인 군의 오즈비는 5.19배(95% CI:

2.36-11.41)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류광고 노출이 없는 청소년보다 노출이 증

가함에 따라 더욱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여러 매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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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향후 음주위험이 크므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매체 노출

규제는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교육ㆍ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술 구입 용이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HO에서 권고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이지만, 단면

연구로서 각 변수들 간의 분석 결과의 인과성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

려움에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직

하지 못한 답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다각적으로 고려한 매체별 주류광고 노출채널,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

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각 매체별 주류광고의 영향이 청

소년 음주양상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장기적 추적연구

(Longitudinal Study)를 통한 체계적인 추후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음주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 등 근본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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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

의향)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행한 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WHO에서 권고한 MAMPI를 한글로 번역하여 대한보건협회에서

조사한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음주율이 높은 서울지역(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교), 춘천지역(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을 대상으로 중

ㆍ고등학교 재학생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한 9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포와 특성은 빈도분석,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

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한 주

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년, 성별, 경제적상태, 부모음주, 형제

음주, 또래음주, 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변수가 현재음주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학년, 거주지역, 성별, 거주형태, 종교 음주제한, 부모

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 변수가 향

후 음주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매체별 주류광고 경험은 TV, 옥외광고판, 인터넷, 지역

사회 행사, 신문ㆍ잡지 순으로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행

사, TV, 신문ㆍ잡지, 인터넷 접촉 매체수가 많은 경우 현재음주가 많았고, 지

역사회 행사, 옥외광고판, 인터넷 접촉 매체수가 많은 경우 향후 음주의향도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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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소년의 주류광고 노출채널과 정도에 따른 음주양상은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다.

인구학적요인(학년, 거주지역, 성별), 사회경제적요인(거주형태, 경제적상태, 종

교 음주제한), 환경요인(부모음주, 형제음주, 또래음주), 정책접근요인(술 구입

용이성, 음주관련문제 교육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류광고 노출채널(TV,

인터넷)과 노출정도(접촉매체수)가 현재음주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향후

음주의향은 주류광고 노출채널(인터넷)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인터

넷 채널의 경우 주류광고가 청소년의 현재음주와 향후 음주의향에 모두 유의

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하나인

주류광고의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채널의 경우 TV채널과 같이 노출

시간대 규제 등 법적 노출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나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교육ㆍ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술 구입

용이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각 매체별 주류광고가 음주양상(현재음주, 향후 음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간 추적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한 추후연구가 필

요하다.



- 66 -

참고 문헌

김사라.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

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2.

김승수. 청소년의 음주의도와 음주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

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1;47:71-106.

김용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1999;39:103-127.

김용석.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98;7:27-45.

김용순. 청소년 음주 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석사학위 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사

회복지대학원; 2003.

김익균, 이명현, 장동일, 정영일. 사회문제론. 서울: 창지사, 2003.

김재엽, 이근영.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0;12(2):53-74.

김지경, 김균희. 청소년의 음주 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013;20(2):317-346.

김진영, 손애리. 중⋅고등학생의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따른 흡연 및 음주 행태. 한

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2013;10(10):92-95.

김형태, 전경미, 윤미은, 서선화, 천성수. 주류광고 노출, 선호도와 음주여부와의 관



- 67 -

련성.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3;14(1):45-60.

김혜영. 청소년 음주실태와 관련 요인[석사학위 논문]. 대구: 계명대학교대학원;

2009.

류나미. 청소년의 개인특성, 부모특성과 대중매체 환경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청주: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7.

류나미, 윤혜미.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향 및 부모의 관리감독이 청

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008;25:39-69.

박경용.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인성차이[석사학위 논문]. 대구: 계명대

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2002.

박수연.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변인분석: 강릉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석사

학위 논문]. 부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박호란, 김남초, 이소영. 중학생의 음주 관련요인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2003;12(4):472-482.

방형애. 변화하는 주류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건강생활 2006;24-25.

손애리.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인지도 및 업소별 유해인

식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5;32(5):83-92.

손영균. 문제성 음주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석사학위 논문]. 원주: 연세대학

교 교육대학원; 1993.

신혜선. 부모·친구 요인이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논문]. 부천: 가톨

릭대학교 대학원; 1999.

안정선, 김희경, 최은숙. 청소년 음주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3;14(1):55-65.

원윤희.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음주 및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

향[석사학위 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 68 -

윤명숙, 임효진. 청소년의 성행동 영향요인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009;11:97-114.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09;25(2):131-156.

윤명숙, 조혜정, 최수연. 대학생 절주의향과 음주환경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9;10(2):35-50.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1999;38:153-179.

이선미. 주류광고와 중학생의 음주행동과의 구조적 관련성[박사학위 논문]. 서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09.

이재경.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음주행위 영향요인 간의 관계[석사학위 논

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이재경, 정슬기, 김진옥. 주류광고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한 국내 미디어 주류광고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1;12(2):73-91.

이재경, 정슬기, 김지선.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12;40(4):289-318.

이재경, 정슬기, 박재은. 국내 주류광고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지 2012;29(2):47-58.

이정림. 도시·농촌지역 청소년의 음주와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부

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이존후. 부모요인이 여중생 음주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

로[석사학위 논문]. 전주: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5.

이흔주.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음주기대[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



- 69 -

원; 2007.

임정재. 음주경험 친구가 청소년의 음주시작에 미치는 영향: 친구 연결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2017;4:53-64.

장승옥.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 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0;42:372-396.

장지현. 부모의 음주 문제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효과기대와 문제성 음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부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2.

전종설. 청소년의 약물의존과 정신장애 이중진단에 관한 조사 연구. 청소년학연구

2008;15(5):251-270.

정슬기, 장승옥, 김성천. 중고생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의 심각성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7;26:144-167.

정승기, 이재경, 박재은. 한국 주류광고 내용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4;15(2):19-34.

정우용. 청소년 음주행위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석사학위 논문]. 청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10.

정우진, 이선미, 김재윤, 임승지, 주혜연. 청소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립서울

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용역보고서 2008;11:1-127.

조혜정. 청소년 음주발달궤적과 예측요인[박사학위 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대학

원; 2011.

최찬란.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석사학위 논문]. 목

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4.

Adler I, Kandel DB.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sociopsychological factors

in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in Isreal,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82;11(2):89-113.

Anerson P, de Bruijn A, Angus K, Gordon R, Hastings G. Impact of alcohol



- 70 -

advertising and media exposure on adolescent alcohol use: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lcohol and Alcoholism

2009;44(3):229-243.

Atkin C, Smith S, Bang HK. How young viewers respond to televised drinking

and driving messages. Alcohol Drugs and Driving 1994;10(3):263-276.

Babor TF. Evidence-based alcohol policy: a call to action. Addiction

2003;98(10):1341.

Babor T, Hall W, Humphreys K, Miller P, Petry N, West R. Who is

responsible for the pulic's health? The role of the alcohol industry in

the WHO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Addiction 2013;108(12):2045-2047.

Calfee JE, Scheraga C. The influence of advertising on alcohol consump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n econometric.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1994;13(4):265-487.

Edwards AGK, Rollnick S. Outcome studies of brief alcohol intervention in

general practice: the problem of lost subjects. Addiction

1997;92(12):1699-1704.

Grenard JL, Dent CW, Stacy AW. Exposure to alcohol advertisements and

teenage alcohol-related problems. Pediatrics 2013;131(2):344.

Hingson RW, Heeren T, Winter MR. Age at drinking onset and alcohol

dependence: age at onset, duration, and severity. JAMA Pediatrics

2006;160(7):739-746.

Kessler RC, Crum RM, Warner LA, Nelson CB, Schulenberg J, Anthony JC.

Lifetime co-occurrence of DSM-III-R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 71 -

with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JAMA

Psychiatry 1997;54(4):313-321.

Lowe JB, Baxter L, Hirokawa R, Pearce E, Peterson JJ. Description of a media

campaign about alcohol use during pregnanc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2010;71(5):739-741.

Orlando M, Tucker JS, Ellickson PL, Klein DJ. Concurrent use of alcohol and

cigarette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developmental. Substance Use and Misuse 2005;40(8):1051-1070.

Room R. Alcohol in developing societies: a public health approach. Nordisk

Alkohol Och Narkotikatidskrift 2003;20(1):80-81.

Rose RJ, Dick DM, Viken RJ, Kaprio J. Gene-environment interactionin patterns

of adolescent drinking: regional residency moderates longitudinal

influences on alcohol use. Alcoholism 2001;25(2):637-643.

Ryan SM, Jorm AF, Lubman DI. Parenting factors associated with reduced

adolescent alcohol u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010;44(9):774-783.

Simons-Morton B, Haynie DL, Crump AD, Saylor KE, Eitel P, Yu K.

Expectancies and other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alcohol use

among early adolescent boys and girls. Addictive Behaviors

1999;24(2):229-238.



- 72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patterns of alcohol

advertising exposure channel and degree in korea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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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Background and Purpose : In Korea, the generous drinking culture,

has caused various drinking problems and a serious socio-economic losses

thereof. Today, drinking is a health-threatening factor requiring not only

individuals' efforts but also national-level ones. Thus, WHO suggests that

the member nations should include the limits of alcohol advertising or

marketing activities for the youth in their national alcohol policie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drinking problem prevention policies is 'limit of alcohol

advertisings.' Lately, the liquor companies have advertised recklessly using

diversified media such as TV, radio, newspapers & magazines, outdoor

billboards, Internet (facebook, youtube, portal sites, game applications, etc.).

Nevertheless, few preceding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s and their drink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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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 channels & the extent of

such exposure and their drinking behaviors.

Methods : In order to review WHO member nations' implementation of its

suggestions and compare the conditions among the member nation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KPHA); the

nation-wide association had conducted a survey - as a series of Drinking

Problem Prevention Programs - for the adolescents drinking conditions.

Based on the data from the nation-wide surve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the adolescents drinking conditions for the period from October 1

to 30, 2016. For the survey, this study sampled 2 middle-high schools, each

from Seoul and Chooncheon both reputed for a higher adolescents drinking

rate. A total of 1,015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but 36 responses

were excluded because of their unsincere answers, and thus, 979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hi-square test was used to review

subjects' drinking behaviors (current drinking or desire for drinking in the

future)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socio-economic variables,

environmental variables and policy factors as well as on their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 channels and the extent of the exposure, while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exposure to alcohol advertising/ its extent and their drink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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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 channels and drinking behaviors (current drinking and

desire for drinking in the future),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drink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V and Internet channel advertisements. The

odds ratio of the subjects exposed to TV channels was 1.87 times higher

(95% CI: 1.17-2.98), and that of the subjects exposed more was 2.58 times

higher (95% CI: 1.50-4.43). In case of the Internet channels, the odds ratio of

those exposed a little to the Internet channels was 1.62 times higher (95%

CI: 1.06-2.47) than those not exposed, and the odds ratio of those exposed

much was 2.11 times than that of those not exposed (95% CI: 1.17-3.37). All

finding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sire of future drinking was high in

case of Internet channels, and the odds ratio of those exposed a little to the

Internet channels was 1.64 times higher than that of those not exposed (95%

CI: 1.13-2.39), and that of those exposed much to the Internet channels was

significantly 2.03 times higher (95% CI: 1.18-3.5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s and drinking behaviors (currently drinking and desire of

drinking in the future), it was found that the extent of the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s was not correlated with the desire of drinking in the

future, but that the current drink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exposure to the advertisement.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no exposure

to the alcohol advertising, the odds ratio of the group exposed to a single

drinking advertisement was 3.2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roup not

exposed to a single advertisement. (95% CI: 1.34-7.94), and that of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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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to 2 channels was 2.71 times higher (95% CI: 1.18-6.24), and that of

those exposed to 3 channels was 4.12 times higher (95% CI: 1.82-9.31), and

that of those exposed to 4 channels was 3.71 times higher (95% CI:

1.67-8.24), and that of those exposed to 5 channels was 5.19 times higher

(95% CI: 2.36-11.41). All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In case of TV channels, the alcohol advertising on TV was

limited during the exposure time spans (from 10 p. m. to 7. a. m.), but in

case of Internet channels deemed highly related with the adolescents

drinking, our adolescents were recklessly exposed to the alcohol advertisings

with no legal limits. Hence, it is deemed urgent to limit the alcohol

advertisings of the TV channels. Since the adolescents exposed

simultaneously to the alcohol advertisings of various media are at high risks

of drinking, it is deemed essential to regulate such exposure for the

adolescents. In addition, it is deemed necessary for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to develop an educational and P. R. program, while the regulations of

liquor purchasing should be expanded.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longitudinal studies that will examine the effects of the alcohol advertisings

of various media on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adolescent drinking, alcohol advertising channels, alcohol

advertising exposure, drinking behaviors, current drinking, desire of drinking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