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주한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습관 변화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국제보건전공

이     우     진

[UCI]I804:11046-000000516435[UCI]I804:11046-000000516435[UCI]I804:11046-000000516435



주한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습관 변화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지도  김  태  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국제보건전공

이     우     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년  6월   일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쓰기 위해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 정말 수 많은 감사의 순간

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주님께서 인도해주셔서 연세대 보건대학원이란 국내 

최고의 보건대학원에 안착해 교육 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김태현 교수님, 전공 지도 교수님이신 서원석 

교수님, 이유리 교수님께서 현명하신 지도를 발휘해주셔 미천한 제가 여기

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직장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

터의 김영균 센터장님, 송호진 과장님, 이준수 팀장님, 양기열 매니저님, 

장현희 매니저님, 서소영 매니저님, 전임 부서장님이셨던 박종택 팀장님, 

임성규 팀장님께서도 많은 배려와 인내로 저를 지켜봐주셨음을 감사하게 생

각합니다. 또한 장태영 팀장님, 하태경 매니저님, 장성진, 조진희 과장님, 

우상현 선생님, 그리고 입사동기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 멘토이신 최진욱 교수님을 비롯해 고은석 부장님, 이기태 

서기관님, 한원횡 총경님, 한석표 중령님, 왕성민 교수님께서도 항상 저 같

이 미천한 동생을 돌봐주시고 항상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논문 설계 부터 많은 조언 주신 왕 교수님 존경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 논문이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한국외대 김진아 교

수님, 용인대 박영진 교수님,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 고려대 최경묵 교수

님, 명지대 박대권 교수님, 강남대 임성철 교수님, 조형주 교수님, 가톨릭

의대 장국인 선생님, 서울대 장옌저 학생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광화문 현자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님, 

동원홈푸드 최태영 팀장님, 프라마톰 김경율 상무님, 에코코리아 심판섭 대



표이사님, 티앤케이팩토리 신희태 대표이사님, (주)현보 곽태승 대표이사

님, 엘지화학 정연두 부장님, 박진홍 책임님, 엘지디플 박창현 차장님, 노

근영 과장님, 삼성전자 전진원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연합뉴스 김길원 부장님, 대학원 동기이신 

SBS 남주현 누나, 학교 선배이신 디지틀조선일보 정상혁 본부장님, SBS 우

상욱 선배님, 든든한 KBS 김기화 형님, 김덕훈 동생,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님, 인생을 가르쳐주신 매일경제 김대기 특파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

다.그리고 자랑스런 고등학교 동문의 관계를 넘어 같이 운동하고 땀흘려주

셔서 제 인생을 풍족한 삶으로 변화시켜주신 이경민, 조재연, 김진욱 선배

님의 단테동 선배님들, 안승국, 이헌재, 조정신 선배님의 단골동 선배님들, 

이석, 이동주, 윤희상 선배님의 단대부고 팀스카이 선배님들, 김현철, 김상

준 선배님의 단엘서 선배님들, 이재훈, 인재훈, 최선웅 선배님의 단대부고 

송파모임 선배님들 등 동호회 선배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 직장인 서울성모병원에서 항상 든든하게 저를 지켜봐주시는 이종

인 교수님, 홍상현 교수님, 임동준 교수님, 배자성 교수님, 박준범 교수님, 

이성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전폭적인 지지를 아껴주

시지 않은 부모님과 동생 현진과 Perri 부부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자 삶의 이유이자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아들 이도현 군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미약하지만 이번 논문 집필로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중 한사람으로서 국제

보건 전공자로서 항상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06월

이 우 진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Ⅰ. 서 론··················································································································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Ⅱ. 이론적 배경····································································································6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및 건강문제 ······························································6

   2. 음주와 우울의 보건학적 문제······································································8

   3.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와 우울····································································13

Ⅲ. 연 구 방 법 ································································································16

   1. 연구모형(틀)··································································································16

   2. 연구대상 및 방법··························································································17

   3. 변수의 선정 ····································································································20

   4. 분석방법··········································································································21

Ⅳ. 연 구 결 과··································································································22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2. 연구대상자의 AUDIT 점수와 우울 정도 비교분석··································26

   3. 연구대상자의 유학 전 후 음주습관 관련 기술통계 ······························28



- ii -

   4. 연구대상자의 흡연여부별, 성별, 유학 전후 음주 습관 반복 측정········29

   5. 연구대상자의 흡연별 유학 전 후 음주습관 사전사후 분석················31

   6. 연구대상자 음주자 중 흡연여부와 우울 대응표본 t검정····················32

   7. 연구대상자의 음주와 우울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33

Ⅴ. 고찰···················································································································34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34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35

Ⅵ. 결론···················································································································39

참 고 문 헌············································································································40

부   록·····················································································································46

   1. 부록1 국문설문지 ··························································································46

   2. 부록2 중문설문지 ··························································································52

ABSTRACT···················································································································55



- iii -

표 차 례

표1. 지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3

표2. 2015년 고등교육기관 국가별 외국인유학생 현황 ······································6

표3. 알코올성 질환의 진행단계와 증상······························································10

표4. 중국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 순수 알코올)································12

표5. 중국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의존도(%)··························································12

표6.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내용 ····················································17

표7. 벡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내용 ·······················18

표8. 중국인 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 ··································································22

표9. 중국인 대학원생의 성별, 흡연, 음주························································23

표10. 중국인 대학원생 유학 전 후 AUDIT 점수 ················································25

표11. 중국인 대학원생 흡연자 유학 전 후 AUDIT 점수··································25

표12. 중국인 대학원생 비흡연자 유학 전 후 AUDIT 점수······························26

표13. 중국인 대학원생 성별, 흡연여부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습관 ········27

표14. 중국인 대학원생의 우울에 대한 음주 다중회귀분석 ····························33



- iv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모형 ····································································································17

그림 2.  중국인 대학원생 음주습관 반복측정분산분석 ··································29

그림 3.  유학전 음주와 유학 후 음주간의 사전사후 분석 ····························30

그림 4.  중국인 대학원생 음주자의 우울 대응표본 t검정····························31



- v -

국 문 요 약

주한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습관 변화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유학생은 익숙한 환경의 고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 적응이 필요한 타국에

서 언어, 생활, 음식 문화, 가치관, 문화와 심리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좋은 해결책을 얻기 쉽지 않

아 우울감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은 앞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유학국의 음주문화 때문에 음주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음주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발표를 시작했으며 비약적인 성장세의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발표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에만 편중하고, 연구대상자가 학사학위 학생으로 제한되어 대학원생들의 음

주 및 정신건강 실태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유학 전 음주 습관 조사가 부실

하여 유학 전 후 음주관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국내 중국인 대학원생들

의 음주 습관 변화와 우울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

들의 일반적 특성을 설문한 후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지를 이용해 유학

전후 음주습관을 확인했으며 동시에 벡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했다. 자료를 수거한 후 음주습관과 우울정도를 종속변수로 두

고 중국인 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조사하고 SPSS 21.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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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우울이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을 중심으

로,‘유학 전 후 음주 습관 차이가 있다’,‘성별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

습관에 차이가 있다’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

학 전 후 음주, 우울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사

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총 107명 연구대상자의 유학 전후 음주습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한 결과 

개체간 효과 검정에서 F=8.77, p=0.004 수준으로 유학 후 음주습관이 나빠

진 것을 확인했으며 유학 전 후 음주간의 사전 사후 대응표본 t검정한 결과 

t=4.57, p<0.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유학 전 후 음주습관 차이가 있음

을 확인했다. 

  또한 음주습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한 결과 개체간 효과 검정에서 

p=0.003, F=9.33, 수준으로 성별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습관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음주자 66명을 대상으로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 대응

표본t검정에서 우울 점수가 유의한 차이(t=2.63, p=0.011)를 보였다.  

  중국인 대학원생 전체 107명의 음주습관 변화와 우울이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r=0.33, p<0.001, 95%CI)에서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는 우울과 상

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

주와 우울에 대해 유의확률은 F=13.40, p<0.001이며 결정계수 값은 0.11이

다. 반면 음주자이면서 흡연자의 경우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의 석사과정 이상 학생의 음주습관 변화와 우울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한다. 추후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와 

우울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 재한 중국인대학원생, 유학 전 후, 음주, 우울, 흡연,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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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적당량의 음주는 심장병 예방과 소화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정

신을 유쾌하게 해주며, 우울증과 긴장감을 완화시켜 안정감을 제공하여 사람

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판단, 기억, 운동 기능 장애 등 신체적 질병 및 손상과 정신행동장애를 일으

킨다(알코올사업지원단, 2011).

   

  2013년 기준 국내의 음주로 인한 진료비 및 생산성 손실 등 화폐단위로 직

접 추정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 4천 524억원으로 흡연과 비만보다 월등히 

높아 과도한 음주는 시급성이 높은 보건학적 문제이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행동상 문제는 매우 명확하고 광범위하다. 음주

는 알코올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독성효과로 간경화 및 각종 소화기

암 등 질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음주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뇌보상

회로의 교란으로 자가 통제가 불가능한 알코올 의존이 발생한다. 만성적 음주 

또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무너뜨린다(영양학사전, 1998).

  음주와 정신질환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악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 

중 우울증은 감정, 생각, 신체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

한 질환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WHO(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

국 우울증 환자는 214만 5천명에 달한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13%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울증으로 인한 사

회경제적 비용이 10조 3천 8백억원으로 5년전인 2007년과 비교하여 40%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이선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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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음주를 통해 자신을 우울한 감정에서 끄집어내

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뇌는 음주시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

민 등 긍정적인 세포가 발산되는 걸 기억하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이러한 긍정

적인 세포 생산이 적어져 무의식 중 음주 충동 경우가 많아진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지만 흔

히 가족과의 사별, 이혼, 외로움, 실직, 타인에게 받는 육체, 정신의 학대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조용비, 2011). 

  유학생들은 대부분 장시간 의, 식, 주 모든 문제를 홀로 처리해야할 정도로 

고된 상황에 놓여있어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한편이며 특히 유학국가에서의 

적응 과정 가운데 문화 스트레스도 겪는다. 유학생은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환

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와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울 등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유학생은 학업에 영향이 생길 뿐만 아

니라 한국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라나 이들의 정신건강은 한국사회

에 잘 적응하며 만족하는 생활의 영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송향화, 2011). 

  중국의 사회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의 해외유학생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유학생 504만명 중 중국인 유학

생은 126만명으로 약 25%를 차지한다(郭莉, 2017). 최근 전 세계 열풍 중인 

한류 덕에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국적 유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인들의 증가추세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비

약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崔金海, 2012). 우리나라 통계청이 2016년 기준

으로 발표한 국제인구이동 결과를 보면 외국인 입국자는 40만 2천명으로 그 

중 중국 국적자는 16만 5천여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유학 및 한국어 연수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전체 국적 유

학생중 54.1%로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6).(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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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시아 미주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 기타

전체 35,753
26,050

9,786(석박사)
943 1,176 1,080 797 419 287 275

수도권 20,208 14,695 544 407 481 674 316 236 187

지방 15,545 11,355 399 769 599 123 103 51 88

  최근 언론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채 음주에 빠지

거나 이로인한 우울로 자해와 자살시도를 반복한다는 뉴스를 적지않게 접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1. 지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경인지방통계청, 2016)

 외국에서는 본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다양

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들어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다른 분야

의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그 연구가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유학, 2013). 

  그동안의 중국인 유학생에 연관된 연구를 살펴보면 경수영(2013)은 중국유

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유

학(2013)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제음주행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했는데 남

학생이 여학생 보다 음주량이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조자강(2010)은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충격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했

으며 송향화(2011)는 재한 중국유학생의 정신건강과 흡연, 음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구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

였고, 흡연자의 AUDIT 점수가 높았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

생의 흡연, 성별, 음주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검증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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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철(2011)은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했는

데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주로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제한된 주제에만 편중했다. 그리고 왕페이(2008)와 주걸봉(2012)은 한국에

서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중국유학생들의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

만 연구대상자들의 유학 전 음주습관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해도 단순히 주

종과 1회 섭취량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주

습관이 결과에 적용되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이 학부 졸업생들로만 제한되어 대학원 학생들의 

음주습관 현황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인 재 

한국 유학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중 대학원생들의 유학 전 후 

음주습관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 관계를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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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적별 유학생 중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 국적

의 석사학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와 우울의 상관관계와 흡연, 성별, 음

주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와 유학 전 후 음주습관, 그리고 일반적 특성

과 음주 연관성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중국인 대학원생의 음주와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  째 중국인 대학원생의 흡연과 성별, 음주는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셋  째 중국인 대학원생의 음주습관은 유학 후가 전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넷  째 중국인 대학원생 성별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 습관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인 대학원생 흡연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 습관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

국가

대학원

계 합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 공학 자연

예

체

능

계 인문 공학 자연

예

체

능

중국 6,587 953 398 859 8,869 1,145 466 315 249 2,294 11,163

베트남 434 361 139 3 968 50 463 173 2 713 1,681

몽골 720 70 58 19 883 93 44 33 1 178 1,061

미국 517 40 38 38 669 116 44 32 19 237 906

Ⅱ. 이론적 배경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및 건강문제

  우리나라 각 대학들은 교육 국제화를 표방하여 학교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

을 다하고 있으며 등록금 면제 등 포함한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적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

내 대학과 정부의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했다. 2001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수립·추진했다. 2004년도에는

‘Study Korea Project’를, 2008년도부터는‘Study Korea Project 발전방

안’을 계획하여 추진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

기 위한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유학, 20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변화 

추이는 1990년 2,237명에서 2000년 3,963명, 2010년 87,480명으로 2017년에는 

119,710명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별 유학생 분포 중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00

년 1,378명, 2010년 54,812명, 2017년 64,698명으로 가장 많으며 꾸준한 증가

세를 보였다. 이는 2017년 7월 기준 11만9천명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4%

인 6만4천명 규모이다. 이와 같이 중국유학생 규모는 현재 전체 유학생 규모

의 54%를 상회하며 70%를 점유한 시기도 있었다(고정윤, 2018).(표2)

 

표2. 2015년 고등교육기관 국가별 외국인유학생 현황(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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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한국의 공식수교는 1992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 학생

들의 한국 유학과 한국 학생들의 중국 유학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한중 수교 후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

는 과정에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유학’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양국 정부가 교육과 문화 방면 교

류를 적극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한 중국 유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

으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의 1위를 차지했다(유민로, 2018). 

  이탈리아의 이주민자료에서 WHO(2009)는 이주 자체는 건강의 위험요소며 건

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서 이주 자체는 더 큰 불안정 상태 특히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놓인다고 밝혔다. 즉 제조업이나 수공업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작업위험노출이 많아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식

하기 어렵고 주거환경은 과밀한 장소에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전염성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본국에서 질병을 가졌던 집단과 이주 후 비건강한 

생활환경과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으로 건강상태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 활동과 영양 또한 유학국가와 문화, 관습 차이로 식생활 변화

(nutritional transitions)와 자원의 부족(시간, 정보, 금전)이 발생한다. 사

회적 배제로 참여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유학생의 보건 사회적 서

비스의 접근은 실제적으로 일반 내국인보다 제한되며 이런요소들은 이주민 건

강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윤혜숙, 2010). 유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

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로 비교적 단시간 머물고 본국으

로 돌아갈 계획을 갖는 다는 점에서 이민자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체류자에 

속해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은 정해진 기

간 내에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해야하며 언어와 인간관계, 타문화에 대한 적응

에서 여전히 어렵다. Philps 와 Norsworthy(1997)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고국

에 대한 그리움, 음식문제, 언어문제, 보건의료문제, 경제재정문제, 미래 직

업문제, 인간관계, 일상사, 이성문제, 거주문제, 종교문화, 사회 폭력, 인종

차별, 새로운 관습과 교육체제에 적응하는 일 등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다(엄혜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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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와 우울의 보건학적 문제

  음주란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알코올 음료의 주요 성분인 에탄올은 

위, 소장에서 급속하게 흡수되어 간의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이 되지만, 

일부는 변화되지 않은 채로 숨을 내쉴 때 배출되며 요로로 배설된다. 다량의 

알코올을 갑자기 마시거나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소화기계, 심혈

관계, 중추신경계에 유해하고, 급성 또는 만성 알코올 중독(alcoholism, 

alcohol poisoning)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영양학사전, 1998).

  현재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음주율(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은 2014년 

기준 각각 73.7%와 43.2%이며, 연령 별로는 남성 30대, 여성 20대의 음주율이 

가장 높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음주율은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음

주 유형별로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7잔)은 전체 13.5%이며 남자가 20.7%, 

여자가 6.6%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현재까지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장기적

으로 뇌(알코올성 소뇌변성증,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정신장애), 식도(식

도염, 식도암), 구강(만성인후염, 인후암, 구강암), 유방(유방암), 간(지방

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간염), 심혈관(심장병, 고혈압), 췌장(급성췌장

염, 만성췌장염, 당뇨), 위(위염, 출혈성 위궤양, 급성 위궤양), 대장(대장

염, 대장암), 소장(소장염, 흡수불량증후군) 등이 음주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

거나 악화된다(국가암정보센터, 2016).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영향 받는 뇌 부위가 다르다. 알코올 농도 

0.03%~0.05% 정도는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의 역할을 억제하며. 과도한 

자신감이나 기분의 고조 또는 저하를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의 단속

은 0.05%부터 적용되지만 의학적으로는 0.03%부터 위험운전의 가능성이 있다. 

0.1% 정도는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소뇌의 기능을 억제하며 어지럽거나 비틀

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섬세한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때 운전을 하

면 매우 위험하다. 소뇌의 운동기능이 억제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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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만취 상태로 판정하며, 법 규정도 더욱 엄격해지고 벌칙도 무거워 

진다. 0.3% 정도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뇌의 기능이 억제되어 나중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흔히‘필름이 끊겼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기억상실

(blackouts) 현상이다. 이것은 흥분과 학습에 관련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술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이다. 기억 이 외의 지적 능력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복잡한 일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으

로 보일 수도 있다. 기억상실이 있으면 술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도 모르게 피해를 주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나하고 염려하며 신경을 많

이 쓰게 된다. 그러한 빈도가 증가할수록 뇌신경은 반복적인 손상을 받게 되

고, 결국에는 영구적인 기억장애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0.4%정도는 생명

과 관련되는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 연수 부위가 억제된다. 연수 부위의 억

제는 호흡마비나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사망과 직결되며 0.5%이상이 되

면 사망률이 50%에 이른다(대한보건협회, 2005).

  

  음주 조절이 불가능하고 강박적으로 음주를 갈망하거나 과음 내지는 금주 

시 금단 및 내성을 보이는 것은 알코올 관련 장애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한 개념은‘정상음주’와‘알코올중독’이라는 이분법

적 구분에서 시작되어, 저위험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알코올의존이라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점차 알코올 의존을 일으키는 음주만이 아니

라,예방적 접근이 가능한 음주군의 조기 발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김은경, 2008).

  

 ‘조절 능력의 상실’과‘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할 때 ‘알코올의존증’(알코올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3>와 알

코올로 인하여 단계가 진행되면 심리적,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활동이 불가한 상황까지 연결된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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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증상

의존 전단계
1. 음주를 통한 정신적 완화감

2. 음주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표준수단

초기 의존 단계

1. 기억상실

2. 내성의 증가

3. 은밀한 음주

4. 처음 몇 잔을 꿀꺽꿀꺽 마시는 행동

결정적 단계
1. 음주에 대한 조절력 상실

2. 일정 기간 동안의 단주

만성의존 단계

1. 거의 매일 음주

2. 내성의 감소

3. 음주 중단시의 금단 증상

4. 술이 없는 경우 알코올이 함유된 다른 물질을 찾는 행동

표 3. 알코올성 질환의 진행단계와 증상(한국의학, 2001)

  알코올 문제의 원인에 대해 수많은 이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특정 이론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하며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인지적 및 환경

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결정된다. 유학생의 경우 익숙하지 못

한 곳에서의 생활과 함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으로 술에 의존하는 경

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알코올 문제의 발견을 위해 시의적절한 음주습관 조사

가 중요하다.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출간하였고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체계로 가장 널리 사

용되며, 국제 보건 기구에서 공인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2015)에 따르면, 가장 심한 우울증을 나타내는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의 필수증상에는 우울한 기분 혹은 대부분의 활동에 있

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이전과의 기능 상태 비교시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즉 체중의 감소나 증가 등 변화, 불면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문제, 초조나 지연, 피로나 활력상실, 무가치함,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

책감, 사고력 또는 집중력의 감소, 죽음에 대한 반복적 생각 등의 증상 중 5

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동안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정은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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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약 3억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며 최근 

10년간 우울증 발병율이 약 18% 증가했다. 2030년에는 정신질환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배 정도 우울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며,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는 특정 연령대는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WHO, 2016).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

증 평생 유병률은 6.7%이며 미국, 유럽 등 서구권 나라는 10~17%를 보인다(보

건복지부, 2011).   

  우울은 한 개인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로 개인의 건

강한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등을 저해하며 태도를 포함한 대인관계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eck, 1979). 우울증으로 인해 성격저하, 원활

치 못한 대인관계, 휴학, 퇴직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며 심할 경우 자살로 이

어질 수 있다.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우울증과 밀

접한 세 가지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일어난다고 밝혀졌다. 그리

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약리학적, 병리학적 요인 등은 이러한 불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제안된 우울에 대한 많은 가설들 중에서도 Allen과 Badcock(2003)

은 진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우울을 설명하고자 하는 우울기분의 사회적 위험 

가설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자신이 지

각하는 자신이 타인에게 지우는 사회적인 부담을 스스로 비교하고, 자신의 사

회적인 가치의 비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진화했다고 가설을 세웠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자신이 타인에게 책정하는 사회적인 부담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사회적 맥락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하며, 우울 상태는 그러

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제와 관련된다. 이때, 이들은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신호를 타인에게 보내며, 자신감과 같은 사

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

로 이러한 행동들이 다시 우울감을 증가하는 위험을 내포한다(한상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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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와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다수 있었다. 우울한 개인

이 때때로 자가 처방 목적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음주하며 알코올 문제를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들의 알코올 사용이 우울 같은 정신적인 문

제와 관련있다는 결과와 대학생들의 우울과 음주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

구가 있었다(김계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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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2003~2005

Average

2008~2010

Recorded 3.2 5.0

Unrecorded 1.7 1.7

Total 4.9 6.7

WHO Western Pacific Region 5.4 6.8

Alcohol use disorders Alcohol dependence

Males 9.3 4.5

Females 0.2 0.1

Both sexes 4.9 2.4

WHO Western Pacific Region 4.6 2.3

3.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와 우울

  

  중국은 한국과 달리1인당 알코올 소비량 및 알코올사용 장애, 알코올 의존 

발병률은 서태평양 아시아 평균수치와 사소한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조금

령, 2016).(표4), (표5)

표 4. 중국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리터당 순수 알코올)(WHO, 2014)

표 5. 중국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의존도(WHO, 2014)

  

  하지만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를 보면 알코올 문제는 심각

한 문제이다. 유학(2013)은 중국인 유학생을 알코올문제 선별검사인 AUDIT 점

수로 한국인 학생과 비교해 문제음주행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두 집단의 AUDIT평균 점수 11점 가량으로 문제 음주 수준인 것을 밝혀냈으며 

문제음주자 비율은 중국 남학생이 70%로 한국 남학생보다 10% 높은 것으로 조

사했다.  

  

  주걸봉(2012)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화

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해 중국 거주시 한국 소주를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대상자가 불과 3.4%로 조사되었으나 한국에 온 후에 43.6%로 증가하였다

고 보고했다. 왕페이(2008)는 경북지역 거주 중국 유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척도를 사용해 음주행동에 관한 연구했다. 그 결과 5점 척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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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중국유학생의 평균음주문제는 2.09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적으로 

하숙하는 유학생의 음주문제 수준이 2.35점으로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7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우울증 환

자는 약 5400만 명으로 발병률이 세계 평균 수준과 비슷한 4.2%다. 재한 중국

인의 유학생 경우 우울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 보고가 있었다.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경수영(2010)

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

여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국유학생의 우울 평균은 16.19(표준편차 8.32)으로 남학생은 

16.45,여학생은 15.9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6점을 기준으로 16점 미

만을 정상군, 16점 이상을 우울군을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의 우울군은 52.8%

로 여학생의 48.6%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고난난(2015)은 재한중국유학생의 우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우울점수 평균은 15.78(표준편차 9.86)

점으로 남학생은 16.01점(표준편차11.04) 여학생은 15.61점(표준편차 9.01)으

로 조사했다. 

  쉬라쥔(2017)은 중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우울에 미치는 스트

레스의 하위요소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치관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관계, 교수와 관계, 학업 문제, 가

족 관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이성관

계, 경제문제, 장래문제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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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 중국유학생은 언어, 생활, 음식 문화, 가치관, 문화와 심리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좋은 해결책을 

얻기 쉽지 않아 점점 우울함과 불안감으로 변한다. 이러한 정서는 자신뿐 아

니라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에게도 전해져 한국에서 유학 중인 다른 외국인 유

학생들에게도 이런 우울한 정서가 옮겨 질 수 있다.(이문, 2014)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 문제음주 측정에 대한 심

층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 전 음주습관

까지 자세하게 분석하여 유학 후와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는 지와 음주와 어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우울 정도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음

주습관 변화와 우울이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한다. 추

후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와 우울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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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의 유학 전후 음주 습관을 비교하고  이들

의 음주와 우울 그리고 변수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조사하기 위한 분석

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음주습관과 성별, 흡연 등 일반적 특성과 우울감을 조사하고 

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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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 개입수준

사회적음주 0~7점 알코올교육

고위험음주 8~15점 단기개입

알코올남용 16~19점 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알코올의존 20점이상 진단평가와 치료개입을 위한 의뢰

2. 연구대상 및 방법

  201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처음 받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동의서에 동의하거나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국인 대학

원생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측정도구로는 첫째로 지난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

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를 사용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는 알

코올 의존에 관한 3문항, 해로운 음주에 관한 3문항, 위험한 음주에 관한 4문

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0~4점으로 측정했다. 

0~7점은 사회적 음주, 8~15점은 단기개입, 16~19점은 알코올 남용, 20점 이상

은 알코올 의존으로 분류한다.

  

  AUDIT는 기존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위험음주 모두를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외국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되어 널리쓰이고 있는 

도구로,선별도구와 면접도구로도 활용한다(경수영, 2010).

표 8.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내용

  대상자를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처음 받는 대학원생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음주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면 한국의 음주문화가 이미 체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 학사학위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학 전 음주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미성년자였을 것

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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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는 지난 1961년 미국 정신과 의사 아론 벡(Aaron Beck)이 개발한 벡

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했다. 우울증의 인지, 

정서상태, 신체적 상태 등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검사 실시 방법은 자

기 보고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를 골라 체크하는 형태이다. 

  각 문항은 0~3점으로 체크한 문장의 점수를 모두 더해 총점을 구하는데 0~9

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 

상태, 24~63점은 심각한 우울 상태로 분류한다. 

  조용비(2016)는 벡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본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

스에 의해 우울의 변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정도

가 높아지면 우울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보고했다.

표 7. 벡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내용

점 수 구 분

0~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 중한 우울상태

24~63점 심각한 우울상태

  

  셋째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혼인여부, 종교, 유학 

전 한국문화이해정도, 건강상태, 한국체류기간, 거주상태, 흡연, 음주, 학습

수준, 한국어수준, 가정생활 수준, 아르바이트 여부,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 

여부, 한국 유학 만족도를 변수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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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는 연구대상자들의 천차만별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중국인 유학

생의 모국어인 중문 설문지를 별도로 제작했다. 조사는 교육부에 인가 받은 

수도권 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 조사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교수들

에게 중국인 제자들을 소개받았으며 서면동의서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서 설

문지를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회수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총 150여 부 중 117부를 회수했으며 응답이 미비한 9부를 제외한 107부를 분

석에 사용했다. 

  

  연구대상자는 기본조사를 설문한 후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지를 이용해 

유학 전 중국 본국 거주시의 음주상태 및 습관을 떠오르게 하여 설문하고, 같

은 측정도구로 현재 유학 중의 음주상태 및 습관을 설문했다. 그 후 벡의 우

울척도를 사용하여 설문한 모든 결과의 자료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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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음주습관과 우울정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중국인 대학원생의 성별

과 흡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들의 관계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음주는 여부를 조사했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의 점수 결과를 통해 

사회적음주, 고위험음주,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으로 나누었으며 다시 유학 

전 후로 비교했다. 우울은 벡의 우울척도의 점수 결과를 통해 우울하지 않은 

상태, 가벼운 우울상태, 중한 우울상태, 심각한 우울상태로 나누었다. 그 밖

에 성별은 남과 여, 결혼 여부는 혼인, 동거, 미혼, 이혼으로 나누었으며 종

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교로 나누었다. 그리고 거주상태는 기숙사, 자

취/하숙, 기타로 나누었으며 나이와 체류기간은 시간별로 나누었고 흡연과 아

르바이트는 각각 여부로 조사했다. 그 밖에 유학전 한국문화이해정도, 건강상

태, 학습, 한국어, 가정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 한국 유학 만족도는 상, 

중, 하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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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 결혼여부, 종교, 학교, 유학 전 한국 문화 이해

정도, 건강상태, 한국 체류기간, 거주상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학습수준, 

한국어 수준, 가정생활수준, 아르바이트 여부,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 여부, 

한국 유학 만족도 등 일반적 특성과 유학전후 음주, 우울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했다. 또한 음주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

며 이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수거된 자료들은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 

측정을 위해 Bonferroni 방법과 붓스트랩을 사용해 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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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나이

20~29

30~39

40

80

25

2

74.8%

23.4%

 1.8%
평     균 : 27.6세

남자 평균 : 28.4세

여자 평균 : 26.9세

혼인

유

동거

무

이혼

20

15

66

6

18.7%

14.0%

61.7%

 5.6%

종교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

5

13

68

21

 4.7%

12.2%

63.5%

19.6%

유학 전 한국 문화 

이해정도

매우깊다

보통

깊지않다

26

67

14

24.3%

62.6%

13.1%

건강상태

건강

보통

건강하지 않음

75

28

4

70.1%

26.2%

 3.7%
한국 체류 기간 1~12 31 29.0%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총 107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

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중국인 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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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25~36

37~48

49~60

61~72

73~84

85~96

96~

37

19

10

3

0

2

2

3

34.6%

17.8%

 9.2%

 2.8%

   0%

  1.9%

1.9%

2.8%
평     균 : 25.3개월

남자 평균 : 26.4개월

여자 평균 : 24.3개월

거주상태
기숙사

자취/하숙

62

45

57.9%

42.1%

학습수준

상

중

하

37

62

8

34.6%

57.9%

 7.5%

한국어 수준

상

중

하

37

50

20

34.6%

46.7%

18.7%

가정생활

상

중

하

13

79

15

12.2%

73.8%

14.0%

아르바이트
유

무

38

69

35.5%

64.5%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 

적극적

보통

소극적

46

53

8

43.0%

49.5%

 7.5%

한국유학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33

56

18

30.8%

52.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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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여

50

57

46.7%

53.3%

흡연
흡연

비흡연

31

76

29.0%

71.0%

음주
음주

비음주

66

41

61.7%

38.3%

표 9. 중국인 대학원생의 성별, 흡연, 음주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0명(46.7%), 여자 57명(53.3%)으로 흡연자는 31

명(29.0%), 비흡연자는 76명(71.0%)이며 음주자는 66명(61.7%), 비음주자는 

41명(38.3%)이다. 이 중 흡연자이면서 음주자는 24명(22.4%)으로 흡연자이나 

비음주자는 7명(6.5%), 비흡연자이나 음주자는 42명(39.3%), 비흡연자이면서 

비음주자는 34명(31.8%)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는 흡연자이면서 음주자는 17명(34.0%), 흡

연자이나 비음주자는 7명(6.5%), 음주자이나 비흡연자는 21명(42.0%), 비흡연

자이면서 비음주자는 5명(10.0%)으로 나왔다. 여성은 흡연자 이면서 음주자는 

7명(12.3%), 흡연자이나 비음주자는 없었고, 비흡연자이나 음주자는 21명

(36.8%), 비흡연자이면서 비음주자는 29명(50.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20~29세는 80명(74.8%), 30~39세는 25명(23.4%), 40세 

이상은 2명(1.8%)으로 20~29세가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여부에 

대해 혼인은 20명(18.7%), 동거 15명(14.0%), 미혼 66명(61.7%), 이혼 6명

(5.6%)로 미혼자가 제일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 68명(63.5%), 불교 13명

(12.2%), 기독교 5명(4.7%), 기타 21명(19.6%)로 무교가 많았다. 

   

   연구대상자는 유학 오기 전 한국의 문화 이해정도에 대해 매우 깊다는 26

명(24.3%), 보통 67명(62.6%), 깊지 않다 14명(13.1%)로 보통이 많았고, 이들

의 한국체류 기간은 전체 대상자 평균 25.3개월로 1~12개월 31명(29.0%), 

13~24개월 37명(34.6%), 25~36개월 19명(17.8%), 37~48개월 10명(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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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개월 3명(2.8%), 73~84개월 2명(1.9%), 85~96개월 2명(1.9%), 96개월 이

상은 3명(2.8%) 이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상태는 기숙사가 62명(57.9%) 으로 자취 및 하숙 45명

(42.1%)보다 많았으며 연구대상자의 학습수준에서 높은 수준은 37명(34.6%), 

중간은 62명(57.9%), 낮은 수준은 8명(7.5%)이었다. 한국어는 상위 수준 37명

(34.6%), 중간 수준은 50명(46.7%), 하위 수준은 20명(18.7%)이다.

  현재 이들은 38명(35.5%)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69명(64.5%)

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46명(43.0%)이 적극적이며, 53명(49.5%)이 보통, 나머지 8명(7.5%)이 소극적

이라고 답했다. 한국유학에 대해 만족하는 연구대상자는 33명(30.8%), 보통은 

56명(52.4%), 불만족은 18명(16.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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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AUDIT 점수와 우울 정도 비교 분석

표10. 중국인 대학원생 유학 전 후 AUDIT 점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유학 전 유학 후

(남) (여)

유학 전 유학 후 유학 전 유학 후

사회적 음주 91 70 34 26 57 44

고위험 음주 15 34 15 21 0 13

알코올 남용 1 2 1 2 0 0

알코올 의존 0 1 0 1 0 0

AUDIT 평균 3.20 점 5.12점 5.12점 7.02점 1.53점 3.46점

벡의 우울척도 8.47점 8.64점 8.32점

  

  연구대상자의 유학 전후를 AUDIT 점수로 분류해본 결과 유학 전 사회적 음

주 상태였던 연구대상자들이 유학 후 고위험 음주상태로 음주량이 많아 진 것

을 확인했다. AUDIT 평균 점수도 1.92점 상승해 음주량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벡의 우울척도는 8.47점으로 조사되어 우울하지 않은 상태이나 가

벼운 우울상태(10~15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졌다. 

  연구대상자를 성별로 나누어도 유학 후 음주습관이 좋지 않음으로 나타났

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유학 후 AUDIT 평균 점수가 7.02점으로 고위험 음주

군(8~15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우울정도는 8.64점으로

과 여학생의 8.32점보다 높았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인 대학원 남녀 

학생 모두 가벼운 우울 상태(10~15점)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다.

표11. 중국인 흡연자 대학원생 유학 전 후 AUDIT 점수

흡연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유학 전 유학 후

(남) (여)

유학 전 유학 후 유학 전 유학 후

사회적 음주 29 14 22 11 7 3

고위험 음주 2 17 2 13 0 4

알코올 남용 0 0 0 0 0 0

알코올 의존 0 0 0 0 0 0

AUDIT 평균 2.90점 6.64점 3.12점 6.46점 2.14점 7.29점

벡의 우울척도 7.39점 7.04점 8.5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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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인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AUDIT점수를 설문한 결과 유학 전보다 유학 

후에 사회적 음주자에서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중국인 대학원생의 유학 후 AUDIT 평균 점수는 유학 전보다 1.92점 

늘었으나, 흡연자의 경우 약 4점 정도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흡연자 연구대상자들을 성별로 나누어본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유학 후 고위

험 음주자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AUDIT 평균점수 또한 남학생은 약 3.3점 

상승했으나 여학생의 경우 약 5.1점으로 남학생보다 상승폭이 컸다.

표12. 중국인 비흡연자 대학원생 유학 전 후 AUDIT 점수

 비 흡연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유학 전 유학 후

(남) (여)

유학 전 유학 후 유학 전 유학 후

사회적 음주 62 56 12 15 50 41

고위험 음주 13 17 13 8 0 9

알코올 남용 1 2 1 2 0 0

알코올 의존 0 1 0 1 0 0

AUDIT 평균 3.32점 4.5점 6.96점 7.54점 1.44점 2.92점

벡의 우울척도 8.91점 10.1점 8.28점

  중국인 비흡연자 대학원생들의 음주 습관을 조사한 결과 유학 후 알코올 남

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분류된 학생 1명씩 늘었으며 AUDIT 점수 또한 유학 전 

보다 늘었다. 비흡연자들의 우울정도 또한 8.5점으로 가벼운 우울정도에 가까

운 수치를 보였다.

   

  중국인 비흡연자 대학원생들을 성별로 나누어 음주 습관을 조사한 결과 남

학생의 경우 음주 습관이 유학 후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울 

정도는 9.3점으로 가벼운 우울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비흡연자 여학생의 경

우 유학 후 음주 습관이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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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남학생 여학생 p 흡연 비흡연 p

N 107 50 57 31 76

나이 27.65
(4.35)

28.42
(4.63)

26.97
(4.02) p=0.084 27.84

(3.68)
27.57
(4.62) p=0.770

유학 전 
음주

3.21
(3.99)

5.12
(4.90)

1.53
(1.74) p<0.001 2.90

(2.62)
3.33
(4.44) p=0.541

유학 후 
음주

5.12
(4.98)

7.02
(5.35)

3.46
(3.98) p<0.001 6.65

(4.67)
4.50
(4.99) p=0.043

현  재
우  울

8.47
(6.23) 　 8.64

(6.94)
8.32

(5.60) p=0.817 7.39
(5.71)

8.91
(6.42) p=0.254

3. 연구대상자의 유학 전 후 음주습관 관련 기술통계

표13. 중국인 대학원생 성별, 흡연여부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습관

  총 107명의 연구대상자 중국인 대학원생을 기술통계 한 결과 남학생은 유학 

전 여학생보다 음주량이 더 많았다. 또한 유학 후에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음주량이 더 많다는 것이 p<0.001수준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대학원생 중 흡연자는 31명, 비흡연자는 76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학 

후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음주량이 더 많다는 것이 p=0.043수준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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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 흡연여부별, 성별 유학 전후 음주 습관 반복측정분산분석

  

          그림 2. 중국인 대학원생 음주습관 반복측정분산분석.

  

  <그림 2>와 같이 그림과 같이 남학생, 여학생, 흡연, 비흡연, 유학 전후 음

주습관으로 나누어 개체효과를 조사하고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비흡연 남학

생(n=26)의 경우 흡연 남학생(n=24)보다 Audit 점수가 높았으나, 유학 후에는 

흡연 남학생과 비흡연 남학생의 Audit 점수가 근접해졌음을 발견했다. 또한 

비흡연자의 유학 전 후 음주량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자의 경우 유학 전 후 유

학 후 음주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경우 유학 전 

흡연자(n=7)의 음주습관이 비흡연자(n=50)에 비해 근소차이로 좋지 않았으나 

유학 후에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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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내 효과를 검정한 결과 전체 학생의 유학 후 음주량이 유학 전보다 늘

어났음을 F=25.91, p<0.001 수준으로 확인했다. 또한 흡연자의 유학 후 음주

량 유학 전보다 많아졌음을  F=9.624, p=0.002 수준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개

체내 효과 검정에서는 성별과 흡연과 유학 후 음주습관이 F=0.192, p=0.662 

수준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개체간 효과를 검정했다. 성별로 유학 전후 

음주습관을 나누어 본 결과 F=9.33, p=0.003 수준으로 유학 전 후 음주습관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별과 흡연여부에 따른 음주습관을 

관찰한 결과 F=8.77, p=0.004, 수준으로 유학 후 음주량이 증가했음을 관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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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대상자의 흡연여부별 유학 전 후 음주습관 사전사후 분석

그림3. 유학 전 음주와 유학 후 음주간의 사전사후 분석.

  

  총 107명의 연구대상자 사전 사후 대응표본 t검정한 결과 t=4.57, p<0.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유학 후 음주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자 

31명(t=4.38, p<0.001)과 비흡연자 76명(t=2.57, p=0.012)에 대한 대응표본검

정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 50명(t=0.26, p=0.013)과 여학

생 57명(t=0.423, p<0.001)에 대한 대응표본검정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음주자 66명에 대한 대응표본검정 결과 t=4.93, p<0.001로 유학 전

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음주자 41명(t=0.39, p=0.697)은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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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대상자 음주자 중 흡연여부와 우울 대응표본 t검정

  

  중국인 대학원생 음주자 66명을 대상으로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했다.

                    

그림4. 중국인 대학원생 음주자의 우울 대응표본 t검정.

  

  <그림 4>와 같이 음주자(66명)내 흡연여부에 따라 우울 점수가 유의한 차이

(t=2.63, p=0.011)를 보였다. 하지만 성별, 흡연, 음주여부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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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결정계수 F p

상수
우울

6.31 0.82 7.70 0.11 13.40 p<0.001

현재음주 0.42 0.12 0.34 3.66

7. 연구대상자의 음주와 우울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자 총 107명의 중국인 대학원생 음주가 우울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r=0.33, p<0.001, 95%CI)에서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와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표14. 중국인 대학원생의 우울에 대한 음주 다중회귀분석

  

  또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독립변수는 

유학 후 음주상태로 선택하고 종속변수는 현재의 우울 상태를 결정했다.

  우선 연구대상자인 전체 중국인 대학원생 107명의 음주와 우울에 대해 유의

확률은 F=13.40, p<0.001이며 결정계수 값은 0.11이다. 반면 음주자이면서 흡

연자의 경우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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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처음 받은 재한 중국인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서 설문 동의서에 동의하고 조사에 협조한 107명이다. 연구의 설문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조언을 받았으며 설문지는 국제

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와 벡의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했다. 

  또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

했다. 또한 음주가 우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관계조사와 이를 토

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수거된 자료들은 SPSS 21.0을 사

용하여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정확한 사후검정 측정을 위해 Bonferroni 

방법과 붓스트랩을 사용해 보정했다. 

  연구 대상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적별 유학생 중 가장 많은 국적 유학생이면

서 비약적인 성장세의 중국인 대학원생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동안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학사학위 과정 유학생이었으므로 본 연구는 대학원생으로 범위를 집

중해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각 대학 국제협력

처 등 유학생 관리 부서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많

은 대상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친밀 관계를 맺고 있는 각 대학원 교수들께 

부탁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

가 다른 연구에 비해 풍부하지 않지만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게 분류한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경우 같은 유학생일지라

도 학사학위 과정 학생과는 달리 성숙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행



- 35 -

연구에서 보여지지 않은 새로운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대한민국 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가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국적의 유학생의 음주습관 및 우울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국적인 중국은 56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있고 국토 면적

은 한반도의 약 44배 크기이므로 이들 출신지의 지리적 차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원의 학풍 및 전공 난이도

에 따른 차이점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의 음주와 우울에 연관

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수 요인들을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국적의 석사과정 이상 학생의 음주와 우울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기초자

료 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적용 대상 범위는 재한 외

국인 유학생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겠지만 세부조사를 위해 중국 이외 기타 

국적별 유학생 연구 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지역별, 전공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후속연구의 진행을 제안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인 대학원생의 유학 전 후 음주습관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107명에 대해 성별은 남자 

50명(46.7%), 여자 57명(53.3%)으로 흡연자는 31명(29.0%), 비흡연자는 76명

(71.0%)이며 음주자는 66명(61.7%), 비음주자는 41명(38.3%)이다. 이 중 흡연

과 음주를 같이 하는 사람은 24명(22.4%)으로 흡연은 하나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7명(6.5%), 흡연은 하지 않으나 음주를 하는 사람은 42명(39.3%), 흡

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34명(3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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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는 흡연자이면서 음주자는 17명(34.0%), 흡

연자이지만 비음주자는 7명(6.5%), 비흡연자이나 음주자는 21명(42.0%), 비흡

연자이면서 비음주자는 5명(10.0%)으로 나왔다. 여성은 흡연자 이면서 음주자

는 7명(12.3%), 흡연자이나 비음주자는 없었고, 비흡연자이지만 음주자는 21

명(36.8%), 비흡연자이면서 음주자는 29명(50.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음주와 우울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

구대상자 총 107명을 대상으로 음주가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

는 경수영(2010)이 발표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우울과 음주문제 등이라는 내용과 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흡연자의 

우울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비흡연자의 우울감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다는 조자강

(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했다. 또한 대상자가 다른 연구를 살펴본 결 

과 정호철(2017)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음주와 우울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했으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

계하(2001)연구에서 우울은 음주 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반

대였다.

  둘째 중국인 대학원생의 흡연과 성별, 음주는 상호작용이 있다. 중국인 대

학원생 흡연별, 성별 유학 전후의 변수간 상호작용을 보기위해 실시한 반복측

정분산분석으로 성별과 흡연여부에 따른 음주습관을 관찰한 결과 유학 후 음

주량이 증가했음을 관찰했다. 

  셋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유학 전 후 음주 습관 차이가 있다. 총 107명

의 연구대상자 사전 사후 대응표본 t검정한 결과 유학 후 음주량이 증가했음

을 확인했다. 또한 반복측정분산분석의 개체내 효과를 검정한 결과 전체 학생

의 유학 후 음주량이 유학 전보다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주걸봉(2012)의 

연구와 같이 한국 소주를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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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후에 4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과 일치했다.

  넷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학 전 후 음주습관에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유학 전 후 모

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량이 많았다. 또한 사전 사후 대응 표본 t검정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학(2013), 송향화(2011), 경수영

(2010), 조자강(2010) 등의 연구에서처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량이 많다

는 결론과 일치했다. 

  

  다섯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흡연에 따라 유학 전 후 음주습관에 차이

가 있다. 기술 통계와 반복측정분산분석,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모두 유학 

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음주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음주를 많이 한다는 송향화(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흡연여부에 따른 우울 대응 표본 t검정에서 음주자의 

흡연여부에 따라 우울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유학생 성별에 맞는 금주 및 절주 교육 프로그램도 절실해보이며. 

흡연이 음주와 매우 깊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유학생을 위한 금연 교

육을 선도하기위해 선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다. 또한 이들을 위

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연을 위해 마련된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금연 입

소시설을 개방한다면 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흡연자 유학생들도 유학 후 음주량이 증가하였음을 

관찰했다. 따라서 이들 유학생들이 음주 취미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학내 음

주문화를 창출하는 등 소속 대학이 각고의 노력으로 문제음주 예방 프로그램

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 

대접은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 및 학생들 사이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본인의 국적사회와 미래의 한국을 연결

하는 교량 역할의 잠재적 홍보 인력이다. 이들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가 곧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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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의 생활과 이미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에게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학업의 성패는 한국어 실력에 달려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각 대학에서의 국제부서 주관의 행

사 실시 및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중국인 대학원생들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본인들의 음주, 성별, 흡연여부, 

우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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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7명의 유학 전후 음주 습관을 비교하고  

이들의 음주 습관과 우울 그리고 변수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조사한 분

석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음주습관과 우울감 그리고 성별, 흡연 등 일반

적 특성을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의 결과로‘중국인 대학원생의 음주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다’,‘중국인 대

학원생의 흡연과 성별, 음주는 상호작용이 있다’,‘중국인 대학원생의 유학 

전 후에 따른, 성별에 따른, 흡연에 따른 음주 습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유학생은 익숙한 환경의 고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 적응이 필요한 타국에서 

언어, 생활, 음식 문화, 가치관, 문화와 심리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장

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우울감을 겪

을 수 있으며 음주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유학생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가 곧 한국에서의 생활과 이미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한 유학생은 본인의 국적사회와 미래의 한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의 잠재적 홍보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각 대학

원들도 유학생들이 음주 취미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바른 학내 음주문화를 창출해야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본

인들의 음주습관과 우울감을 파악하고 한국 유학을 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로는 드물게 재한 중국인 석사과정 이상 유학생의 유학 

전 후 음주 습관 변화와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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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 국문 설문지

설문지 작성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주한 수도권 중국인대학원생들의 한국 유학 전후 음주습관 및 우

울감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는 학술연구와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의 껏 답변해주시면 본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 이외 다른 용도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고 작성

하신 자료의 기밀을 엄숙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응답의 소요시간은 약 10~30분 정도입니다. 참여를 원치 않으신 경우에

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오며 참여하신다면 자발적 참여의사로서 아

래와 같은 작성란에 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 전공 이우진

위 연구사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 2018년     월     일

참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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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 남(__) 여(__)

2. 나이 : 만(__) 세

3. 결혼 여부   : 혼인(__) 동거(__) 미혼(__) 이혼(__)

4. 종교 : 천주교(__) 기독교(__) 불교(__)   무교(__) 기타(__)

5. 학교 :   (__________) 대학교 대학원 (___________) 학과 (___________)학기

6. 유학 전 한국 문화 이해정도 : 매우 깊다(__) 보통(__)   깊지 않다(__)

7. 건강상태   : 건강(__) 보통(__) 건강하지 않음(__)

8. 한국체류기간 (__)년 (__)개월

9. 거주상태   : 기숙사(__) 자취/하숙(__) 기타(__)

10. 흡연여부   : 흡연(__) 비흡연(__) 

11. 음주여부   : 음주(__) 비음주(__) 

12. 학습수준   : 상(__) 중(__) 하(__)

13. 한국어수준   :  상(__) 중(__) 하(__)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___) 점

14. 가정생활수준 :  상(__) 중(__) 하(__)

15. 아르바이트 여부 : 하고 있다(__) 안하고 있다(__)

16. 인간관계,   사회활동 여부 : 적극적(__) 보통(__) 소극적(__)

17. 한국 유학 만족도 : 만족(__) 보통(__) 불만족(__)

당신께서 한국 유학   전 본국에 계셨을 때 음주상태가 어땠는지 생각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당신께서 현재 한국   유학 중 음주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하시고 
선택해주세요 (1잔 : 와인 1잔, 맥주 250ml)  

1.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전혀 안 마심  ① 월   1회 미만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한두 잔    ① 3~4잔    ② 5~6잔    ③ 7~9잔    ④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6잔 이상(19도이하 소주는 소주 1병) 마시는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 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을 나가기 위해 다시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기본 조사

음주상태평가지(AUD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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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기타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①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② 지난 1년간에 있었다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①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② 지난 1년간에 있었다

당신께서 현재 한국   유학 중 음주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하시고 선택해주세요
(1잔 : 와인 1잔, 맥주 250ml)  

1.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전혀 안 마심  ① 월   1회 미만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한두 잔    ① 3~4잔    ② 5~6잔    ③ 7~9잔    ④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6잔 이상(19도이하 소주는 소주 1병) 마시는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 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을 나가기 위해 다시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전혀   없다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기타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①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② 지난 1년간에 있었다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    ①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② 지난 1년간에 있었다

음주상태평가지(AUD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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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각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한국 유학 중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선택해주

세요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가끔 슬플 때가 있다.

2. 항상 슬픔에 젖어 헤어날 수가 없다.

3. 대단히 슬프고 불행해서 견딜 수가 없다.

2 0. 장래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1. 장래에 대해 가끔 걱정한다.

2. 장래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다.

3. 장래는 절망적이고 나아질 수도 없다.

3 0. 실패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1.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 같다.

2. 과거 내 생활은 거의 실패의 연속이었다.

3.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다.

4 0. 내가 하는 일에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

1. 예전처럼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2.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3. 만사가 불만스럽고 짜증이 난다.

5 0.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때때로 죄책감을 느낀다.

2.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다.

6 0. 벌 받을 느낌은 없다.

1. 벌을 받을는지 모르겠다.

2.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

7 0.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많다.

2. 내 자신이 지긋지긋 하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1. 나의 약점이나 실수는 가끔 내 탓으로 돌린다.

2.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거의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3. 잘못된 일은 모두 내 탓이다.

9 0. 죽고 싶은 생각은 없다.

1.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행은 못할 것이다.

2.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3. 기회만 있으면 죽고 싶다.

10 0. 평소보다 더 우는 편은 아니다.

1. 전보다 더 자주 우는 편이다.

벡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 50 -

2. 요즘은 항상 울고 있다.

3. 울고 싶어도 나올 눈물조차 없다.

11 0. 전보다 더 짜증나지는 않는다.

1.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난다.

2. 요사이 항상 짜증이 난다.

3. 짜증내고 싶어도 이제는 짜증내기도 지겹다.

12 0.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잘 어울린다.

1.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

2.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3.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

13 0. 나의 결단력은 전과 같다.

1. 전보다 다소 결단력이 약해졌다.

2. 전보다 훨씬 결단력이 약해졌다.

3. 나는 아무것도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14 0. 전보다 내 모습이 못하지는 않다.

1. 내가 늙거나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 걱정이다.

2. 내 모습은 변했고 매력도 없어졌다.

3. 내 모습은 확실히 추해졌다.

15 0. 전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전처럼 일을 하려면 조금 힘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3.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잠자는 데 아무 불편이 없다.

1. 잠 못 이룰 때가 가끔 있다.

2.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깨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밤중에 깨서 전혀 못 잔다.

17 0. 별로 피곤한 줄 모르고 지낸다.

1.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2. 사소한 일에도 곧 피로해진다.

3. 너무 피로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입맛은 평소와 같다.

1. 입맛이 전과 같지는 않다.

2. 요사이 입맛은 매우 나빠졌다.

3. 전혀 입맛이 없다.

19 0. 체중의 변화는 없다.

1. 근래 3kg 가량 줄었다.

2. 근래 5kg 가량 줄었다.

3. 근래 7kg 가량 줄었다.

20 0. 건강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한다.

1.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몸살, 소화불량 등)

2.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하기가 힘들다.

3.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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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 정력(또는 성욕)이 전보다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1. 정력(또는 성욕)이 전보다 약간 떨어졌다.

2. 확실히 정력(또는 성욕)이 떨어졌다.

3. 전혀 정력(또는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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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문설문지

调 查 问 卷 及 同 意 书

您好！

我是在延世大学国际保健专业的硕士研究生李宇镇。

本问卷是调查[驻韩国首都地区中国留学生的留学前后喝酒习惯比较和忧郁程度]。

问卷将会匿名使用，保证所有的个人资料绝不泄露，同时保证调查结果作为统
计资料只用于学术研究。

另外, 问卷为自由应答，参与应答的人，为确保是自发参与，请在下面签名。

恳切希望您能够抽出宝贵的时间认真完成此问卷，并选择最符合自身情况的答案。

最后，对热心参与此调查表示感谢。

 2018年 2月

延世大学 国际保健专业 李宇镇

充分理解了上述研究的内容，同意参与此项研究。

日    期 : 2018 年 月 日 

同 意 人 :              (签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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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性别：男__ 女__
2. 年龄：__周岁
3. 婚姻 ：__已婚 __同居 __未婚 __离婚

4. 宗教 ：__天主教 __基督教 __佛教 __无信仰 __其它
5. 所在学校：___________大学___________专业___________年级
6. 留学之前，对韩国的文化是否有充分地了解： 非常了解__ 有一点__ 一点没有__
7. 健康状态：好__ 一般__ 不好__
8. 来韩国有多久：__年__个月

9. 居住情况：留学生宿舍__ 租房__ 其他__
10. 吸烟：是__ 否__ 
11. 喝酒：是__ 否__ 
12. 学习成绩：上__ 中__ 下__
13. 韩语水平：上__ 中__ 下__ 
14. 家庭生活水平：上__ 中__ 下__
15. 打工 ：正在打工__ 不做打工__
16. 社会活动， 人际关系 ：积极的__ 一般__ 消极的__
17. 韩国留学满意度 ：满意__ 一般__ 不满意__

당신께서 한국 유학   전 본국에 계셨을 때 음주상태가 어땠는지 생각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您在韩国留学之前想象喝酒状况后选择答案以下。
(*酒中含有酒精10克称为"一杯"，如:250ml啤酒，一小壶（15ml)烈酒，一玻璃杯葡萄酒或黄酒。）

1. 您喝酒的次数为多少?
ⓞ 从不    ① 每月约一次  ② 每月2-4 次  ③ 每周2-3 次  ④ 每周4次以上

2. 您平时在喝酒时所饮的酒量为多少"杯"？
ⓞ 1或2杯    ① 3或4杯    ② 5或6杯      ③ 7到9杯    ④ 10杯以上

3. 您每次喝6 "杯（19度以下烧酒：1瓶）"以上的次数为多少？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

4. 您是否一开始喝酒就无法立即中断?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5. 您有没有因为喝酒而错误了该做的事情?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6. 您在大量饮酒后，是否需要在次日早上喝一些酒才能正常生活?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7. 最近一年中您有没有在饮酒之后感到内疚或后悔? 这种情况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8. 您有没有因为喝酒而想不起前夜所发生的情况?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9. 您有没有因为你喝酒而使您本人或他人受伤?
ⓞ 没有 ① 有过，但过去的一年中没有 ② 有过，是在过去一年中的

10. 您的亲威好友、医生或其他卫生工作者有没有关心过你的饮酒问题，并劝过你戒酒?
ⓞ 没有 ① 有过，但过去的一年中没有 ② 有过，是在过去一年中的

个人信息

酒精依赖疾患识别测验 (AUD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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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현재 한국 유학 중 음주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하시고 선택해주세요

您在想象韩国留学中的喝酒状况后选择答案以下。

(*酒中含有酒精10克称为"一杯"，如:250ml啤酒，一小壶（15ml)烈酒，一玻璃杯葡萄酒或黄酒。）

1. 您喝酒的次数为多少?

ⓞ 从不    ① 每月约一次  ② 每月2-4 次  ③ 每周2-3 次  ④ 每周4次以上

2. 您平时在喝酒时所饮的酒量为多少"杯"？

ⓞ 1或2杯    ① 3或4杯    ② 5或6杯      ③ 7到9杯    ④ 10杯以上

3. 您每次喝6 "杯（19度以下烧酒：1瓶）"以上的次数为多少？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

4. 您是否一开始喝酒就无法立即中断?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5. 您有没有因为喝酒而错误了该做的事情?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6. 您在大量饮酒后，是否需要在次日早上喝一些酒才能正常生活? 这种情况在最近一年

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7. 最近一年中您有没有在饮酒之后感到内疚或后悔? 这种情况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8. 您有没有因为喝酒而想不起前夜所发生的情况? 这种情况在最近一年中有几次?

ⓞ 从不    ① 每月不到一次    ② 每月一次    ③ 几乎每周一次    ④ 几乎每天一次

9. 您有没有因为你喝酒而使您本人或他人受伤?

ⓞ 没有 ① 有过，但过去的一年中没有 ② 有过，是在过去一年中的

10. 您的亲威好友、医生或其他卫生工作者有没有关心过你的饮酒问题，并劝过你戒酒?

ⓞ 没有 ① 有过，但过去的一年中没有 ② 有过，是在过去一年中的

酒精依赖疾患识别测验 (AUD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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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Korea about their Drinking Habits and 

Depression before and after Studying in Korea

WoojI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Taehyun Kim, PhD) 

 International students are far from their familiar environment in their 
homeland and are living in a strange land where they have to adapt to 

new culture facing a lot of long-term problems associated with 

language, life, food culture, values, culture, or psychological 

adjustment. It is not easy to get good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so 

they often end up having depression. Also, international students get 

to face many long-term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also become easily 

exposed to drinking due to the drinking culture in the country where 

they are studying.

  



- 56 -

  Recently, in Korea, we started to present the results of research on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drinking and mental health. Since the 

2000’s, we have releas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ho have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But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stress resulted from acculturation 

and mostly undergraduate students, so it is har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graduate students’ drinking or mental health. Also, 

as research on their drinking habits before studying aboard is not 

enough, we cannot see the correlations of their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rinking habits and depression with Chinese graduate students residing 

in Korea.

  This study adopted the following study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o Chinese graduate students going through the master’s or 

doctoral course in Korea to understan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n, the scale of alcoholic disorders was applied to see their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and also,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as applied to examine the degree of their 

depression. After collected data, this author set drinking habits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as dependent variables, conducted descriptive 

analysis on Chinese graduate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ed analysis by using SPSS 21.0 Windows.

  

  With a hypothesis that drinking and depression can be correlated, 

this researcher has formulated following hypotheses: 1) Smoking, sex, 

and drinking have interactions., 2) There is difference in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3) There is difference in 

drinking habits by sex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and 4) There 

is difference in drinking habits according to smoking. Als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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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drinking 

habits and depression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this author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peated measure ANOVA, 

pre- & post-paired sample t-tes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repeated measure ANOVA on 

total 107 subjects’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by their smoking habits and sex, in inter-entity effect verifica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ir drinking habits got worse after studying 

abroad in the levels of p=0.004 and F=8.77. It means that smoking, sex, 

and drinking have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pre- & post-paired sample t-tests on their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as t=4.57 

and p<0.001, which mean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ir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n total 107 Chinese graduate students, male students tend to 

dink more than female studen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in the 

level of p<0.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repeated 

measure ANOVA on Chinese graduate students’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by their smoking habits and sex, in inter-entity 

effect verification, there is difference found in their drinking habits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by sex in the levels of p=0.003 and 

F=9.33. Also, paired sample t-tests on 66 drinkers’ depression 

according to their smoking habits hav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scores of depression (t=2.63, p=0.01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if Chinese graduate students’ drinking and depression are 



- 58 -

correlated, regarding total 107 subjects’ drinking and depression,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is found to be p<0.001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quals 0.105, and about 66 drinkers’ depression, the 

predicted significance probability equals p=0.001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quals 0.140. Among them, about 42 non-smokers’ 

drinking and depression,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is found to be 

p=0.002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creases to 0.195. About 

21 female non-smoker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is found to be 

p=0.005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quals 0.313. Meanwhi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is correlation found 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r=0.33, p<0.001, 95%CI), which means that drinking 

and depression a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Keywords: Chinese graduate students residing in Korea, drinking,     

depression, smoking,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ge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