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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drinking behavior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to produce national alcohol statistics.
Methods: We carefully examined the questionnaires and previous research developed in the previous research project and selected
questions that reflect the special environment and culture of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stratif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college students, the distribution of students around the country were found through the educational statistics database of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conducted a survey in collaboration with Gallup (Korea) to
survey and analyze the drinking behaviors of 5,024 Korean students.
Result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in 2017,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 total of 5,024 students were recruited and analyzed. The monthly drinking rate was 78.0% for male students and 72.9% for female students. The high-risk drinking
rate was 23.3% for male students and 17.2% for female students. The most popular category for number of drinks per drinking session was ‘more than 10 glasses’ per drinking session for both male (44.1%) and female (32.8%). On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the greatest proportion of male students were in the high-risk drinking category (score 8 to 15) 43.8%, followed by the
‘low-risk drinking’ (score 0 to 7) in 43.6%, ‘alcohol abuse’ (score 16 to 19) 7.2%, and ‘alcohol dependence’ (greater than 20) 5.4% categories, respectively. For female students, the greatest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were in the ‘low-risk drinking’ in 49.6%, followed
by ‘high-risk drinking’ 37.1%, ‘alcohol abuse’ 8.4%, and ‘alcohol dependence’ 4.9% categories, respectivel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drinking behavior of Korean college students was excessive. Overall, it was found
that the college population has a greater high-risk drinking behaviors than general adult population. Furthermore, these problem drinking behaviors were prominent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ith constant interest and to prepare policie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these circumstances.
Keywords: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College drinking and alcohol related statistics; Problem drinking behaviors; Korea

서 론

알려진 대로 과도한 음주행태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or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

1. 연구배경

음주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미 많이

표한 ‘음주와 건강에 대한 국제현황 보고(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일인당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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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의 순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으며, 약 18.2%가 위험음주를 경

손상의 원인이 되며 정신 및 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더

제 예방정책 개발,’ 2010년 Lee 등[10]이 연구한 ‘전국 대학생 음주
실태조사’까지 총 3차례 있었으며 이후 국가단위의 대학생 음주행
태조사는 없었다. 또한 국가단위의 대학생 음주현황통계 생산을

나아가 위험음주는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2].

위한 정보 수집체계가 없으며 통계 생산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

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위험음주는 200여 종의 질병과

이에 위험음주행태는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과제로 국가적인 차

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에 대한 음주행태 파악과 관련된 기초자료

원에서 이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

있으며,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주행태를 심층조사하고 국가단위 음주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나 WHO와 같

로 하였던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2017년)’ 학술연

은 국제기구에서 문제음주와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고 현황을 발표

구용역과제를 통해 연구된 결과를 요약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하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

음주행태의 기본적인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분의 국가들에서 주류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고위

방 법

험음주와 폭음등의 위험음주행태가 청년과 여성 사이에서 늘어나
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3]. 우
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청년과 여성에서의 위험음주와 관

1. 조사설계 및 방법

련된 대책 마련이 중요시되어지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고위험, 폭탄
주 음주 경험비율을 살펴보면 2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는 국내 만 19세 이상의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

었다[4]. 20대의 고위험음주 경험분율은 65.2%, 폭탄주 음주 경험

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7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충청,

은 50.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는 이들 집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대학생 5,024명을 대상으

단에 대한 음주문제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시

로 한 단면조사연구이다. 전국 대학생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 추

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20대를 대표하는 대학생 집

출을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데이터베이스’(한국교육개발원)를 통

단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처음

해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의 모집단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들어와 음주를 시작하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음주에 대한 교육을

다단계층화확률 추출법으로 지역, 성별, 학제별, 학년별로 층화한

받지 못한 채 각종 음주와 함께 진행되는 학교행사에 노출되어 음

후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대학생 500명 이상인 333개 대학 중

주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대학시절 향유했던 잘못된 음주행태

54개의 4년제 대학, 28개의 전문대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는 직장으로까지 이어져 직장에서도 잘못된 음주행태를 지속적으

학교별로 평균 60명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규모별로 고르

로 향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생집단에 대한 잘못된 음주

게 추출하기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정렬 후 체계적으로 추출하였

행태와 관련된 중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대상자 모집은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방문하여 수행하였으

이미 외국에서는 미국의 경우 1953년부터 Straus와 Bacon [5]의

며, 개인정보문제로 인해 학생명부를 통해 조사대상 학생을 무작

‘Drinking in college’ 등과 같이 대학생들의 음주행태 파악 관련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전국적으로 대학생의 음주행

위로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교에 방문하여 계열에 편

태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11,12].

대학생 음주 관련 근거를 확립해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

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거쳐 전문조사요원이 무작위로 설문
설문조사는 한국갤럽(Gallup Korea)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설문

에 특화된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전문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특수

[6]. 유럽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대학생들의 음주행태를 파악

한 음주문화를 반영한 설문조사를 위해 국내의 국가단위 통계생

하기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다양한 음주 예방프로그램들을 개발

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음주문항(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온라인

하는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행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활발

건강행태조사)과 대학생 대상 음주행태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에

히 이루어지고 있다[7].

사용된 문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하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대학 내 음주 예방프로그램의 중

였다(Appendix 1). 최종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조사대상자의 사

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행

회인구학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 파악), 음주행태(개인

태 파악 등 국가단위의 음주통계 생산이 부재하며 관련 연구 또한

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파악), 음주 관련

미비한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로는 2001년 Cho

요인(개인의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 음

등[8]이 연구한 ‘대학생의 음주실태조사,’ 2003년 Chun 등[9]이 연

주 관련 캠퍼스 정책(대학 캠퍼스의 음주 관련 정책 현황파악) 영역

구한 ‘대학생의 폭음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대학생 음주문

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81문항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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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2. 변수측정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행태에 대하여 월간 음주율, 고위

Characteristic

험음주율, 연간 음주빈도, 1회 음주량,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4-Year college

험음주,’ 8–15점은 ‘고위험음주,’ 16–19점은 ‘알코올 남용,’ 20점 이
상은 ‘알코올 의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

Sex
Male
Femal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Total

장 최근 자료(2016년)의 연구결과 중 음주지표인 월간 음주율, 고위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지표를 선정하여

각 분율을 제시하였다. 음주지표의 정의는 질병관리본부의 ‘2015
국민건강통계’에 소개되어 있는 지표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월간 음주율’의 정의는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
율이며,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
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이다. ‘연간 음주빈도’는 평생음주자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

음복행위/종교의례로 인한 음주 경험자 제외)의 최근 1년간 음주
빈도의 분율이다. ‘1회 음주량’은 연간 음주자(최근 12개월 동안 술
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 들 중에서 제사 음복행위/종교의례로 인
한 음주 경험자 제외)의 최근 12개월간 1회 음주량(소주잔, 보통 맥
주잔 기준)에 대한 분율이다. AUDIT는 음주선별검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음주행태를 평가하여 정상, 위험음주군, 알코올 남
용 및 알코올 의존의 4단계 중 한가지로 진단하였다. 0–7점은 ‘저위

Community college

1,709 (52.0)
1,578 (48.0)

762 (43.9)
975 (56.1)

799 (24.3)
774 (23.6)
774 (23.6)
940 (28.5)

784 (45.1)
832 (47.9)
95 (5.5)
26 (1.5)

631 (19.2)
472 (14.4)
281 (8.5)
554 (16.8)
426 (13.0)
435 (13.2)
488 (14.9)

210 (12.1)
402 (23.1)
125 (7.2)
233 (13.4)
245 (14.1)
270 (15.5)
252 (14.6)

1,753 (53.4)
1,224 (37.3)
304 (9.3)
3,287 (65.4)

626 (36.1)
814 (46.9)
296 (17.0)
1,737 (34.6)

Table 2. Monthly- and high-risk drinking rate
Monthly drinking rate
Variable
Total
College type
4-Year college
Community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Total

Male

High-risk drinking rate
Female

Total

Male

Female

No. (%)

SE

No. (%)

SE

No. (%)

SE

No. (%)

SE

No. (%)

SE

No. (%)

SE

4,981 (75.4)

0.6

2,447 (78.0)

0.8

2,534 (72.9)

0.9

4,579 (20.2)

0.6

2,253 (23.3)

0.9

2,326 (17.2)

0.8

3,260 (76.3)
1,721 (73.8)

0.7
1.1

1,693 (79.0)
754 (75.7)

1.0
1.6

1,567 (73.3)
967 (72.3)

1.1
1.4

2,991 (21.2)
1,588 (18.4)

0.7
1.0

1,561 (23.8)
692 (22.1)

1.1
1.6

1,430 (18.2)
896 (15.5)

1.0
1.2

1,568 (75.0)
1,596 (76.1)
8,58 (75.3)
9,59 (75.2)

1.1
1.1
1.5
1.4

775 (76.9)
765 (78.8)
413 (77.5)
494 (78.9)

1.5
1.5
2.1
1.8

793 (73.1)
831 (73.5)
445 (73.3)
465 (71.2)

1.6
1.5
2.1
2.1

1,451 (21.5)
1,480 (20.7)
776 (18.3)
872 (18.9)

1.1
1.0
1.4
1.3

713 (25.8)
713 (23.4)
371 (21.8)
456 (20.4)

1.6
1.6
2.1
1.9

738 (17.3)
762 (18.1)
405 (15.1)
416 (17.3)

1.4
1.4
1.8
1.8

836 (74.2)
860 (76.6)
402 (77.1)
782 (73.4)
671 (73.9)
701 (73.2)
729 (80.2)

1.5
1.4
2.1
1.6
1.7
1.7
1.5

359 (77.4)
421 (80.3)
221 (80.1)
399 (76.7)
328 (74.1)
352 (74.7)
367 (82.8)

2.2
1.9
2.7
2.1
2.4
2.3
2.0

477 (71.7)
439 (73.1)
181 (73.5)
383 (70.0)
343 (73.8)
349 (71.6)
362 (77.6)

2.1
2.1
3.3
2.3
2.4
2.4
2.2

755 (20.0)
795 (22.5)
373 (20.9)
700 (19.7)
624 (18.0)
655 (17.6)
677 (22.5)

1.5
1.5
2.1
1.5
1.5
1.5
1.6

322 (24.5)
388 (26.5)
209 (20.1)
358 (22.9)
300 (19.7)
333 (17.7)
343 (29.4)

2.4
2.2
2.8
2.2
2.3
2.1
2.5

433 (16.6)
407 (18.7)
164 (21.9)
342 (16.4)
324 (16.4)
322 (17.4)
334 (15.3)

1.8
1.9
3.2
2.0
2.1
2.1
2.0

2,361 (74.8)
2,017 (77.1)
596 (72.3)

0.9
0.9
1.8

1,058 (76.6)
1,186 (79.5)
200 (77.0)

1.3
1.2
3.0

1,303 (73.3)
831 (73.8)
396 (70.0)

1.2
1.5
2.3

2,163 (19.8)
1,872 (20.0)
537 (22.9)

0.9
0.9
1.8

964 (24.5)
1,102 (22.0)
184 (25.5)

1.4
1.3
3.2

1,199 (16.0)
770 (17.1)
353 (21.5)

1.1
1.4
2.2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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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음주율, 연간 음주빈도, 1회 음주량은 성인과 대학생 간 비교를

신뢰도가 낮아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별도로 표기하게 한 점을 고

위해 활용하였다. 특히 성인의 경우 대학생과 비슷한 연령대(19–29

려하여 상대표준 임계값(변동값)을 산출하였다. 상대표준 임계값

세)의 성인인구와 19세 이상 성인 전체인구로 구분하여 대학생 집

이 25% 이상일 때 주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연구

단과 음주행태를 비교하였다.

에서 제시된 결과값에서는 상대표준 임계값이 25% 이상인 경우는

조사결과는 국내의 대표적인 건강 관련 통계인 ‘국민건강통계’에
서 제시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대상자 수, 분율, 표준오차로 제시하

없었으며 이에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였다. 또한 국가통계 산출 시에 상대표준오차가 큰 추정치의 경우
Table 3. Annual drinking frequency
Sex
Male

Female

Variable
Total
College type
4-Year college
Community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Total
College type
4-Year college
Community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No.

Annual drinking frequency
None

< 1/mo

Around 1/mo

2–4 times/mo

2–3 times/wk

≥ 4 times/wk

2,338

3.6 (0.4)

14.7 (0.7)

15.7 (0.7)

39.1 (1.0)

21.9 (0.8)

5.0 (0.5)

1,619
719

3.6 (0.5)
3.8 (0.7)

13.8 (0.9)
16.7 (1.4)

15.4 (0.9)
16.3 (1.4)

40.1 (1.2)
36.9 (1.8)

22.0 (1.0)
21.7 (1.5)

5.1 (0.5)
4.7 (0.8)

731
734
398
475

2.5 (0.6)
2.9 (0.6)
6.8 (1.3)
4.0 (0.9)

16.0 (1.4)
15.0 (1.3)
12.8 (1.7)
13.9 (1.6)

14.4 (1.3)
15.8 (1.3)
15.8 (1.8)
17.5 (1.7)

37.3 (1.8)
39.8 (1.8)
38.4 (2.4)
41.3 (2.2)

24.2 (1.6)
22.1 (1.5)
21.9 (2.1)
18.1 (1.8)

5.6 (0.8)
4.5 (0.8)
4.3 (1.0)
5.3 (1.0)

337
408
217
369
312
342
353

4.4 (1.1)
4.9 (1.1)
3.7 (1.3)
3.0 (0.9)
3.8 (1.1)
2.6 (0.9)
2.8 (0.9)

13.1 (1.8)
12.2 (1.6)
14.7 (2.4)
14.1 (1.8)
18.3 (2.2)
20.5 (2.2)
11.0 (1.7)

12.8 (1.8)
13.5 (1.7)
20.3 (2.7)
13.8 (1.8)
18.3 (2.2)
18.7 (2.1)
15.0 (1.9)

39.8 (2.7)
38.5 (2.4)
39.2 (3.3)
40.1 (2.5)
36.5 (2.7)
40.3 (2.6)
39.1 (2.6)

25.2 (2.4)
25.2 (2.1)
18.9 (2.7)
23.8 (2.2)
17.9 (2.2)
13.7 (1.9)
26.1 (2.3)

4.7 (1.2)
5.6 (1.1)
3.2 (1.2)
5.1 (1.1)
5.1 (1.2)
4.1 (1.1)
5.9 (1.3)

1,008
1,137
190
2,432

4.4 (0.6)
3.1 (0.5)
3.2 (1.3)
4.4 (0.4)

15.3 (1.1)
14.0 (1.0)
15.8 (2.6)
19.7 (0.8)

14.1 (1.1)
17.4 (1.1)
13.7 (2.5)
17.1 (0.7)

37.8 (1.5)
40.8 (1.5)
36.3 (3.5)
40.8 (1.0)

23.6 (1.3)
19.8 (1.2)
25.3 (3.1)
15.8 (0.7)

4.9 (0.7)
4.9 (0.6)
5.8 (1.7)
2.3 (0.3)

1,502
930

4.8 (0.5)
3.7 (0.6)

18.7 (1.0)
21.2 (1.3)

17.2 (1.0)
17.0 (1.2)

40.5 (1.3)
41.3 (1.6)

16.6 (1.0)
14.3 (1.1)

2.2 (0.4)
2.6 (0.5)

757
800
433
442

2.5 (0.6)
4.1 (0.7)
6.5 (1.2)
5.9 (1.1)

20.9 (1.5)
19.5 (1.4)
18.2 (1.9)
19.2 (1.9)

16.9 (1.4)
16.6 (1.3)
19.6 (1.9)
15.8 (1.7)

40.9 (1.8)
40.5 (1.7)
40.2 (2.4)
41.6 (2.3)

16.1 (1.3)
16.7 (1.3)
13.9 (1.7)
15.2 (1.7)

2.6 (0.6)
2.5 (0.5)
1.6 (0.6)
2.3 (0.7)

455
422
171
363
333
343
345

4.9 (1.0)
3.5 (0.9)
4.1 (1.5)
5.8 (1.2)
2.7 (0.9)
6.1 (1.3)
3.2 (0.9)

20.0 (1.9)
20.4 (2.0)
18.1 (3.0)
20.4 (2.1)
21.3 (2.2)
21.0 (2.2)
15.4 (1.9)

20.2 (1.9)
17.5 (1.8)
13.4 (2.6)
11.8 (1.7)
15.0 (2.0)
17.2 (2.0)
21.7 (2.2)

36.9 (2.3)
38.9 (2.4)
40.9 (3.8)
44.3 (2.6)
43.5 (2.7)
38.8 (2.6)
43.8 (2.7)

15.2 (1.7)
16.6 (1.8)
19.3 (3.0)
15.1 (1.9)
16.2 (2.0)
15.4 (1.9)
14.2 (1.9)

2.9 (0.8)
3.1 (1.5)
4.1 (0.8)
2.5 (0.6)
1.2 (0.6)
1.5 (0.7)
1.7 (1.5)

1,254
800
374

4.4 (0.6)
3.7 (0.7)
5.6 (1.2)

19.5 (1.1)
19.6 (1.4)
20.3 (2.1)

16.1 (1.0)
18.5 (1.4)
17.4 (2.0)

42.6 (1.4)
40.6 (1.7)
35.0 (2.5)

15.7 (1.0)
15.1 (1.3)
17.4 (2.0)

1.7 (0.4)
2.4 (0.5)
4.3 (1.0)

Values are presented as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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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명)이었다. 4년제 대학생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4.3% (799명),

결 과

2학년 23.6% (774명), 3학년 23.6% (744명), 4학년 28.5% (940명)이었

다. 전문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분포는 각각 45.1% (784명),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5,024명이 조사

47.9% (832명), 5.5% (95명), 1.5% (26명)이었다.

되었으며 4년제 학생은 65.4% (3,287명)이며 전문대학 학생은 34.6%
(1,737명)이었다. 4년제 대학의 성별 분포는 남자 52.0% (1,709명),

여자 48% (1,578명)이며 전문대학은 남자 43.9% (762명), 여자 56.1%

2.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Table 2는 연구대상자 특성별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의 분

Table 4. Amount per drinking session (soju glass, or beer glass)
Sex
Male

Female

Variable
Total
College type
4-Year college
Community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Total
College type
Community college
4-Year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No.

Amount per drinking session
1–2 Drinks

3–4 Drinks

5–6 Drinks

7–9 Drinks

≥ 10 Drinks

2,253

6.1 (0.5)

13.9 (0.7)

15.3 (0.8)

20.7 (0.8)

44.1 (1.0)

1,561
692

5.5 (0.6)
7.4 (1.0)

12.4 (0.8)
17.0 (1.4)

16.3 (0.9)
13.0 (1.3)

21.5 (1.0)
19.1 (1.5)

44.3 (1.3)
43.5 (1.9)

713
713
371
456

6.9 (0.9)
6.3 (0.9)
5.1 (1.1)
5.3 (1.0)

13.6 (1.3)
14.2 (1.3)
13.2 (1.8)
14.2 (1.6)

14.0 (1.3)
13.9 (1.3)
18.9 (2.0)
16.4 (1.7)

20.5 (1.5)
19.6 (1.5)
19.1 (2.0)
24.1 (2.0)

45.0 (1.9)
46.0 (1.9)
43.7 (2.6)
39.9 (2.3)

322
388
209
358
300
333
343

5.9 (1.3)
7.7 (1.3)
4.8 (1.5)
8.4 (1.5)
6.0 (1.4)
6.9 (1.4)
2.0 (0.8)

16.8 (2.1)
15.2 (1.8)
10.0 (2.1)
14.8 (1.9)
16.3 (2.1)
12.3 (1.8)
10.2 (1.6)

15.2 (2.0)
15.5 (1.8)
18.7 (2.7)
14.8 (1.9)
17.0 (2.2)
11.7 (1.8)
15.4 (1.9)

21.4 (2.3)
19.6 (2.0)
14.8 (2.5)
19.8 (2.1)
24.7 (2.5)
19.8 (2.2)
23.3 (2.3)

40.7 (2.7)
42.0 (2.5)
51.7 (3.4)
42.2 (2.6)
36.0 (2.8)
49.2 (2.7)
49.0 (2.7)

964
1,102
184
2,326

6.0 (0.8)
6.0 (0.7)
6.5 (1.8)
11.5 (0.7)

14.5 (1.1)
13.0 (1.0)
15.2 (2.7)
19.8 (0.8)

15.7 (1.2)
15.5 (1.1)
11.4 (2.3)
16.0 (0.8)

20.4 (1.3)
21.9 (1.2)
15.8 (2.7)
19.9 (0.8)

43.4 (1.6)
43.6 (1.5)
51.1 (3.7)
32.8 (1.0)

896
1,430

10.4 (1.0)
12.2 (0.9)

16.6 (1.2)
21.8 (1.0)

13.2 (1.1)
17.8 (1.0)

21.1 (1.4)
19.1 (1.0)

38.7 (1.6)
29.1 (1.2)

738
767
405
416

11.2 (1.2)
10.6 (1.1)
11.1 (1.6)
14.2 (1.7)

20.2 (1.5)
17.1 (1.3)
19.3 (2.0)
24.8 (2.1)

16.1 (1.3)
14.6 (1.3)
16.8 (1.9)
17.5 (1.9)

18.3 (1.4)
20.5 (1.5)
23.2 (2.1)
18.3 (1.9)

34.1 (1.7)
37.3 (1.7)
29.6 (2.3)
25.2 (2.1)

433
407
164
342
324
322
334

12.9 (1.6)
11.8 (1.6)
9.8 (2.3)
14.6 (1.9)
9.9 (1.7)
12.4 (1.8)
7.8 (1.5)

24.2 (2.1)
17.7 (1.9)
18.3 (3.0)
21.6 (2.2)
20.4 (2.2)
15.5 (2.0)
19.2 (2.1)

15.2 (1.7)
14.2 (1.7)
18.3 (3.0)
14.9 (1.9)
14.8 (2.0)
17.7 (2.1)
18.6 (2.1)

21.0 (1.9)
20.1 (2.0)
11.6 (2.5)
21.0 (2.2)
26.5 (2.4)
14.6 (2.0)
19.5 (2.2)

26.6 (2.1)
36.1 (2.4)
42.1 (3.9)
27.8 (2.4)
28.4 (2.5)
39.7 (2.7)
35.0 (2.6)

1,199
770
353

11.8 (0.9)
11.0 (1.1)
11.9 (1.7)

22.0 (1.2)
16.9 (1.3)
18.4 (2.1)

15.1 (1.0)
18.6 (1.4)
13.3 (1.8)

20.2 (1.2)
20.5 (1.5)
17.8 (2.0)

30.9 (1.3)
33.0 (1.7)
38.8 (2.6)

Values are presented as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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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월간 음주율은 남

두 자연 · 공학계열에서 다른 계열에 비해 월간 음주율이 높은 것으

학생 78.0%, 여학생 72.9%였으며, 고위험음주율은 남학생 23.3%, 여

로 관찰되었다. 고위험음주율은 남녀 모두 예체능계열에서 높았다.

학생 17.2%로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
생에서 높았다. 학제별 분포로 보면 월간 음주율은 남녀 모두 전문

3. 연간 음주빈도

대학보다 4년제에서 높았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1학년에

Table 3은 연구대상자 특성별 연간 음주빈도를 남학생, 여학생

서, 여자의 경우 2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계열별 분포에서는 남녀 모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음주빈도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서

Table 5. AUDIT score
Sex

Variable

No.

Male

Total
College type
4-Year college
Community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Total
College type
4-Year college
Community college
Year level
1
2
3
4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ejeon, Chungjeong
Gwangju,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Maj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Liberal arts

Female

AUDIT score
0–7

8–15

16–19

≥ 20

2,253

43.6 (1.0)

43.8 (1.0)

7.2 (0.5)

5.4 (0.5)

1,561
692

42.6 (1.2)
45.8 (1.8)

44.3 (1.2)
42.6 (1.8)

7.6 (0.6)
6.3 (0.9)

5.4 (0.5)
5.2 (0.8)

713
713
371
456

42.2 (1.8)
42.0 (1.8)
46.0 (2.5)
46.0 (2.3)

44.8 (1.8)
45.3 (1.8)
40.9 (2.5)
42.1 (2.3)

6.7 (0.9)
6.8 (0.9)
7.8 (1.3)
8.1 (1.2)

6.1 (0.9)
5.7 (0.8)
5.1 (1.1)
3.7 (0.8)

322
388
209
358
300
333
343

44.7 (2.2)
4..5 (2.5)
43.0 (3.4)
45.2 (2.6)
48.3 (2.8)
45.9 (2.7)
34.6 (2.5)

38.1 (2.7)
42.5 (2.5)
44.9 (3.4)
44.9 (2.6)
39.3 (2.8)
42.9 (2.7)
53.3 (2.6)

11.8 (1.7)
7.2 (1.3)
6.2 (1.6)
6.4 (1.2)
6.0 (1.3)
5.7 (1.2)
6.9 (1.3)

5.2 (1.2)
6.7 (1.2)
5.7 (1.6)
3.3 (0.9)
6.3 (1.4)
5.4 (1.2)
4.9 (1.1)

964
1,102
184
2,326

44.0 (1.5)
43.4 (1.4)
40.7 (3.6)
49.6 (1.0)

42.3 (1.5)
45.2 (1.4)
43.4 (3.6)
37.1 (1.0)

8.0 (0.8)
6.1 (0.7)
9.2 (2.1)
8.4 (0.6)

5.4 (0.7)
5.0 (0.6)
6.5 (1.8)
4.9 (0.5)

1,430
896

52.7 (1.3)
44.6 (1.6)

35.6 (1.2)
39.3 (1.6)

7.4 (0.6)
10.0 (1.0)

4.1 (0.5)
5.9 (0.7)

738
767
405
416

49.0 (1.8)
46.2 (1.8)
50.6 (2.4)
56.2 (2.4)

36.9 (1.7)
39.3 (1.7)
35.8 (2.3)
34.5 (2.3)

10.2 (1.1)
7.9 (0.9)
10.1 (1.4)
4.8 (1.0)

3.9 (0.7)
6.6 (0.8)
3.4 (0.9)
4.5 (1.0)

433
407
164
342
324
322
334

52.4 (2.4)
46.6 (2.4)
45.7 (3.8)
53.8 (2.6)
50.3 (2.7)
49.0 (2.7)
47.0 (2.7)

37.4 (2.3)
39.0 (2.4)
34.1 (3.7)
35.0 (2.5)
34.8 (2.6)
39.4 (2.7)
37.7 (2.6)

7.8 (1.2)
8.3 (1.3)
14.6 (2.7)
7.0 (1.3)
8.3 (1.5)
8.3 (1.5)
7.7 (1.4)

2.3 (0.7)
5.8 (1.6)
5.4 (1.7)
4.0 (1.0)
6.4 (1.3)
3.1 (0.9)
7.7 (1.4)

1,199
770
353

50.7 (1.4)
48.3 (1.8)
48.4 (2.6)

37.4 (1.3)
36.3 (1.7)
37.6 (2.5)

7.7 (0.7)
9.3 (1.0)
8.7 (1.5)

4.0 (0.5)
5.9 (0.8)
5.0 (1.1)

Values are presented as % (standard error).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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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회의 음주빈도가 가장 높았다. 가장 잦은 음주빈도라고 할

6. 음주행태에 대한 성인과 대학생 간 비교

수 있는 ‘주 4회 이상’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전문대

Table 6은 월간 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연간 음주빈도, 1회 음주량

학에 비해 4년제 대학에서, 4학년에서,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대학

에 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년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에서, 예체능계열에서 높았다(4년제: 5.1%, 1학년: 5.6%, 부산 · 울

대학생과 비슷한 연령대라 할 수 있는 성인(19–29세)그룹과 비교하

산 · 경남: 5.9%, 예체능계열: 5.8). 여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전

였을 때 월간 음주율의 경우 대학생은 75.4%로 성인 19–29세의

문대학에서, 1학년에서, 강원지역에서, 예체능계열에서 높았다(전

70.8%보다 높았다. 특히 남학생은 성인 19–29세 그룹과 월간 음주율

문대학: 2.6%, 1학년: 2.6%, 강원: 4.1%, 예체능계열: 4.3%).

이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은 성인 19–29세 그룹보다 확연히 월
간 음주율이 높았다(여자: 대학생 72.9%, 성인 19–29세 64.1%). 고위
험음주율의 경우 대학생은 20.2%로 성인 19–29세의 13.8%보다 높

4. 1회 음주량

Table 4는 연구대상자 특성별 1회 음주량을 남학생, 여학생으로

았다. 특히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인 19–29세 그룹에 비해 고위험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회 음주량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서 ‘10

주율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남자: 대학생 20.2%, 성인

잔 이상’ 음주량이 가장 높았다. 1회 음주량 ‘10잔 이상’은 남학생

19–29세 13.8%; 여자: 대학생 17.2%, 성인 19–29세 9.6%). ‘10잔 이상’

의 경우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에서, 강원지역에서,

1회 음주량에 있어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인 19–29세에 비해 확

예체능계열에서 높았다(4년제: 44.3%, 2학년: 46.0%, 강원: 51.7%,

연히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남자: 대학생 44.1%, 성인 19–29세

예체능계열: 51.1%). 여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2

32.5%; 여자: 대학생 32.8%, 성인 19–29세 17.5%).

학년에서, 강원지역에서, 예체능계열에서 높았다(전문대학: 38.7%,
2학년: 37.3%, 강원: 42.1%, 예체능계열: 38.8%).

고 찰

5.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이 연구는 전국 대학생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연

Table 5는 연구대상자 특성별로 AUDIT 점수를 4가지의 카테고

구한 국가단위의 대학생 음주통계이다. 기존의 대학생 대상 음주

리로 범주화한 결과의 분포를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설문이 약 4,000명 정도 조사된 점을 고려하면, 5,024명을 조사한

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음주행태라고 볼 수 있는 AUDIT 점수 20

이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된 대학생 대상 음주행태조사 중 가장 많

점 이상인 ‘알코올 의존’은 남학생의 경우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

은 대학생을 조사한 국가단위의 대표성을 갖춘 연구라 할 수 있다.

에서, 1학년에서, 경기 ·인천지역 대학에서, 예체능계열에서 높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가통계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여학생에서는 ‘알코올 의존’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2학년
에서,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대학에서, 자연/공학계열에서 높았다.

의 성인 음주통계결과를 활용하여 비슷한 연령 또래의 성인(19–29
세)과 19세 이상 전체 성인과 비교한 대학생들의 음주행태의 현황
을 직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

Table 6. Comparison with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unit: %)
Variable
Monthly drinking rate
High-risk drinking rate
Annual drinking frequency
None
< 1/mo
Around 1/mo
2–4 times/mo
2–3 times/wk
≥ 4 times/wk
Amount per drinking session (soju glass, or beer glass)
1–2
3–4
5–6
7–9
≥ 10

College students*

Adults (19–29 yr)†

Adults (≥ 19 yr)†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78.0
23.3

72.9
17.2

76.8
17.7

64.1
9.6

74.5
21.2

44.5
5.4

3.6
14.7
15.7
39.1
21.9
5.0

4.4
19.7
17.1
40.8
15.8
2.3

4.2
16.3
17.4
36.7
18.2
7.2

9.1
22.8
16.0
35.7
13.3
3.1

10.2
12.1
10.7
29.4
24.6
13.0

21.1
26.6
13.1
25.1
11.3
2.8

6.1
13.9
15.3
20.7
44.1

11.5
19.8
16.0
19.9
32.8

14.3
13.6
20.0
19.6
32.5

22.5
23.6
21.1
15.4
17.5

17.7
17.9
19.3
23.2
21.9

49.5
23.7
12.3
8.4
6.2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Result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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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빈도, 1회 음주량의 현황

는 집단을 추적관찰하며 관리하는 선순환구조가 유기적으로 맞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대학

물려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17].

생 음주실태와 비교해보면[10], 월간 음주율은 2009년보다 감소했

결국 음주문제는 대학생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생애주기에만 영

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제음주행태라 할 수 있는 ‘10잔 이상’ 1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음주문제가 확산되는 사회

회 음주량은 약 12.4%가 증가했고, 특히 여자 대학생의 ‘10잔 이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이를 위한 관심과 집중적인

1회 음주량은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문제음주행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

이는 문제음주행태가 증가한 것으로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면 사회에서의 또 다른 문제음주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향유하게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대학생이, 전문대학보다 4년

되며, 지속적인 문제음주행태는 이들의 장년, 중년, 노년에 영향을

제 대학에서 음주율과 음주량이 높은 경향은 비슷하였다. 이 연구

주며[18,19],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임기에 문제음주행태는

의 세부결과에서는 대학생들이 성인보다 높은 월간 음주율, 고위

영 · 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20-22]. 개인의 문제가 아닌

험음주율, 과한 음주량 등의 문제음주행태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

사회의 문제로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13]. 종합해

대학생 집단은 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다. 대

보면 기존의 국내 대학생 음주 관련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문제음

학생들이 적절한 음주교육을 바탕으로 건전한 음주상식과 예절로

주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제언하였으며[8-10], 우리

써 음주를 시작하게 하고 이들이 대학생활 동안 올바른 음주행태

의 연구결과 또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를 습관화하고 사회로 나가서도 건전한 음주문화를 향유하게 하도

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록 유도하여야 하며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큰 틀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음주로 인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 접근하는 전략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음주

한 피해를 예방하여 장년, 중년, 노년까지 건강증진을 이루게 함과

행태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발굴하여 집단특성에 맞는 대책 및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는 이들이 건전음주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세부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전체 대학생

매김하도록 하는 주체로서 건전음주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는 본격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시

이 연구는 전국의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

기가 대학생 시절임을 고려했을 때 대학생활 시작부터 대학생들은

학생의 음주행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보고 하였다. 특히 국민건강

적절한 음주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음주가 곁들여진 학교행사

영양조사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의 음주행태와 비교하였을

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잘못 습관화된 음주행태는 대학을 졸업하

때 대학생의 1회 음주량과 고위험음주율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

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았으며 이러한 문제음주행태는 여자 대학생에서 두드러졌다. 대학

[14,15]. 이에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교육프로그램 개발

생 집단은 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

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이나 전문가단체가 양

에 대학 절주정책을 통해 대학생들이 적절한 음주교육을 바탕으

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필수교양과

로 대학생활 동안 올바른 음주행태를 습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

목에 도입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이다. 더불어 문제음주행태에 노출되기 쉬운 여대생 집단에 대해

부적인 접근전략으로는 문제음주행태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대책 및 프로그램을 시
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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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References for questionnaire item development
References
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 Korea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assessment questionnaire for alcohol problem, and a
pilot study (Kang et al., 2016)
4. National Survey on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Lee et al. [10], 2010)
5. Survey of the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and Development of the Alcohol Control Policies (Chun et al. [9], 2003)
6. National Survey on Alcohol Use and Abuse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Cho
et al.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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