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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Kim Ok Soon

Advisor: Prof. Park Jong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rinking problems and family functions 

among some colleg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For 

the purpose, we interviewed 500 students attending to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ome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adem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s, family function, and 

drinking problem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with uses of 

t-test, dispersion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imple analysis, we found that variables related to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were religion, family, residence, 

parents' job, living standard, major, academic year, exercise, parents' 

drinking, parents' attitude to drinking, drinking quantity, intimacy, 

conflicts, and upbringing tendency(p<0.05).   



- iv -

  As a result of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the higher intimacy between family members, deterioration in behaviors,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func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 (p<0.05). The more serious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deterioration in drinking behaviors, and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p<0.05), and upbringing 

tendency had toxic level of significance with social functions(p<0.1). 

Drinking problems decreased significantly as intimacy between family 

members was higher, (p<0.05). In addition, sex, smoking and drinking 

quant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p<0.05).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intimacy, conflicts and 

upbringing tendency and suggests that an approach in an aspect of 

family functions is important to overcome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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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A. A. A. A.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 음주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일반 성인 음주율인 6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한국 보건사회 연구 2003). 미국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84~86%(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 1949. US 

DHHS, 1996)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학 사회의 이런 높은 음주자 비율은  음주 후유증으로 인한 수업 결

손이나 학습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음주운전 사고,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등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윤혜미 2000).

  대학생들이 음주를 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졸업 후 장래의 진로, 

전공 학과에 대한 불만족, 친구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적

응하지 못할때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증가하며 여러 음주문제에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용석, 1998). 이와 같은 음주문제를 가진 개인은 그렇

지 않은 일반인보다 성격장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청소

년기의 음주행동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 수정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약

물을 사용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하였다(Kendael et. al., 1986). 

  그동안 대학생 음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

로 개인적 요인과 부모요인, 친구요인, 대중매체(김용순, 2003)와 가족기능, 가족 

관계, 가족 환경(임윤용, 2005; 윤주혜, 2001; 김태수, 2003), 등의 사회적 요인

의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가족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주문제 가족력,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의 음주문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의 음주 태도 및 빈도 등을 대학생 음

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송은하, 1996; 부정민, 

1999; 박종순, 2000; 김용순, 2003). 반면,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에 비해 미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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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에 와서 많은 연구들은  알코올리즘의 발생 및 치료에 있어 가족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최영희, 김인, 이병윤 1989).  또한 부모의 음주 형태가 

청소년의 음주시작 및 음주량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음주습관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지현, 1996). 또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족의 요인은 음주 

증가 요인 또는 치료 요인 등으로 작용하여 치료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

다(이병철 등, 1991). 이와 같이 가족구성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가족기능은 대학생 음주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하위영역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 등으로 세분화하

여 음주문제 하위영역인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 B. B. B.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문제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학생의 음주문제 또한 가족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으로 보고 가족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가족기능에 근거를 두고 대학생의 음주문

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건강관련행태 및 음주 특성과 친

밀감, 갈등, 양육방식 등의 가족기능 특성을 파악한다. 

 2) 대학생 음주문제를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사회적 기능 손

상 등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3)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건강관련행태 및 대학생 음주 특성과 음주 문제

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4)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 및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5) 제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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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A. A. A. A.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5일 까지 자료수집

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지 조사를 허락한 남녀 대학생 500

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록이 누락된 

63명을 제외한 43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B. B. B. B. 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

  광주, 전남지역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무기명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종교, 가족관계, 거주상태, 부모직

업유무, 생활형편), 학업특성(전공, 학년, 동아리활동, 대학 생활 만족도), 건강 관

련 행태 및 대학생 음주 특성 관련(흡연유무, 운동유무, 부모음주력,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음주량), 가족기능(친밀감, 갈등, 양육방식)과 음주 문제(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등으로 이루어졌다.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이란 가족체계를 유지하고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체계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가족의 행위 또는 

역동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Noller, 등(1992)에 의해 개발된 ICPS 가족기능

척도(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 : ICPS-FF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적으로 반대’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 7점까지 측정되는 리커트형 7점 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CP는 가족간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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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cy), 가족들간의 관계양상을 측정하는 갈등(conflict), 가족간의 적응력을 

측정하는 양육방식(parenting style)의 세 하위척도를 말한다. 각 하위척도의 점

수를 합산한 것이 ICPS-FFS의 점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873 이었

다.

2) 음주문제

  음주문제에 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혹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

어 왔다. 신행우(1999)는 음주문제를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

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로 정의하였

으며 구체적으로는 음주로 인한 학업적, 직업적 폭행이나 시비, 가족과의 마찰, 

대인 관계의 문제등을 음주문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1998)의 대학생 음주관련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주관련 문제들을 사회

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는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문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962 이었다. 

C. C. C. C.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V 12.0 통계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가족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둘째,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가족 기능, 음주문제를 살펴보

기 위해 t-검증, 분산분석(ANOVA)과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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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생들의 전체 음주문제와 하부영역인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의 3가지 영역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분석에

서 p<0.1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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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A. A. A. A.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1.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종교가 있는 경우가 56.5%, 없는 경우는 43.5%이었고 종교 분포는 기독교

(33.2%), 천주교(10.3%), 불교(9.8%), 기타(3.2%)인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거주상태는 

가족과 같이 거주 266명(61.4%), 자취 35명(19.6%), 기숙사 62명(14.3%), 기타 

20명(4.6%) 이었다. 부모 직업은 두 분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217명(52.0%)

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141명(33.8%), 어머니만 23명(5.5%), 모두 직업 없

음 36명 (8.6%) 이었다. 생활형편인식은 보통이다가 83.6%로 부유, 가난한 경우

에 비해 높았다. 

  학업특성에서 전공은 자연계열이 83.6%로 가장 높았고, 학년은 1학년이 

34.3%, 2학년 42.8%, 3학년 19.7% 4학년 3.2%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비활동자

가 70.6%로 활동자 보다 많았고,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56.9%로  

높았고 만족하다가 26.4% 불만족하다가 16.7% 순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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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 1. 1. 1.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특성                        특성                        특성                        특성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변수변수변수변수
성별성별성별성별

계계계계
남남남남 여여여여

종교종교종교종교

기독교기독교기독교기독교 66(32.5)66(32.5)66(32.5)66(32.5) 79(33.8)79(33.8)79(33.8)79(33.8) 145(33.2)145(33.2)145(33.2)145(33.2)

천주교천주교천주교천주교 17( 17( 17( 17( 8.4)8.4)8.4)8.4) 28(12.0)28(12.0)28(12.0)28(12.0) 45(10.3)45(10.3)45(10.3)45(10.3)

불교불교불교불교 16( 16( 16( 16( 7.9)7.9)7.9)7.9) 27(11.5)27(11.5)27(11.5)27(11.5) 43( 43( 43( 43( 9.8)9.8)9.8)9.8)

무교무교무교무교 98(48.3)98(48.3)98(48.3)98(48.3) 92(39.3)92(39.3)92(39.3)92(39.3) 190(43.5)190(43.5)190(43.5)190(43.5)

기타기타기타기타 6( 6( 6( 6( 3.0)3.0)3.0)3.0) 8( 8( 8( 8( 3.4)3.4)3.4)3.4) 14( 14( 14( 14( 3.2)3.2)3.2)3.2)

가족관계가족관계가족관계가족관계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두분과 두분과 두분과 두분과 함께함께함께함께 147(73.1)147(73.1)147(73.1)147(73.1) 149(67.4)149(67.4)149(67.4)149(67.4) 296(70.1)296(70.1)296(70.1)296(70.1)

기타기타기타기타 28(13.9)28(13.9)28(13.9)28(13.9) 26(11.8)26(11.8)26(11.8)26(11.8) 54(12.8)54(12.8)54(12.8)54(12.8)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6(12.9)26(12.9)26(12.9)26(12.9) 46(20.8)46(20.8)46(20.8)46(20.8) 72(17.1)72(17.1)72(17.1)72(17.1)

거주상태거주상태거주상태거주상태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거주거주거주거주 115(56.7)115(56.7)115(56.7)115(56.7) 151(65.7)151(65.7)151(65.7)151(65.7) 266(61.4)266(61.4)266(61.4)266(61.4)

자취자취자취자취 50(24.6)50(24.6)50(24.6)50(24.6) 35(15.2)35(15.2)35(15.2)35(15.2) 85(19.6)85(19.6)85(19.6)85(19.6)

기숙사기숙사기숙사기숙사 26(12.8)26(12.8)26(12.8)26(12.8) 36(15.7)36(15.7)36(15.7)36(15.7) 62(14.3)62(14.3)62(14.3)62(14.3)

기타기타기타기타 12( 12( 12( 12( 5.9)    5.9)    5.9)    5.9)    8( 8( 8( 8( 3.5)3.5)3.5)3.5) 20( 20( 20( 20( 4.6)4.6)4.6)4.6)

부모 부모 부모 부모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유무유무유무유무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직업있음직업있음직업있음직업있음 92(46.2)92(46.2)92(46.2)92(46.2) 125(57.3)125(57.3)125(57.3)125(57.3) 217(52.0)217(52.0)217(52.0)217(52.0)

아버지만아버지만아버지만아버지만 76(38.2)76(38.2)76(38.2)76(38.2) 65(29.8)65(29.8)65(29.8)65(29.8) 141(33.8)141(33.8)141(33.8)141(33.8)

어머니만 어머니만 어머니만 어머니만 15( 15( 15( 15( 7.5)7.5)7.5)7.5) 8( 8( 8( 8( 3.7)3.7)3.7)3.7) 23( 23( 23( 23( 5.5)5.5)5.5)5.5)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직업없음직업없음직업없음직업없음 16( 16( 16( 16( 8.0)8.0)8.0)8.0) 20( 20( 20( 20( 9.2)9.2)9.2)9.2) 36( 36( 36( 36( 8.6)8.6)8.6)8.6)

생활형편생활형편생활형편생활형편

부유부유부유부유 4( 4( 4( 4( 2.0)2.0)2.0)2.0) 8( 8( 8( 8( 3.4)3.4)3.4)3.4) 12( 12( 12( 12( 2.8)2.8)2.8)2.8)

보통보통보통보통 164(81.6)164(81.6)164(81.6)164(81.6) 199(85.4)199(85.4)199(85.4)199(85.4) 363(83.6)363(83.6)363(83.6)363(83.6)

가난가난가난가난 33(16.4)33(16.4)33(16.4)33(16.4) 26(11.2)26(11.2)26(11.2)26(11.2) 59(13.6)59(13.6)59(13.6)59(13.6)

전공전공전공전공

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 15( 15( 15( 15( 7.5)7.5)7.5)7.5) 448(21.6)448(21.6)448(21.6)448(21.6) 63(14.9)63(14.9)63(14.9)63(14.9)

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 180(90.0)180(90.0)180(90.0)180(90.0) 173(77.9)173(77.9)173(77.9)173(77.9) 353(83.6)353(83.6)353(83.6)353(83.6)

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 5( 5( 5( 5( 2.5)2.5)2.5)2.5) 1( 1( 1( 1( 0.5)0.5)0.5)0.5) 6( 6( 6( 6( 1.4)1.4)1.4)1.4)

학년학년학년학년

1111학년학년학년학년 64(31.7)64(31.7)64(31.7)64(31.7) 84(36.5)84(36.5)84(36.5)84(36.5) 148(34.3)148(34.3)148(34.3)148(34.3)

2222학년학년학년학년 80(39.6)80(39.6)80(39.6)80(39.6) 105(45.7)105(45.7)105(45.7)105(45.7) 185(42.8)185(42.8)185(42.8)185(42.8)

3333학년학년학년학년 48(23.8)48(23.8)48(23.8)48(23.8) 37(16.1)37(16.1)37(16.1)37(16.1) 85(19.7)85(19.7)85(19.7)85(19.7)

4444학년학년학년학년 10( 10( 10( 10( 5.0)5.0)5.0)5.0) 4( 4( 4( 4( 1.7)1.7)1.7)1.7) 14( 14( 14( 14( 3.2)3.2)3.2)3.2)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여부여부여부여부

예예예예 63(31.0)63(31.0)63(31.0)63(31.0) 64(27.9)64(27.9)64(27.9)64(27.9) 127(29.4)127(29.4)127(29.4)127(29.4)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140(69.0)140(69.0)140(69.0)140(69.0) 165(72.1)165(72.1)165(72.1)165(72.1) 305(70.6)305(70.6)305(70.6)305(70.6)

대학생활 대학생활 대학생활 대학생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27(13.3)27(13.3)27(13.3)27(13.3) 46(19.7)46(19.7)46(19.7)46(19.7) 73(16.7)73(16.7)73(16.7)73(16.7)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21(59.6)121(59.6)121(59.6)121(59.6) 127(54.5)127(54.5)127(54.5)127(54.5) 248(56.9)248(56.9)248(56.9)248(56.9)

만족만족만족만족 55(27.1)55(27.1)55(27.1)55(27.1) 60(25.8)60(25.8)60(25.8)60(25.8) 115(26.4)115(26.4)115(26.4)1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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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행태 및 가족기능 특성  

  현재 흡연은 매일 1개피 이상 피우는 경우로 18.4%, 과거흡연 6.4%, 비흡연 

75.2%이었다. 운동유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72.0%로 높았고, 부모가 술

을 마시는 경우가 81.8%이었다. 부모가 학생의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경우가 남

학생 38.7%, 여학생 25.3%이었다. 1회당 마시는 음주량은 소주1-4잔 167명

(38.5%), 소주5-9잔 134명(30.9%), 소주10잔이상 100명(23.0%), 전혀 안마시는 

경우가 33명(7.6%)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점수는 친밀감이 58.67±12.10(평

균±표준편차), 갈등 34.52±9.02, 양육방식 36.96±7.63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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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 2. 2. 2.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관련 관련 관련 관련 행태 행태 행태 행태 및 및 및 및 가족기능                      가족기능                      가족기능                      가족기능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 (%) (%) 

변수변수변수변수
성별성별성별성별

계계계계
남남남남 여여여여

흡연흡연흡연흡연

현재흡연현재흡연현재흡연현재흡연 68(34.9)68(34.9)68(34.9)68(34.9) 10( 10( 10( 10( 4.4)4.4)4.4)4.4) 78(18.4)78(18.4)78(18.4)78(18.4)

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 20(10.3)20(10.3)20(10.3)20(10.3) 7( 7( 7( 7( 3.1)3.1)3.1)3.1) 27( 27( 27( 27( 6.4)6.4)6.4)6.4)

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107(54.9)107(54.9)107(54.9)107(54.9) 212(92.6)212(92.6)212(92.6)212(92.6) 319(75.2)319(75.2)319(75.2)319(75.2)

운동유무운동유무운동유무운동유무

예예예예 72(36.5)72(36.5)72(36.5)72(36.5) 48(20.7)48(20.7)48(20.7)48(20.7) 120(28.0)120(28.0)120(28.0)120(28.0)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125(63.5)125(63.5)125(63.5)125(63.5) 184(79.3)184(79.3)184(79.3)184(79.3) 309(72.0)309(72.0)309(72.0)309(72.0)

부모 부모 부모 부모 음주력음주력음주력음주력

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27(18.5)27(18.5)27(18.5)27(18.5) 31(17.9)31(17.9)31(17.9)31(17.9) 58(18.2)58(18.2)58(18.2)58(18.2)

마심마심마심마심 119(81.5)119(81.5)119(81.5)119(81.5) 142(82.1)142(82.1)142(82.1)142(82.1) 261(81.8)261(81.8)261(81.8)261(81.8)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부모 부모 부모 부모 태도태도태도태도

관용적관용적관용적관용적 75(38.7)75(38.7)75(38.7)75(38.7) 57(25.3)57(25.3)57(25.3)57(25.3) 132(31.5)132(31.5)132(31.5)132(31.5)

보통보통보통보통 95(49.0)95(49.0)95(49.0)95(49.0) 103(45.8)103(45.8)103(45.8)103(45.8) 198(47.3)198(47.3)198(47.3)198(47.3)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24(12.4)24(12.4)24(12.4)24(12.4) 65(28.9)65(28.9)65(28.9)65(28.9) 89(21.2)89(21.2)89(21.2)89(21.2)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회회회회))))

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6( 6( 6( 6( 3.0)3.0)3.0)3.0) 27(11.7)27(11.7)27(11.7)27(11.7) 33( 33( 33( 33( 7.6)7.6)7.6)7.6)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41-41-41-4잔잔잔잔 57(28.1)57(28.1)57(28.1)57(28.1) 110(47.6)110(47.6)110(47.6)110(47.6) 167(38.5)167(38.5)167(38.5)167(38.5)

소주 소주 소주 소주 5-95-95-95-9잔잔잔잔 69(34.0)69(34.0)69(34.0)69(34.0) 65(28.1)65(28.1)65(28.1)65(28.1) 134(30.9)134(30.9)134(30.9)134(30.9)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0101010잔이상잔이상잔이상잔이상 71(35.0)71(35.0)71(35.0)71(35.0) 29(12.6)29(12.6)29(12.6)29(12.6) 100(23.0)100(23.0)100(23.0)100(23.0)

가족기능점수가족기능점수가족기능점수가족기능점수((((MMMM±±±±SSSSDDDD))))

친밀감친밀감친밀감친밀감 55559999....00009999±±±±11112222....55550000 55558888....22228888±±±±11111111....77773333 55558888....66667777±±±±11112222....11110000

갈등갈등갈등갈등 33335555....33332222±±±±11110000....11110000 33333333....77778888±±±±    7.857.857.857.85 33334444....55552222±±±±    9.029.029.029.02

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 33336666....99991111±±±±    7.947.947.947.94 33337777....00000000±±±±    7.357.357.357.35 33336666....99996666±±±±    7.637.637.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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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음주문제 음주문제 음주문제 음주문제 순위순위순위순위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 순위에서는 사회적 기능 손상에서 남녀모

두 과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위, 약속시간 늦거나 못 지킨 경우가 2위였고. 행

동상의 문제에서는 말다툼이 1위, 과격한 행동이 2위로 남녀 모두 같았다.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에서는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 또는 걱정을 하는 것

이 남녀 공동 1위였으며, 남자 2위는 말다툼, 여자 2위는 부모님 혹은 이성친구

와 마찰 등 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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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음주문제의 음주문제의 음주문제의 음주문제의 순위순위순위순위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남남남남((((MMMM±±±±SSSSDDDD)))) 순위순위순위순위 여여여여((((MMMM±±±±SSSSDDDD)))) 순위순위순위순위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손상손상손상손상

과음으로 과음으로 과음으로 과음으로 지각지각지각지각 2222....00002222±±±±1111....00002222 1111 1111....55553333±±±±0000....88884444 1111

약속시간 약속시간 약속시간 약속시간 늦거나 늦거나 늦거나 늦거나 못지킨적못지킨적못지킨적못지킨적 1111....88887777±±±±0000....99995555 2222 1111....44444444±±±±0000....88880000 2222

주어진 주어진 주어진 주어진 일을 일을 일을 일을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없다없다없다없다 1111....66662222±±±±0000....99994444 3333 1111....44443333±±±±0000....77779999 3333

결강이나 결강이나 결강이나 결강이나 결석결석결석결석 1111....66661111±±±±0000....99992222 4444 1111....33334444±±±±0000....77779999 5555

수업이나 수업이나 수업이나 수업이나 성적취득 성적취득 성적취득 성적취득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일 일 일 일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지장지장지장지장 1111....55558888±±±±0000....99993333 5555 1111....22229999±±±±0000....66668888 6666

의무나 의무나 의무나 의무나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일 일 일 일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못함못함못함못함 1111....55556666±±±±0000....99991111 6666 1111....33336666±±±±0000....77778888 4444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문제문제문제문제

말다툼말다툼말다툼말다툼 1111....66667777±±±±0000....99995555 1111 1111....33334444±±±±0000....77775555 1111

과격한 과격한 과격한 과격한 행동행동행동행동 1111....66666666±±±±0000....99990000 2222 1111....33333333±±±±0000....66669999 2222

분노분노분노분노 1111....55555555±±±±0000....99994444 3333 1111....22229999±±±±0000....66664444 3333

음주나 음주나 음주나 음주나 음주 음주 음주 음주 후 후 후 후 행동 행동 행동 행동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싸운적싸운적싸운적싸운적 1111....55554444±±±±0000....99992222 4444 1111....22229999±±±±0000....77773333 3333

언쟁언쟁언쟁언쟁 1111....44449999±±±±0000....88885555 5555 1111....22225555±±±±0000....66664444 5555

사람을 사람을 사람을 사람을 때린 때린 때린 때린 적적적적 1111....44448888±±±±0000....99992222 6666 1111....11119999±±±±0000....66660000 7777

물건을 물건을 물건을 물건을 던지거나 던지거나 던지거나 던지거나 부순적부순적부순적부순적 1111....44448888±±±±0000....88887777 6666 1111....11113333±±±±0000....44449999 10101010

치고박고 치고박고 치고박고 치고박고 싸운적싸운적싸운적싸운적 1111....44443333±±±±0000....88886666 8888 1111....11116666±±±±0000....66662222 9999

술 술 술 술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사고사고사고사고 1111....44440000±±±±0000....88880000 9999 1111....11116666±±±±0000....55554444 8888

술주정술주정술주정술주정 1111....33339999±±±±0000....77775555 10101010 1111....22224444±±±±0000....66664444 6666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및 및 및 및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손상손상손상손상

부모님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술 술 술 술 마시는 마시는 마시는 마시는 것에 것에 것에 것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화 화 화 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걱정걱정걱정걱정 1111....88883333±±±±1111....11112222 1111 1111....77775555±±±±1111....11116666 1111

말다툼말다툼말다툼말다툼 1111....66667777±±±±0000....99995555 2222 1111....33334444±±±±0000....77775555 3333

과격한 과격한 과격한 과격한 행동행동행동행동 1111....66666666±±±±0000....99990000 3333 1111....33333333±±±±0000....66669999 4444

싸움에 싸움에 싸움에 싸움에 휘말린 휘말린 휘말린 휘말린 적적적적 1111....55557777±±±±0000....99992222 4444 1111....11117777±±±±0000....55558888 7777

음주나 음주나 음주나 음주나 음주 음주 음주 음주 후 후 후 후 행동 행동 행동 행동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싸운적싸운적싸운적싸운적 1111....55554444±±±±0000....99992222 5555 1111....22229999±±±±0000....77773333 5555

윗사람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꾸중꾸중꾸중꾸중 1111....55551111±±±±0000....88888888 6666 1111....22226666±±±±0000....66667777 6666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혹은 혹은 혹은 혹은 이성친구와 이성친구와 이성친구와 이성친구와 마찰마찰마찰마찰 1111....44444444±±±±0000....88880000 7777 1111....33337777±±±±0000....8888333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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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1. 일반적 특성과 음주 문제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에 따른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성별에

서 남자의 음주문제 점수는 31.2±14.2, 여자는 25.7±9.7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

련이 없었다.  음주문제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련성에서도 남자의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는 11.2±5.3, 여자는 9.4±4.0으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

이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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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 4. 4. 4.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음주문제음주문제음주문제음주문제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및 및 및 및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손상손상손상손상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성별성별성별성별

남남남남 33331111....22222222±±±±11114444....22220000 4.4734.4734.4734.473 <0.001<0.001<0.001<0.001 11111111....11117777±±±±5555....22226666 3.7763.7763.7763.776 <0.001<0.001<0.001<0.001

여여여여 22225555....77773333±±±±    9.689.689.689.68 9999....44442222±±±±3333....99996666

종교종교종교종교

기독교기독교기독교기독교 22228888....99998888±±±±11113333....11112222 0.5380.5380.5380.538 0.7080.7080.7080.708 11110000....33337777±±±±4444....88888888 0.2320.2320.2320.232 0.9200.9200.9200.920

천주교천주교천주교천주교 22228888....66667777±±±±11112222....33338888 11110000....22229999±±±±4444....66669999

불교불교불교불교 22227777....88885555±±±±11110000....33330000 9999....99995555±±±±3333....44442222

무교무교무교무교 22227777....66660000±±±±11111111....77779999 11110000....11114444±±±±4444....77777777

기타기타기타기타 33331111....77779999±±±±11116666....77779999 11111111....22221111±±±±5555....66667777

가족관계가족관계가족관계가족관계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두분과 두분과 두분과 두분과 함께함께함께함께 22228888....88887777±±±±11112222....44449999 0.3990.3990.3990.399 0.6720.6720.6720.672 11110000....44444444±±±±4444....88882222 0.2840.2840.2840.284 0.7530.7530.7530.753

기타기타기타기타 22227777....11118888±±±±11111111....22224444 9999....99992222±±±±4444....22227777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2228888....33338888±±±±11113333....22228888 11110000....22222222±±±±4444....77777777

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거주거주거주거주 22228888....44441111±±±±11112222....66668888 2.1232.1232.1232.123 0.0970.0970.0970.097 11110000....44441111±±±±4444....88889999 1.3761.3761.3761.376 0.2500.2500.2500.250

자취자취자취자취 33330000....77779999±±±±11114444....22227777 11110000....66667777±±±±5555....11117777

기숙사기숙사기숙사기숙사 22225555....66669999±±±±    8.028.028.028.02 9999....11117777±±±±3333....11118888

기타기타기타기타 22226666....55550000±±±±    8.578.578.578.57 11110000....33335555±±±±3333....99996666

부모 부모 부모 부모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유무유무유무유무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있음있음있음있음 22228888....55552222±±±±11111111....88887777 0.7730.7730.7730.773 0.5090.5090.5090.509 11110000....22227777±±±±4444....66662222 0.5340.5340.5340.534 0.6590.6590.6590.659

아버지만아버지만아버지만아버지만 22229999....55556666±±±±11113333....88883333 11110000....77771111±±±±5555....11113333

어머니만어머니만어머니만어머니만 22225555....44445555±±±±    7.357.357.357.35 9999....88886666±±±±3333....99993333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없음없음없음없음 22227777....44444444±±±±11113333....33334444 9999....77774444±±±±4444....5555888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를 보면 성별에

서 남자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10.2±4.6, 여자는 8.3±3.8로 남자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

한 관련이 없었다.  음주 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성별에서 남

자의 행동상의 문제 점수는 15.0±7.3, 여자는 12.1±4.8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

이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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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5. 5. 5. 5.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손상손상손상손상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문제문제문제문제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성별성별성별성별

남남남남 11110000....11117777±±±±    4.624.624.624.62 4.4634.4634.4634.463 <0.001<0.001<0.001<0.001 11114444....99999999±±±±7777....33331111 4.6044.6044.6044.604 <0.001<0.001<0.001<0.001

여여여여 8888....33330000±±±±    3.763.763.763.76 11112222....11114444±±±±4444....77777777

종교종교종교종교

기독교기독교기독교기독교 9999....33334444±±±±    4.514.514.514.51 0.7200.7200.7200.720 0.5780.5780.5780.578 11113333....88886666±±±±6666....55559999 0.7930.7930.7930.793 0.5300.5300.5300.530

천주교천주교천주교천주교 9999....99990000±±±±    4.654.654.654.65 11113333....88880000±±±±6666....77775555

불교불교불교불교 9999....22220000±±±±    3.923.923.923.92 11112222....99993333±±±±4444....99999999

무교무교무교무교 8888....88885555±±±±    4.034.034.034.03 11113333....11112222±±±±5555....99996666

기타기타기타기타 11110000....00000000±±±±    5.325.325.325.32 11115555....66664444±±±±8888....55559999

가족관계가족관계가족관계가족관계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두분과 두분과 두분과 두분과 함께함께함께함께 9999....44447777±±±±    4.394.394.394.39 0.8640.8640.8640.864 0.4220.4220.4220.422 11113333....44448888±±±±6666....22227777 0.2970.2970.2970.297 0.7430.7430.7430.743

기타기타기타기타 8888....88886666±±±±    4.094.094.094.09 11113333....44447777±±±±6666....00008888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않음않음않음않음 8888....88884444±±±±    4.224.224.224.22 11114444....11114444±±±±6666....88887777

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거주거주거주거주 9999....11111111±±±±    4.334.334.334.33 1.7181.7181.7181.718 0.1630.1630.1630.163 11113333....55558888±±±±6666....33338888 1.9641.9641.9641.964 0.1190.1190.1190.119

자취자취자취자취 11110000....11110000±±±±    4.824.824.824.82 11114444....55552222±±±±7777....22228888

기숙사기숙사기숙사기숙사 8888....77772222±±±±    3.653.653.653.65 11111111....99995555±±±±4444....00005555

기타기타기타기타 8888....33337777±±±±    2.912.912.912.91 11113333....55558888±±±±5555....77771111

부모 부모 부모 부모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유무유무유무유무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있음있음있음있음 9999....22228888±±±±    4.144.144.144.14 0.7910.7910.7910.791 0.4990.4990.4990.499 11113333....33336666±±±±5555....99999999 0.3600.3600.3600.360 0.7820.7820.7820.782

아버지만아버지만아버지만아버지만 9999....55559999±±±±    4.604.604.604.60 11113333....99997777±±±±6666....88888888

어머니만어머니만어머니만어머니만 8888....77776666±±±±    3.833.833.833.83 11112222....99995555±±±±5555....33335555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없음없음없음없음 8888....44441111±±±±    4.344.344.344.34 11114444....00000000±±±±7777....11117777

  

2.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대상자의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음

주문제 점수는 30.1±12.5,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음주문제 점수는 

27.6±12.3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높았

으며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p=0.065). 그러나 전공 학년, 대학생활 만족

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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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련성을 보면 동

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점수는 10.9±4.8,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가족 및 대인

관계 손상 점수는 10.0±4.7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는 학

생보다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가 높았으며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p=0.066). 그러나 전공,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6).

표 표 표 표 6. 6. 6. 6.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음주 음주 음주 음주 문제문제문제문제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및 및 및 및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손상손상손상손상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전공전공전공전공

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 22226666....44446666±±±±11112222....55550000 0.8910.8910.8910.891 0.4110.4110.4110.411 9999....55559999±±±±4444....55553333 1.2481.2481.2481.248 0.2880.2880.2880.288

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 22228888....77778888±±±±11112222....44443333 11110000....44440000±±±±4444....77775555

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 22229999....77775555±±±±11114444....33336666 11112222....44440000±±±±6666....33330000

학년학년학년학년

1111학년학년학년학년 22227777....22228888±±±±11110000....33331111 1.0311.0311.0311.031 0.3790.3790.3790.379 9999....99994444±±±±3333....99995555 1.4111.4111.4111.411 0.2390.2390.2390.239

2222학년학년학년학년 22229999....66667777±±±±11114444....55551111 11110000....88883333±±±±5555....55553333

3333학년학년학년학년 22227777....77778888±±±±11111111....44445555 9999....88884444±±±±4444....22223333

4444학년학년학년학년 22227777....77777777±±±±    6.906.906.906.90 9999....44443333±±±±2222....55559999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

예예예예 33330000....11111111±±±±11112222....55550000 1.8501.8501.8501.850 0.0650.0650.0650.065 11110000....99993333±±±±4444....77778888 1.8431.8431.8431.843 0.0660.0660.0660.066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22227777....66663333±±±±11112222....22226666 9999....99999999±±±±4444....66666666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생활 생활 생활 생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22228888....00005555±±±±11112222....55555555 0.8360.8360.8360.836 0.4340.4340.4340.434 11110000....00007777±±±±4444....55551111 0.7500.7500.7500.750 0.4730.4730.4730.473

보통보통보통보통 22228888....99999999±±±±11112222....99991111 11110000....44449999±±±±4444....99993333

만족만족만족만족 22227777....11114444±±±±11110000....88887777 9999....88885555±±±±4444....22229999

  

  대상자의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련성에서 인문계열

을 전공한 학생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7.9±3.8, 자연계열을 전공한 학생점

수는 9.5±4.4, 예체능 계열을 전공한 학생은 9.4±2.9로 자연계열을 전공한 학생

들에서 높았으며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4). 동아리 활동 유무

에서는 활동을 하는 학생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10.0±4.6, 활동을 하지 않

는 학생점수는 8.9±4.1로 활동을 하는 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8).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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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대상자의 학업특성과 음주문제중 행동상의 문제에서는 전공, 학년, 동아리 활

동, 대학생활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7). 

표 표 표 표 7. 7. 7. 7.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학업특성과 학업특성과 학업특성과 학업특성과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손상손상손상손상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문제문제문제문제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전공전공전공전공

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 7777....88888888±±±±    3.823.823.823.82 3.4253.4253.4253.425 0.0340.0340.0340.034 11113333....11113333±±±±6666....11116666 1.1071.1071.1071.107 0.3310.3310.3310.331

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 9999....44446666±±±±    4.384.384.384.38 11113333....55555555±±±±6666....33331111

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 9999....44440000±±±±    2.882.882.882.88 11117777....11117777±±±±9999....00002222

학년학년학년학년

1111학년학년학년학년 8888....99999999±±±±    4.154.154.154.15 0.2450.2450.2450.245 0.8650.8650.8650.865 11112222....66663333±±±±4444....77775555 2.1712.1712.1712.171 0.0910.0910.0910.091

2222학년학년학년학년 9999....33338888±±±±    4.614.614.614.61 11114444....44440000±±±±7777....44447777

3333학년학년학년학년 9999....22220000±±±±    3.953.953.953.95 11113333....33336666±±±±6666....11116666

4444학년학년학년학년 9999....55554444±±±±    4.134.134.134.13 11112222....55557777±±±±2222....99992222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

예예예예 9999....99998888±±±±    4.584.584.584.58 2.3782.3782.3782.378 0.0180.0180.0180.018 11113333....99994444±±±±6666....22224444 0.9010.9010.9010.901 0.3680.3680.3680.368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8888....88888888±±±±    4.134.134.134.13 11113333....33333333±±±±6666....33331111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생활 생활 생활 생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8888....99997777±±±±    4.224.224.224.22 1.2901.2901.2901.290 0.2760.2760.2760.276 11113333....66663333±±±±6666....66661111 0.3330.3330.3330.333 0.7170.7170.7170.717

보통보통보통보통 9999....44448888±±±±    4.434.434.434.43 11113333....66666666±±±±6666....55557777

만족만족만족만족 8888....77771111±±±±    4.004.004.004.00 11113333....00008888±±±±5555....33339999

3.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흡연유무에서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음주 문제 점수는 34.6±15.8, 과거흡연은 28.3±10.1, 비흡연은 

26.7±10.7로 흡연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한번 음주시의 음

주량에 따라서는 비음주학생의 음주 문제 점수는 21.3±5.9,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25.5±10.5, 소주 5-9잔을 마시는 경우는 29.2±12.3, 소주 10잔이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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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우는 34.5±14.3으로 음주량에 따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그

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모음주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와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계를 보면 흡연

유무에서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는 12.0±5.7, 과거 

흡연은 10.6±4.2, 비흡연은 9.8±4.3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한번 

음주시의 음주량에 따라서는 비음주학생의 점수는 7.5±2.0,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9.3±4.1, 소주 5-9잔 마시는 경우는 10.6±4.8,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2.4±5.3으로 음주량에 따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그러나 운

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모음주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8).

표 표 표 표 8. 8. 8. 8.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건강관련행위와 건강관련행위와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음주 음주 음주 음주 문제문제문제문제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및 및 및 및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손상손상손상손상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

매일매일매일매일 33334444....66660000±±±±11115555....77777777 12.72412.72412.72412.724 <0.001<0.001<0.001<0.001 11112222....00003333±±±±5555....77773333 7.2537.2537.2537.253 0.0010.0010.0010.001

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 22228888....33331111±±±±11110000....11113333 11110000....55559999±±±±4444....11119999

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22226666....77772222±±±±11110000....77770000 9999....77776666±±±±4444....22226666

운동유무운동유무운동유무운동유무

예예예예 22227777....00001111±±±±11111111....77773333 -1.293-1.293-1.293-1.293 0.1970.1970.1970.197 9999....66660000±±±±4444....33335555 -1.696-1.696-1.696-1.696 0.0910.0910.0910.091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22228888....77774444±±±±11112222....22220000 11110000....44446666±±±±4444....77770000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부모태도부모태도부모태도부모태도

관용적관용적관용적관용적 22228888....99991111±±±±11113333....22227777 0.2480.2480.2480.248 0.7810.7810.7810.781 11110000....44448888±±±±5555....00002222 0.5770.5770.5770.577 0.5620.5620.5620.562

보통보통보통보통 22228888....00003333±±±±11111111....77779999 9999....99998888±±±±4444....44446666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22227777....99990000±±±±11110000....66666666 11110000....44446666±±±±4444....22229999

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

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22226666....55558888±±±±11111111....55559999 -1.300-1.300-1.300-1.300 0.1950.1950.1950.195 9999....88880000±±±±4444....44445555 -0.937-0.937-0.937-0.937 0.3490.3490.3490.349

마심마심마심마심 22228888....99994444±±±±11112222....00003333 11110000....44445555±±±±4444....66668888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회회회회))))

        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22221111....33334444±±±±    5.895.895.895.89 14.71514.71514.71514.715 <0.001<0.001<0.001<0.001 7777....44448888±±±±1111....99997777 13.01013.01013.01013.010 <0.001<0.001<0.001<0.001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41-41-41-4잔잔잔잔 22225555....55551111±±±±11110000....44445555 9999....22228888±±±±4444....11110000

소주 소주 소주 소주 5-95-95-95-9잔잔잔잔 22229999....22222222±±±±11112222....22228888 11110000....66661111±±±±4444....77778888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0101010잔 잔 잔 잔 이상이상이상이상 33334444....44448888±±±±11114444....22229999 11112222....33336666±±±±5555....2222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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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태와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는 매일 흡연하는 학

생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11.3±5.0, 과거흡연은 9.2±3.4, 비흡연은 

8.6±4.0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고(p<0.001),  비음주학생의 사회적 기능 점수는 

6.4±1.6,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8.0±3.5, 소주 5-9잔 마시는 경우는 

9.7±4.4,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1.4±4.9로 음주량에 따라 유의한 관련

을 보였다(p<0.001). 그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모음주력은 유

의한 관련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와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흡연유무에

서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행동상의 문제 점수는 16.3±8.0, 과거흡연은 

13.9±5.9, 비흡연은 12.7±5.4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음주량에 따라

서는 비음주 학생의 행동상의 문제 점수는 10.7±3.2,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12.4±5.3, 소주 5-9잔 마시는 경우는 13.7±6.4,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6.1±7.5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

모음주력에서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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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9. 9. 9. 9.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건강관련행위와 건강관련행위와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음주문제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손상손상손상손상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문제문제문제문제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MMMM±±±±SSSSDDDD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값값값값

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

매일매일매일매일 11111111....33334444±±±±    4.964.964.964.96 12.56212.56212.56212.562 <0.001<0.001<0.001<0.001 11116666....22225555±±±±8888....00001111 9.8639.8639.8639.863 <0.001<0.001<0.001<0.001

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 9999....22223333±±±±    3.403.403.403.40 11113333....88885555±±±±5555....99994444

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8888....66664444±±±±    3.963.963.963.96 11112222....77774444±±±±5555....44444444

운동유무운동유무운동유무운동유무

예예예예 8888....88886666±±±±    4.264.264.264.26 -0.931-0.931-0.931-0.931 0.3520.3520.3520.352 11112222....88886666±±±±5555....66667777 -1.199-1.199-1.199-1.199 0.2310.2310.2310.231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9999....33330000±±±±    4.244.244.244.24 11113333....66667777±±±±6666....33331111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부모태도부모태도부모태도부모태도

관용적관용적관용적관용적 9999....44441111±±±±    4.434.434.434.43 0.2790.2790.2790.279 0.7570.7570.7570.757 11113333....77776666±±±±6666....55556666 0.2460.2460.2460.246 0.7820.7820.7820.782

보통보통보통보통 9999....00005555±±±±    3.993.993.993.99 11113333....33334444±±±±6666....00003333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9999....22222222±±±±    4.564.564.564.56 11113333....22223333±±±±5555....66665555

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

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8888....22228888±±±±    3.883.883.883.88 -2.021-2.021-2.021-2.021 0.0440.0440.0440.044 11112222....88880000±±±±5555....77775555 -0.817-0.817-0.817-0.817 0.4150.4150.4150.415

마심마심마심마심 9999....55552222±±±±    4.224.224.224.22 11113333....55554444±±±±6666....11113333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회회회회))))

        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6666....33338888±±±±    1.561.561.561.56 18.97418.97418.97418.974 <0.001<0.001<0.001<0.001 11110000....77772222±±±±3333....22221111 9.5519.5519.5519.551 <0.001<0.001<0.001<0.001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41-41-41-4잔잔잔잔 8888....00004444±±±±    3.513.513.513.51 11112222....33337777±±±±5555....22229999

소주 소주 소주 소주 5-95-95-95-9잔잔잔잔 9999....77771111±±±±    4.364.364.364.36 11113333....66669999±±±±6666....33335555

소주 소주 소주 소주 10101010잔 잔 잔 잔 이상이상이상이상 11111111....44444444±±±±    4.864.864.864.86 11116666....11113333±±±±7777....55552222

 

4. 기타변수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친

밀감(p=0.000), 양육방식(p=0.007)이 높을수록 음주문제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갈등(p=0.010)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사회적 기능 손상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나이(p=0.017)가 많을수록, 친밀감(p=0.000), 양육방식(p=0.019)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능 손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갈등은(p=0.021) 높을수록 사회적 기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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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

아본 결과 친밀감(p=0.002), 양육방식(p=0.029)이 높을수록 행동상의 문제에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갈등(p=0.001)은 높을수록 행동

상의 문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나이(p=0.046), 친밀감(p=0.000), 양육방식(p=0.012)이 높을수록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에 있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갈등은(p=0.003)높을

수록 가족 및 대인 관계 손상이 높았다(표 10). 

표 표 표 표 10. 10. 10. 10.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의 요인의 요인의 요인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변수변수변수변수
음주문제음주문제음주문제음주문제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손상손상손상손상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행동상의 문제문제문제문제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및 및 및 및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손상손상손상손상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p-p-p-p-값값값값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p-p-p-p-값값값값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p-p-p-p-값값값값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p-p-p-p-값값값값

나이나이나이나이 -0.082-0.082-0.082-0.082 0.1010.1010.1010.101 -0.117*-0.117*-0.117*-0.117*     0.0170.0170.0170.017 -0.028-0.028-0.028-0.028     0.5700.5700.5700.570 -0.098*-0.098*-0.098*-0.098*     0.0460.0460.0460.046

한달평균한달평균한달평균한달평균

용돈용돈용돈용돈
    0.074  0.074  0.074  0.074  0.1580.1580.1580.158     0.0720.0720.0720.072     0.1650.1650.1650.165     0.0740.0740.0740.074     0.1530.1530.1530.153     0.0890.0890.0890.089     0.0870.0870.0870.087

친밀감친밀감친밀감친밀감 -0.217**-0.217**-0.217**-0.217** 0.0000.0000.0000.000 -0.217**-0.217**-0.217**-0.217**     0.0000.0000.0000.000 -0.166**-0.166**-0.166**-0.166**     0.0020.0020.0020.002 -0.191**-0.191**-0.191**-0.191**     0.0000.0000.0000.000

갈등갈등갈등갈등     0.141**0.141**0.141**0.141** 0.0100.0100.0100.010     0.124*0.124*0.124*0.124*     0.0210.0210.0210.021     0.174**0.174**0.174**0.174**     0.0010.0010.0010.001     0.158**0.158**0.158**0.158**     0.0030.0030.0030.003

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 -0.140**-0.140**-0.140**-0.140** 0.0070.0070.0070.007 -0.122*-0.122*-0.122*-0.122*     0.0190.0190.0190.019 -0.113*-0.113*-0.113*-0.113*     0.0290.0290.0290.029 -0.130*-0.130*-0.130*-0.130*     0.0120.0120.0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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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D.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기능의 특성인 친밀감(p=0.009)이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감

소하였고, 음주량에서는 비음주자에 비해 소주 10잔 이상(p=0.002), 5-9잔

(p=0.077) 마실 때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 비

해 여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62).  이들 변수의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20.1%이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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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1. 11. 11. 11.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음주문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변수변수변수변수 ββββ tttt p-p-p-p-값값값값

성별성별성별성별((((여여여여////남남남남)))) -2.869-2.869-2.869-2.869 -1.876-1.876-1.876-1.876 0.0620.0620.0620.062

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1.129-1.129-1.129-1.129 -0.425-0.425-0.425-0.425 0.6710.6710.6710.671

                                ((((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2.4632.4632.4632.463 1.2201.2201.2201.220 0.2230.2230.2230.223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소주소주소주소주10101010잔이상잔이상잔이상잔이상////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9.9909.9909.9909.990 3.0573.0573.0573.057 0.0020.0020.0020.002

                        ((((소주소주소주소주5-95-95-95-9잔잔잔잔////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5.5575.5575.5575.557 1.7771.7771.7771.777 0.0770.0770.0770.077

                        ((((소주소주소주소주1-41-41-41-4잔잔잔잔////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4.0714.0714.0714.071 1.3421.3421.3421.342 0.1810.1810.1810.181

친밀감친밀감친밀감친밀감 -0.265-0.265-0.265-0.265 -2.618-2.618-2.618-2.618 0.0090.0090.0090.009

갈등갈등갈등갈등 0.1240.1240.1240.124 1.5971.5971.5971.597 0.1110.1110.1110.111

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 0.1140.1140.1140.114 0.7180.7180.7180.718 0.4730.4730.4730.473

   RRRR
2222=0.201=0.201=0.201=0.20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기능이 음주문제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회귀 분석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행동상의 문제가 낮은(p=0.014) 것으로 나타

났다. 음주량에 따라서는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p=0.031) 경우에 높게 나타났

고, 가족들과의 친밀감(p=0.025)은 높을수록 낮았으며, 갈등(p=0.047)이 높을수

록 행동상의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6.6% 이었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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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2. 12. 12. 12. 음주문제중 음주문제중 음주문제중 음주문제중 행동 행동 행동 행동 상의 상의 상의 상의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변수변수변수변수 ββββ tttt p-p-p-p-값값값값

성별성별성별성별((((여여여여////남남남남)))) -1.931-1.931-1.931-1.931 -2.471-2.471-2.471-2.471 0.0140.0140.0140.014

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0.704-0.704-0.704-0.704 -0.513-0.513-0.513-0.513 0.6090.6090.6090.609

                                ((((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0.8520.8520.8520.852 0.8260.8260.8260.826 0.4090.4090.4090.409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소주소주소주소주10101010잔이상잔이상잔이상잔이상////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3.6543.6543.6543.654 2.1702.1702.1702.170 0.0310.0310.0310.031

                        ((((소주소주소주소주5-95-95-95-9잔잔잔잔////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1.7731.7731.7731.773 1.0981.0981.0981.098 0.2730.2730.2730.273

                        ((((소주소주소주소주1-41-41-41-4잔잔잔잔////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1.5301.5301.5301.530 0.9760.9760.9760.976 0.3300.3300.3300.330

친밀감친밀감친밀감친밀감 -0.117-0.117-0.117-0.117 -2.259-2.259-2.259-2.259 0.0250.0250.0250.025

갈등갈등갈등갈등 0.0800.0800.0800.080 1.9991.9991.9991.999 0.0470.0470.0470.047

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 0.0610.0610.0610.061 0.7530.7530.7530.753 0.4520.4520.4520.452

 RRRR
2222=0.166=0.166=0.166=0.166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기능이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문제와

의 회귀 분석 결과 과거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낮았고(p=0.067), 음주량에 따

라서는 1회 음주량이 소주 10잔 이상(p=0.004), 소주 5-9잔(p=0.080)인 경우가 

비음주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 특성 중 친밀감(p=0.052)이 높을수록 가

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낮았으며, 갈등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p=0.055). 이들 변

수의 설명력은 15.6% 이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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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3. 13. 13. 13. 음주문제중 음주문제중 음주문제중 음주문제중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및 및 및 및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손상에 손상에 손상에 손상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변수변수변수변수 ββββ tttt p-p-p-p-값값값값

성별성별성별성별((((여여여여////남남남남)))) -0.875-0.875-0.875-0.875 -1.473-1.473-1.473-1.473 0.1420.1420.1420.142

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0.537-0.537-0.537-0.537 -0.515-0.515-0.515-0.515 0.0670.0670.0670.067

                                ((((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0.3080.3080.3080.308 0.3910.3910.3910.391 0.6960.6960.6960.696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소주소주소주소주10101010잔이상잔이상잔이상잔이상////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3.7263.7263.7263.726 2.9062.9062.9062.906 0.0040.0040.0040.004

                        ((((소주소주소주소주5-95-95-95-9잔잔잔잔////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2.1412.1412.1412.141 1.7601.7601.7601.760 0.0800.0800.0800.080

                        ((((소주소주소주소주1-41-41-41-4잔잔잔잔////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1.5871.5871.5871.587 1.3441.3441.3441.344 0.1800.1800.1800.180

나이나이나이나이 -0.014-0.014-0.014-0.014 -0.334-0.334-0.334-0.334 0.7380.7380.7380.738

친밀감친밀감친밀감친밀감 -0.077-0.077-0.077-0.077 -1.948-1.948-1.948-1.948 0.0520.0520.0520.052

갈등갈등갈등갈등 0.0580.0580.0580.058 1.9291.9291.9291.929 0.0550.0550.0550.055

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 0.0240.0240.0240.024 0.3930.3930.3930.393 0.6950.6950.6950.695

        RRRR
2222=0.156=0.156=0.156=0.156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기능이 음주문제중 사회적 기능 손상문제와의 회귀 분석 

결과 한 번 음주시 음주량에서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p=0.010)와, 소주

5-9잔(p=0.036)마시는 경우에 사회적 기능손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족기

능과 사회적 기능 손상에서는 친밀감이 높을수록(p=0.000), 양육방식이(p=0.064)

이 좋을수록 사회적 기능손상이 감소하였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9% 이었

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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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4. 14. 14. 14. 음주문제 음주문제 음주문제 음주문제 중 중 중 중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손상에 손상에 손상에 손상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변수변수변수변수 ββββ tttt p-p-p-p-값값값값

성별성별성별성별((((여여여여////남남남남)))) -0.603-0.603-0.603-0.603 -0.970-0.970-0.970-0.970 0.3330.3330.3330.333

전공전공전공전공((((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자연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 0.2270.2270.2270.227 0.1950.1950.1950.195 0.8450.8450.8450.845

                ((((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예체능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인문계열)))) -0.431-0.431-0.431-0.431 -0.106-0.106-0.106-0.106 0.9160.9160.9160.916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활동활동활동활동////비활동비활동비활동비활동)))) 0.9370.9370.9370.937 1.6241.6241.6241.624 0.1060.1060.1060.106

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흡연유무((((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과거흡연,,,,현재비흡연현재비흡연현재비흡연현재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0.319-0.319-0.319-0.319 -0.302-0.302-0.302-0.302 0.7630.7630.7630.763

                                ((((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매일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 0.9000.9000.9000.900 1.1011.1011.1011.101 0.2720.2720.2720.272

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부모음주력((((마심마심마심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안마심)))) 0.6080.6080.6080.608 0.8310.8310.8310.831 0.4070.4070.4070.407

음주량음주량음주량음주량((((소주소주소주소주10101010잔이상잔이상잔이상잔이상////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3.4553.4553.4553.455 2.6022.6022.6022.602 0.0100.0100.0100.010

                        ((((소주소주소주소주5-95-95-95-9잔잔잔잔////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2.6772.6772.6772.677 2.1132.1132.1132.113 0.0360.0360.0360.036

                        ((((소주소주소주소주1-41-41-41-4잔잔잔잔////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 1.9521.9521.9521.952 1.5791.5791.5791.579 0.1160.1160.1160.116

나이나이나이나이 0.0490.0490.0490.049 0.7330.7330.7330.733 0.4650.4650.4650.465

친밀감친밀감친밀감친밀감 -0.150-0.150-0.150-0.150 -3.567-3.567-3.567-3.567 0.0000.0000.0000.000

갈등갈등갈등갈등 -0.004-0.004-0.004-0.004 -0.116-0.116-0.116-0.116 0.9080.9080.9080.908

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양육방식 0.1220.1220.1220.122 1.8621.8621.8621.862 0.0640.0640.0640.064

 RRRR
2222=0.219=0.219=0.2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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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문제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족기능 요소인 친밀감은 가족들간의 응집력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족들간의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돕고 의지하며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친밀감이 있는 가족의 일원인 대학생은 그

렇지 않는 학생보다 음주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친밀감과 대학생 

음주문제와는 의미있는 역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 윤주혜(2001), 임용우

(1984), 박봉전(2001)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밀감과 음주문제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계를 보면 친밀감이 낮을수록 과격한 행동이나 말다툼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Garbarino 등(1984)이 가족과 청소년의 문

제에서 가족기능이 극단적인 수준일 때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

치고 더 많은 개인 병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밀감과 음주문제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계는 친밀감이 낮을 수

록 가족, 이성친구와의 언쟁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

고, 음주문제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에서는 친밀감이 낮을수록 과음으로 

인한 결강이나, 지각 또는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

학생 음주문제는 잦은 결석과 학습 부진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김의숙(2002)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족기능요소인 갈등은 가족들 상호체계에서 공감도가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

는 경우로 갈등과 음주문제와는 유의하지가 않았고, 갈등과 음주문제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계를 보면, 갈등이 높을수록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

상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갈등과 음주문제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계를 보면,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경

계역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김용석(2000)의 연구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양상이 좋지 않을수록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된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갈등과 음주문제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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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유의하지가 않았다. 이는 부모- 자녀간의 폐쇄적이고 역기능적 의사소

통이 청소년 자녀의 갈등으로 인한 지각 및 잦은 결석 등의 음주문제를 보고한 

황수영(200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족기능요소인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

정하며 강요보다는 개인존중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일컫는 경우로 양육방

식과 음주문제와는 유의하지가 않았고, 또한 음주문제중,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양육방식은 음주문제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점수가 낮을수록 과음으로 인한 결강이나, 성적취

득, 또는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

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감독, 너무 심하게 자유방임형 양육과 규

칙과 한계점을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는 전제적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비행, 약

물남용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Duncan(1971), 황수영(2000), Kovach와 

Gliokman(1986)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호산나(2003)의 연구에서 자신

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양육방식의 점수가 높은 가정일

수록 음주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음주량의 음주문제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또한 그에 따른 음주문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종순(2000), Hilton(1987)의 연구에서도 음주관련 문제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음주 후 불쾌한 경험의 유무에서 남학생이 음주 후 불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0.4%, 여학생 48.6%로 경험율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

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김용석(2000)의 연구에서도 음주문제를 결석, 과제

수행정도 등으로 파악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이 소주 10잔(맥주 7캔)이상을 

마시는 남학생은 35.0%, 여학생 12.6%이었고 소주 5-9잔(맥주 4.5-6캔)을 마시

는 남학생은 34.0%, 여학생 28.1%로  한번에 소주 5-9잔(맥주 4.5-6캔)을 마시

는 대학생 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윤혜미(2000)의 연구에서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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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술을 마실 때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대학생의 음주 습관의 성차에서 서경현 등(2003)의 연구결과 남학생의 

29.1%, 여학생 8.5%가 한 번에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할 때 까지 계속 술을 마신

다고 보고했다. 이는 본 연구 남학생 35.0%, 여학생 12.6%가 한 번에 소주 10잔 

이상을 마시는 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과 조사 시기

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며 차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대학생들의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런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필요한 적절한 대

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그 대상이 특정지역

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

체대학생으로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 기입식 조사로 조

사대상자의 회상과 지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는 외국의 척도들을 재구성

한 것으로 번안과정에서 처음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 기능이 대학생의 음주 문

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가족기능의 긍정적인 변화가 대학생들의 음주문

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문제의 감소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족기능을 정확하게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

며, 개인의 가족기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 및 가정적인 그리고 사

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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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특성과 가족기능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광주, 전남 지

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4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

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특성, 

건강관련행위 및 대학생 음주 관련 특성, 가족기능, 음주문제 측정도구 등으로 이

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단순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음주문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은 종교, 가족관계, 거

주상태, 부모직업유무, 생활형편, 전공, 학년, 동아리 활동, 대학생활 만족도, 흡연

유무, 운동유무, 부모음주력, 음주에 대한 부모태도, 음주량, 친밀감, 갈등, 양육방

식이었다(p<0.05).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족기능 특성 중 가족 간의 친밀감이 높을수

록 대학생의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손상,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사회적 기능 손

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음

주문제 중 행동상의 손상,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p<0.05), 양육방식은 음주 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 경계역 수준의 유의

성을 가졌다(p<0.1).  전체 음주문제에대해서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외에도 성별, 흡연, 음주량 등이 대학생의 음주문

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 특성 외에 친밀감, 갈등, 양

육방식 등의 가족기능 특성이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음

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 29 -

ⅥⅥⅥⅥ. . .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김광기(1996). 음주양태 "I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  

    회지, 22(1), 163-188. 

김미혜(2004).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정(2005). ACOA성향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용석(1998).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 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  

    회사업」, 제7집,  27-42.

김용석(1999). 국내외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  

    올사용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37). 

김정우(1998). 대학생 음주실태와 알코올 문제 예방프로그램. 청소년과대학생을   

    위한알코올 문제 예방프로그램.

권지현(1996).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약물 사용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경희(1997). 가족력, 대처방식, 음주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미치  

    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혜(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 대처 방  

    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봉전(2001).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기능과 우울성향 및 음주·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행우(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수연(2004). 알코올프로그램 제공자의 치료목표에 대한 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경현,김성민,정구철(2006).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성별, 음주가족력과   



- 30 -

    대학생의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3), 607-626.

신행우(1999).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05-117.

윤주혜(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윤혜미(2000).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북대학교 생활연  

    구소 생활과학연구센터, 제 3호, 1-15.

임경화(1999).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철, 김연자, 이고봉, 이영한, 최상모(1991).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양상. 가정의 제 12권, 제 10호,  51-60.

이성림, 김종규(2002). 알코올 중독자, 음주자 및 비음주자의 혈액 성분에 관한   

    연구. 대한 보건 협회지, 28(1), 31-38.

이원재(2003). 대학생 문제음주 관련요인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3).

이정림(2001). 도시 농촌지역 청소년의 음주와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임경화(1999).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윤용(2005). 알코올 중독자가 지각한 가족기능에 따른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지현(2002). 부모의 음주 문제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 효과 기대와 문제성 음주  

    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 희(1999). 한국대학생의 음주행동 예측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눈문.

허정철(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사  

    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호산나(2003).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  

    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수영(2000). 정상 및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가족기능과 비행경향성의 차  



- 31 -

    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윤경(2008).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서울여자 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otton, N.(1979), The Familial Incidence of Alcoholism: A review.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0, 98-116.

Steinglass, P(1980). A life history model of the alcoholic family. Family    

    Process. 19, 211-226

Hilton, M.E.(1987).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in 1984 :      

    Results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181-226.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R & Castillo, S.(1994).  

     Health and behavior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



- 32 -

일부 일부 일부 일부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음주문제와 음주문제와 음주문제와 음주문제와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기능과의 기능과의 기능과의 기능과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일부 대학생 음주문제와 가족 기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문항들은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은, 통계처리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이므로 다른 사람  

  에게 알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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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사항사항사항

1.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귀하의 전공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인문계열  □② 자연계열  □③ 예체능계열

4.귀하의 학년은 어떻습니까?  (                  )학년

5.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없음 □⑤ 기타종교________

6.가족 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산다         □②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산다  

□③ 어머니와 새 아버지와 함께 산다   □④ 아버지하고만 산다   

□⑤ 어머니하고만 산다                □⑥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7.현재 거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가족과 같이 거주  □② 자취  □③ 친척집   □④ 하숙집

□⑤ 기숙사   □⑥ 기타________

8. 부모님의 직업은 어떠합니까?

□① 부모님 모두 직업이 있다  □② 아버지만 직업이 있다  

□③ 어머니만 직업이 있다     □④ 두 분 모두 직업이 없다

9.생활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부유하다 □② 부유하다 □③ 보통이다 

□④ 가난하다      □⑤ 아주 가난하다

10.한 달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아르바이트 포함)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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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귀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귀하는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건강이 어떻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음주량 음주량 음주량 음주량 및 및 및 및 음주 음주 음주 음주 양태에 양태에 양태에 양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1.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습니까?

□ ① 매일   □ ② 거의 매일   □ ③ 일주일에 3-4번   □ ④ 일주일에 1-2번

□ ⑤ 지난 30일 동안 2-3번    □ ⑥ 지난 30일 동안 1번   

□ ⑦ 전혀 마시지 않는다

3.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한다. 단 맥주는 캔맥주 1개     

    (355cc)=1.4잔]

 □① 소주 1~2잔(맥주 355cc 1캔 반 이하, 양주 2잔)

 □② 소주 3~4잔(맥주 3캔, 양주 4잔)

 □③ 소주 5~6잔(맥주 4캔 반 이하, 양주 6잔)

 □④ 소주 7~9잔(2홉 소주 1병 반 미만, 맥주 6캔, 양주 9잔)

 □⑤ 소주 10잔 이상 (2홉 소주 1병 반 이상, 맥주 7캔, 양주 10잔)

 □⑥ 전혀 안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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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번의 술좌석에서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

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1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5. (이 문항은 여성만 답하십시오.)

한 번의 술좌석에서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1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6. 다음의 가족 중 술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 귀하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관용적  □② 관용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8.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현재 매일 피움 -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② 가끔 피움      - 지난 한 달간 흡연일수        일

                    - 흡연하는 날 하루 평균 흡연량          개비

□③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④ 전혀 피우지 않음

9.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술을 마심 술을 안마심 술을 마심 술을 안마심

할아버지 형 • 오빠

할머니 누나 • 언니

아버지 동생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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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가족모습에 가족모습에 가족모습에 가족모습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현재’의 가족모습(지금의 가족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우리 가족은....
1 2 3 4 5 6 7
전적
으로
반대

거의
아님

드물
게

가
끔

자
주
거의
항상

전적
으로
동의

1.우리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를 하면서 산다.
2.가족의 중요한 결정사항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
견을 존중한다.
3.우리 가족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
다.
4.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5.우리 가족은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6.가족 관련 사항들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한다.
7.우리 가족은 개개인이 무엇을 하던지 유연하고
open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8.의도는 좋겠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간의 간섭이 너
무 심하다.
9.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
지고 있다.
10.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11.어린아이들도 가족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12.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음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13.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부드럽게 대한다.
14.한 부모가 다른 부모와 반대를 하며 아이들의 편
을 든다.
15.서로 같이 화합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6.문제에 대한 결론을 각자가 개별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든다.
17.우리 가족은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18.우리 가족은 서로 진심을 표현한다.
19.우리 가족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못
하고 결정도 잘 내리지 못한다.
20.우리 가족은 각자의 그대로를 인정해 준다.
21.결정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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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시킨다.
22.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의논하는 것보다 제3자
와 의논하는 것이 편하다.
23.각자의 제안을 들어주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
다.
24.서로를 크게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25.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 없
이 각자의 능력껏 살아가고 있다.
26.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서로 이야기로서 모든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27.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28.가족 결정에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29.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
는다.
30.부모들은 모든 결정을 하기 전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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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음주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다음은 음주와 관련된 경험들입니다. 당신은 다음의 각각의 경험들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내내내용용용

전혀
그런
적
없다

한번
그런
적
있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항상
그렇
다

1 과음으로 인해 지각한 적이 있다.
2 술을 마신 뒤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3 술로 인해 약속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못 지킨 적
이 있다.

4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5 술 때문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6 술을 마신 뒤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말다툼 한 적
이 있다.

7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후에 분노를 터트리게 된
다.

8 술을 마시는 동안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
다.

9 술 마시고 시비나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다.

10
내가 술을 자주 혹은 많이 마시는 것 때문에 또는
취중 행동 때문에 친구(이성 친구포함)와 다툰 적이
있다.

11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술 취한 후에 언쟁을 벌이
게 된다.

12 술을 마신 뒤에 부모님 혹은 이성친구와 마찰이
생긴다.

13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나 취중 행동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14 술을 마시면 술주정(주사)을 하여 주위사람으로부
터 자주 핀잔을 듣는다.

15 술 때문에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다.
16 과음으로 인해 결강이나 결석한 적이 있다.

17 부모님이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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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술 때문에 나의 의무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다.

19 술에 취해 치고 박고 싸운 적이 있다.

20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수업이나 성적 취득 또는 일
하는데 지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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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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