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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하여

김승완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국의 주된 가구 형태가 되었다. 그

중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

에 비해 건강 문제 관리의 중요도가 낮은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

만 청년층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1인 가구의 건강상태는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하기에 청년 1인 가구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가 좋지 않았고, 청년층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개선이 필

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한 집단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우울을 매개



- ii -

변수로 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가공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만19-39세에 해당하는 1인 가구 4,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1인 가구 전체, 성별, 연령대별 공통으로 고위험 음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흡연과 친구 접촉 빈도였으며, 이 외에는

집단에 따라 소득, 교육수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등의 변수가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매개로 하는

매개 모형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우울

외적인 요인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음주 행태가 좋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음주 인식 개선, 흡연 행태 관리, 대체 여가 활동 모색

과 같은 방법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언하였고, 성별·연령대별로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주요어 : 청년 음주, 청년 1인 가구, 고위험 음주, 건강 행태

학 번 : 2019-24515



- iii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II. 문헌 고찰 5

1. 1인 가구와 건강 5

가. 1인 가구의 특성 5

나. 1인 가구와 음주 7

2. 청년 1인 가구와 음주 9

3.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가. 경제적 특성 12

나. 건강 관련 특성 12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4. 음주의 매개효과 관련 요인 14

가. 소득 14

나. 사회적 관계 16

다. 우울 17

III. 연구방법 20

1. 연구 모형 및 가설 20

가. 연구 모형 20



- iv -

나. 연구 가설 21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22

3. 분석 변수의 정의 23

가. 독립변수 23

나. 종속변수 : 고위험 음주 25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25

5. 연구 윤리 26

IV. 연구결과 27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교차분석 27

가.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27

나. 교차분석 결과 29

2.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1

가.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1

나. 성별, 연령대 구분에 따른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3

3. 매개 효과 검증 39

가. 소득 및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39

나. 소득 및 친구 접촉 빈도가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42

다.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44

4. 종합 결과 45

V. 논의 49



- v -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49

2. 연구의 함의 54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58

VI.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73



- vi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28

[표 2] 주요 변수와 고위험 음주의 관계 30

[표 3]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2

[표 4] 2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4

[표 5] 2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6

[표 6] 3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7

[표 7] 3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8

[표 8]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40

[표 9]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41

[표 10] 소득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42

[표 11] 친구 접촉 빈도가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43

[표 12]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44

그 림 목 차

[그림 1]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모형 20

[그림 2] 매개 효과 검증 모형 21



- 1 -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하며 한국의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

다(통계청, 2018). 게다가, 2019년의 1인 가구의 수는 2015년 대비

18.1% 증가했으며, 현재까지도 1인 가구의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통계청, 2020).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국민의 건강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만성질

환율, 우울 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영향불균형과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은 등 건강상태가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강은아 & 이민홍, 2016; 오유진,

2017).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된 현 시점에서 1인 가구의 불

건강한 특성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1인 가구의 불건

강한 특성이 지속되면 사회경제적 지출의 증가 및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1인 가구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2019년 기준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8.1%, 16.8%로, 타 연령대(40대 14.1%, 50대

16.2%, 60대 15.1%, 70대 11.3%)와 비교해 보았을 때 1인 가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0). 이처럼 1인

가구에서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장년층과 노년

층 1인 가구에 비해 건강 문제 관리의 중요도가 낮은 집단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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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

질환·정신건강 관련 질환·비뇨생식계질환과 같은 질병에서 20대 환

자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곽성순, 2017) 등 청년층에서도 건강 문제

가 대두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불건강한 행태로 인해

다인 가구 청년보다 더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건강 개선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음주 행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음주는 결핵, 난소암, 대장 및 직

장암, 유방암, 알코올 사용 장애, 고혈압 심장 질환, 빈혈성 뇌졸중 등의 다

양한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Rehm J et al. 2010),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3년 기준 흡연(7조 1,258억), 비만(6조 7,695억)보다 많은 9

조 4,524억 원으로 추산되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건강

보험정책연구원, 2015). 이처럼 음주는 개인 및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가 좋지 않

아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주

류를 통한 열량 섭취 비율이 1998년 2.1%에서 2014년 10.9%까지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1인 가구는 타 연령층에 비해 음주율

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강은아 & 이민홍, 2016; 오유

진, 2017). 또한, 청년들이 윗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조병희 외, 2018) 1인 가구 청년들이 주류 산업의 주

요 고객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음주 환경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

에(박여진 외, 2018)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상황은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위험 음주를 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음주 행태 개선이 필

요하다. 고위험 음주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아니지만 뇌, 심혈관계, 위장



- 3 -

관계 등의 신체적 문제와 치매, 자살 등의 심리·행동적 문제를 유발하게

하는 수준의 음주를 뜻한다(박숙경 & 김은경, 2017). 과거에 비해 과도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위험 음주

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그중에서도 20대의 고

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65.2%, 폭탄주 경험 비율이 50.1%로 높았고, 20대

와 30대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고위험 음주를 하는 청년을 위해

음주 인식 개선과 같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

처, 2016; OECD, 2016).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소비문화 중 하나로 나타

난 ‘혼술’이 청년층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혼자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 음

주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음주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여진 외, 2018; Bourgault c & Demers A, 1997; Christiansen M et

al., 2002).

이와 같이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음주 행태 연구가 부족하며 대

부분 1인 가구의 건강·음주 행태, 청년의 건강 행태 연구의 일부로 청년 1

인 가구의 음주를 다루고 있다. 현 청년 세대는 윗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현재의 청년 1인 가구가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 현재 중·

장년 및 노년층 1인 가구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이기에,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김석호 외, 2018).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문

제가 심각하며 청년 1인 가구가 타 연령층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청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음주 행태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및 경로를 파악하여 청년 1인 가구 음주 행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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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음주하는 비율이 높

은 등 불건강한 행태를 보이며 젊은 층에서 많이 행해지는 혼술이

고위험 음주로 진행될 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1인 가구 청년의

고위험 음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분화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둘째,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소득, 친구 접촉 빈도와 고위험 음주 사이에 우울이 매개효

과를 일으키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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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1인 가구와 건강

가. 1인 가구의 특성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

며, 1인이 취침, 취사 등의 생계유지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1인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이

후 새롭게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 대신 ‘단독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박미정, 2019). 1인 가구는 젊은 세대

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 및 만혼의 증가, 국내 교육환경으로 인

한 기러기 가족 증가, 경제적 이유에 따른 가족 해체, 고령화 시대

로 인한 노인 독신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변미리 외, 2008).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꾸준

히 증가하여 2047년에는 전체 가구 중 37.3%를 1인 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문제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불균형적으로 많고 그 비율이 급증하

고 있다는 것이다(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건강이 다인가구에 비

해 취약하다는 것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나타나면서, 1인 가구의 건

강을 주제로 하는 여러 연구가 실시되었다. 1인 가구의 건강 및 보건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신체, 정신 건강

및 식이를 포함하는 건강행태, 의료이용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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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 김미종, 2020). 선행 연구 중에는 다인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하

여 탐색하는 형태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신미아, 2019; 권미영, 2018;

정명철 외, 2019),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 연령층을 대상

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송나경, 박향경 &

노재성, 2019; 강은나 & 이민홍, 2016; 박여진 외, 2018; 최성용 & 박언아,

2019; 김아린, 2018).

국내 문헌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우울증, 높은 스트레스, 많은 자살 생각, 낮은 수면시간 등 정신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성 & 김병숙, 2018; 신미아, 2019; 허

재현, 2018). 부정적인 건강행위를 하는 비율 역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하지경 &　이성림, 2017). 자세히 살펴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월세비율이 높아 주거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적자 비중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으며, 1인 가구의 다수

가 취업 취약 계층에 속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반정호, 2012).

다인 가구의 경우 함께 거주함으로 인해 감정적지지 및 소속감을 느끼기

쉬운 반면, 혼자 사는 경우에는 고립감 및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송나경,

2020) 1인 가구에서의 우울감은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강은

나 & 이민홍, 2016; 성준모, 2013; 이명진, 최유정 & 이상수, 2014). 김혜영

외(2007)의 연구에서도 많은 1인 가구가 우울함, 외로움,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겪고 있으며 이를 음주하거나 우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대처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외 문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1인 가구의 경우 외로움, 고립감

이 증가할 수 있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Takahiro kato et al., 2017; Bennett J & Dixon 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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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인 가구와 음주

한국의 음주율은 지난 20년 동안 유지 및 증가 추세이며 하루 알코올

소비량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음주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조병희 외, 2018).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높게 유지되고,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성인의 문제 음주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음

주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상위 10위 내에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나(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들에게 음주는 여가활동의

일환이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음주율 유지 및 증가 추세에 기여하는 것

으로 예상된다.

국민 전체가 아닌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음주 문제를 바라보면 상황

은 더욱 좋지 않다.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의지할

사람과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음주 및 흡연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에서의 음주와 흡연하는 비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은경 & 박숙경, 2016; 하지경 & 이성림, 2017; 채현주 & 김미종, 2019).

여러 문헌을 통해 음주가 우울, 자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전진용 외, 2006; 박은영, 2017; 강상연 & 권민경,

2008; 송나경, 박향경 & 노재성, 2019), 1인 가구의 정신 건강이 다인 가구

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신미아, 2019; 강은나 & 이민홍, 2016)

1인 가구에서의 높은 음주율은 1인 가구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단기간 및 장기간의 음주 폐해

관련 위험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Kavanagh et al., 2011) 1인 가구

의 음주는 다인 가구의 음주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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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 수준, 스

트레스 인지율, 흡연,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종교활동 여부 등으로

다양한 요인이 1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최성용 & 박언아, 2019).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지역 거주, 낮은 교육수준, 직종, 흡연, 월평균소득, 낮은 우울감,

높은 체질량 지수 등으로 월간음주자(고위험음주자가 아닌 음주자)

의 영향요인과 다수의 항목이 일치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최성용 & 박언아, 2019, 박

여진 외, 2018).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등장한 혼술과 같은 소비문화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6개월 내 음주 경

험이 있는 전국 20~40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증가

에 따라 혼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음주 경험자

중 66.1%는 혼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전에 비하여 혼술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조사되어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

는 1인 가구의 생활상이 음주 문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

전처, 2016). 혼술 경험자는 혼술 미 경험자에 비해 연간 음주율, 1회 음주

량, 고위험 음주율, 음주 횟수가 높게 나타나며(박여진 외, 2019) 혼술이

부정적인 음주 행태와 연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혼술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음주 동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혼술을

하는 사람은 집단음주만 하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 자살 생

각을 많이 하는 등 정신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규,

2017). 또한, 혼술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대처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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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었는데 대처동기는 문제음주를 유발할 수 있고 문제 음주 집단

에서 음주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름,

권석만 & 김빛나, 2018; 유채영 & 김혜미, 2010).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청년 1인 가구와 음주

과거에는 청년 1인 가구를 일시적 현상이자 과도기적 가구 형태로

보았고, 1인 가구의 건강 관련 연구는 주로 노년층으로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송나경, 박향경 & 노재성, 2019; 전보영, 2019).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빈곤, 흡연, 음주, 영양 등 생활 행태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며 노년

층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1인 가구의 건강문제는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

다(송나경, 박향경 & 노재성, 2019 ;김현성 외, 2019). 대도시 중심으로 제

공되는 취업 기회, 결혼 연령의 상승,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여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KOSIS, 2015;

하지경 & 이성림, 2017).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주제는 주거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박미선, 2017; 정희주 & 오동훈, 2014; 이상운 & 곽민주,

2019; 조하은 & 김의준, 2018; 임지수 & 권오정, 2016; 지예진 & 신화경,

2017), 그 외에는 청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의료 이용 양상을 비교한

연구(임유나, 조윤민 & 이태진, 2019), 청년 1인 가구의 대사증후군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김아린, 2018),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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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노혜진, 2018) 등 분야별로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었다. 청년 1

인 가구에게 시급한 것으로 생애 초반기의 일자리 및 주거 마련, 건강에

위해한 습관 교정을 위한 지원이 제시되었지만(이여봉, 2017) 청년 1인 가

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주거 분야에 집중되는 양

상을 띄고 있었다.

1인 가구의 청년은 건강 행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평소 자신의 건

강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김영주 & 곽인경, 2020) 이들의 건

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음주율이

82.1%, 다인 가구의 음주율이 6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년 1인 가구

의 음주율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고(강은아 & 이민홍, 2016), 청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음주량, 음주 빈도, 연간 음주폐해 경험, 음주 운

전 경험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음주 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영, 2018; 박여진 외, 2018).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

로 한 연구 중 음주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관련 내용은 1인 가구의 음주 행태를 분석한 연구(박여진 외,

2018),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김세영,

2018)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질병관리본부(2019)에 의하면 최근 6개월 내 음주한 사람들 가운데

57.3%는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는 남성

(59.7%)이 여성(54.8%)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63.5%, 66.3%로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아지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층을 포함한 문제음주 관련 연구가 몇몇 진행됐다. 문제음주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위험 음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회에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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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인하는 범위 이상으로 주량을 섭취함으로써 사회, 심리, 신체적 기

능의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행동장애를 의미한다(이숙현 & 문상호, 2018;

성정환 외, 2009). 문제음주는 연령이 낮을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았고(이숙

현 & 문상호, 2018), 청년층에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음주를 할 가

능성이 높았다(정준수, 2020).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나이가 적

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송나경, 박향경 & 노재성, 2019), 스트레스

는 음주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전진용 외, 2006) 청년

층의 문제음주는 스트레스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 실업률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

고 다인 가구 청년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1인 가구보다 많은

점(이여봉, 2017), 직장 및 학교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청년들은 직장생

활과 가사노동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다운 여가를 누리

기 어렵다는 점(강은주, 2018)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문제음주는 1인 가구

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과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

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하지경 & 이성림, 2017) 현실은 청년들의 음

주 행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개입뿐 아니라 전체적인 음주 정책의 개입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건강행태 중 음주와 가장 흔히 비교가 되는 흡

연의 정책 개입 정도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흡연문제는

가격인상, 실내흡연 규제, 간접흡연 규제, 공공장소 흡연 규제 등 많은 개

입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음주문제는 40~50여년 전과 현재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더딘 발전을 하고 있다(정애숙. 2015). 이 외에도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 음주 관련 정책의 실행도가 미흡한 점(보

건복지부, 2018) 등을 통해 음주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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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경제적 특성

소득, 빈곤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흔히 제시된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경

우 문제음주로 이어지거나 음주 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슬

기와 이민욱(2018)의 연구에서는 65세 미만의 성인집단에서 사회경제적

박탈이 문제음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Batty et al.(2012)

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서

일일 적정음주 수준 이상의 음주를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 외에도 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어려움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

며(이재경 & 이래혁, 2016), 소득수준이 20~39세 남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명식, 2002). 하지만, 박여진 외

(2018)에서는 남성의 경우 월 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위험 음

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건강 관련 특성

흡연은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음주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리 되어야할 주

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최성용과 박언아(2019)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3.5배 높았으며, 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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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020)에서는 흡연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여진 외(2018)에서는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흡연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박숙경과 김은경(2017)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흡연을 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5.03배 높아

여러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권미영(2018)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사

람에 비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폭음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박숙경과 김은경(2017)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고위험 음주

를 할 오즈비가 높았다. 또한, 양승희와 윤지원(2015)에서는 불안이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성용과 박언

아(2019)에서는 우울감을 경험했을 때 월간음주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울과 스트레스는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음주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최성용과

박언아(2019)에서는 스트레스 인지가 고위험 음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고, 박여진 외(2018)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남성의 경우 낮은 주관적 스트레스가, 여성의

경우 높은 주관적 스트레스가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애리(2010)에서는 우울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종임(2017)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

울이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등의 사회적인 관계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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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며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정준수, 2020; 김민혜 외, 2018),

김미영(2017)과 권태연(2011)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와 음주행

위 및 수준이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김진희와 최만규(2010)

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과 문제음주의 관계가 다

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역과 교육수준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최성용과 박언아(2019)에서는 월간음주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

자가 지역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박여진 외(2018)

에서는 도시지역 거주가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박여진 외(2018)에서는 낮은 교육수준을 고위험 음주

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박숙경과 김은경(2017)에서는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성용과 박언아(2019)에서는 교육수준이

고위험 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4. 음주의 매개효과 관련 요인

가. 소득

과거에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함께 비정규직 및 실업률이 증가하

였고,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이어지며 청년층은 안정적인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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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어려워졌다(김태완 & 강예은, 2020; 박미선, 2017). 청년 가구 중

에서도 청년 1인 가구의 경제 상황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태완 & 강예은, 2020). 청년 1인 가구는 독립 이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독립 1인 가구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 1인

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타 가구 형태와 비교해보았을 때 청년 비

독립 1인 가구와 독립 1인 가구 모두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

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 독립 1인 가구는 청년 가구 중 모든

지출 항목에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 가구 중 가장 경제적

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완 & 강예은, 2020).

한편, 소득이 낮은 청년 1인 가구에게 높은 주거비는 경제적 부

담으로 작용하여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체 청년 가구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인

반면, 청년 1인 가구에서는 24.1%로 나타났으며(김태완 & 강예은,

2020), 주거비 지출이 부담되는 청년들은 고시원이나 쪽방 등의 불

안정한 주거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배

경민, 2016). 이처럼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의 지원이 부재한 경우 열

악한 주거수준,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주거

불안층으로 내몰리게 되고 취업을 못하게 될 시 주거빈곤층까지 전

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현정 & 김모윤, 2019).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

문에 값이 저렴하면서 접근이 용이한 니코틴, 알코올의 유혹에 빠지

기 쉬운데, 저소득층에서 음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이숙현 & 문상호, 2018; 이재

경 & 이래혁, 2016).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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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경우 음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회적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권혁철과 김형용(2017)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망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다인 가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변미리 외(2008)에

서도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 가

정생활 만족도, 사회 생활 만족도 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지 않은 집단인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김혜영 외(2007)에서는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일상적

인 관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경희 외(2012)에서는 30대 1인 가구는 사

회적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중 대다수가 사회적 관

계 유지를 위해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청년 1인 가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회적 관계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

로 확인되기도 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지원

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험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정경희 외, 2012). 또한,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유형

의 가구보다 하루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50~60분 짧았지

만, 혼자 여가생활을 하는 시간은 청년 다인 가구에 비해 약 5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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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노혜진, 2018) 청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는 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년 및 노인 1인

가구에 비해 청년 1인 가구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김혜영, 2014)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았다.

다. 우울

현대사회에서 흔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간주되는 우울증은 점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박선미 외, 2016). 특히 1인 가구는 다인 가

구에 비해 우울 수준 및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며, 정신문제 상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선, 송현종 & 김보연, 2018; 신

미아, 2019; Forkmann T　 et al., 2012; Pulkki-Raback L et al.,

2012). 청년 1인 가구도 예외는 아니다. 연령층별로 다인 가구와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정신 건강

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강은나 & 이민홍, 2016) 청년 1인 가구

는 청년 다인 가구에 비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며 청년층의 정신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통계청, 2018), 그 중에서도 1인 가구는 고독함, 역경 등을 나눌 사

람이 없어 자살에 대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김아름 외, 2017) 청년

1인 가구는 자살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자살의 원인 중 하나로 제

시되는 우울이 청년층의 중심적인 정서로 언급되기도 하였기에(구혜

란 & 구서정, 2019)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우울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생활문제는 소득, 주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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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등이 있었는데 주거안정성이 낮은 경우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주 & 곽인경, 2020). 종합하면, 건강할 것으

로만 인식되던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생각보다 취약하며 혼자 거주

하는 경우 정신 건강이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우

울 증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울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소득 및 사회적 관

계와도 관련이 있다. 먼저, 소득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우

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상경 & 권태연, 2008; 이현경 & 노

성원, 2011; 김영주 & 곽인경, 2020). 또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상호

순환적으로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

은희, 2018). 우울과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지지, 사회적 연결망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사회적 관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지애, 2020),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김미영, 박정범 & 손애리, 2010). 또한, 가족, 친구 등

과 사회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김영주

& 곽인경, 2020; 이민아, 2013)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사회

적 연결망 등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요소는 우울과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울과 빈곤, 우울과 사회적 관계는 서로 영향관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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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각 요

소는 직접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윤숙희 외(2006)는 직무스

트레스가 우울을 매개로하여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이수비 외(2016)에서는 경제적 박탈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문제음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울은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음주 사이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문헌을 종합해 본 결과, 각 요인과 음주와의 관계가 명확하

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인 가구의 특성과 청년 1인 가구의 상황

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 1인 가구에서 소득과 사회적 관계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소득과 사회적 관계가 낮을수

록 우울이 증가하고, 증가한 우울은 고위험 음주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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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가.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며, 세부 목적인 성별, 연령대 구분에 따른 고위

험 음주 영향 요인 탐색과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연구의 모형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성별, 연령대에 따른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1>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모형

경제적 특성

소득

건강 관련 특성

우울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흡연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

친구 접촉 빈도

고위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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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형을 통해서는 소득과 고위험 음주, 친구 접촉 빈도와

고위험 음주 사이에 우울이 매개효과를 일으키는지 분석하였다. 해당

모형에서는 소득, 친구 접촉 빈도, 우울 외에 앞서 사용했던 독립변수

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2> 매개 효과 검증 모형

소득

친구 접촉

빈도

우울 고위험 음주

나. 연구 가설

위의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변수는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연령대, 성별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 청년 1인 가구의 우울은 친구 접촉 빈도, 소득과 고

위험 음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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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어있으며 고위험 음

주 관련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자료

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2차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원시 자료 중 연구

에서 사용하지 않는 변수는 제외하였으며, 관심 있는 변수들을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척도 변경, 더미 변수 생성, 새로운 변수 생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쳤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와 조사수행

체계를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총 228,381명이 참여하였으며 해당 년도의 자료

에는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9~39세 1인 가구에 해당하는 4,585명이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청년전용

창업자금, LH 희망상가 등)에서 제시한 나이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노혜진, 2018; 정준수, 2020)에서 제시한 나이가 만 19~39세인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로 정년

및 노인의 나이 기준이 늦춰지는 등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청년 나

이 기준을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준을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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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변수의 정의

가.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2017)자료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 친구 접촉 빈도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연령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은 남자, 여자로 분류하였으며 남자

를 기준 범주로 더미 처리하였다. 교육수준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

지 다니셨습니까?’ 질문을 활용하였고, 기존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6점 척도였던 항목을 2점 척도(1 = 고등학교 이하, 2 = 대학

교 이상)로 분류하였으며 고등학교 이하를 기준범주로 더미 처리하였

다. 지역은 동, 읍·면으로 분류하였으며 동 거주를 기준범주로 더미 처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친구 접촉

빈도를 사용하였으며, 친구 접촉 빈도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친구(이

웃제외)와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질문을 활용하였다. 친구

접촉 빈도 값은 6점 척도(1=한 달에 1번 미만, 2=한 달에 1번, 3=한

달에 2~3번, 4=일주일에 1번, 5=일주일에 2~3번, 6=일주일에 4번 이상)

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3점 척도(1 = 한 달에 1번 이하,

2 = 한 달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이하, 3 = 일주일에 2번 이상)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가장 낮은 친구 접촉 빈도 점수인

1을 기준 범주로 더미 처리하였다.



- 24 -

2) 경제적 특성

본 연구에서 경제적 특성으로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개념을 사용하

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2017) 자료 중 ‘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돈 등 모든 수입을 합쳐 최

근 1년 동안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소득 값은 8점 척도(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미만,

3=100~200만원 미만, 4=200~300만원 미만, 5=300~400만원 미만,

6=400~500만원 미만, 7=500~600만원 미만, 8=600만원 이상)로 구성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 중

에서 소득 변수를 200만원 간격으로 구분하여 활용한 사례가 몇몇 있

었지만, 이보다는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층의 평균 소득이 비교적 적

은 점을 감안하여 집단 내 비율을 최대한 균등하게 구분한 4점 척도

(0=100만원 미만, 1=100~200만원 미만, 2=200~300만원 미만, 3=300만

원 이상)를 활용하였고 0(100만원 미만)을 기준범주로 더미 처리하였

다.

3)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2017)자료 중 우울,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흡연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우울은 우울 증상을 파

악할 수 있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이와 관

련된 9가지 질문의 응답을 점수화한 후 기존에 사용되던 기준을 참고

하여 0~4점은 우울증상 없음, 5~9점은 가벼운 우울증상, 10~19점은 중

간 정도의 우울증상, 20~27점은 심한 우울증상의 4점 척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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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우울증상 없음을 기준 범주로 더미 처리 하

였다.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묻는 질문에 ‘매일 피움’, ‘가끔 피

움’으로 응답한 자를 흡연자로 간주하고 흡연과 비흡연으로 분류하였

으며 비흡연을 기준 범주로 더미 처리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에서 제시한 4점척도(1 =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 거의 느끼지 않는

다)를 이용하였다.

나. 종속변수 : 고위험 음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위험 음주는 질병관리본부(2019)에서 규정

한 고위험 음주의 정의를 따라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이면서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분류하였

다. 지역사회 건강조사(2017) 자료 중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와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의 질문을 사용하였고 이를 명목 척도(0=

고위험 음주 아님, 1=고위험 음주)로 코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

공한 후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

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집단 간 고위험 음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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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위험 음주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대별 영향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으

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만19~29세를 20대로, 만30~39세를 30

대로 간주하여 진행하였다.

셋째, 소득 및 사회적 관계와 고위험 음주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

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다.

5.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차 자료이기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면제

심의 신청을 하였고, 2020년 10월 최종 승인(IRB No. E2010/003-001)

을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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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교차분석

가.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585명으로 남성이 2,770명(60.4%), 여성이

1,815명(39.6%)로 남성의 비율이 많은 편이었다. 연령은 20대가 2,199

명(48.0%), 30대가 2,386명(52.0%)로 20대와 30대 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 지역은 동에 사는 사람이 3,647명(79.5%), 읍·

면 거주자는 938명(20.5%)로 읍·면에 사는 사람보다 동에 사는 사람이

약 4배 정도 많아 도시지역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200~300만원 미만이 1,668명(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이 1,156명(25.2%), 300만원 이상이 941명(2

0.5%) 순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이 760명(16.8%)으로 가장 낮았다. 교

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1,010명(22.0%), 대학교 이상이 3,574(78.

0%)으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수가 많은 편이었으며, 청년층의 특성

중 하나인 학력수준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흡연 상태는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자가 2,954명(64.4%), 흡연자가

1,631명(35.6%)로 비흡연자의 비율이 많았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조금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62명(53.7%)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많이 느끼는 편이 1,330명(29.0%), 거의 느끼지 않음

이 520명(11.3%) 순이었고 대단히 많이 느낌은 273명(6.0%)으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들의 친구 접촉 빈도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친구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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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770 60.4

녀 1,815 39.6

연령

20대 2,199 48.0

30대 2,386 52.0

지역

동 3,647 79.5

읍·면 938 2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60 16.8

100~200만원 미만 1,156 25.2

200~300만원 미만 1,668 36.4

300만원 이상 941 20.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010 22.0

대학교 이상 3,574 78.0

다고 응답한 사람이 2,668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

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이하’가 1,231명(26.8%), ‘한 달에 1번 이하’

가 685명(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 증상은 없음이 3,670명

(8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벼운 우울 증상 689명(15.0%), 중

간 정도의 우울 증상 205명(4.5%), 심한 우울 증상 21명(0.5%)로 나타

나 우울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 수가 적어졌다. 고위험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나타난 수가 3,593명(78.4%), 고위험 음주를 한다고 나

타난 수가 992명(21.6%)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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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흡연

비흡연 2,954 64.4

흡연 1,631 35.6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대단히 많이 느낌 273 6.0

많이 느끼는 편 1,330 29.0

조금 느끼는 편 2,462 53.7

거의 느끼지 않음 520 11.3

친구 접촉 빈도

한달에 1번이하 685 14.9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1231 26.8

일주일에 2번이상 2668 58.2

우울(phq-9)

우울증상없음 3,670 80.0

가벼운우울증상 689 15.0

중간정도의우울

증상
205 4.5

심한우울증상 21 0.5

고위험 음주

여부

아니오 3,593 78.4

예 992 21.6

전체 4,585 100.0

* 일부 결측값 제외

나. 교차분석 결과

매개 효과 검증과 관련된 주요 변수(소득, 친구 접촉 빈도, 우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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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고위험 음주 여부

χ2

아니오 예

소득

100만원 미만 638(18.0%) 122(12.4%)

24.42***
100~200만원 미만 925(26.1%) 231(23.6%)

200~300만원 미만 1,266(35.7%) 402(41.1%)

300만원 이상 717(20.2%) 224(22.9%)

친구 접촉 빈도

한달에 1번이하 581(16.2%) 104(10.5%)

39.74
***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1004(28.0%) 227(22.9%)

고위험 음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

과, 소득, 친구 접촉 빈도, 우울에 따라 고위험 음주 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과 고위험 음주와의 관계를 보면, 고위험 음주

를 하는 집단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소득이 200

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친구 접촉 빈도와 고위험

음주와의 관계에서는 고위험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 친구 접촉

빈도가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우

울의 경우에는 증상별로 거의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위

험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 우울 증상 없는 비율이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는 우

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와 고위험 음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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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고위험 음주 여부

χ2

아니오 예

일주일에 2번이상 2007(55.9%) 661(66.6%)

우울(phq-9)

우울증상없음 2,893(80.5%) 777(78.3%)

8.32
*

가벼운우울증상 536(14.9%) 153(15.4%)

중간정도의우울증상 152(4.2%) 53(5.3%)

심한우울증상 12(0.3%) 9(0.9%)

* p < .05, ** p < .01, *** p < .001

2.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가.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

별, 교육수준, 흡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친구 접촉 빈도, 소득이

었으며 연령, 지역, 우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785배 낮았고,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사람은 고

등학교 이하인 사람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800배 낮

았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936

배 높았고,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수록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898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접촉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보다 ‘한 달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435배 높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는 2.156배 높았다. 소득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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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2.352 .328 51.443 .000 .095

연령 .011 .008 1.952 .162 1.011

성별

(기준범주 =

남성)

여성 -.241 .091 7.054 .008 .785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181 .096 3.513 .061 .835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223 .090 6.127 .013 .800

미만일 때보다 200~300만원 미만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463배, 300만원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383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일 때는 100만원 미만

일 때보다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237배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011배 높았고, 동

거주자에 비해 읍·면 거주자의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83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우울 증상이 없을 때보다 가벼운 우울 증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017배 높고, 중간 정도의 우울 증상에서의 오즈비는

1.161배 높으며, 심한 우울 증상에서의 오즈비는 2.509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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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077 .085 161.322 .000 2.936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107 .054 3.895 .048 .898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361 .136 7.031 .008 1.435

일주일에 2번이상 .768 .124 38.300 .000 2.156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13 .132 2.608 .106 1.237

200~300만원

미만
.380 .125 9.240 .002 1.463

300만원 이상 .324 .141 5.316 .021 1.383

우울(phq-9)

(기준범주 =

우울증상 없음)

가벼운우울증상 .017 .110 .024 .876 1.017

중간정도의우울

증상
.149 .183 .666 .414 1.161

심한우울증상 .920 .501 3.377 .066 2.509

나. 성별, 연령대 구분에 따른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청년 1인 가구를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으

로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집단별로 고위험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

다. 20대 여성에서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흡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친구 접촉 빈도(일주일에 2번 이상), 소

득(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우울(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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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1.949 .671 8.431 .004 .142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198 .276 .518 .472 .820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405 .265 2.350 .125 .667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095 .261 17.588 .000 2.988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315 .139 5.087 .024 .730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517 .521 .987 .321 1.677

일주일에 2번이상 1.083 .485 4.974 .026 2.953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370 .275 1.805 .179 1.447

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988

배 높았고,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수록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730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접촉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보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953배 높았으며, 소득은 100만원 미만일 때보다

200~300만원 미만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037배 높고,

300만원 이상일 때의 오즈비는 2.360배 높았다. 우울은 우울 증상이

없을 때보다 가벼운 우울 증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52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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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200~300만원

미만
.711 .277 6.588 .010 2.037

300만원 이상 .859 .372 5.337 .021 2.360

우울(phq-9)

(기준범주 =

우울증상 없음)

가벼운우울증상 -.646 .269 5.762 .016 .524

중간정도의우울

증상
-.218 .368 .350 .554 .804

심한우울증상 .674 .815 .685 .408 1.963

다음으로, 20대 남성에서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대 남성에서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흡연, 친구 접촉 빈도(일주일에 2번 이상), 소득(200~300만

원 미만, 300만원 이상)이 있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583배 높았으며, 친구 접촉 빈도가 ‘한 달에 1

번 이하’일 때보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

비가 2.788배 높았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일 때보다 200~300만원

미만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677배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일 때의 오즈비는 1.6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해당 집단에서 ‘심한 우울 증상’의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대 남성 중, 심한 우울 증상을 나타내

는 대상자들의 수가 적은데 결측값을 제외하고 모두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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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3.306 .494 44.758 .000 .037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064 .184 .120 .729 .938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102 .186 .300 .584 1.107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949 .148 41.074 .000 2.583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149 .100 2.199 .138 1.160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447 .343 1.696 .193 1.563

일주일에 2번이상 1.025 .312 10.782 .001 2.788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060 .215 .079 .779 .941

200~300만원

미만
.517 .187 7.666 .006 1.677

300만원 이상 .514 .233 4.871 .027 1.671

우울(phq-9)

(기준범주 =

우울증상 없음)

가벼운우울증상 .295 .221 1.772 .183 1.343

중간정도의우울

증상
-.086 .451 .036 .849 .918

심한우울증상 22.421 22853.640 .000 .999 5.E+09

<표 5> 2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30대 여성에의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흡연, 친구 접촉 빈도(일주일에 2번 이상)이 있었다.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일 때보다 대학교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0.473배 낮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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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1.489 .590 6.375 .012 .226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444 .269 2.722 .099 .642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748 .220 11.515 .001 .473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614 .228 50.044 .000 5.024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248 .152 2.648 .104 .781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569 .330 2.965 .085 1.766

일주일에 2번이상 .857 .303 8.013 .005 2.355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338 .350 .932 .334 1.402

200~300만원

미만
-.179 .369 .235 .628 .836

300만원 이상 -.482 .409 1.389 .239 .617

우울(phq-9)

(기준범주 =

우울증상 없음)

가벼운우울증상 -.006 .280 .001 .982 .994

중간정도의우울

증상
.422 .425 .986 .321 1.525

심한우울증상 -.223 1.417 .025 .875 .800

주를 할 오즈비가 5.024배 높게 나타났다. 친구 접촉 빈도가 ‘한 달

에 1번 이하’일 때보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355배 높았다.

<표 6> 3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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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1.951 .420 21.560 .000 .142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186 .144 1.677 .195 .830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080 .138 .333 .564 .923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009 .129 61.438 .000 2.743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161 .086 3.528 .060 .851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348 .183 3.601 .058 1.416

일주일에 2번이상 .665 .167 15.802 .000 1.944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326 .321 1.031 .310 1.386

200~300만원

미만
.528 .297 3.160 .075 1.696

300만원 이상 .503 .302 2.767 .096 1.653

우울(phq-9)

(기준범주 =

우울증상 없음)

가벼운우울증상 .154 .174 .780 .377 1.166

중간정도의우울

증상
.192 .314 .372 .542 1.211

심한우울증상 -.445 1.166 .146 .703 .641

3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흡

연과 친구 접촉 빈도(일주일에 2번 이상)이 있었다. 흡연자는 비흡연

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2.743배 높았으며, 친구 접촉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보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 고위

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944배 높게 나타났다.

<표 7> 3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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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년 1인 가구에서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으로 구분하여 고위험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집단별로 영향 요인의 차이가 있

었으며 공통적으로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었다. 4

개로 나눈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흡연과 친구 접촉 빈도(일주일에 2번 이상)이었으며, 20대에

서만 공통으로 유의한 요인은 소득(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

상)이었다.

3. 매개 효과 검증

연구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

두 유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연구 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한 연구를 먼저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해보았다. 공차한계가 0.1

보다 작거나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보는데, 본 연구 모형에서 공차한계는 .765~.981에 분포하고 분산

팽창계수는 1.019~1.307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소득 및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 성별 등 변수들을 통제 후에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200~300만원 미만에서 Β = -.063(p = .008)으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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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Β 표준 오류 β

상수 1.114 .057 19.388 .000

연령 -.003 .002 -.034 -2..222 .026

성별

(기준범주 =

남성)

여성 .113 .017 .099 6.588 .000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006 .019 -.005 -.330 .741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067 .019 -.050 -3.525 .000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083 .018 .072 4.709 .000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273 .010 -.367 -26.634 .000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033 .025 -.026 -1.324 .185

200~300만원

미만
-.063 .024 -.055 -2.645 .008

300만원 이상 -.047 .027 -.034 -1.721 .085

다 200~300만원 미만일 때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00~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100만원 미만 일 때보다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 달에 2번 이

상 일주일에 1번 이하’(Β=-.085, p=.000), ‘일주일에 2번 이상’(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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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Β 표준 오류 β

상수 1.179 .060 19.597 .000

연령 -.005 .001 -.053 -3.756 .000

성별

(기준범주 =

남성)

여성 .117 .017 .104 7.060 .000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011 .019 -.008 -.580 .562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060 .019 -.045 -3.184 .001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086 .017 .075 4.938 .000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269 .010 -.363 -26.486 .000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085 .024 -.068 -3.484 .000

일주일에 2번이상 -.079 .022 -.070 -3.524 .000

=-.079, p=.000) 모두 ‘한 달에 1번 이하’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를 통해 친구 접촉 빈도는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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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1.480 .286 26.856 .000 .228

연령 -.001 .008 .013 .910 .999

성별

(기준범주 =

남성)

여성 -.201 .090 5.029 .025 .818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200 .096 4.385 .036 .818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193 .089 4.711 .030 .825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119 .084 177.675 .000 3.060

나. 소득 및 친구 접촉 빈도가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

향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득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200~300만원 미만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426배 높았

고, 300만원 이상일 때의 오즈비는 1.387배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100~200만원 미만일 때에도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1.1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은

고위험 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소득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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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98 .050 3.894 .048 .907

소득

(기준범주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179 .130 1.896 .169 1.197

200~300만원

미만
.355 .124 8.262 .004 1.426

300만원 이상 .327 .139 5.553 .018 1.387

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2.217 .305 52.892 .000 .109

연령 .017 .007 6.080 .014 1.018

성별

(기준범주 =

남성)

여성 -.248 .088 7.967 .005 .780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192 .096 4.003 .045 .825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224 .089 6.413 .011 .799

친구 접촉 빈도가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 달에 1

번 이하’일 때보다 ‘한 달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의 오

즈비가 1.440배 높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의 오즈비는 2.138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친구 접촉 빈도는 고위험 음주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친구 접촉 빈도가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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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상수 -1.526 .288 28.155 .000 .217

연령 .007 .007 .958 .328 1.007

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086 .084 168.721 .000 2.96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123 .050 6.069 .014 .884

친구 접촉 빈도

(기준범주 =

한 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번이상

일주일에 1번이하
.365 .134 7.375 .007 1.440

일주일에 2번이상 .760 .123 38.438 .000 2.138

다.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벼운 우울 증상

(OR=.998, p=.982), 중간 정도의 우울 증상(OR=1.090, p=.631), 심한

우울 증상(OR=2.216, p=.09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심한 우울 증상은 우울 증상이 없을 때보다 고위험 음

주를 할 오즈비가 2.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

지 않았지만 심한 우울은 고위험 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12>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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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wald p-value exp(Β)
Β 표준 오류

성별

(기준범주 =

남성)

여성 -.227 .088 6.648 .010 .797

지역

(기준범주 =

동)

읍·면 -.213 .095 4.988 .026 .808

교육수준

(기준범주 =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178 .088 4.119 .042 .837

흡연

(기준범주 =

비흡연)

흡연 1.114 .083 179.370 .000 3.046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75 .053 1.971 .160 .928

우울(phq-9)

(기준범주 =

우울증상 없음)

가벼운우울

증상
-.002 .108 .001 .982 .998

중간정도의

우울증상
.087 .180 .230 .631 1.090

심한우울증상 .796 .472 2.847 .092 2.216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전제가 충족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할 수 없었고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4. 종합 결과

먼저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을 분석해보았을

때, 성별, 교육수준, 흡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친구 접촉 빈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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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일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가, 친구 접촉

빈도가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보다는 한 달에 2번 이상일 때, 소득

이 100만원 미만일 때보다는 200만원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청년 1인 가구를 성별, 연령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유의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흡연과 친구 접촉 빈도로, 청년 1인 가구에게서 흡연과

친구 접촉 빈도가 고위험 음주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추

론해볼 수 있다. 두 변수 모두 고위험 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친구 접촉 빈도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일 경우에만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두 변수가 유의했지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30대 여성의 경우 비흡연자

에 비해 흡연자가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5.0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남성에서의 오즈비가 각

각 2.988, 2.583, 2.74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친구 접촉 빈도는 20대 여성과 남성에서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보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각각

2.953배, 2.788배 높았다. 이는 30대 여성, 남성에서의 오즈비가 각각

2.355, 1.944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흡연과 친구 접촉 빈도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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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보면, 20대 여성은 우울(가벼운 우울 증상), 주관적 스트레

스 수준, 소득(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이, 20대 남성은 소

득(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이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30대 여성은 교육수준이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30대 남성의 경우 추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 없었다. 이를 통해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서 소득이 공통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20대에서 소득이 고위험 음주를

하는데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청년 1인 가구에서 고위험 음

주를 주로 사교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고위험 음주도 결국 비

용이 수반되기에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에서 소득이 고

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해보면, 20대에서 남성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여성은 주관적 스트

레스 수준과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위험 음주 시 정신 건강 관련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30대에서는 남성의 경우 교

육수준이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은 교

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검증 모형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로 1인 가구 청년의 고위험 음주에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 친구 접촉 빈도

와 고위험 음주 사이에 우울이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효과의 전제 조건 중 매개변수인 우울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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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

형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과 고

위험 음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모형을 설정하

였으나,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우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

만 고위험 음주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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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20대와 30대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강은나 & 이민홍, 2016)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음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여 정책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

나는 흡연이었다. 이는 흡연자에게서 고위험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

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이효영 외, 2019; Gubner

NR et al., 2016; Han BH et al., 2018). 또한, 흡연을 할수록 음주를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노동현 외, 2011),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한다.

친구 접촉 빈도 역시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을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문

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준수(2020)와 친구와

월 2회 이상 교류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 최성용과 박언아(201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음주 행위 및 수준이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선행

연구(김미영, 2017; 권태연, 2011)와는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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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조병희 외(2018)에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사교를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년 1인 가구에서도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

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처동기보다는 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

한 목적인 사교동기를 통해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소득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간음주율 및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난 최지연과 최성우(2014)와

남성에서 월 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박여진 외(2018)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소득

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신명식, 2002; 이재경 & 이래혁, 2016; Batty et al.,

2012)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을 때 고위험 음

주를 할 오즈비가 높아졌기에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은 집단의 음주 행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고위험 음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음주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할 우려가 있고(보건

복지부, 2015) 이들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음주 문제 발생 시

대응의 한계가 있어 소득이 낮은 집단의 고위험 음주 문제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친구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친구 접촉 빈도와

우울이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 접촉 빈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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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에서의 우울감은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높았

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성용과 박언아(2019)에서는 우울감을 경

험했을 때 월간음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할

때의 음주는 다시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우울증과 음주는 서로 관

계가 깊으며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 중 2/3가 자살 생각을 하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천성수, 2016; 헬스코리아뉴스, 2009.09.21.). 즉, 친

구 접촉 빈도가 낮을 경우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비교적 높고 우울

할 때의 음주는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접촉 빈도가 낮은 집단의 음주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성별, 연령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흡연과 친구 접촉 빈도가 공통으로 유의했으며 주관적 스트레

스 수준, 교육 수준, 소득, 우울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고위험 음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최성용 & 박언아,

2019; 박여진 외, 2018; 정준수, 2020; 이숙현 & 문상호, 2018). 또한,

기존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령층을 청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20대와 30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대와 30대는 사회적 위치, 소득 수준, 사회적

관계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20대와 30대 사이에 고위험 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20대와 30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간 차이

가 발생하였다. 이는 20대와 30대를 청년층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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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으로 볼 필요도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 1, 2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모형의 검증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새로운 모형의 검증을 시도하는 것에 의의

를 두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여 매개 효과 검증을 할 수 없었고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음주 관련 연구

가 부족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상황, 1인 가구의 특성 등의 선행연구

를 근거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우울과 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허만세, 2013; 이현

경 & 노성원, 2011) 관련 변수와 음주와의 관계가 연구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이 성립할 가능성과 성립하지 않

을 가능성이 모두 있었고, 연구 모형이 성립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성립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

구에서는 1인 가구에서 우울 수준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점(강은

나 & 이민홍, 2016; 성준모, 2013; 이명진, 최유정 & 이상수, 2014)

과 청년층의 중심적인 정서가 우울로 나타난 점(구혜란 & 구서정,

2019), 우울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점(최성용 & 박언아, 2019) 등

을 고려하여 청년 1인 가구에서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은 고위험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우울이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손애리, 2010; 김종임,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비록 연구 모형을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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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치지 않고 성립 가능성에 따라 모형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국내 음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주류 산업과

관련하여 주세법 위주로 정책이 발전되어 왔으며 2000년 이후에야

음주 폐해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다(정애숙, 2015).

정부는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절주 사업을 위한 법

제도 정비, 교육 홍보체계 구축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주류 판

매제도 개선, 주류 가격 조정 등의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

도가 미흡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보

건복지부, 2018). 이러한 상황에서 WHO에서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

를 위해 각국에 정책 시행을 권고하려는 목적으로 'SAFER'라는 5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주폐해예방 실행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이처럼 음주 관련 정책

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음주 정책 역시 부족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 개

선이 필요함을 다시 인지할 수 있었고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의 4가지 추진 과제 중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에 절주 대상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보건복지부, 2018) 이와

같은 과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 음주 관련 정책에서 청년 1인 가구를 포

함시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법을 모색하

기 이전에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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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예로, 절주 실천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에서 개발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방송 프로

그램에서 연예인들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음주가 긍정

적으로 묘사될 여지가 있는 장면이 제시되는 등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영호 외(2015)에서 실효성 있는 음

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것과 같이

현 정책의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음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친구 접촉

빈도였다. 이는 곧, 많은 1인 가구 청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음주를

곁들여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친구 접촉 빈

도가 높은 집단에서 고위험 음주의 가능성이 높았기에 사람들과의

음주는 고위험 음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청년층에서는 중·장년층에 비해 낮술, 술에 취함, 혼술 등의

행위에 조금 더 관대한 모습을 보였는데(조병희 외, 2018), 이와 같

은 청년층의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인해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행위가 쉽게 고위험 음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감소를 위해 이들의 음주 인

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청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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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적합한 방안이 필요한데, 절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

기 위한 절주권고(안)을 개발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절주의 정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청년들이 자주 접하는 방송매체에서 (고위

험)음주를 조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보건복지부, 2018). 또한, 음주

인식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

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어야 추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1인 가구의 흡연 행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된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 중

하나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이 고위험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최성용 & 박언아, 2019; 정준수,

2020; 박여진 외, 2018; 박숙경 & 김은경, 2017)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신미아,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 1인 가구에서의 흡연 행태가 관리되

지 않을 시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30대 여성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오즈비가 5.0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30대 여성의 흡연 행태 관리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2001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질병관리본부, 2020)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다인 가구 여성에 비해 흡

연할 오즈비가 6.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아름 외, 2017) 청년 1

인 가구 여성에서의 흡연 행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젊은

층의 월간폭음률이 남성에서 감소하는 반면 여성에서는 증가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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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질병관리본부, 2020), 젊은 여성들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

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이 여성의 월간폭음률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여성의 흡연율이 남성에 비해 낮지

만,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 추세인 것에 반해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

추세이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흡연이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영향

이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 집단, 특히 30대 여성의

흡연 행태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1인 가구에게 음주는 주요 여가 수단 중 하나일 것으

로 보인다. 바빠서 적절한 취미생활을 하기 어려운 30대에서는 음주

외에 놀거리가 없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았으며(조병희 외, 2018), 특

히 1인 가구에서는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혼술’하는 비율이 높아

많은 1인 가구에서 여가로써의 음주가 행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 결과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거나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을

때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음주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면서 개인의 자유를 즐기는 수단으로 활용됨을 언급한 선행연구(박

여진 외, 2019)와도 맥락이 일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가

로써의 음주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손애

리(2010)에서는 음주하는 대신 스포츠 참여 등의 다른 여가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개인이 기존에 관심 있

던 활동이 아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음주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가 활동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주 문화가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방송매체, SNS 등을 통

해 사회에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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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여가 활동의 제안이 아닌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모색이 함께 이루

어질 때 여가로써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이 성별, 연령

대로 구분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는 청

년 1인 가구 내 구성원 간의 이질성 및 다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강은나 & 이민홍, 2016)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다. 이는 곧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 관련 정책을 시

행할 시 청년층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예로 들면, 20대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가 문제될 시 소득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30대 여성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가 문제될 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방법을

제안해야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 1

인 가구는 자발적, 비자발적 1인 가구 여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

를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시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기타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

어져야 고위험 음주의 관리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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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한 자료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자료를 가공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변수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먼저, 청년 1인 가

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비독립 1인 가구와 독립 1인 가구로 구분할 수 있

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완 & 강예은, 2020). 이에 따라

추후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시 경제적 지원 여부,

자산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를 친구 접촉 빈도

변수만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도 하나의 한계점이다. 친구 접촉

빈도 변수로만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음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 만족도, 사회적 연결망 등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강상연 & 권태연, 2008; 정준수,

2020; 김민혜 외, 2018; 김미영, 2017; 권태연, 2011; 김진희 & 최만

규, 2010).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를 함께 활용한다면 청년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관계와 음주와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의 음주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인해 청년 1인

가구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 모형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점도 하나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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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

다면 보다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년 1인 가구의 음주 관련 요인이 어떠한 경

로로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청년 1인 가구의

음주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하고,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구분

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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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친구 접촉 빈도

와 흡연이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

인임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소득, 교육수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등의 요인이 성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는 사교 목적으로 행해질 가능

성이 높았으며,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서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우울을 매개로하는 연구 모형에서는 우울이 고위험 음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해당 모형이 성립하지 않았고, 청년 1인 가

구의 경우 우울 외적인 요인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는 고위험 음주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친구 접촉 빈도가

높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음주 행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

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의 관대한 음주 인식이 고위험

음주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

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흡연 행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특히 30대 여성 집단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 1인 가구에게 여가로써 음주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적절한 대체 여가 수단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을 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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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행태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이후의 청년 1인 가구 고위험 음주 행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전반적으로 친구 접촉 빈도가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여가 활동에 대

한 제약이 심해져 대체 여가 활동으로 음주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편의점과 백화점 등에서 주류 판매량이

급증한 사실을 통해서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한 편의점 브랜드는

2020년 8월 외출 자제로 인해 전국 매장의 주류 매출이 증가하였으

며, 코로나 2.5단계 실시 이후에는 서울 지역 매장에서 약 일주일

동안 와인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연합뉴스. 2020.09.09.). 한 백화점 브랜드에서도 코로나 19 이

후에 주류 매출이 약 30%가 증가하였다(매일경제. 2020.08.23.).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만, 현재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음주 관련 연구 및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청년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1인 가구 청년들의 건

강을 지키고 음주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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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High-Risk

Drinking in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 Using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Seungwan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continued to

increase, becoming the main form of households in Korea. Among

them, young adults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s. But they have

been considered a group that has less importance in managing health

problems than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However, the health problem of young adults is emerging, and the

health statu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weaker than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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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erson households,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health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drinking

behavior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bad, and the high-risk

drinking rate of young adults is high, so it is necessary for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to improve their high-risk drink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high-risk drinking in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To this end, the detailed purpose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high-risk drinking influence factors in groups divided by gender and

age,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model with depression as a

parameter.

For the analysis, the secondary data was used to process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in 2017, and 4,585 single-person

households aged 19-39 were conduct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 and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mmon variables of high-risk

drinking among all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gender,

and age groups were smoking and friend contact frequency, and

other variables such as income, education, and subjective stress level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high-risk drinking. Furthermore, in this

research, mediated model wan`t established that mediates depression.

As a result, non-depressive factors are expected to affect high-risk

drinking in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in the case of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high income an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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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frequency, drinking behavior is expected not good.

In summary, it was suggested that high-risk drinking could

be improved in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through

methods such as improving drinking awareness, managing

smoking behavior, and seeking alternative leisure activities, and

that customized policies will be needed considering their diversity.

Keywords: Young Adults Drinking, Young Adults

Single-person Households, High-Risk Drinking,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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