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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바탕

으로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업

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직업을 갖고 소속감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때 발생하는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스트레스 대처방

법으로 음주를 하기 쉽다. 청년기의 문제음주는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날

지라도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조기개입

과 예방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자원 간 조합으로 인지적 과정이 중심이 되기에 스트레스의 지각과 해석

에서의 개인차가 중시된다. 즉, 동일한 실업 상태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이를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스트



레스에 대해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라 인지

적 평가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대처방식 역시 다르게 행해지기 때문이

다. 여기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긍정

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이다. 이에 따라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스트레

스원(stressor)인 실업 상태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달라지고 문제음주라

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

게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의 매개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

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실업 상태

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

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높은가)? 셋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청년패널(YP 2007) 13차 자료(2019

년)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2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68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결혼상태,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업 여부(독립변수)가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매개변수)을 매개로

문제음주 행위 수준(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자료 분

석은 Baron & Kenny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과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Sobel-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문제음

주 행위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실업 상태인 청년이 취

업 상태인 청년보다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

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가 청년들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스

트레스로 작동하여 문제음주 수준을 높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실업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업이 개인에게 부정

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

았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즉, 실업자인 청년이 취업 청년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이렇게 높아진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test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스트레스-대

처 모델을 기반으로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

을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azarus & Folkman(1984)이 주장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

가의 중요성이 검증된 것으로,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대처

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업으로 인한 결과 중 문제음주

에 초점을 두어 이원적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소득원을 넘어 자아개념

및 정체성과 같은 심리 내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와 연결된

다. 특히, 문제음주와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라는 구체적인 실업의 부

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의 담론에서 나아가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

을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분석

을 시행해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가 적절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YP 2007) 13

차 자료(2019)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

서 표본을 추출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패널 자료로,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과 외적 타당도를 비교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청년

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



한 개입에 있어서 실업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문

제음주에 대해 실업 청년을 중심으로 초점화된 개입과 고용센터와의 연

계 등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음주의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비약

물치료 중 하나인 심리·사회적 중재와 관련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

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태에 개입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 확

대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몇몇 지방정부에

서 실업 상태 청년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과 상담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수혜의 양과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

력과 자원을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청년 실업, 문제음주, 이원적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스트레

스-대처 모델

학 번 : 2019-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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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의 문제음주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월간 폭음1)'과 '고위험 음주2)'를 대표적인 문제음주로 규

정하였는데, 문제음주란 부적절한 음주 행위로 사회, 행동 그리고 건강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 양상을 의미한다(Oslin, 2004). 2019년

기준 전체 성인남녀의 월간 폭음률은 38.7%이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0).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7년 기준

8.7L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L)과 비슷한 수준이나(보건복

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9) 2, 30대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

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63.5%로 17년 조사

결과(57.3%)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30대(70.0%)와 20대(66.9%)가 다른

성인 연령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40대는

65.4%, 50대 61.4%, 60대 52.6% 순으로 청년층의 고위험음주 경험 비율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종합하면, 청년층을 중심

으로 폭음과 고위험 음주 경험 등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기의 문제음주에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이 시기의 문제음주

가 이후의 문제음주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청년기 초기 대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음주 행태가 성인이 되어서

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김경희 외, 2009), 이미 특정 음주 습관이

1) 최근 1년 기준으로 월 1회 이상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

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만 19세 이상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

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2)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여성) 또는 7잔 이상(남성), 주 2회 이상 음주하

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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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면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여도 절주나 금주 등의 행동

수정이 어렵기에(이중정, 이충원, 2002) 조기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성인기 전체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김순오, 2006; 송태

민, 이주열, 김계수, 2012; 신명식, 2002; 이용철, 임복희, 2010; 황지영,

정슬기, 2016)는 활발히 이뤄졌으나, 청년기에 초점을 둔 연구(송인한, 이

경원, 정집훈, 2019; 허만세, 장승옥, 2010)는 부족하다. 청년기를 다룬 연

구라고 하더라도 특히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진열, 2008; 박

경민, 이민규, 2005;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이원재, 2004)가 대부

분이다. 청년기의 문제음주 수준은 전체 성인기보다는 낮게 나타날지라

도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김경희 외, 2009) 중요하

다.

또한, 문제음주는 그 자체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WHO, 2018) 심혈관 및 간 질환, 암, 그로 인한 사망 등

을 유발한다.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알코올성 치매 등의 정신건강

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류수일, 2002).

문제음주는 개개인에 대한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인

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는 9조 4,524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인 7조 1,258억 원과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6

조 7,695억 원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음주가 이처럼 막대한 사회경

제적 비용 손실로 이어지는 까닭은 음주로 인해 개인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 발생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종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과 신체 및

정신질환의 치료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김지훈, 강욱

모, 2016).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청년기의 문제음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문제음주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

히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이민규, 1993; 김용석, 1999;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Brown, 1985; Ham & Hope, 2003; O’Hare, 1990). 음주에 영향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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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변수, 성격, 음주력, 알코올에 대한 기대,

음주 동기, 스트레스와 대처, 활동 참여, 동료와 가족의 영향 등이 규명

되었는데(Ham & Hope, 2003) 이 중 특히 스트레스는 음주의 강력한 예

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남진열, 2008; 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이원재, 2004; 정슬기, 2007; 한금선, 양승희, 전겸구, 2003; Carney

et al., 2000; Cooper et al., 1992a; Cooper et al., 1992b; Kidorf & Lang,

1999; O’Hare & Sherrer, 2000; Seeman & Seeman, 1992). 청년기의 스

트레스로는 학업 및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스

트레스 등이 있는데 이 중 특히 직업을 갖는 것은 생애주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기에 실업 상태는 청년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원

(stressor)으로 작동한다(이가영 외, 2015).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 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과열된 취업 시장으

로 취업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

르면, 2020년 12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에 달했다(통계청, 2020).

이는 우리나라 성인 실업률 4.1%의 약 2배로(통계청, 2020) 다른 성인

연령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같은 시기, 30~54세의

실업률은 2.9%, 55~64세의 실업률은 3.2%, 65세 이상 실업률은 6.8%로

모두 청년 실업률보다는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20). 실업률 통계에 반

영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부분 실업자 등을 모두 합친 청년 확장 실업

률3)은 2020년 12월 26%로, 전년 동월 대비 5.2%p 증가하여 그 심각성

을 더욱 보여준다(통계청, 2020).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는데(박세홍 외, 2009; 송이은, 2010; Creed & Macintyre, 2001;

Paul & Moser, 2009) 특히, 음주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홍대균, 강동묵, 김정원, 2009). 문제음주는 이러한 실업 스트레

스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알코올이 자신의

3)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

을 의미한다(통계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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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소시킬 것이라 믿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를 조절하려는 노

력으로 음주를 하기 때문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Critchlow, 1986). 그

런데 문제음주와 같은 대처는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 정서를

증가시키는 등(Aneshensel & Huba, 1983) 신체·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기에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나은 대처가 이뤄지도록 개입이

필요하다.

실업은 건강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Ganley, 2002; Goldsmith, Veum & Darity, 1997;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Sheeran, Abrams & Orbell, 1995;

Winkelmann & Winkelmann, 1998).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곤 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

람, 내·외집단 구성원과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

을 형성한다(Turner et al., 1987). 따라서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이상적

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취업자의 모습)과 현재 실업 상태인 자신을

비교하고 내·외집단의 취업자들과도 자신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겪을 수 있다. 자아존

중감의 저하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떨어뜨리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이수인, 2007) 음주빈도나 음주량

이 증가하거나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권태연, 2011; 김민혜

외, 2018; Zhai et al., 2015).

기존 선행연구는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실업 상태일 때 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가설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업이 왜 문제음주를 높

이는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바탕으로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

음주라는 대처로 이어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대처 사

이의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라는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로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며 개입 지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실업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고(정은석, 강상경,

2015),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기에(권태연, 2011;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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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8; 이숙현, 2017a; Zhai et al., 2015)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주요

한 매개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중 실업이 문제음주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살핀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이원적 구조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기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이란 기존의 일원적 자아존중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됨에 따라(Owens, 1994) 긍정적 자아존중감과(self-worth)

부정적 자아존중감(self-deprec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

다. 이원적 자아존중감은 각각의 예측요인과 영향력은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이고(강상경, 2006; 유창민, 2017a; 이미리, 2005; 최희철, 2011;

Owens, 1993; Owens, 1994) 실증적으로도 일원적 구조보다 더 적절하다

고 평가되어왔다(강상경, 2006; 김성용, 2014; 유창민, 2017a; 이미리,

2005; 장혜림, 정익중, 2013; Ang et al., 2006; Boduszek et al., 2013;

Kahng & Mowbray, 2005; Supple et al., 2013; Vallacher & Nowak,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요인이 아

닌 두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각이 미치는 영향

이 다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업 청년들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

을 제공할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둘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둘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 상태의 청년

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소득보장과 고용 중심 직업훈련 및 정책에서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활용하

여 청년의 실업(스트레스원)과 문제음주(정서 중심적 대처)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대

처 모델은 청년이 문제음주라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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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평가에 해당하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적 사건인 실업에 직면하였

더라도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데는 개인적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를 이원

적 자아존중감(원인적 선행변인)을 통한 인지적 평가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한 스

트레스-대처 모델이 이론적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업 상태 청년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문제음주를 낮추어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바탕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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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청년의 실업 상태 여부를 선

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청년의 문제음주 수준이다. 매개변수는 긍정적 자

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선정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는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

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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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바탕으로 청년의 실업 상태에 따

른 문제음주 수준, 그리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영

향을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스트

레스-대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룬다. 다음으로 제2절, 제3절

에서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토대로 스트레스원으로서 실업을, 대처로

서 문제음주를 상정한다. 왜 실업이 문제음주를 일으키는지 긴장감소가

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또한, 제4절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개념적

으로 정의하며, 실업과 문제음주 사이의 매개요인으로서 원인적 선행변

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로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고찰한다.

제 1 절. 스트레스-대처 모델

본 연구는 Lazarus & Folkman(1984)이 제시한 스트레스-대처 모델

(Stress Coping Model)을 분석 틀로 한다. 해당 모델은 환경상의 자극이

나 어려움, 기타 생활사건 등의 요구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인간과 환

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의 관

점에서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를 논하기 전, 해당 모델을 구성하

는 네 가지 요인들(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대처, 적응)을 통해 모델의 전

반적인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모델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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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트레스-대처 모델

먼저,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

(Lazarus & Folkman, 1984: 19)’를 의미한다. 특히, 스트레스 사건은 개

인의 인생 주기와 관련지어 설명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 주기의

제시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신적 시계(mental clock)를 가지고 있다

(Neugarten, 1979). 즉, 생활 사건들이 생의 위기(또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그것의 시기에 달려있다. 청년들은 성인 초기에 직업을 갖는 것을

생애주기상 과업으로 여기며 그 시기에 일어날 일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데 실업 상태를 맞게 되면 취업이 되었을 때 기대했던 만족감과 또래로

부터의 지지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제3절에서 후술할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한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모델(Latent Deprivation

Model)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사건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환경적 요구와 압력이 사람들에게 스트

레스를 일으키더라도 그 반응의 정도와 종류에는 항상 개인차와 집단차

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4: 22). 사람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취약성과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를 매개

하는 인지적 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지적 평가란 긴장된 상황에 직면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환경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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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인적 선행변인)에 의거해 그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인지적 평가는 크게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일차적 평가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인지

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차적 평가는 만약 곤경에 처하게 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 과정에서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상황

은 스트레스로 인지되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이를 통한 인지적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인지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이원적 자아존중감은 원인적 선행변인으로 개인이 가

진 내적 자원 중 하나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평

가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인 대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인지적 평가를 거친 개인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하게 되는 데 이

를 ‘대처(coping)’라고 한다. 대처는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뉘는데,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가 있

고, 소극적 대처에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가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적극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

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하는 노력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향한

다(이현주, 엄명용, 2013).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사건

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아나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을 선별적으

로 인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엄명용, 2013).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문제음주를 소극적 대처 중 정서 중심적 대처방

식의 하나로 상정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 사람들은 술이 자신의 고

통을 감소시켜줄 것이라 믿으며 정서 반응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음주

를 하기 때문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Critchlow, 1986). 이런 대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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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알코올중독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문제-집중적 노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Aneshensel &

Huba, 1983). 이는 정서적 고통은 완화하는 데에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

지만 어떤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부정 혹은 회피의 측

면이 있다(Katz et al., 1970; Lazarus & Folkman, 1984: 217).

마지막으로 ‘적응’의 과정을 갖는데, 적응은 개인과 환경 간 활발한 상

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의 변

화에 맞추어나가기도 하는 과정 모두를 아우른다. 적응의 결과는 단기적

으로는 부정적(또는 긍정적) 감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신체 건강,

사회적 기능 등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방식과 연결되

어 있다.

종합하면,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자원 간 조합으로

인지적 과정이 중심이 되기에 스트레스의 지각과 해석에서의 개인차가

중시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인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실업(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대처(문제

음주) 역시 영향을 받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같은 실업 상황

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나타나는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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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처로서 문제음주

1. 문제음주의 정의

문제음주는 학자와 나라마다 상이하게 정의되고, 표준화된 조작적 정

의가 부족하여(Clements, 1999) 문헌 간의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먼저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윤명숙과 조혜정(2008)은 문제음주를 과음(heavy

drink),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등

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조현섭(2004)은 음주로 인해 가

정, 직장 등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가벼운 음주부터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까지를 위험 및 유해가 있는 문제음주라고 정의하였다. 국

외에서는 문제음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의하

였다. 첫째는, 음주 수준(drink rates or level)이고, 두 번째는 음주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consequences)이다.

음주 수준과 관련지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음주량이나 음주빈도를 측정했었다. 하지만 이는 폭음(binge drinking)

또는 일시적인 과음(heavy episodic drinking)이라는 용어들을 문제음주

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폭음은 지난 2주 동안 한 자리에

서 남성 기준 5번(여성 기준 4번)의 표준적인 음주4)를 의미한다

(Wechsler et al., 1995). 몇몇 연구들에서는 술을 마신 특정한 날을 조사

하는 등 기간을 좀 더 확장하여 측정했다(Vik et al., 2000).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적정 음주 기준과 고위험

음주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문제음주의 음주량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WHO(2008)는 적정 음주의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순수 알

코올 섭취량으로 하루 40g(약 소주 4잔) 미만을, 여자의 경우 하루 20g

(약 소주 2잔) 미만을 권고한다. 한편,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에 대해

서는 고위험음주량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이는 맥주(200mL, 알코올 도수

4.5%)를 기준으로 남자 8.3잔, 여자 5.6잔의 양이고, 소주(50mL, 알코올

4) 표준적 음주는 주로 맥주 12oz, 와인 한 잔 4oz, liquor 1.25oz 등으로 정의된

다(Wechsler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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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17%)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이다.

음주빈도 측면을 살펴보면, Wechsler 외(2000)는 폭음의 빈도를 4가지

로 구분하였다. ‘잦은 폭음인(frequent binge drinkers)’은 지난 2주간 3번

이상을 폭음한 사람을, ‘가끔 폭음인(occasional binge drinkers)’은 지난

2주간 1~2번의 폭음을 한 사람을, ‘비폭음인(nonbinge)’는 지난 한 해 동

안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지난 2주간은 폭음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을, ‘절제인(abstainers)’은 지난 한 해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

라고 정의했다(Wechsler et al., 2000). 이외에도 O’Hare(1997)는 과음을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척도에 따라 한 주

에 6번 이상 마신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는 음주량과 빈도만으로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과음한 어떤 이(heavy drinker)는 낮은 수

준의 음주 관련 문제를 보이는데, 가벼운 음주를 한 어떤 이(light

drinker)는 높은 수준의 음주 관련 문제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White & Labouvie, 1989). 문제음주 정의의 두 번째 영역인 음주로 인

한 부정적 결과들을 중심으로, Oslin(2004)은 문제음주에 대해 부적절한

음주 행위로 사회, 행동 그리고 건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

양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잦은 폭음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집단

보다 음주 관련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기에(Wechsler et al.,

2000) 음주빈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음주의 정의 기준이 된다. Thombs

& Beck(1994)은 음주하는 사람들을 음주 관련 문제와 음주량, 음주빈도

의 조합을 통해 4가지 집단으로 구분했다. 비슷하게 Baer 외(2001)도 높

은 수준의 위험 음주를 음주량과 빈도, 부정적인 결과들의 조합으로 정

의하였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문제음주를 음주량과 빈도, 음주 관

련 부정적인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여 정의한다.

2.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문제음주

문제음주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다.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남진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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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이원재, 2004; 정슬기, 2007;

Camatta & Nagoshi, 1995; Carney et al., 2000; Kidorf & Lang, 1999;

O’Hare & Sherrer, 2000). 국내 논문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노

출되어 있을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했고 문제음주 집단에 속했다

(남진열, 2008; 이원재, 2004; 정슬기, 2007).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불쾌감

을 증가시키고 지각된 통제감을 저하하기 때문에 음주 행동은 더욱 촉진

된다(이유리, 권정혜, 1997).

국외논문들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

낀 대학생보다 보통의(moderate) 스트레스를 느낀 대학생이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O’Hare & Sherrer, 2000). 즉,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대학의 음

주 정책을 처음 위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엔 어렵다. Camatta & Nagoshi(199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원이 많

을수록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문제가 나타나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문제 간의 정적 관계를 지지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스트레스원과

알코올 사용률은 관계가 없었다. Kidorf & Lang(1999)도 대학생집단에

서 스트레스와 알코올 간의 관계에 관한 인과적 증거를 제시했다. 사회

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음주 관계의 비일관성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Rohsenow(1982)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음주율 간의 유

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연구는 표본 수가 적었다는 한계

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는 삶의 사건과 음주에 대해 자기관찰

(self-monitoring) 방법론을 사용하였기에 그간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

용한 다른 연구에서 놓친 부분을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대

부분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음주 간 정적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Cole & Friedman, 1990; Pohorecky, 1991; Rohsenow, 1982)

둘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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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르면, 문제음주는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인

지적·행동적 노력인 ‘정서 중심적 대처’로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

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이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켜줄 것이라 믿으

며 음주를 하기 때문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Critchlow, 1986). 음주를

통해 편안함과 긴장감소를 얻고자 하는 기대는 문제음주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Brown, 1985; O’Hare, 1990). 실제로 정서 중심 대처는 음주 수

준의 증가와 알코올 관련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Evans & Dunn, 1995;

Karwacki & Bradley, 1996).

위의 논의들은 긴장감소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Conger(1956)의 긴

장감소가설에 따르면, 알코올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혹은 심리적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 약리적 효과가 있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 음주 행위가 촉진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들이 다수 존재한다(Critchlow, 1986; Goldman, Brown & Christiansen,

1987; Holahan et al., 2001; Leigh, 1989; Pierce et al., 1994; Russell et

al., 1999; Sayette, 1999; Young, Oei, & Knight, 1990). 실제로 음주자들

의 약 10%에서 25%가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거나 이에 대처하고자 음

주를 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Farber, Khavari & Douglass, 1980;

Mulford & Miller, 1963), 비 입원환경의 사회적 음주자와 알코올 중독자

모두 음주 후 긴장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졌다(Higgins & Frazell,

1981). 종합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알코올이 주는 긴장과 불

안 등의 부정적 감정들의 감소를 위해 정서 중심적 대처로서 문제음주를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장감소가설에 대해 알코올의 직접적인 긴장감소

기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해석으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Smith & Goldman, 1995). 즉, 알코올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긴장

을 이완시킬 것이라는 음주 결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를 유발한다고 주장

한다(Cooper et al., 1992a). 종합하면, 알코올의 직접적인 긴장감소기능

혹은 알코올의 긴장감소에 대한 심리적 기대 등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

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긴장감소를 기대하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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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음주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년기의 문제음주

문제음주의 행태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사회역할과 맥락

아래에서 형성된다. 청년기에는 취업을 통해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

밀감을 달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Erickson, 1982;

강상경, 2018), 이는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의 사교 동기, 동조 동기와 연

결된다.

Cooper(1994)는 음주 동기의 원천(내적 차원, 외적 차원)과 음주를 통

해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정적 강화, 부적 강화)에 따라

4요인 음주 동기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고양 동기(Enhancement

Motive)란 긍정적인 기분을 고양하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

동기이다. 사교 동기(Social Motives)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등 긍정적

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 동기이다.

동조 동기(Conformity Motives)란 사회 비난이나 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없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음주를 하

는 부적 강화 동기이다. 대처 동기(Coping Motives)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된 부적 강화 동기이다. 4가

지 음주 동기 중 청년기의 음주는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에서 점차 감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동기로 변화한다(이정진 외, 2014; 이숙현,

2017a). 4가지 음주 동기 중 대처 동기로 청년기의 문제음주를 설명할

수 있다.

대처 동기는 긴장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피하고자 음

주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피, 자가투여 동기, 대처 음주 등으

로 불리기도 한다.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대처 동기로 부정적 감정을 줄

이거나 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불쾌감을 줄이고자 알코올을 다시 사용하였다(Stewart & Devine,

2000). 감정적 고통의 맥락 속에서 대처 동기로 음주를 하는 것은 알코

올 사용 강도와 연결되었고(Beck et al., 1995), 음주빈도와 음주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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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하였다(Wood, Nagoshi & Dennis, 1992). Stewart 외(2001)는 대

처 동기가 높은, 긴장 상태의 여성이 원치 않는 내부 상태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음주 행위가 동기부여 되고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전

반적으로 대처 동기는 심리적 고통과 음주(문제)의 증가와 연결되었다.

음주 동기와 더불어 음주 시작 나이에 따른 음주성향의 차이도 청년기

의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로써 작용한다. 청년기 초반에는

입시해방으로 대학입학과 함께 문제음주가 나타나는데(이원재, 2004) 이

로 인해 성적 저하와 결석 등의 학교 생활문제 및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허만세, 장승옥, 2010). 이처럼 음주 시작 나이가 25세 이전인

경우, 충동성과 감각추구 및 탐색 추구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

면에 음주 시작이 25세 이후인 청년의 경우, 위험회피성향, 불안성향, 스

트레스 민감성이 두드러진다(Kim et al., 2007).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

교 및 동조 동기에서 대처 동기로의 음주 동기 변화와 비슷한 맥락이다.

즉, 청년들은 점차 취업 준비와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등

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자 문제음주를 행하기 쉽다. 실증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박경민과 이민규(2005)는 장래 스트레스

가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문제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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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실업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기대되는 행위인 사회적 역할

(Turner, 1990)을 끊임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적 역할은 개인이

사회적 실체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해주며 사회적 구조의 근간을 구성

한다. 인간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직업과 연결되는

데(고민성, 김동주, 2014), 직업은 사회적 지위 중 하나이며, 사회적 역할

을 수반한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

중감을 형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김백수, 2004). 직업은 개

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아실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줌으로써 그에 대한 충족감을

제공해준다(Steer & Porter, 1991; 송인주, 2010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사회

화된 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Pearlin, 1983). 즉, 직업이라는 사

회적 역할이 부재한 실업 상태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업 상태는

개인의 삶에 커다란 위협으로 직결된다(박세홍, 김창엽, 신영전, 2009).

직업은 개인의 소득, 생활, 사회활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송이

은, 김진영, 2012) 개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개

개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이은, 2010). 즉,

실업 상태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행동 양식, 정신건강 등 삶의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개인은 실업 상태에 의해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심

리적 영향도 받게 된다(Creed & Macintyre, 2001). 즉, 실업 상태는 단

순히 근로소득의 수단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만을 뜻하지 않는다. 청년들

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더 넓은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 이론

(Latent Deprivation Model)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인간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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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득으로 대표되는 명시적인 이득과 함께 잠재적·심리·사회적 이득

을 얻는다. 여기서 잠재적·심리·사회적 이득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에

형성되는 시간 구조화, 더 넓은 사회적 관계와 접촉, 공동의 목표 공유,

활동적 삶, 사회적 지위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 상태는 이러

한 잠재적·심리·사회적 이득의 박탈, 즉,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명언, 노연희(1998)는 고용이 제

공해주는 사회적 지위, 타인과의 접촉기회, 소비가능성 등에서의 결핍을

실업이 불러일으킨다고 하였고, 이때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정도에

따라 우울, 불안 등을 다르게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오수성(2001)은 실업

을 경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실업자들이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

에 대해 곤란해 하고 있기에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거나 사회적 지지를 제

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업 상태의 청년은 심리·사회적 어려움 중 대표적으로 자아존

중감 저하를 겪을 수 있다(Ganley, 2002; Goldsmith, Veum & Darity,

1997;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Sheeran, Abrams &

Orbell, 1995; Winkelmann & Winkelmann, 1998). 자아존중감 형성은 자

신이 성취한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기에(Coopersmith, 1967) 실업 상

태의 청년은 사회적 지위로서 실업자 상태를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쉽고, 이는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송이은, 김진영, 2012).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곤 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자

신과 내·외집단 구성원과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존중

감을 형성한다(Turner et al., 1987). 여기서 비교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

혹은 업적을 그 자체가 지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사람

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Festinger, 1954).

즉,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취업자의

모습)과 현재 실업 상태인 자신을 비교하고 내·외집단의 취업자들과도

자신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

서 청년들은 직업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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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혹은 후술할 3절에서의 이원적 자아존중감

을 기준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자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게으름, 실패

자, 무능력함’ 등으로 일컬어지는 실업자에 대한 부정적 도식(schema)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며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기 쉬운

취약성을 지니는데(Khang, 2006),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실업은 이

러한 맥락에서도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복지패

널 2012~2013년 자료를 통해 2012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다음 해 미취

업자와 취업 유지자를 비교한 정은석과 강상경(2015)은 직업 상황변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직자가 취업 유지자보다 자

아존중감이 낮았다.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모습은 실업자의 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Ganley, 2002;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Tiggemann과 Winefield(1984)는 실업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지루함과 외로움, 우울함을 느낀다고 표현하며 삶의 의욕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박혜경 외(2018)의 연구에서는 실업자에게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비하를 발견하였으며, 실직자는 실직상황을 벗어

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다

고 말하였다(김한우, 김명언, 1999).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개인은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다. 낮은 자아

존중감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고(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선, 임

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는 결

과들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예를 들어, 송이은과 김진영(2012)은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

수준이 더 높고, 이는 낮아진 자아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됨을 보

고하였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Lazarus & Folkman, 1984:19)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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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에서 실업 상태는 청년에게 부담을 주거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인의 인생 주기에 있어서

청년기는 성인 초기로서 직업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 발달상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진다(Erickson, 1982; 강상

경, 2018).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여겨진 특정

생활 사건이 좌절되었을 때 개인은 스트레스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Neugarten, 1979). 기존 연구들에서도 청년기의 실업 상태는 불안, 우울

등 취약한 정신건강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자 스트레스원으로 여겨

진다(송인한, 이경원, 정집훈, 2019;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장재

윤, 장은영, 신희천, 2006; Aneshensel, 1992; Kessler, Turner & House,

1987; Kessler, Turner & House, 1989).

종합하면,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는 청년들에게 스트레

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 중 정서중심적 대처의 하나

로 문제음주를 행할 수 있다. 더불어 긴장감소가설에 따라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등의 긴장을 감소시키고자 음

주를 한다. 즉, 청년의 문제음주는 실업 상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아

행해지는 대처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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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1. 자아존중감의 정의 및 특징

William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며 ‘자

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이며 이는

잠재력에 대비해 실제 얻게 되는 성취의 비율로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민석, 김동주,

2014).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는 개인이 평가하는 자기 자신

에 대한 존경과 가치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

적 태도라고 정의된다(Rosenberg, 1979; Rosenberg et al., 1995). 태도는

보통 어떤 사물에 대한 요약적 평가를 의미하므로(Petty, Wegener &

Fabrigar, 1997)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

하게 된다(Brown, Dutton & Cook, 2001). 만약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

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것을 반영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전반전인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선, 임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는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문제음주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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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부적응이나 삶의 문제가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

은 이러한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한다(권태연, 2011; 김민

혜 외, 2018; 이숙현, 2017a; Zhai et al., 2015). 문제음주 행동은 스스로

에 대한 태도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실업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정은석, 강상경, 2015) 실업 상태

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

기존에는 자아존중감을 단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여 ‘전반적인 자아존중

감(global self-esteem)’으로 나타내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

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전

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하였다(유창민, 2018). 즉, 부정적 문항

의 결과를 역산하여 전체 자아존중감 측정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

를 담도록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로 주로 사용하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함께 보여

주고 있고 개념적으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었다(Owens, 1994). 자아상은 긍

정, 부정 측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김지혜, 임승락, 2002; 유창민,

2017b; Schwartz & Garamoni, 1986; Vallacher & Nowak, 2000).

자아존중감이 이원적이라는 것은 하위유형 간 상호관계가 반드시 부적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존중

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서로 자동적이고 무조건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유창민, 2017b).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자아존중

감에 개입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확

신할 수 없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한다고 해서 부정적 자아존

중감이 이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유창민, 2017a).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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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이와 같은 기존의 한계와 논의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아존

중감을 둘로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이원적 구조가 단일 차원의 자아존중

감보다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김성용, 2014; 유창민, 2017a; 장혜림,

정익중, 2013; 정득, 이종석, 2015;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Ang et

al., 2006; Boduszek et al., 2013; Kahng & Mowbray, 2005; Owens,

1994; Vallacher & Nowak,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upple 외(2013)

는 4개국(유럽, 라틴, 아르메니아, 이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분석한 결과 이원적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

다. 유창민(2018)은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

과, 1요인 구조보다 2요인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에 단일 차원으로 여겨지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

감과(self-worth; 자기 가치) 부정적 자아존중감(self-deprecation; 자기

비하)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구조로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향력

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Owens, 1994).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 자아존중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예측요인(predictor)과 영

향(consequence)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서 알 수 있다(강상경,

2006).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

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인다(강상경, 2006; 이

미리, 2005; Owens, 1993; Owens, 1994). 예컨대,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교에서의 성적 등 자기발달(self-development)과 관련이 있지만

(Owens, 199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안녕과 관련이 있다(최희철, 2011). 즉, 자아존중감은 그 평가가 긍정적인

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예측요인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하나 이상의 면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문제음주에

대한 영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요인이 아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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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 어떻

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기존의 단일 요인의 자아존중감

에서는 간과되거나 파악할 수 없었던 변인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원인적 선행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앞서 3절에서 스트레스원으로서 실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업

상태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개인이 보

유한 자원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에 자아존중감 등의 원인

적 선행변인을 통한 인지적 평가가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청년이 실업

상태를 스트레스로 여기는지 혹은 여기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되어 개인

차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즉,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선행하여, 대처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를 관계하는 매개요

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음주라는 정서 중심적 대처는 실업 상태(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

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지적 평가는 원인적 선행변인이자, 개인이

의지하는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에 의거하여 이뤄진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이 다르기에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

응하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에 의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더불

어 스트레스와 대처 사이를 매개하는 인지 과정 및 매개요인으로서 자아

존중감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인지의 결과로,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강상경, 2018). 인간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이유는 환경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

해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인지적 재해석에 따라 행동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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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강상경, 2018). 부정적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더라도 그

러한 환경적 자극에 대해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감정반응과 행동 양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변화하는 자신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인 자신감도 약화되어 우울하고 불

안한 정서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 성향이 나타난다(Ulrich, 2009). 즉, 자신의 긍정

성을 생각하는(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자신의 부정성을 생각하는(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문제를 유발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

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Macinnes, 2006).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한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된다(강욱모, 김

지훈, 2017).

따라서 개인은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을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인지적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즉, 실업 상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상태를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실업과 자신에 대

한 인지를 바탕으로 문제음주라는 행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준

으로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문제음주 행위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

적이라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문제

음주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즉,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이라는 사건에 대해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표상(실패, 무능력, 게으름 등)을 기본적인 이해의 틀로 사용한다. 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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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상태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

를 하게 된다. 이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인지적 특성으로서 평가절하-차별-신념

(Beliefs-in-devaluation-discrimination)이 매우 강하게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Link, 1987; Link

et al., 1989; Link et al., 1997; Link et al., 2001).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즉, 부정적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반면에 긍

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Khang, 2006; Levine, Wyer &

Schwarz, 1994).

실업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청년은 자신을 부정적으

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대처

하기 위해 정서 중심적 대처로서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 이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의 경우, 같은 실업 상황에서도 대처

자원으로 작용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지(혹은 평가)가 스트레스에 대

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대처에까지 영향을 미쳐 문

제음주가 아닌 다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문제음주라는 정서적 대

처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원

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살핀 연구는 드물다. 대신에 고용지위나

경제활동상태가 심리적 상태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신영희

(1994)는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사이를 매개함을 밝히고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실업 상태와 우울 등

의 심리적 상태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함을 밝힌 연구 결과들(송이

은, 김진영, 2012; Kokko & Pulkkinen, 1998; Pearlin et al., 1981)이 있

다. 또한, 실업자일 때 삶의 질(혹은 삶의 만족도)이 낮아지며 이를 자아



- 28 -

존중감이 매개한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다(강욱모, 김지훈, 2017; 고민석,

김동주, 2014; 김자영, 한창근, 2016).

앞서 살핀 실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의 관계

를 종합하면 실업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 이원적 자

아존중감이 주요한 매개 변인인 것으로 추론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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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문제

음주에 영향을 주는 기타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영향력의 관계를 분

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문제음주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한다.

대부분의 연구와 실제 알코올 섭취 현황에서 남성의 음주율이 여성의

음주율보다 높다. 문제음주에 관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권현수, 성희자, 2010). 알코올 관련 문제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김금이, 2006; 박동준, 2005; Dawson & Grant,

1993; Rogers et al., 2000). 이러한 차이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사회화과정에서의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향

적인 성향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음주로 표출하지만,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을 표출하기보다는 내재화한다(Horwitz

& White, 1987).

연령은 음주 행위에 미치는 중요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기존 연구

들에서 확인되었다(Catalano et al., 1993; Jones-Webb, 1998; Midanik &

Clark, 1994). 구체적으로 Rogers 외(2000)는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음주 행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

게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 분석과 성인 남성 문제음주 변화를 분석한 송

태민, 이주열, 김계수(2012)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18세에서 26세의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Needham(2007)은 연령이 높은 사람이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폭음빈도의

초기값이 높고, 폭음빈도의 변화수준 역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결혼상태와 음주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는다. Broman(1993)은 배우자

가 있는 사람들이 폭음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지만, 신명식(2002)은

유배우자의 문제음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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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건강 행위나 태도, 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건강

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된다(Lantz et al., 1998). 학교를 졸업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자라왔음을 반영하고, 예방이나 의

료서비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Winkleby et al., 1992).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 자신의 건강을 관

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이

숙현, 2017a; Goldman & Lakdawalla, 2005). 따라서 교육수준은 문제음

주에 대한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노력 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상이한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문제음주자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명식, 2002). 이용철, 임복희(2010)도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남성의 경우, 학력이 문

제음주의 보호 요인이라고 밝혔다.

소득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여가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한국건강

형평성학회, 2007) 다양한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어 궁

극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강상경, 권태연, 2008). 소득은 부정적

상황과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음주 행위의 대처자원으로 기능

할 수 있고 긍정적 정신건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숙현,

2017b).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알코올 사용과 남

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정숙, 2002; 이용표, 2001; Pierce et al.,

1994; Rogers et al., 2000).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문제음주자의 비율

이 증가하였다(신명식, 2002). 반면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폭음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한다는 연구와(Caetano, 1987) 가구소득이 음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Gunn, 2001).

한편, 종교는 주로 알코올 사용과 부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

(Ham & Hope, 2003). 종교적인 헌신은 폭음의 빈도와 부적 관계를 보

였고(Durkin, Wolfe, & Clark, 1999) 종교가 중요하다고 믿는 학생일수록

과음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Wechsler et al., 1995). 종교적 소속이 없

는 학생이 종교적 소속이 있는 학생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음주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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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확인되었다(Patock-Peckham et al., 1998).

개인의 건강상태는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다(권태연, 2010).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지각 및 평가는 구체적인 신체

적 질병의 유무와 관련성 없이도 이뤄질 수 있다(Litva & Eylse, 1994).

개인은 건강에 대한 지각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 그러한 태도는 음주,

흡연 등과 같은 건강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권태연, 2010).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음주량이

줄어들었다(Abu-Bader & Crewe, 2006; Chou, 2005; Green, Freeborn,

& Polen, 2001). 마찬가지로 신명식(2002)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

로 평가한 사람이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보다 문제음주자 비율이 낮았다

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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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그 관계를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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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 중 실업자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가 유의미

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

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

보다 높은가?

[연구가설 2-1]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통해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

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통해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

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서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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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5)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그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

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서 2007년부터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국 고용패널조사의 청년패널(Youth Panel 2007) 데이터 중 13차(2019)

자료이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

원, 2020). 청년패널조사(YP20076))는 2007년 당시 만15~29세를 대표하는

표본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조사이다. 표본 유지율은(장기부재자 포함) 2007

년 원표본 대비 68.6%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패널

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 등으로 조사대

상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과 관련된 임금, 직업, 회사 유형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장점

5)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25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는 ｢청

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의 기준이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저축계좌와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청년을 위

한 정책들이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보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였다.
6) 청년패널조사는 2001년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대상의 YP2001 코호트와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대상의 YP2007 코호트로 구분된다. YP2001 코

호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적조사

는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패널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저연령대 청년층 통계를

보완하고 현 청년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07년 YP2007 코호트를 새롭게 구축하

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추적조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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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로 2019년도 청년패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

유는 2019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에 형성된 것이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인 문제음주와 실업 여부에 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음주 여부나 정도(음주빈도 또는 음주량 등)를 볼 수 있는 자료

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노동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한국복

지패널 등이 있었으나 이들 중 문제음주와 실업 여부를 모두 포괄하고

청년 집단에 대한 충분한 사례 수를 제공하고 대표성이 가장 우수한 자

료는 청년패널이었다.

예컨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음주 시작 연령, 평생 음주 여부, 음

주빈도, 1회 음주량, 폭음빈도 등 다른 자료들에 비해 음주에 관한 조사

항목은 풍부하여 고위험 음주율 등은 측정할 수 있으나, 문제음주에 대

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진 않아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어려

웠다. 또한, 실업 상태나 구직활동 여부 등을 측정한 항목이 따로 없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음

주 여부와 음주빈도, 금주 시도, 금주 시작 시기(년, 월)만을 조사하고 있

어, 예를 들어 월 2~3회 음주자와 주 1~2회 음주자의 음주량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어 문제음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

기에 어려웠다. 또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 음주에 대해 빈도

만을 조사하고 있어 문제음주를 정의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한국복

지패널의 경우, 음주 횟수, 음주 시 마시는 술잔 횟수, 한 번에 술좌석에

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조사하였고, 문제음주와 알코올 의존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인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한 장점이 있었으나, 25-39세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응답자 수가

1,127명뿐으로 청년패널보다 충분한 사례 수를 제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 청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

다([그림 3] 참조). 먼저, 청년패널 13차년도(2019)의 전체 응답자 9,738명

중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6,669명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

주일간 한 일을 바탕으로 비경제활동인구 885명을 제외하여 독립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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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혹은 실업 상태를 나타내는 청년 5,784명만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

로 종속변수인 문제음주의 결측치 2,506명을 제거하고 3,278명 중 매개변

수인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결측치 3명과 가구소득의 결측치 593명을 제

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682명을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년과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별, 연령, 교육수준), 문제음주 행위 수준, 실업 여부, 이원적 자아존중감

을 비교하였다. 먼저, 25세 이상 39세 이하 집단(6,669명)과 그 외 연령대

(19~24세, 40~41세) 집단(3,069명)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성별(χ²=.09,

p=.765), 부정적 자아존중감(t=-.23, p=.817), LN문제음주(t=-.06, p=.950)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교육수준(χ²=2784.30,

p=.000), 실업 여부(χ²=1724.89, p=.000), 긍정적 자아존중감(t=-3.11,

p=.002)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탈락집단은 포함

집단보다 교육수준에서 고졸 미만과(73.5%, 26.5%) 고졸이 많았고

(64.8%, 35.2%), 실업 여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았는데(63.6%,

36.4%) 이는 탈락된 연령대 집단 내에 19~24세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탈락 집단은 포함 집단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나(4.19점, 4.24점) 그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아 두 집

단은 그 특성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제외된 비경제활동인구 집단(885명)과 연구에 포함

된 경제활동인구 집단(5,784명)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두 집단은 LN문

제음주(t=-.66, p=.508)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χ

²=479.35, p=.000), 교육수준(χ²=69.28, p=.000)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t=11.13, p=.000)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t=-2.07, p=.039), 긍정적 자

아존중감(t=-2.36, p=.019)에서는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은 경제활동인구 집단보다 여성

(22.0%, 78.0%)과 남성(3.8%, 96.2%) 모두 적었고, 교육수준에서도 고졸

미만(30.8%, 69.2%), 고졸(18.0%, 82.0%), 전문대졸(16.2%, 83.8%),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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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10.2%, 89.8%), 석사 이상(15.3%, 84.7%) 모두 적었다. 이는 경제활

동인구 집단의 표본 수가 비경제활동인구 집단보다 약 6배 넘게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은 경제활동

인구 집단보다 연령이 더 높았고(33.30세, 31.66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4.19점, 4.25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1.89점, 1.96점) 더 낮았다.

마지막으로 결측치로 인해 제외된 집단(3,102명)과 최종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집단(2,682명)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성별(χ²=270.76, p=.000),

실업 여부(χ²=86.78, p=.000), 연령(t=5.95, p=.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t=-8.28, p=.000), 긍정적 자아존중감(t=5.79, p=.000), LN문제음주

(t=-4.00, p=.000)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

준(χ²=12.96, p=.011)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

르면, 결측치 집단은 최종 분석 집단보다 여성이 더 많았고(65.1%,

34.9%),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미만을 제외하고 고졸(53.5%, 46.5%), 전문

대졸(52.7%, 47.3%), 4년제 대졸(53.3%, 46.7%), 석사 이상(62.2%, 37.8%)

이 모두 더 많았다. 또한, 결측치 집단은 최종 분석 집단보다 연령이 더

적었고(31.36세, 32.01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더 낮았으며(4.20점, 4.30

점),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고(2.05점, 1.85점), LN문제음주는 더

높았다(.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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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대상 선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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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문제음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년의 문제음주 행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GE(Cut-down, Annoyed, Guilty-feeling, Eye-opening) (Ewing,

1984) 음주 의존도 척도가 번안된 것을 사용한다. CAGE 척도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감도와 구성성이 높은 문제음주에 대한 선별도구로 알려

져 있다(이숙현, 2017a). CAGE 음주 의존도 척도는 음주 인식 4개 문항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경험, 술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하는

느낌,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죄책감, 숙취 제거를 위해 아침에 술을 마신

경험)으로 구성되어있다(<표 1> 참조). 각 문항에 대해 ‘1=예’로 응답한

경우 1로, ‘2=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재코딩하여 4개 문항의 합을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청년

기의 문제음주 수준이 향후 성인기의 음주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과 문제음주 여부로 보게 되었을 때 생애주기상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절단점을 이용한 문제음주 여부(범주형 변수)가 아

닌 문제음주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연속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문

제음주의 경우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연로그(LN) 함수로 변환7)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변수명 문항 내용

문제음주

①스스로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②음주에 대한 비난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③음주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④해장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표 1> 종속변수의 문항 내용

7) 문제음주의 경우, 자연로그(log)로 변환하면 문제음주가 0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음주 값에 1을 합한 값을 자연로그(log)로 변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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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실업 여부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취업자

와 실업자를 정의하였다. 위의 질문에 ‘일했음(1),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

종사자(2), 일시휴직(4), 발령대기(12)’에 응답한 경우 취업을 한 청년이

라 보아 ‘0’으로 코딩하였다. ‘구직활동(6), 취업준비(7), 쉬었음(11), 취업

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응답한 경우 실

업 상태인 청년으로 보고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그 외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3), 가사 혹은 육아(5), 진학준비(8), 군입대

대기(9), 심신장애(10), 입시학원 통학(14), 결혼준비(16), 기타’의 경우, 비

경제활동인구로 보고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취업

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광의의 실업자 여부가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이와 관

련이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매개변수: 이원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과 가치의 수

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이다(Rosenberg,

1979; Rosenberg et al., 1995). 제 2장 제 4절에서 전술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하나로 간주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적합한 하위요인들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SES(Self-Esteem Scale)를 하유진(2006)이 총 10개 문항으로 번안한 것

을 기준으로 각 3문항을 선정하였다(<표 2> 참조). 6점 리커트 척도로8)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3개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8)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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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777, .835였다.

변수명 문항 내용

긍정적

자아존중감

①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②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③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①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이 든다.

②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

③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표 2> 매개변수의 문항 내용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관

적 건강상태를 통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원자료에서는 남자(1), 여자(2)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연령의 경우 출생연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구가 이루어졌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여 분석에서

서 활용한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청년패널에서는 최종학력을 5개의 범주로(1=고졸 미

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석사학위 이상) 구분하였다. 청년패널

에서는 최종학력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유형

을 물어 재학 학교를 파악하고, 지난 재학 학교 변화 여부 변수를 토대

로 이에 대한 변화 여부를 식별한 후, 전문대졸과 대졸을 구분하기 위해

대학교 유형 변수에서 2~3년제 대학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식별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 2020). 본 연구에서는 위의 1부터 5까지의 범주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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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열변수로 사용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18세 이

상, 미혼모 포함)’의 경우 ‘배우자 없음’으로 0, ‘기혼, 유배우’의 경우 ‘배

우자 있음’으로 1로 하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실업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은 부재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경

제적 도움 등이 있을 수 있기에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통제한다.

생계는 가구 단위로 꾸려지고 개인은 자신의 근로소득 외에도 가구의 경

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구인회, 2019). 가구소득은 청년패널에서 각

조사연도별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유무를 먼저 묻

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구체적인 금액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가구 전체소득으로 여겨서 사용한다. 가구소득은 대

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더한 것으로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 13차의 경우, 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

득, 기타소득의 결측치가 대부분이라 사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가구 근

로소득만을 가구 전체소득으로 사용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에 필요한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OECD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균등화 지수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즉, 가구 근로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고 정규분포를 검증하였다. 균등화 지수 가구소득

의 첨도가 수용 임계치를 초과해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연로그

(LN) 함수로 변환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의 유무를 기준으로 원자료에서는 ‘종교 있다(1)’ 또

는 ‘종교 없다(2)’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있음을 ‘1’, 종교 없

음을 ‘0’으로 변환하여 더미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RH)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로써, 가장 널리 쓰이는 건강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 간단하면서도 사

망 예측력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Lima-Costa et al., 2012). 본 연구의

데이터인 청년패널에서는 “현재 _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로(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매우 건강하다) 응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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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다. 이상의 변수를 종합

해보면 다음과 같다.

변수

종류
변수명 측정방법

변수

형태

종속 문제음주
4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합을

자연로그(LN)함수로 변환함
연속

독립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범주

매개

긍정적

자아존중감
3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속

부정적

자아존중감
3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속

통제

성별 0=여자, 1=남자 범주

연령 2019-출생연도 연속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별거, 미혼),

1=배우자 있음(기혼, 유배우)
범주

교육수준
1= 고졸 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4년제 대졸, 5=석사학위 이상
범주

가구소득 LN(가구 근로소득/가구원 수 제곱근) 연속

종교 0= 종교 없음, 1= 종교 있음 범주

주관적

건강상태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

이다, 5=매우 건강하다

연속

<표 3>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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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2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양적 분석방

법을 사용한다.

첫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척도의 내적 일관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때, Cronbach’s ɑ 값이 0.7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구동모, 2013).

둘째, 연구대상인 청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 분

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왜도, 첨도 등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인 정규성 가정에 어긋나면 필요에 따라 자연로그 변환 등 변수

에 적절한 통계적 처리를 하였다. 취업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 간의 문제

음주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t-test 및 교차분석을 시행했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분산팽창인차(VIF)를 구하였

다. 변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박완규, 홍성표, 2009).

넷째,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실업 여부, 문제음주,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그림 4] 참조).

즉,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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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증모형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회귀계수 c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

치는 영향인 회귀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회귀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에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매개변수를 투

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즉, 3단계

(매개변수까지 투입한 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c’가 1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c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독립변수의 영향력

(회귀계수)이 감소하되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매개변수는 부

분 매개 효과를 가지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다면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 번의 다중

회귀분석이 이루어지고, 산출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

기 위해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Sobel(1982)이 제안한

Sobel-test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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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한국 청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인 문제음주, 실업 여부,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

수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

댓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분포의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 그러나 정규분포가 심하게 위배되어 왜도 및 첨

도가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변수를 통계적으로 변환하여 정규분

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n=2,68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실업 여부
취업자 2,439 90.9
실업자 243 9.1

성별
남성 1,740 64.9
여성 942 35.1

교육수준

고졸 미만 7 .3
고등학교 졸업 452 16.9
전문대학 졸업 613 22.9
4년제 대졸 1,497 55.8
석사학위 이상 113 4.2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1,759 65.6
배우자 있음 923 34.4

<표 4>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 47 -

먼저 <표 4>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여부의 경우, 전체

응답자 2,682명 중 취업자 집단에 속하는 청년은 2,439명(90.9%)이고 실

업자 집단에 속하는 청년은 243명(9.1%)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1%만이

실업자 집단으로 나타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20년 12월

기준 청년 실업률(8.1%)과 유사한 수치였다(통계청, 2020). 즉, 현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 반영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을 살

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1,740명(64.9%), 여성은 942명(35.1%)으

로 남성이 약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총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졸 미만 7명(0.3%), 고졸 452명(16.9%),

전문대졸 613명(22.9%), 4년제 대졸 1,497명(55.8%), 석사학위 이상 113

명(4.2%)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 절반 이상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임을 의미한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1,759명(65.6%)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923명, 34.4%)보다 두 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이 2,280명(85.0%)으로 종

교가 있는 사람(402명, 15.0%)보다 약 5배 정도 많아, 응답자 대부분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2,682)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종속
문제음주 0 4 .18 .56 3.83 16.80

(LN) 0 1.61 .11 .30 2.83 7.43

통제

연령 25 39 32.01 4.23 .17 -1.32

가구소득

(만원)
115.47 24,000 3,694.75 1,705.01 2.95 21.62

(LN) 4.75 10.09 8.12 .44 -.97 6.79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종교
종교 없음 2,280 85.0
종교 있음 4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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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연령은 최소 25

세에서 최대 39세로 평균값은 32.01, 표준편차는 4.23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근로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지수 가구소득의 경

우, 최소 115.47만원에서 최대 24,000만원으로, 평균값은 3,694.75만원, 표

준편차는 1,705.0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최소 1점,

최대 5점, 평균 3.69점(표준편차 .84)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통제변수들의 왜도와 첨

도는 기준치보다 낮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종속변수인 문제음주를 살펴보면, 문제음주는 예(1) 또는 아니오(0)로

2점 척도로 이뤄진 4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총합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으로 평균값은 .18, 표준편차는 .56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의 왜도는

3.83, 첨도는 16.80이었다. 왜도와 첨도 모두 수용 임계치를 초과해 정규

성을 심하게 위배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1을 더하고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연로그 변환 후 문제음주의 왜도는

2.83, 첨도는 7.43으로 나타나, 원 변수보다 정규성 분포를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9)

매개변수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6점 척도로 구성된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

9) 더불어 분석된 사례 수가 2,682개로 오차의 정규성은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확보되며 사례수가 일반적으로 200개를 넘으면 오차의

정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1 5 3.69 .84 -.98 1.20

매개

긍정적

자아존중감
1.67 6 4.30 .66 -.20 .61

부정적

자아존중감
1 6 1.85 .85 1.3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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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최소 1점, 최대 6점의 값

을 가지며 평균값은 4.30, 표준편차는 .66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의 왜도는 -.20 , 첨도는 .61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또한 6점

척도로 구성된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또한 최소

1점, 최대 6점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1.85, 표준편차는 .85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왜도는 1.39, 첨도는 2.20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 왜도와 첨도가 수용 임계치보다 낮아 정규성 판

단에는 무리가 없었다.

2. 실업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실업 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

적 특성 및 주요 변수 값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비연속변수로 측

정된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에서 실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빈

도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연속변

수에 해당하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

정적 자아존중감, 문제음주의 경우 실업 여부별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

를 보이는지 알아보기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다.

먼저 교차분석 결과, 남녀 모두 취업자 청년이 실업자 청년보다 많았

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업 여부와

결혼상태의 교차분석 결과,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배우자가 없는 집단

모두 실업자보다 취업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χ²=71.28, p<.001).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집단에서 취업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집단,

전문대학 졸업 집단, 석사학위 이상 집단, 고졸 미만 집단 순이었다. 실

업자의 수도 4년제 대학 졸업 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문대학 졸

업 집단, 고등학교 졸업, 석사학위 이상 집단, 고졸 미만 집단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업 여부와 종교

유무의 교차분석 결과,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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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연속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를 살펴본다. 이들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t검증을 통해 파악했다. 가구소득(t=10.04,

p<.001), 연령(t=9.46, p<.001), 주관적 건강상태(t=4.92, p<.001), 긍정적

자아존중감(t=2.08, p<.05), 부정적 자아존중감(t=-4.78, p<.001), 문제음주

수준(t=-3.13, p<.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소득의 경우 취업자가 평균 8.15로, 실업자(7.86)보다 약간 더 많았고, 연

령의 경우 취업자가 평균 32.25세로, 실업자(29.60세)보다 약간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평균 3.72점으로, 실업자(3.44점)보다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약간 더 높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자

(4.22점)보다 취업자(4.31점)가 약간 더 높았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

업자(2.10점)가 취업자(1.83점)보다 약간 더 높았고, 문제음주 수준도 취

업자(.10)보다 실업자(.16)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정리하였다.

(n=2,682)

(단위: 명(%))

변수 취업자 실업자 전체

전체 2,439(90.9) 243(9.1) 2,682(100.0)

성별

여성 849(90.1) 93(9.9) 942(100.0)

남성 1,590(91.4) 150(8.6) 1,740(100.0)

χ²=1.16

결혼

상태

배우자 없음 1,540(87.5) 219(12.5) 1,759(100.0)

배우자 있음 899(97.4) 24(2.6) 923(100.0)

χ²=71.28***

종교

종교 없음 2,078(91.1) 202(8.9) 2,280(100.0)

종교 있음 361(89.8) 41(10.2) 402(100.0)

χ²=.74

<표 6> 실업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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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고졸 미만 6(85.7) 1(14.3) 7(100.0)

고등학교 졸업 404(89.4) 48(10.6) 452(100.0)

전문대학 졸업 566(92.3) 47(7.7) 613(100.0)

4년제 대학 졸업 1,355(90.5) 142(9.5) 1,497(100.0)

석사학위 이상 108(95.6) 5(4.4) 113(100.0)

χ²=6.29

연령
평균 32.25 29.60 32.01

표준편차 4.20 3.65 4.23
ｔ=9.46***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3.72 3.44 3.69
표준편차 .82 .97 .84

ｔ=4.92***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균 4.31 4.22 4.30
표준편차 .65 .67 .66

ｔ=2.08*

부정적
평균 1.83 2.10 1.85
표준편차 .83 .98 .85

ｔ=-4.78***

LN

(가구소득)

(만원)

평균 8.15 7.86 8.12
표준편차 .40 .71 .44

ｔ=10.04***

LN

(문제음주)

평균 .10 .16 .11
표준편차 .29 .37 .30

ｔ=-3.13**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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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독립변수 간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통상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고 보는 기준은 절댓값 0.8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박완규, 홍성표,

2009).

먼저,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

인 문제음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제음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06, <.01)과 부정적 자아존중감(=.18, <.01)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와 정적 상관

관계를, 부정적 자아존중감 역시 문제음주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문제음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04,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관

적 건강상태(=-.10, <.01)와 문제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좋

지 않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모두 절댓값 0.8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통해 변수들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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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82)

구분 연령
LN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LN
(문제음주)

연령 1

LN(가구소득) -.06** 1

주관적
건강상태

.18** -.01 1

긍정적
자아존중감

.04* .17** .13** 1

부정적
자아존중감

-.05* -.14** -.21** -.26** 1

LN(문제음주) .04* .02 -.10** .06**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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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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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원적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

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Sobel-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여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 자연로그 변화 처리를 하여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중공선성과 관련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제5장 제2절에서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가 절댓값 0.8 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분

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또한 모든 변수에서 1에 근접하

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해보

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을 충족한다.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년의 실업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

하였다.

[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가설 1] 청년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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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청년 중 실업자 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가 유의미

하게 높을 것이다.

[모형 1] 청년의 실업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1단계)         
Y : LN(문제음주)

 : 성별(1=남, 0=여) : 연령 : 교육수준 : LN(가구소득) :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 주관적 건강상태

 :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n=2,682)

변수
모형 1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03 .012 .005 .273

연령 .004 .002 .051 2.203*

교육수준 -.009 .007 -.025 -1.285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026 .014 .042 1.855

LN(가구소득) .027 .014 .039 1.965

종교

(1=종교 있음)
.079 .016 .095 4.937***

주관적 건강상태 -.037 .007 -.104 -5.301***

독립변수 실업 여부 .075 .021 .072 3.616***

<표 8> 청년의 실업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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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모형 1]의 모형 적합도는 F=10.516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028로 [모형 1]에 투

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문제음주 전체 변량의 2.8%가 설명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실업여부(B(S.E)

=.075(.021), p<.001)가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업자 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상태보다 실업 상태일 때 (X가 1단위 증가할 때), 문제음

주 행위 수준이 .08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통제변수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

(B(S.E)=.004(.002), p<.05), 종교(B(S.E)=.079(.016), p<.001), 주관적 건강

상태(B(S.E)=-.037(.007), p<.001)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

람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좋지 않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과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소득

은 문제음주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년

의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1=실업)

(상수항) -.086 .123 -.700

F 10.516***

R² .031

수정된 R² .02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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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

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

보다 높은가?

[연구가설 2-1]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

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

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에 의해서 설

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

명될 것이다.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는 이미 [연구가설 1]을 검증하며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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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이 1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2단계)과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3단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가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각각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모형 2]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          
Y : 긍정적 자아존중감

 : 성별(1=남, 0=여) : 연령 : 교육수준 : LN(가구소득) :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 주관적 건강상태

 :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형 3]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          
Y : 부정적 자아존중감

 : 성별(1=남, 0=여) : 연령
 : 교육수준 : LN(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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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실업 여부)와 매개변수(긍정

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문제음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 이

를 매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통합적 분석모형에서 이를 살펴봄

으로써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비교해 보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수립된 통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4]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          
Y : LN(문제음주)

 : 성별(1=남, 0=여) : 연령 : 교육수준 : LN(가구소득) :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 주관적 건강상태

 :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 긍정적 자아존중감

 : 부정적 자아존중감

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

 :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 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 주관적 건강상태

 : 실업 여부
(0=취업자, 1=실업자)

 : 긍정적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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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위한 2, 3단계 결과를 <표 9>, <표 10>, <표 11>에 제시하였다.

2단계 검증을 위해 <표 9>부터 살펴보면,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의 모형 적합도는

F=34.865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02로 [모형 2]에 포함된 투입된 독립변수들이(또는 현재 모형

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전체변량의 10.2%를 설명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여부(B(S.E)=.053(.044))는 긍

(n=2,682)

변수
모형 2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24 .026 .017 .925

연령 -.003 .003 -.021 -.941

교육수준 .038 .015 .048 2.563*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119 .030 .086 3.944***

LN(가구소득) .203 .029 .137 7.067***

종교

(1=종교 있음)
.097 .034 .053 2.855**

주관적 건강상태 .067 .015 .086 4.441***

부정적

자아존중감
-.163 .015 -.212 -11.113***

독립변수
실업 여부

(1=실업)
.053 .044 .023 1.217

(상수항) 2.608 .268 9.737***

F 34.865***

R² .105

수정된 R²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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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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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1]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S.E)=.038(.015), p<.05), 결혼상태

(B(S.E)=.119(.030), p<.001), 가구소득(B(S.E)=.203(.029), p<.001), 종교

(B(S.E)=.097(.034), p<.01), 주관적 건강상태(B(S.E)=.067(.015), p<.001),

부정적 자아존중감(B(S.E)=-.163(.015), p<.001)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가구소득일 높을

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

을수록(좋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 연령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n=2,682)

변수
모형 3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1=남) -.055 .033 -.031 -1.652

연령 .010 .004 .051 2.301*

교육수준 -.014 .019 -.014 -.754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154 .039 -.086 -3.961***

LN(가구소득) -.182 .037 -.094 -4.901***

종교

(1=종교 있음)
-.105 .044 -.044 -2.396*

주관적 건강상태 -.182 .019 -.179 -9.510***

긍정적

자아존중감
-.270 .024 -.208 -11.113***

독립변수
실업 여부

(1=실업)
.128 .056 .043 2.281*

<표 10>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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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10>을 살펴보면,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3]의 모형 적합도는 F=40.971로 유

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18

로 [모형 3]에 포함된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의해(또는 현재 모형에 의

해), 부정적 자아존중감 전체변량의 11.8%가 설명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여부(B(S.E)=.128(.056),

p<.05)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보다 실업자일 때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또한, 부

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나

타낸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B(S.E)=.010(.004), p<.05), 결혼상태

(B(S.E)=-.154(.039), p<.001), 가구소득(B(S.E)=-.182(.037), p<.001), 종교

(B(S.E)=-.105(.044), p<.05), 주관적 건강상태(B(S.E)=-.182(.019),

p<.001), 긍정적 자아존중감(B(S.E)=-.270(.024), p<.001)가 부정적 자아

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일 때, 가구소득

이 적을수록,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종교가 없는 집단일 때, 주관적 건

강상태가 낮을수록(나쁠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

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과 교육수준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의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본 연구의 매

개변수인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에게 상

(상수항) 4.980 .337 14.783***

F 40.971***

R² .121

수정된 R² .11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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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11>에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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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82)

변수

모형 1 모형 4

실업 상태→LN(문제음주)
실업 상태, 이원적

자아존중감→LN(문제음주)
B S.E β t B S.E β t

통

제

성별 (1=남) .003 .012 .005 .273 .006 .012 .010 .520

연령 .004 .002 .051 2.203* .003 .002 .043 1.887

교육수준 -.009 .007 -.025 -1.285 -.009 .007 -.026 -1.335

결혼상태

(1=배우자있음)
.026 .014 .042 1.855 .033 .014 .053 2.347*

LN(가구소득) .027 .014 .039 1.965 .032 .013 .048 2.412*

종교

(1=종교 있음)
.079 .016 .095 4.937*** .083 .016 .100 5.275***

주관적

건강상태
-.037 .007 -.104 -5.301*** -.027 .007 -.076 -3.855***

독

립

실업 여부

(1=실업)
.075 .021 .072 3.616*** .065 .020 .062 3.193**

매

개

긍정적

자아존중감
.047 .009 .104 5.283***

부정적

자아존중감
.071 .007 .201 10.109***

상수항 -.086 .123 -.700 -.491 .127 -3.881***

F 10.516*** 20.024***

R² .031 .070

수정된 R² .028 .066

R² 변화량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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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원적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통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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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검증을 위해 [모형 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4]의 모형

적합도는 F=20.024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의 수정된 설명력은 .066으로 [모형 4]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문제음주

전체 변량의 6.6%를 설명한다. [모형 4]의 R²값은 .070으로 [모형 1]에서

독립변수들만 투입했을 때의 R²값인 .031에 비해 .039 상승하였으며, 이

러한 R²값의 증가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투입에 의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실업 여부와 다른 통제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각각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B(S.E)=.047(.009), p<.001)과 부정적 자아존

중감(B(S.E)=.071(.007), p<.001) 모두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할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은 .048만큼 증가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1단위 증가할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은 .074만큼 증가함을 뜻한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부

정적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독립변수

인 실업 여부 역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S.E)=.065(.020), p<.01). 취업

상태일 때보다 실업 상태일 때, 문제음주 행위 수준은 .067만큼 증가한

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결혼상태(B(S.E)=.033(.014), p<.05), 가구소득

(B(S.E)=.032(.013), p<.05), 종교(B(S.E)=.083(.016), p<.001), 주관적 건강

상태(B(S.E)=-.027(.007), p<.001)가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

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매개효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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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추가됨으로써 감소해야 한다. 앞서 2단계 검증을 할 때, 실업 여부는 부

정적 자아존중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9>, <표 10> 참고).

[모형 1]에서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B=.075(S.E=

.021, p<.001)이었으나 분석의 3단계인 [모형 4]에서 실업 여부,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실업 여부의 영향

력은 B=.065(S.E=.020, p<.01)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업 여부와 문제음주 매개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형태를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모형 4]에서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은 비표준화

회귀계수값 .065로 이는 [그림 5]의 직접 효과에 해당한다. 이를 [모형 1]

의 총 효과인 회귀계수값 .075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델의 경우

모델 1(총 효과)에 비해 모델 4(직접효과) 계수 값이 절댓값 .01만큼 차

이가 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

정적 자아존중감은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

개효과10)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에 비해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

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박용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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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업 여부-문제음주 매개관계 결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했다. 매개모형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

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Sobel-test 검증값은 2.229로 유의수

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실업 여부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변수 독립→매개 매개→종속 Sobel -test

독립 매개 종속 B S.E B S.E Test Statistics

실업

여부

부정적

자아존중감

LN

(문제음주)
.128 .056 .071 .0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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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매개효과 모형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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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이 성인 초기 발달과업인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즉, 실업 상태일 때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직업을 갖고 소속감의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

는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음주를

하기 쉽다. 청년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이후 중장년, 노년

기에 나아가서 알코올 중독 등의 사용장애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험

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실업이 미치는 문제음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

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인지적 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라 대처로서의 문제음주 행위 수

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이자 태

도인 청년들의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개입하는 구체적 실천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큰 틀로 하고 긴장감소가설과 인지 이론

으로 이를 보충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문

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

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셋

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으며, 청년패널 13차년도(2019년) 데이터에 대한 다중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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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Sobel-test를 통한 매개효과 확인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2,682명이었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년의 실업 여부는 문제음주 행위 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실업자인 청년이 취업자인 청년보다 문

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가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둘째,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수준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

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업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실업과 문제음주 간의 관계에서 긍정

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반면에 실업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정

적 자아존중감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실업자인 청년이 취업자인 청년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높

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 수준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2]와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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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청년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 중 실업자집단이 (취업자 집단보다)

문제음주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

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실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낮은가?

실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취업 상태 청년의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높은가?

가설

2-1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청년의 실업 상태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청년의 실업 상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

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문제

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

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

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로 문제

음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

에 의해서 설명된 문제음주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

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지지

<표 13> 연구결과 요약



- 71 -

제 2 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에 대한 내적 대처자원으로서의 이원적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1]의 분

석 결과, 실업 상태는 문제음주 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는 취업 상태보다 실업 상태일 때 청년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짐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가 청년들

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작동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로써 문제

음주 수준을 높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 상태

가 취약한 정신건강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자 스트레스라고 설명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송인한 외, 2019; 이가영 외, 2015; 장재윤

외, 2006; Aneshensel, 1992; Kessler, Turner & House, 1987; Kessler,

Turner & House, 1989). 또한, 긴장감소가설을 적용해보면, 실업 상태의

청년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문제음

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감소할 것이라 믿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긴장감소가설에 따라 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

(박경민, 이민규, 2005; 이민규, 1993; 이유리, 권정혜, 1997; Camatta &

Nagoshi, 1995; Carney et al., 2000; Critchlow, 1986; O' Hare &

Sherrer, 2000)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년의 문제

음주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문제음주에 대해 개입할 때 청년

의 실업 상태를 고려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2.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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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

가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음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실업이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년의 실업 상태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1)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년의 실업 상태와 부정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2]의

분석 결과, 첫째, 청년의 실업 상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년이 취업 상태일 때보다 실업 상

태일 때,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더 많

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 (전반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실업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설

명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박혜경,

김병숙, 최정은, 2018; 정은석, 강상경, 2015; Ganley, 2002; Murphy &

Athanasou, 1999; Shamir, 1986). 또한,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따라 실업

상태가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인 것으

로 해석되므로, 남학생들에게서 스트레스 요인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이미리, 2005)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Blankertz

외(1999; Ang et al., 2006 재인용)는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과 관련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인

한 스트레스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것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

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 이론을 적용해보면, 실업이 개인에게 부

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적 비교이론(Turner et al., 1987)에 따라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취업자의 모습)과 현

재 실업 상태인 자신을 비교하고 내·외집단의 취업자들과도 자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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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도식을 형성하게 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완화하는 심리·정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의 실업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

음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의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선, 임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Tre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를 뒷받침한다.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사회적 안녕과 관련이 있기에(최희

철, 2011; Owens, 199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

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부

정적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 일

부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어 실업 상태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더불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문제음

주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 적합도와 설명력 또한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상태와 우울 등의 심리적 상태의 관계를 자아

존중감이 매개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송이은, 김진영, 2012; Kokko

& Pulkkinen, 1998; Pearlin et al., 1981)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개인의 원인적 선행변인(이원적 자아존중감)

에 따라 스트레스원(실업)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지적 평가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한 대처(문제음주)가 이뤄진다는 스트레스-대처 모델

(Lazarus ＆ Folkman, 1984)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 있는 실천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와 달리,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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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청년의 실업 상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높은 (전반적) 자아존

중감이 모든 상황, 모든 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라고 해석한 연구결과들과 연결된다(Mruk, 2006). 긍정적 자아존중감

이 문제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 상태이더라도 긍정적 자아존

중감이 높은 경우 문제음주 행위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비행 행동의 감소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정익중, 2006)가 있으며, 사회적 행

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고한 바도

있다(Baumeister et al., 2003). 해당 연구들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비

행 행동이나 사회적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지

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

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후속 연구로 자아존

중감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발휘

하는 대상, 환경, 변인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청년의 실업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긍정

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Cooper(1994)의 음주동기에 따르면, 청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대처로서 음주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기도 한다. 고양된 기분, 긍정적 정서는 긍정

적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깊다(강상경, 2006). 그러므로 고양된 기분으로

인해 증가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 행위 수준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혹은 과도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인지적 과정과 현

실적인 판단을 저해시키기에(강상경, 2006; Keltner, Kring, 1998; Wood,

2000) 높아진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가 자신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지적 판단을 저해시켜 문제음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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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문제음

주에 정적 영향을 미친 분석 결과는 긍정 정서 확장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통해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심리적 자원을 증가시

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며, 다양한 대처능력을 함양시킨다(최창용, 이

주연, 신유미, 2015; Fredrickson, 2001; Isen, 2002)는 연구결과와는 상반

되었다.

[모형 2], [모형 3], [모형 4]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 관계를 매개하는

지 살펴보고자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적

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만이 실

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서로 독립적이고

(유창민, 2017a;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각각의 예측요인과 영향

력이 상이하다는 기존 연구들(강상경, 2006; Owens, 1993; Owens, 1994)

을 지지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발달 산

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유창민, 2017a; 이미리,

2005; 이종석, 정 득, 2015; 장혜림, 정익중, 2013; Owens, 1994)을 뒷받

침한다.

청년의 실업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저해하기보다는 자기를 더욱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비하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청년의 실업 상

태와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을 함께 고려하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에 특히 더 개

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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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

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기반으로 실업

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Lazarus &

Folkman(1984)이 주장한 원인적 선행변인에 따른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

이 검증된 것으로,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만이 나타난 것을 통해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라는 정서중

심적 대처방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실업 상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방식

의 인지적 평가가 이뤄져 문제음주라는 대처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가설

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둘째, 실업으로 인한 결과 중 문제음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원적 자아

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에

게 있어 직업이란 소득원을 넘어서 자아개념 및 정체성과 같은 심리 내

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Atchely, 1976; Hooker, 1991)이라는

논의와 연결된다. 특히, 문제음주라는 구체적인 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살

펴봄으로써 기존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 담론에서

나아가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실업 상태 청년에게 소득보장과 고용

중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을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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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의 청년들에게도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가 적절하게 적용됨을 확인하

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

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업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문제음주의 관계, 실업과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였다. 특히, 실업 상태에서 부정적 자아

존중감의 증가를 거쳐 문제음주의 증가를 겪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이 스트레스 상황 속 실업 청년

을 문제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입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YP 2007) 13차 자료(2019)는 서울

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서 표본을 추출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패널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

과 외적 타당도를 비교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실업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특성, 음주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다른 국외연구결과를 국

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패널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수행되는 후속

연구와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 정책적·실천적 함의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

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실업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음주에 대한 조기개입과 실업 상태 청

년을 중심으로 초점화된 개입, 고용센터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생애주

기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실업 상태 청년에 대한 문제음주 예방사업(안)을 마련해

야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절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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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성인 남녀의 고위험 음주율을 18.6%, 6.5%

에서 17.8%, 7.3%로 낮출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1) 이에

대한 실행과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권태연, 2020). 또한, 16개

시도의 중독관리센터를 두어 알코올 문제를 위한 조기개입·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센터의 수는 전국 50개소로 정체

되어 있어(권태연, 2020) 서비스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5년마다 이

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 중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11년 8.6%에서 16년

12.1%로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7) 그 비율이 아직도 미미한 수준

이기에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기된다. 더불어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해 현재 정기 건강검진에서 음주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단기개입 등의 상담이나 중독 관련 센터로 연

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정슬기, 이민욱,

2018).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성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청년기 문제음주, 특히, 실업 상태 청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대상자별 맞춤형 개입

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의 경우, 성인 초기의 인구집단에

대해 대학생과 직장인으로만 교육 대상을 나누고 있어 실업 상태 청년의

경우 이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학교와 직장에 소속되지 않는 청년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음주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실업 상태 청년이 문제음주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며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매개함

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음주의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고려가 제기된다. 특히,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보다는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높아진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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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으로 개입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비약물

치료 중 심리·사회적 중재와 관련된다. 심리·사회적 중재에는 인지행동

요법, 동기 강화 프로그램, 12단계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AA) 모임,

음악요법, 미술요법 및 대인관계 훈련 등이 있다(연영란, 이경순, 2012).

이는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영란, 이경순,

2012). 또한, 음주량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유진, 박수

현, 2011). 문제음주자의 심리사회기능향상은 자신의 잠재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하고 만족스

러운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김상아, 남정보,

박웅섭, 2005).

특히, 자아 성장 및 자기주장과 관련된 프로그램(권영숙, 2000; 임경희,

1999; 전영민, 2002)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자기평가와 자기

이해 등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확립하고 자아 성

장을 목적으로 한다(배성우, 이경희, 2010). 박후남과 유숙자(2005), 김군

자(2002), 황동섭(2003)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실업 상태 청년의 문제음주 개입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고려하고 이를 낮추는 프로그램 및 심리·

사회적 중재가 더욱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업 상태 청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태에 개입하는 상담 및 프

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구직자들은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자아

존중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도 영향

을 미치기에(양쌍봉, 박재황, 2017) 구직 측면에서도 실업 청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구직자의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

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자 대상의 심리상담서비스인 ‘심

리안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a). 위 프로그램에

서는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전수하고 개인별 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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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확인한다. 이후 후속 심층 상담과 추가 스트레스 측정이 이뤄지

고 필요 시 연계 상담을 진행한다(고용노동부, 2021a). 이를 통해 구직자

에게 심리적 안정 및 구직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을 증진시켜 빠른 취업

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

감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

하고 심리적 안정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김명언 외, 2003; 양

쌍봉, 박재황, 2017; 이상록, 2001; 임성견 외, 2011; Vuori & Silvonen,

2005).

그러나 지역별 고용센터마다 수요에 차이가 있어 기본 상담회기를 모

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과 더 많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기본 상담회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지역 등 어느 고용센터에 등록

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양과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예산의

경우 조기에 소진되고, 사업위탁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간에는 서비스

가 중간에 단절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 청년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1년 단위의 민간 공모·위탁 운영에서 ‘1년+1년’ 또는 ‘2년+1

년’ 방식의 2~3년 단위로의 운영방식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김지경, 이

윤주, 이민정, 2018).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가 문제음

주에 미치는 영향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실업 상태의 청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력과 자원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앙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에서 자체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청년쉼표!’ 사업을 통해 2017년 미취

업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일대일 상담 등을 3개월에 거쳐 제

공하고 단계별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의 우울 및 불안, 취업 소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감소하

였고, 스트레스 해소와 자아존중감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활동수

당이라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심리검사와 집단 상담에 대해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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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8;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재인용). 즉, 실업 상태 청년들에

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함께 제

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실업 상태 청년들을 위

한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사업과 상담 프로그램들은 존재하지만 아직까

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특히,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2021b)에서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둔 중·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긍정적인 자아’ 프로그램만이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존

감 검사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실업 상태 청년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확대가 요구되고 중규모 그룹(30명 내외)의 1.5시간 강의식 운영보다는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자기이해 프로

그램을 진행하며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탐색하고 진로설계를 돕고 있는

데 총 3시간의 1회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보다 지속적이고 개별화

된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년의 실업 상태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보단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자아

존중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실업

상태 청년들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겪고 이로 인해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 82 -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 자료인 청년패널 13차(2019) 데이터를 활용

하여 횡단분석을 시행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근본

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실업 상태로 인

해 문제음주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

고 설명하였으나 문제음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발생하는지, 부정적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실업 상태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

다. 그러므로 추후에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2차년도 이상

의 데이터를 사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 간 변화성을 잠재성장모형 등

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교화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변수들의 개념적 조작

적 정의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독립변수인 실

업 여부에 대한 측정이 다소 자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패널 데이터는 응답자 유형을 현재 재

학 중인 학교 유형, 지난 1주간 한 일을 바탕으로 실업자와 취업자, 학생

을 구분하고, 실업자를 다시 (지난 1주/1달 내) 구직활동 여부와 근로 가

능 여부를 바탕으로 비경제활동인구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여부를 지난 한 주간 한 일을 바탕으로 실업자와 취업

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는 구직활동은 하지 않으나,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 내부에 포함된 광의의 실업자를 포섭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때 지난 한 주간 한 일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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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을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로 간주하였지만,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쉬고 있는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실업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즉, 자료상의 한계로 실업이라는

직접적인 상태를 완벽히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실업 기간이나 자발

적 퇴사 등 실업자집단 내부의 상이함은 자료상의 한계로 측정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실업 상태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실

업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음주와 이원

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들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집단의 특성상

이질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취업자 간의 차이

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의 상태를 3

가지 집단 혹은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 상태 내에서도 고용의 형태나

직종 등에 따라 문제음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송이은, 김진영(2012)과 같

이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세분화해서 고용지위와 문

제음주의 관계,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등을 살펴볼 것을 제언한

다.

넷째, 본 연구는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이원적 자

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

정식 등의 다른 정교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 간의 영향력이나

경로를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문제음주 척도로 사용한 CAGE는 낮은 수준의 문제음주 선별

에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송진영, 2014; 정슬기, 이수비, 2015) 보다 정

교한 문제음주 측정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권태연(2010)과 같이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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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빈도와 평균 음주량을 함께 고려한 분석으로 문제음주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해 측정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그 하위유형에 따라 긍정적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외에도 청년의 실업

상태와 문제음주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

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성인 초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며 상호작용하기에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나 가족관계 만족도 등

의 가족 내 자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후속 연구에서 포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연구대상 선별과정에서 문제음주 등의 주요 변수에서 결측치

가 많아 이를 제외함으로써 표본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는 점이 한계

이다. 이는 일반화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측치로 인해 최

종 연구대상에 제외된 집단(3,102명)과 최종 연구대상(2,682명)은 독립변

수인 실업 여부,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종

속변수인 문제음주, 통제변수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이는 결측치가 무작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결과

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고 이러한 표본의 편중에 대해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결측 사례

를 구조적으로 제외하여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MAR(Missing at Random) 가정하에

ML(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구조방정식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떠한 적응결과를 나타내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의 적응결과 또한 모형에 추가하

여 청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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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unemployment

among young adults affects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based on Lazarus & Folkman’s stress-coping model and to identify

whether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problem drinking.

The youth strive to have jobs and to achieve the developmental

task of belonging in their life cycles, which can cause stress. They

are prone to drink alcohol as a way of dealing with stress to reduce

the tension and negative emotions. An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problem drinking in youth are important because even if

the level is low, it can affect rest of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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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tress-coping model, stress depends on cognitive

process which is a combination of external environmental needs and

individual resources. Thu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the interpretation about the stressful environment are important. In

other words, even if individuals are equally unemployed, one can find

it stressful while others do not. This is because cognitive appraisals

vary depending on the causative antecedents that individuals have for

stress and the coping behaviors that are also different for each

individual. Here, the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re in charge

of cognitive appraisals according to causative antecedents.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that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could change

the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or, an unemployment, and thus

change the level of emotional-focused coping behavior, a problem

drinking. Identifying such mediators between stress and coping is

important because it can provide alternatives to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impacts of stress.

Th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youth unemployment affect problem drinking levels? Second, does the

unemployment affect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That is, is positive(negative) self-esteem of

unemployed youth lower(higher) than that of the employed youth?

Third, does the unemployment of youth affect problem drinking levels

through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13th data (2019) of the

Youth Panel (YP 2007) was exploited and 2,682 young people aged 25

to 39 were analyzed who responded to all of questions regarding

major variables, except for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e

main variables were unemployment as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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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and negative self-esteem as mediators, problem drinking

levels as dependent variable, gender, age, education levels, household

income, marriage status, relig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s

control variables. Baron & Kenny’s three-stage mediation effect

analysis through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and Sobel-test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youth

unemploy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In other words, unemployed young adults

showed a higher level of problem drinking than those employed.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stress-coping model that

unemployment causes tension and acts as stress in young people,

raising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Second, unemployment was not

associated with a positive self-esteem, but 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egative self-esteem. This indicates that

unemployment causes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ich are increased

the negative self-esteem for individuals. Third, positive self-esteem

did not medi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problem

drinking, but negative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problem drinking. In other words,

unemployed young people have higher negative self-esteem than

those employed, and the level of problem drinking increases through

this increased negative self-esteem. Sobel-test result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eals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problem drinking based

on the stress-coping model, and demonstrates that negative

self-esteem mediates the impact.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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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cognitive evaluation according to causal prior variables

claimed by Lazarus & Folkman (1984) has been verified, especially

with the subtype of self-esteem. Second,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focused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results of

unemployment and examined the relevance of the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This is linked to the discussion that for individuals, jobs

mean beyond sources of income and also affect psychological internal

structures such as self-concept and identity. In particular, by

examining increased problem drinking and negative self-esteem, the

specific negative effects of unemployment, the study contributed to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of

unemployed young people, moving from the existing discourse of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loss of income due to unemployment.

Third, by accepting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hypothe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self-esteem into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confirming that the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were properly applied to young Koreans. Fourth, the 13th

data (2019) of the Youth Panel (YP 2007) used in this study are

national representative panel data sampled from seven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nine provinces including Jeju Island.

Therefore, this study relatively secured the representation and

external validity of the samples.

This study also provides both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intervene youth in problem

drinking and confirm that unemployment should be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interven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unemployed young adults’ problem drinking and link

them with employment centers. Second, in an intervention for problem

drinking, efforts to relieve negative self-esteem are required. Thi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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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lated to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rventions, one of the

non-drug treatments for alcoholic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unselings and programs to intervene i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risis of unemployed young people. Currently, there are

consultations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s for unemployed

young people in the Regional Job Cente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some local governments. But, there is a

gap in the amount and quality of service benefits. Efforts to replenish

manpower and resources are requested to solve this problem.

Keywords : Youth Unemployment, Problem Drinking,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Mediating Effect,

Stress-Cop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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