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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알코올 섭

취량은 10.2L로 미국 9.8L, 일본 8.0L, 중국 7.2L에 비해 많으며, 

전 세계 평균인 6.4L에 비하여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200개 이상의 질병과 손상의 원인이 되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5.1%를 초래하며,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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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NCD)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심각성이 부각되

고 있다. 특히, UN (United Nations)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제시한 목표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Good Health and Well-Being)’을 위

한 세부 목표에 유해한 알코올 사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를 포함

함으로써 문제음주 행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강조되

고 있다[1].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란, 알코올에 의존하는 상태

는 아니지만 알코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위험에 처할 만큼 

충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상태의 고위험 음주를 의미한

다[2]. 2019년 국내 성인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8.6%, 성인 

여성은 6.5%로 나타났으며,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

자의 경우 7잔,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의 폭음을 하는 비율인 월

간 폭음률에 있어서도 성인 여성이 24.7%인 것에 비해 성인 남

성은 52.6%로 확인되어 남성이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의 영향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혼자 마시는 술을 

의미하는 ‘혼술’과 집에서 마시는 술인 ‘홈술’이라는 새로운 음

주 문화가 등장하면서 이전에 비하여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집에

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여 문제음주 행동이 오히

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개인적 요인이 문제음주에 미치

는 영향이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 있어 우리나라는 타인에 비해 자신은 술을 조

금 마시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술을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

이라고 여기는 등 음주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 행위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및 배타적 친 성을 형성하는 

음주규범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 등의 사회적 요인이 음주빈도

와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남성과 여성 모두에

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압력이 절주에 대한 의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지만 그러한 분위기에 수긍하고 맞춰야 한다는 규범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주

를 고려함에 있어 가족이라는 환경의 외재적 동기가 남성에게

만 발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6]. 이를 바탕으로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인구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 체

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생태체계학적 관점의 통

합적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생, 중년층, 노년층 등 특정 연령 집단

이나 특정 시점에 초점을 맞춘 횡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7-9]. 또한, 청년층 ․ 중년층 ․ 노년층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10,11]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문제음주의 양상을 파악하

지 못했기에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제음주에 대한 종단 연구로서 잠재성장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시행되었지만[12,13],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적

인 변화 추이만을 파악하였으며, 문제음주의 변화 양상에 따른 

다양한 잠재 계층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예측변수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

는 변인중심 접근법(variable-centered)과는 달리 행동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함으로써 인간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

람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이다[14]. 유사한 행동 특성

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된 잠재 집단을 찾아내고, 통계적으로 다

양한 탐색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잠재계층의 객관적 분류가 가

능하며, 각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5]. 이를 통해 도출된 잠재계층

의 특성과 차별적인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필

요한 표적집단을 선별할 수 있으며, 사람중심 접근법을 활용하

여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

형 중재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14,15]. 따라서 생애주기

에 따른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성인 남성의 생애

주기별 문제음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

람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Kwon [16]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문

제음주 발달궤적에 대한 5개의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예측요인

을 검증하였으나, 생애주기에 따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10,11]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한

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7차년도(2012년)

부터 15차년도(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 중장

년층 ․ 노년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음주 발달궤적에 따

른 잠재계층의 수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잠재계층 분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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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변화 

양상에 대한 잠재계층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잠재계

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

널의 7차년도(2012년)부터 15차년도(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한 종단적 탐색 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

의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IRB No. E2107/001-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

으로 조사하여 구축한 한국복지패널은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를,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는 드

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 단위의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의 7차년도 조사에는 1차

년도 표본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신

규 패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대

를 구분함에 있어 청년층은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노년층은 사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에서 정의한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

소년보호법은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

게 되어있어 20살부터 술과 담배의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중, 지난 1년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청년층

(20~34세),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

하였으며, 최종 4,388명(청년층 844명, 중장년층 2,572명, 노년

층 97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

보고용 알코올 남용 및 의존 평가 척도인 WHO의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척도를 활용하였

다. AUDIT 척도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험한 것에 기초하

여 해로운 음주행동 영역(3문항), 알코올 의존 영역(3문항), 위

험한 음주 영역(4문항)에 응답하도록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척도이다. AUDIT 척도의 점수는 WHO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거나 성별의 차이에 따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연

구마다 다소 상이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WHO에서는 

AUDIT 총점 8점 이상을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며, 위험

하고 해로운 음주로 정의하고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WHO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총점 8점을 문제음주의 절

단값으로 선정하였다. 

2) 문제음주 잠재계층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개

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성인 남성

의 문제음주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 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요인은 가족 체계 및 지역사회 체계 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종교는 ‘종교 

없음(0)’과 ‘종교 있음(1)’으로, 배우자 유무는 사별 ․ 이혼 ․ 별거 

․ 미혼을 ‘배우자 없음(0)’과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

우를 ‘배우자 있음(1)’으로 더미변환(dummy transformation)

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0)’와 ‘대학교 재학 이상(1)’으

로, 소득수준은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0)’와 ‘일반가구(1)’로,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에는 ‘비경

제 활동(0)’과 ‘경제활동(1)’으로 더미변환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련 요인으로 현재 흡연여

부는 ‘비흡연(0)’과 ‘흡연(1)’으로 더미변환하였으며, 우울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감을 보고하는 CESD-11 (Cen-

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11)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11 척도는 총 11개 문항에 대하여 Likert 4

점 척도로 측정하는 도구이며, 계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자

아존중감을 평가하는 10개 문항의 Rosenberg Self-Esteem 도

구를 활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살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측정한 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자살사고 없음(0)’과 ‘자살사고 있음(1)’으로 더미

변환하였다.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체계 요인으로 가족 갈등 빈

도, 가족 갈등 대처방법, 가족관계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가족 

갈등 빈도는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다”라는 질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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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갈등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

족 갈등 대처방법은 가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행

동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4개의 문

항을 사용하였고, 계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 갈등 대처방법

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한 1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개인의 음주 행위는 한 개인이 속

한 사회연결망 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음주는 

노동과 여가생활의 가교역할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5]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체계 요인으로 사회적 친분관

계 만족도, 타인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관계 도움 여부, 여가생

활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친

분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

한 개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태도 중,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였으며, 해당 질문에 대하여 ‘매우 조심해야 한다’ 및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신뢰하지 않음(0)’으로, ‘대부분

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신뢰함(1)’으로 

더미변환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도움 여부는 지역사회 내

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통해 사회

적 관계 도움 여부를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의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통해 분석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개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성인 남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음주 발달궤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잠재계층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Nagin [15]의 준모수적 집단 

중심 방법(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을 적

용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기법을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이라고 하며, 이는 유사한 행동 특성을 지닌 

개인들의 잠재집단을 찾아내고 통계적으로 다양한 탐색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잠재계층의 객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14]. 잠재계층의 수에 따른 모형을 비교할 때,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지수를 통해 확인한다. BIC와 AIC의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0에 

가까울수록 간명하면서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간주되

나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BIC와 AIC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므로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스크리 도표

(scree plot)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BIC 및 AIC의 변화 

정도를 그래프로 구현하여 증가가 둔화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18].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함

에 있어 BIC, AIC 값이 중요하지만 각 잠재계층에 속하는 대상

자의 비율이 약 1%로 너무 작으면 해당 잠재계층이 잘 분류되

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각 잠재계층의 변화 양상을 나

타내는 그래프 모양이 유사하다면 이를 구분하고 해석함에 있

어 의미가 없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잠재계층 수를 선택해

야 한다[19]. Entropy 지수는 0부터 1까지의 표준화된 값을 지

니며, 잠재계층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ntropy 

값이 클수록 더 적합한 잠재계층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잠재계층 분류의 질과 정확도가 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를 결

정함에 있어 각 잠재계층에 맞는 함수특성을 찾아 BIC, AIC, 

Entropy 등의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잠재계층 수를 하나씩 추

가하면서 BIC, AIC 값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감소하는

지 분석하여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추

가적인 분석에서 유의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도록 BIC, AIC 지

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변화의 폭이 완만해지기 이전까지

의 잠재계층 수로 결정하였으며, 잠재계층 모형의 간명도와 이

론적 해석을 고려하여 변화추이의 모양에 있어 집단 간 격차가 

크거나 증가 및 감소 추세와 같이 변별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각 잠재계층을 분류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잠

재계층집단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비교를 위해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를 추정계수

로 제시하였으며, 분석 과정에 있어 결측치가 있는 변수들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추정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인 결

측치 대체방법(missing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떤 잠재

계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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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4,388명이며,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844명(19.2%), 중장년층 2,572명

(58.6%), 노년층 972명(22.2%)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의 비

율은 청년층 1.4%, 중장년층 2.8%, 노년층 5.6%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자의 비율은 청년층 50.2%, 중장년층 55.3%, 노년층 31.7%로 

노년층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가구 

비율은 노년층에서 53.0%로 나타나 청년층 8.2%, 중장년층 

13.4%인 것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주기 집단

별 평균 차이검정을 시행한 결과, 가족 갈등 대처방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F=98.21, 

p<.001),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653.90, p<.001).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 만

족도(F=242.20, p<.001)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F=230.90, 

p<.001)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위급한 상황 시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도움을 줄 의향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6.39, p<.001).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생애주기별 성인 남성 문제음주의 잠재계층 분류

생애주기별 성인 남성 문제음주의 잠재계층 모형을 결정하

기 위하여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집단별로 잠재계층의 개

수가 1개부터 5개까지에 이르는 5종류의 모형을 각각 비교하

였다(Table 1).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BIC, AIC의 절대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잠재계층이 3개 이상인 모형에서 BIC와 AIC의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BIC와 AIC 값의 변화 정도를 그래프로 확인

한 결과, 잠재계층 수가 3개인 잠재계층 모형까지는 BIC 및 

AIC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4개 이상의 잠재계층 

모형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의 경우, 잠재계층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이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3개인 모형의 Entropy 값이 청년층은 0.87, 노년

층은 0.84로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잠

재계층 수가 3개인 모형이 간명하고 이론적으로 해석이 용이

하므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문제음주 잠재계층 수를 3개로 결

정하였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BIC와 AIC의 절댓값이 감소하였으나 잠재계층이 4개 이상인 

모형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잠재계층이 5개 이상인 모

형에서는 BIC, AIC의 변화폭이 완만해지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계층 수가 5개인 모형에서는 두 집단에

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제음주 변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 

잠재계층 분류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4개인 모형의 Entropy 

Table 1. Summary of Information to Select the Number of Potential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in Adult Males 

Categories
Number of 

latent classes
BIC 1 BIC 2 AIC Log likelihood Entropy

Young males 1
2
3
4
5

-19,436.5
-17,625.9
-17,296.1
-17,141.9
-17,105.7

-19,432.1
-17,616.0
-17,282.9
-17,124.3
-17,083.7

-19,422.6
-17,597.7
-17,254.4
-17,086.4
-17,036.4

-19,418.6
-17,585.7
-17,242.4
-17,070.4
-17,016.4

-
.94
.87
.93
.85

Middle-aged males 1
2
3
4
5

-64,651.9
-60,311.6
-59,228.9
-58,540.6
-58,221.0

-64,648.7
-60,302.8
-59,216.9
-58,524.1
-58,200.1

-64,639.9
-60,279.4
-59,184.7
-58,480.2
-58,144.5

-64,636.9
-60,279.4
-59,173.7
-58,465.2
-58,125.5

-
.91
.86
.89
.85

Elderly males 1
2
3
4
5

-20,487.8
-19,194.7
-18,900.2
-18,733.8
-18,658.1

-20,484.5
-19,186.9
-18,889.2
-18,718.4
-18,637.2

-20,477.2
-19,169.9
-18,864.8
-18,684.2
-18,590.9

-20,474.2
-19,162.9
-18,854.8
-18,670.2
-18,571.9

-
.87
.84
.8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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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0.89로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에 모형의 간명도와 해석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년층의 잠재계층 수를 4개

로 결정하였다.

1) 청년층 문제음주의 잠재계층

3개로 분류된 청년층 문제음주의 잠재계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1은 음주 행동이 점차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으

로서 전체 청년층의 32.6%를 차지하였고, ‘비문제음주군(집단 

1)’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문제음주의 절단값인 8점을 넘

지 않으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완만한 감소 형태를 보이지만 음

주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 문제음주의 잠재

적인 위험이 있는 계층으로 전체 청년층의 38.5%를 차지하였

으며, ‘문제음주 위험군(집단 2)’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모

든 시점에서 문제음주를 보이는 잠재계층으로서 전체 청년층

의 28.9%를 차지하였고, ‘문제음주 유지군(집단 3)’으로 명명

하였다(Figure 1-A). 

2) 중장년층 문제음주의 잠재계층

4개로 분류된 중장년층 문제음주의 잠재계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음주 행동에 있어 감소 추이를 

나타내다가 이후에는 음주 행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으로서 전체 중장년층의 21.9%를 차지

하였으며, ‘비문제음주군(집단 1)’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초

기에는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를 보이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

상으로 13차년도 이후에는 음주 행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

되는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으로서 전체 중장년층의 10.0%를 

차지하였으며, ‘문제음주 감소군(집단 2)’으로 명명하였다. 집

단 3은 청년층에서 확인된 잠재계층과 비슷한 추이 변화를 보

이는 집단으로서 문제음주의 절단값을 넘지 않으나 음주 행동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 문제음주의 잠재적인 위

험성을 지닌 잠재계층이다. 전체 중장년층의 33.8%를 차지하

였으며, ‘문제음주 위험군(집단 3)’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모든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를 보이는 잠재계층으로 

전체 중장년층의 34.3%를 차지하였고, ‘문제음주 유지군(집단 

4)’으로 명명하였다(Figure 1-B).

3) 노년층 문제음주의 잠재계층

3개로 분류된 노년층 문제음주의 잠재계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7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음

주 행동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는 음주 행동이 거

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으로서 전체 

노년층의 36.1%를 차지하였으며, ‘비문제음주군(집단 1)’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문제음주 절단값인 8점을 넘지 않으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잠재계층으로서 전체 노

년층의 43.8%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집단 1과 다르게 음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녔다고 판단하여 ‘문제음주 위

험군(집단 2)’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

소하는 추세이지만 모든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를 보

이는 잠재계층으로서 전체 노년층의 20.1%를 차지하였고, ‘문

제음주 유지군(집단 3)’으로 명명하였다(Figure 1-C).

3. 생애주기별 성인 남성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의 영향

요인

잠재계층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생애주기별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잠재계층을 분류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

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생애주

기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청년층(F=2.54, p<.001), 

중장년층(F=2.75, p<.001), 노년층(F=2.23, p<.001) 모두 분

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년층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의 영향요인

청년층 남성의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검증하고자 비문제음주군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

한 결과, 배우자 유무(RR=2.09, p=.002), 교육수준(RR=2.19, 

p=.00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RR=0.71, p=.048)가 문제

음주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문제음주군보다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요인은 배우자 유무(RR=3.67, 

p<.001), 흡연(RR=1.98, p=.001), 우울(RR=1.08, p=.03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년층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

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낮을

수록 비문제음주군보다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았으며, 배우자가 있을수록, 현재 흡연을 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비문제음주군보다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 남성에게서 배우자 유무는 

문제음주 잠재계층을 예측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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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latent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among young males (n=844).

B. The latent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among middle-aged males (n=2,572).

C. The latent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among elderly males (n=972).

Figure 1. The latent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among adult males by life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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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년층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의 영향요인

중장년층 남성의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검증하고자 비문제음주군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

한 결과, 소득수준(RR=2.22, p=.003), 흡연(RR=1.49, p=.014)이 

문제음주 감소군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

이는 요인은 종교(RR=1.25, p=.047), 흡연(RR=1.72, p=.004), 

가족 갈등 빈도(RR=1.83, p=.030)로 확인되었으며,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요인에는 배우

자 유무(RR=1.40, p=.023), 경제활동 여부(RR=1.75, p=.006), 

흡연(RR=1.48, p=.00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RR=1.25, 

p=.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에는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흡연을 할수록 비문제음주군보다 초

기에 문제음주를 나타내다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음주 감소군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종교가 있을수록, 흡연을 할수록, 

가족 내 갈등이 잦을수록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있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록, 현재 흡연을 하고,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비문제음주군보다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흡연은 현재 

음주를 하고 있음을 예측하면서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에 공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 노년층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의 영향요인

노년층 남성의 문제음주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비문제음주군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

과, 경제활동 여부(RR=1.47, p=.012)가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

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비문제

음주군보다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

이는 요인은 경제활동 여부(RR=1.93, p=.001), 흡연(RR=1.88, 

p=.001), 우울(RR=0.93, p=.012), 가족관계 만족도(RR=0.63, 

p=.00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노년층 남

성일수록 비문제음주군보다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

이 높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현재 흡연을 하고, 우울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비문제음주군보다 문

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남성의 경제활동은 문제음주 잠재계층을 예측함에 있어 공통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2. Factors Influencing the Classification of Potential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in Young Males (N=844)

Variables

Problem drinking 
risk group

Problem drinking 
maintenance group

RR p 95% CI RR p 95% CI

Religion (ref.=no) 1.09 .638 0.77~1.53 0.72 .097 0.48~1.06

Presence of spouse (ref.=no) 2.09 .002 1.32~3.31 3.67 ＜.001 2.27~5.92

Education level (ref.=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2.19 .001 1.38~3.47 1.26 .332 0.79~2.02

Household income level (ref.=low-income household) 1.09 .796 0.58~2.02 0.98 .957 0.49~1.99

Economic activity (ref.=no) 0.92 .687 0.63~1.36 0.93 .757 0.59~1.47

Smoking (ref.=no) 1.21 .272 0.86~1.71 1.98 .001 1.35~2.91

Depression 1.04 .277 0.97~1.10 1.08 .036 1.01~1.15

Self-esteem 0.97 .338 0.91~1.03 0.99 .663 0.92~1.06

Suicidal ideation (ref.=no) 0.51 .509 0.07~3.97 0.62 .638 0.08~4.68

Frequency of family conflict 0.87 .290 0.67~1.13 0.88 .369 0.66~1.17

Coping with family conflict 0.98 .914 0.62~1.53 1.29 .331 0.77~2.14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1.20 .256 0.88~1.64 1.17 .391 0.82~1.68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0.71 .048 0.50~0.99 1.07 .740 0.72~1.58

Trust in others (ref.=no) 1.25 .242 0.86~1.82 1.47 .070 0.97~2.24

Willingness to help in social relationships 0.94 .648 0.70~1.25 1.00 .994 0.74~1.35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1.03 .811 0.81~1.31 0.94 .612 0.73~1.21

F=2.54, p＜.001; Reference class=non-problem drinking group; ref.=reference group; RR=relative risk;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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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의 자료

를 활용하여 성인 남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음주 발달궤적에 따

른 잠재계층을 파악하고,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생애

주기별 문제음주의 잠재계층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

인적 ․ 사회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

으로 제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성인 남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음주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

층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 남성의 경우 비문제음주

군, 문제음주 위험군, 문제음주 유지군으로 분류되는 3개의 잠

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중장년층 남성에서는 비문제음주군, 

문제음주 감소군, 문제음주 위험군, 문제음주 유지군의 4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측정된 모든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를 보이는 문제음주 유지군은 청년층 28.9%, 노년층 

20.1%인 것에 비하여 중장년층 남성에서는 34.3%를 차지하였

으며,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4개의 잠재계층 가운데 문제음주 

유지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남성의 문

제음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층 남

성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령대로서, 사회

적 친분관계나 직업적 성취를 위하여 잦은 음주를 하게 되므로 

문제음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21]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

하여 문제음주 유지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년층 남성에서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를 

나타내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변화 

양상을 보이는 문제음주 감소군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중장년

층 남성의 10.0%를 차지하였다. 중장년기는 예방적 건강행위

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건강관리

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

다. 이로 인하여 건강위험행동으로 간주되는 음주 행위가 감소

하는 문제음주 감소군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을 35세에서 64세로 설정하

여 연령대별 문제음주 유형의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지 못했다. 이에 중장년층 남성의 연령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로 세분화하여 문제음주 발달궤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음주 유지군의 비율을 줄이고 문제음주 

감소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Table 3. Factors Influencing the Classification of Potential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in Middle-aged Males (N=2,572)

Variables

Problem drinking 
reduction group

Problem drinking 
risk group

Problem drinking 
maintenance group

RR p 95% CI RR p 95% CI RR p 95% CI

Religion (ref.=no) 1.13 .433 0.83~1.53 1.25 .047 1.01~1.55 0.96 .687 0.77~1.19

Presence of spouse (ref.=no) 1.49 .060 0.98~2.26 1.29 .093 0.96~1.73 1.40 .023 1.05~1.87

Education level (ref.=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0.77 .115 0.56~1.07 0.84 .133 0.66~1.06 0.83 .107 0.66~1.04

Household income level (ref.=low-income household) 2.22 .003 1.31~3.78 1.21 .277 0.86~1.72 1.28 .167 0.90~1.80

Economic activity (ref.=no) 0.97 .904 0.57~1.65 1.25 .267 0.85~1.84 1.75 .006 1.17~2.63

Smoking (ref.=no) 1.49 .014 1.08~2.03 1.72 .004 1.58~1.90 1.48 .001 1.19~1.86

Depression 1.03 .220 0.98~1.09 1.00 .858 0.97~1.04 1.03 .101 0.99~1.07

Self-esteem 0.99 .832 0.94~1.05 1.01 .794 0.97~1.04 0.99 .721 0.96~1.03

Suicidal ideation (ref.=no) 0.86 .778 0.31~2.42 1.15 .743 0.49~2.74 1.37 .429 0.62~3.04

Frequency of family conflict 0.87 .236 0.69~1.10 1.83 .030 1.71~1.98 0.93 .370 0.79~1.09

Coping with family conflict 0.89 .572 0.60~1.32 1.05 .766 0.78~1.40 0.92 .558 0.69~1.22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0.85 .214 0.65~1.10 0.95 .597 0.78~1.15 0.92 .368 0.76~1.11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1.05 .741 0.79~1.39 1.04 .730 0.85~1.26 1.25 .036 1.02~1.53

Trust in others (ref.=no) 0.99 .955 0.72~1.36 1.08 .488 0.86~1.36 1.07 .556 0.85~1.35

Willingness to help in social relationships 0.93 .567 0.73~1.19 0.92 .336 0.77~1.09 0.96 .605 0.80~1.14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1.10 .364 0.90~1.34 1.03 .693 0.89~1.19 1.14 .085 0.98~1.32

F=2.75, p＜.001; Reference class=non-problem drinking group; ref.=reference group; RR=relative risk;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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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필요가 있다.

흡연은 모든 연령대에서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유지군에 영

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성인 

남성일수록 지속적으로 문제음주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흡연을 할수록 문제음

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8,10,22]와 일치하였다. 사회적으로 흡연자

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이 높아지고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가 이

루어지는 상황에서 흡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 흡연자에 대해 관대하므로 성인 

남성의 흡연과 문제음주 행위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흡연여부를 파악하여 흡연자를 중심으로 금

연 뿐만 아니라 절주에 대한 교육적 중재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흡연이 성인 남성 문제음주

의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동시에 음주 행위 

자체가 흡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다각

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중재가 이루어지기 위해 음주와 흡연 간

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진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배우자의 유무는 청년 및 중장년층 남성의 문제음주 유지군

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문제음

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9세

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23]에서도 결혼생활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아져 문제음

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특성

의 한계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배

우자와의 관계가 한 개인의 정서와 음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수 있으므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여부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 남성의 문제음주 유지

군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록 지속적인 문제음주의 행동 양상을 보이는 문제음주 유지

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술자리의 참

석여부를 사회적 네트워크의 귀속과 배제를 표현하는 수단으

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경제

Table 4. Factors Influencing the Classification of Potential Classes for Problem Drinking in Elderly Males (N=972)

Variables

Problem drinking 
risk group

Problem drinking 
maintenance group

RR p 95% CI RR p 95% CI

Religion (ref.=no) 1.03 .861 0.77~1.38 0.82 .308 0.57~1.20

Presence of spouse (ref.=no) 0.75 .205 0.47~1.17 0.72 .245 0.41~1.26

Education level (ref.=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1.11 .685 0.68~1.79 0.74 .379 0.39~1.44

Household income level (ref.=low-income household) 0.93 .668 0.68~1.28 1.43 .079 0.96~2.12

Economic activity (ref.=no) 1.47 .012 1.09~1.98 1.93 .001 1.31~2.84

Smoking (ref.=no) 1.10 .585 0.79~1.51 1.88 .001 1.27~2.78

Depression 0.97 .152 0.93~1.01 0.93 .012 0.88~0.98

Self-esteem 1.02 .412 0.97~1.07 1.02 .527 0.96~1.08

Suicidal ideation (ref.=no) 1.66 .249 0.70~3.94 1.44 .510 0.48~4.28

Frequency of family conflict 1.00 .989 0.79~1.27 0.95 .720 0.70~1.28

Coping with family conflict 1.41 .104 0.93~2.15 1.11 .700 0.66~1.85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1.07 .600 0.83~1.40 0.63 .003 0.46~0.85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1.01 .938 0.78~1.32 0.98 .880 0.70~1.35

Trust in others (ref.=no) 0.86 .320 0.64~1.16 0.84 .368 0.57~1.23

Willingness to help in social relationships 1.11 .242 0.93~1.33 1.13 .299 0.90~1.42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1.20 .094 0.97~1.49 1.03 .849 0.78~1.34

F=2.23, p＜.001; Reference class=non-problem drinking group; ref.=reference group; RR=relative risk;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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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21]와 일치하였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공

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술자리를 친목과 

의사소통의 수단 및 경제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여기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용상태 및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자 흡연 및 

음주와 같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

으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 남성을 대상

으로 절주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경제활동 여부가 문제음주의 잠재계층을 

분류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세대와는 달리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요

시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경제활동의 참여가 문제음주를 유지하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문제음주 발달

궤적의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으므로 효율적인 중재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및 노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직업군 분

류에 따른 문제음주 양상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

언한다.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잠재계층을 분류함에 있어 특정 생애

주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 남성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이

고,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유지군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남성의 문

제음주 행동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거나 중년층에게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연구결과[10,21]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Kim [2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와 상황을 해결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대처동기 혹은 대

학 내 모임이나 동아리와 같이 사교적인 활동을 즐기기 위한 사

교동기 등으로 인하여 문제음주에 노출될 위험이 오히려 더 높

다고 보고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인초기에 해당

하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자 노

력하며 친 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의 청년층 남성

에게 낮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발달과업을 저해하고 문

제음주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타인

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적고, 특히 여

성에 비해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5]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 

저하는 청년층 남성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문제음주 행

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알코올은 심리적 디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어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는 상황에 놓이면 음주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26, 27]. 일반적으로 우울감

이 높을수록 음주량 및 음주빈도가 증가하여 문제음주를 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1], 남성의 경우 청년층 및 

노년층과는 달리 중년층 남성에서만 우울증상의 경험이 문제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10] 여성

과 달리 남성의 폭음 및 문제음주에 우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며[28] 남성의 우울감과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

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에게 음주 행위는 불확실한 미

래에 대한 불안과 취업 준비에서 유발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

한 해소 방법으로 활용되어 문제음주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년층 남성에게 문제음

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 진행의 필

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서 혼

자 술을 마시는 새로운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문제음주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문제음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예방하고자 음주가 아닌 다른 자원이나 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을수록, 가족 갈등의 빈

도가 많을수록 문제음주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

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음주 간의 연관성을 종단

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29]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종교 활

동에 참석할 경우 종교는 문제음주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

으나 한 달에 1~3번 참석한 경우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

들에 비하여 음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에 따라 음주의 허용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음

주의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져 음주 행위 자체가 친목적 

교류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5] 사회활동이 활

발한 중장년층 남성에게 있어 종교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

어서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場)으로 인식되

어 문제음주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장

년층 남성에게 가족 구성원 간의 잦은 갈등은 문제 음주의 수준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30]를 지지하였다. 

이는 한 개인에게 가족 관계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회적 연결

망으로서 가족 내 구성원이 강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



29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안중근 · 최희승

적인 가족 내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 중장년층 남성의 문제음

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음주는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 친분관계 및 교류로 간주하여 과음 

및 폭음과 같은 음주행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5] 생애주기 특

성상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중장년층 남성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문제음

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위험을 높이게 되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11]와도 일치한다. 

노년층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만

족도가 낮을수록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과 같은 여

가 활동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음주 기회로 작용하여 문제

음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10],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

계에 대한 욕구와 빈도가 활발해져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남성의 우울 수준

과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우울감이 노년층의 문제음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10,11]으로 나타나거나 높은 우울

감이 남성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21]으로 확인되는 

등 다소 상반된 선행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를 포함

하여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년층의 우울 수준을 확인함에 

있어 모든 연령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 또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한국형 노인우울

척도(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와 

같이 노인의 정서상태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노인남성의 우울과 문제음주 간의 관

련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의 우울을 다각적인 측면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제음주 고위험군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음주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을 생애주기별로 파악하고, 각 

잠재계층을 분류함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

인, 가족 체계 요인, 지역사회 체계 요인을 활용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

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잠

재계층분석을 통해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 중재방안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성의 경우 음주 및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음주자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를 파악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은 모든 연령대 성인 남성의 문

제음주 유지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흡

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문제음주 여부를 확인하

는 선별검사와 더불어 금연 및 절주교육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

음주 유지군을 예측하는 요인이므로 절주와 관련된 단일 중재

보다는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통합적 측면에

서의 중재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

과 노년층이 문제음주 유지군에 속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관

리할 수 있는 중재 방안과 더불어 사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

할 수 있는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에 활용한 패널 데이터 특성의 한계로 인

하여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

지 못하였으며,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에 

투입함에 있어 7차년도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독립변

수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패널 데이터는 자가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에 응답자의 대답이 실제에 

비하여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생애주기별 문제음주 발달궤적에 따

른 잠재계층의 수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잠재계층 분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

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의 7차년

도부터 1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파악된 청년층과 노년층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잠재계층

은 비문제음주군, 문제음주 위험군, 문제음주 유지군으로, 중

장년층 남성은 비문제음주군, 문제음주 감소군, 문제음주 위험

군, 문제음주 유지군으로 나뉜다. 중장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문제음주 유지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드러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문제음주 감소군이 나

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재 효과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층이다. 흡연은 모든 연령대 성인 남성의 문제음주 유지군

을 예측하는 요인이었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배우자의 유

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경제활동 여부가 문제음주 유지군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인 남성은 연령대의 범위가 

넓고 각 생애주기에 따라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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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 문제음주 발달궤적의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생애주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에 따른 동질한 문제음주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적합한 맞춤형 중재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면 문제음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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