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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활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
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9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우울은 음주
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우울과 음주 간을 매개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흡연여부, 연령, 교육수준, 경상소
득, 장애정도, 만성질환여부, 종교가 음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들이 그들의 장애로 인해 음주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
황에서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습득이 가능하도록 각 관련 복지관, 지자체, 행정당국의 통합된 전산망 구축, 그리
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음주를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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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WHO는 세계인구의 약 15.5%를 장애인구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말 현재 250만 명을 넘어서 전체 국민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3~5%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이와 같은 장애인의 증가는 장
애인 복지 뿐 아니라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광범위한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장애
인의 수적 증가가 다양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즉,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기능의 손상이나 질병에 부딪치
면서 자아기능이 약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나친 의존 및 퇴행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장애인의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윤명숙․박현정(2011)은 장애인의 음주문제는 장애로 인한 고통 및 외로움, 그리고 차별
과 편견을 술로 달래며, 술의 힘을 빌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점점 더 술을 찾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악순환을 가진다고 하였
다. 또한 Moore and LI(1994)는 장애인의 음주를 방치할 경우, 현재의 장애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가족문제나 실업, 범죄의 희생양 등과 같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의 부정적인 정신건강
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음주 고위험집단으로 분류되고 장애인의 알코올 남용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국내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극소수의 연구 즉, 장애인의 차별은 음주와 문제음주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Moore and Li(1994)의 연구, 장애인의 우울이 문제음주에 영
향이 없다고 한 천미경 외(2013), 장애인의 우울이 음주유무에는 영향이 없지만 음주빈도
에는 영향이 있다고 한 조혜정․서인균(2013)의 연구,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영향관계가 없
다고 한 박창승의 연구(2003),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에는 영향관계가 있다고 한 정선희

(2014)와 Emery(1993)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활만족도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임성욱(2006), Burckhardt et al.(1989) 등은 우
울이 감소하면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양은주․오경자(1993)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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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외(2011)는 부정적인 생활만족도가 음주를 초래한다고 한 반면, 구현진(2008)은 상이
하게 보고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만족도가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도 음주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관계 위주의 분석을 함에 따라 장애인의 음주에 미치
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음주와의 영향력을 낮추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한 시각에서 넘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장애인의 음주를 바라보는 것
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과 같은
낮은 정신건강상태로 인해 음주가 있다는 것과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요인인 우울과 자아
존중감은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동시에 작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음주를 낮추기 위해 대
표적인 정신건강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서 동시에 투입하고, 그들 간의 관계에
서 새로운 요인변수로서의 매개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장애인의 음주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건전한 음주문화와 음주예방에 대한 장
애인복지의 실천적․정책적 차원에서도 많은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음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그들 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우
울과 자아존중감의 등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으로 인해 음주가 높은 집단에 대한 음주를 낮
추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천적ㆍ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음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장애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만족도가 매개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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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음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대한 사회수용도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2014년의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고위험음주율2)
은 25.1%로서 4명 중 1명이 고위험음주자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가 19.7%, 여자가 5.4%로
조사되었으며, 남자는 40대가 25.9%, 여자는 20대가 8.8%로서 고위험음주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젊은 층과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12)의 2011년 보건복지부 용역사업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성인들의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27.6%였으며, 이 중 13.4%가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
해 발병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음주현황을 살펴보면, 외상성 두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ies), 척수손상, 정
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약물남용 유병율은 미국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일
반 인구 중 10%가 약물남용 유병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medema and Ebener, 2010). 특히 중도장애인들은 갑작스런 그들의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술이나 담배에 크게 의존하고 자신의 좌절감을 감당치 못하고 술과 담배를 계속함
으로써 건강에 위험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Davies, 2002). 배경
희․김오남(2003)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주행위를 살펴본
결과, 성인 정신지체인의 58.2%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음주빈도는 ‘한달에 한번
마신다’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
인 음주문제는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되며 동시에 장애와
알코올중독이라는 이중장애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개입을 시
사했다(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3).

2.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척도인 우울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다. 우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감
정이 평소와는 달리 가라 앉고 비관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2) 고위험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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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됨을 의미한다(Beck, 1978).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우울을 기분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분류체계(DSM-Ⅳ)에 의하면, 기분장애란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슬픔과 조증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인 의기양양한 상태와 자극 과민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장애를 의미한다. 이
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s), 기분 저하증(Dysthymic

disorders), 기타 우울증(Depressive disorders NOS)이 있으며, 이외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bipolar disorders, 조울병), 일반적 의학 상태로 인한 기분장애(Mood disorders due to a
general medical condition,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질로 인한 기분장애(Substanceinduced mood disorders, 예: 약물 남용에 의한 불안증세),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분장애
(Mood disorders NOS)가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일반적으로 우울은 심리사회적 기능에서 감기처럼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하
지만, 우울반응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무
력감을 조성하거나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
학적 건강의 주요지표로 본다(김교헌, 2004). 또한 우울은 병적인 비애감으로 절망감, 세상
일에 대한 흥미상실, 삶의 종말, 시간의 무의미, 슬픔 뒤에 슬픔이 따르는 연속적인 불쾌한
감정들을 의미한다(김미혜 외, 2001).
자아존중감은 인간행동의 기본적 동기로서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심리, 교육, 간호, 재활, 사회복지 등 수많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져
왔으며, 특히 심리와 상담 분야에서는 인간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예언하는 변인으
로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
감을 긍정적 자기개념으로,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
경증과 부적응 등의 심리적인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Rosenberg(1989)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
기개념의 여러 차원 중 하위영역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Rosenberg의 입장이 현재 많이
인용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과 정신건강
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Lewis and O'Neill(2000)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들은 감정 폭발이 잦고 상대의 거절과 부정적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 되어 공격적이
되며, 내적으로 긴장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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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행복 추구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증진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
만족도라는 용어는 Campbell et al.(1976)의 연구에서 좋은 생활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소개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논의로서, 김규석(2006)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이라
고 정의했으며, 송진영(2009)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안녕감이라고 정의했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철 외(2002)는 우울이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성욱(2006)은 장
애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울이 생
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urckhardt et al.(1989)도 우울이
감소하면 삶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뇌졸중을 가진 장애
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김경숙(2009)은 자아존중감은 일상
생활에서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염동문․이성대(2014)도 장애
인의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대상
으로 연구한 정명숙․강석임(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보였다.

4. 음주에 대한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울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
다. 우울하기 때문에 음주를 한다고 보고한 Khantzian(1985)의 연구와 사람들이 우울에 대
처하기 위해 음주한다는 연구결과들(Thorlindsson and Viljjalmsson, 1991; Jennifer et al.,

2009)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구현진(2008)은 우울이 흡연과 음주 등 건강상태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결과들도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천미경 외

(2012)는 장애인의 우울이 문제음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패널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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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한 송진영 외(2013)는 우울와 음주유무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회귀분석에서는 정적(+)인 영향관계 즉, 우울하기 때문에 음주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고용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한 조혜정․서인균(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음주유무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과 음주빈도 간에는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정적(+)인 즉, 우울할
수록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전무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
중감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일관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김소야자 외(2000)의 연구에서 음주를 하는 집단과 비음주집단과의 평균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창승(2003)도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영향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정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는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
였으며, Emery(1993)도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생활만족도가 음주에 미치는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은주․오경자(1993)
는 부정적인 생활만족도가 음주를 초래한다고 했으며,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가 흡연과 음
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연구한 이정찬 외(2011)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주량
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반면, 손덕옥․박춘화(2002)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높
아진다고 했으며, 이는 구현진(2008)과 동일한 결과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우울, 자아존중
감 등의 정신건강이 직접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활만족도가 이들 간을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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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장애인의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장애인의 우울이 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5.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우울과 음주 간을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6.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을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이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06년을 1차년도로 하여 매년 조
사를 실시하여 2013년 현재 8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가
구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 자살, 장애인에 대한 건강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8차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
한 5,271가구 중에서 가구주이면서 등록 장애인 중 주요변수들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총 93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 우울과 자아존중감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 척도로서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11(Center for

Epideminological Studied Depression Scale)을 활용하였다. CESD-11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간 며칠이나 문항에 해
당하는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0점~3점을 부여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극히 드
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 1=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2=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3=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번 문항과
7번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이들 문항을 모두 합산한 후 20/11을 곱하여 누적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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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계산된 값이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Radloff, 1977). 본 연구
에서의 우울의 Cronbach's α는 .876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89)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이다. 자아존중감 척
도는 조사시점 현재일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는 1점~4점이 부여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
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중 3번, 5번, 8번, 8
번, 19번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는 .729이었다.

2) 종속변수 : 음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음주는 패널에서 제공한 ‘1년간 평균 음주빈도’를 사용하였으
며, 문항은 ‘1=월 1회 이하, 2=월 2~4회, 3=주 2~3회, 4=주 4회 이상, 5=전혀 음주를
하지 않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1=전혀 음주를 하지 않음, 2=월 1회 이하, 3=월 2~4
회, 4=주 2~3회, 5=주 4회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
을수록 음주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 생활만족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생활만족도는 패널에서 제공한 ‘건강만족도’, ‘수입만족도’, ‘주
거환경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등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서 ’1=매우 불만족한다‘에서 ’5=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의 Cronbach's α는

.794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중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0=여성, 1=남성’으로
더미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
나, 빈도분석에서는 ‘45세 미만’ ‘45세~64세’, ‘65세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교육수준

- 149 -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9집

은 학력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
며, 배우자여부는 ‘0=없슴, 1=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종교여부도 ‘0=없음, 1=있
음’으로 더미처리하였다. 경상소득은 지난 1년 간 월급,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예측가
능한 소득이며,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빈도분석에서는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대’, ‘2,000만원 대’, ‘3,000만원 대’, ‘4,000만원 대’, ‘5,000만
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만성질환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으며,
흡연여부는 ‘0=안피운다, 1=피운다’로 더미처리하였다. 장애정도는 ‘1=경증, 2=중증’으
로 구성된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0=경증, 1=중증’으로 재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Windows for SPSS를 이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의 영향력 및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를 밝히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을 적용하여 중다회귀분석(Mulr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매개효과 입증을 위해 MacKin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값을 제시하였다. Sobel 검정에 의한 z값은
z > 1.96 또는 z < -1.96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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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성 별
연령대

교육수준

유배우자여부
종교여부

경상소득

만성질환여부
흡연여부
장애정도

구 분
여성
남성
45세 미만
45세 ~ 64세
65세 이상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교졸업 이상
없슴
있슴
없음
있음
1,000만원 미만
1,000만원대
2,000만원대
3,000만원대
4,000만원대
5,000만원 이상
아니오
예
안피운다
피운다
경증
중증

빈 도
280
659
63
317
559
147
323
175
204
90
411
528
437
502
257
293
141
88
46
114
156
783
666
273
809
130

퍼센트(%)
29.8
70.2
6.7
33.8
59.5
15.7
34.4
18.6
21.7
9.6
43.8
56.2
46.5
53.5
27.4
31.2
15.0
9.4
4.9
12.1
16.6
83.4
70.9
29.1
86.2
13.8

남성은 659명(70.2%)으로 여성 280명(29.8%)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559명

(59.5%), ‘45세 ~ 64세’가 317명(33.8%), 45세 미만이 63명(6.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은 초등학교 졸업이 323명(34.4%), 고등학교 졸업이 204명(21.7%), 중학교 졸업이 175명

(18.6%%), 무학이 147명(15.7%),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90명(9.6%)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여부는 유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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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명(56.2%)로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502명(53.5%)로 나
타났다. 경상소득은 1,000만원대가 293명(31.2%), 1,000만원 미만이 257명(27.4%), 2,000만원
대가 141명(15.0%), 5,000만원 이상이 114명(12.1%), 3,000만원대가 88명(9.4%), 4,000만원대
가 46명(4.9%)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의 경상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783명(83.4%)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흡연여부는

‘안피운다’가 666명(7.09%)로 분포되었다. 장애정도는 경증이 86.2%로서 중증보다 높은 분
포를 보였다.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빈도

유/무

최소값

최대값

평균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음주

939
939
939
939

-

20.00
1.40
1.00
1.00

76.36
4.00
4.88
5.00

30.63
2.79
3.13
2.10

표준
편차
10.268
.443
.547
1.465

왜도

첨도

1.08
-.28
-.29
.886

.75
-.16
-.04
-.771

독립변수인 우울은 최소값이 20으로서 모든 대상자들이 최소 우울기준인 16점을 넘
었으며, 최대값이 76.36, 평균이 30.63(표준편차 10.268)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
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평균이 2.79(.443)으로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매개변수인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13으로서 보통수준임을 알 수 있었
다. 종속변수인 음주는 5점 척도에서 평균이 2.10(1.465)으로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
준을 보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 등의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값인 왜도 ±2이하, 첨도 ±4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3.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
는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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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1.9
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3>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
변수명
(상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유배우여부
종교여부
경상소득
만성질환여부
흡연여부
장애정도
우울
자아존중감
R²
Adj R²
F

β

t
9.756
-2.341*
5.096***
1.686
.786
.759
5.472***
-3.914***
-.854
.084
-7.747***
12.045***

-.091
.168
.054
.030
.020
.170
-.108
-.024
.002
-.241
.378
.408
.401
5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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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
과 <표 3>과 같이, 설명력(R²값)이 40.8%, 수정된 R²값은 .401, F변화량은 58.185(p<.001)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β값이 -.241(p<.001)로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우울이 심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자아존중감은 β값이 .378(p<.001)로
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가설 4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2)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수행
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1은 설명력(R²값)이 .238, 수정된 R²값은 .229, F변화량은 26.341(p<.001)로 나타났으
며, 우울에 대한 β값이 -.088(p<.01)로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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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애인의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
감은 β값이 .017(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가설 2인 ‘장애인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수준이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의 β값이 .260(p<.001)으로서 음주에 정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게 나타났으며, 흡연
여부가 .176(p<.001), 연령이 -.118(p<.01), 교육수준이 -.113(p<.01), 경상소득이 .093(p<.01),
장애정도가 -.076(p<.01), 만성질환여부가 -.073(p<.05), 종교여부가 -.062(p<.05) 순으로 음주
에 영향을 보였다.
모델2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활만족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
은 24.7%, 수정된 R²값은 .238로서 모델1보다 증가하였으며, F변화량은 25.468(p<.001)로 나
타났다. 이는 생활만족도라는 변수의 투입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있게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델2에서 우울의 β값이 -.071(p<.05)로 모델1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는 β값이 .068(p<.05)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우울
과 음주 간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5인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우울과
음주 간을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반면, 연구가설 6인 ‘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과 음주 간을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4>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변수명
(상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유배우여부
종교여부
경상소득
만성질환여부
흡연여부
장애정도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R²
Adj R²
F
* p<.05, ** p<.01, *** p<.001

모델1
β
.260
-.118
-.113
-.014
-.062
.093
-.073
.176
-.076
-.088
.017

모델2
t
5.691
5.891***
-3.149**
-3.122**
-.321
-2.087*
2.633**
-2.335*
5.576***
-2.590**
-2.478**
.477

.238
.229
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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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t
4.881
6.017***
-3.404**
-3.219**
-.367
-2.133*
2.278*
-2.092*
5.630***
-2.598**
-1.964*
-.213
1.924*

.267
-.129
-.117
-.016
-.064
.081
-.066
.178
-.076
-.071
-.008
.068
.247
.238
2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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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우울과 음주 간 생활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MacKin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그림 2>
와 같이 z값이 -2.128(p<.05)3)로 나타남에 따라, z > 1.96 또는 z < -1.96을 만족하므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림 2] 우울과 음주 간 생활만족도의 매개모형 검증

Ⅴ. 결론 및 제언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높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 등 부정적인 정신적 건강을 경험
할 수 있으며, 이는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음주는 비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취약하게 만드는 위
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음주수준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대상별 실천적․정책적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
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상태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생활만족도가 이
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장애인의 음주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우울과 자아존
중감을 구성하고, 매개변인으로 생활만족도,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음주를 설정하고, 이들
간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남성일수록)이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
냈으며, 흡연을 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장애

3)


    는우울→생활만족도간의비표준화경로계수  
      

는생활만족도→음주간의비표준화경로계수   는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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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증일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음주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해서, 이들 변수들이 음주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
인해본 결과,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낮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
다.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구현진(2008), Khantzian (1985), Thorlindsson and Viljjalmsson(1991), Jennifer et al.(2009)
등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상이한 결과였다. 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양
하게 나타났다. ① 장애인의 우울이 음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천미경 외(2012)와
는 상이했다. ② 우울과 음주우울과 음주유무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송진영 외(2013)
와 조혜정․서인균(2013)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③ 조혜정․서인균(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음주여부 간에는 영향관계가 없게 나타났지만, 우울과 음주빈도 간에는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임에 따라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생활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는 우울과 음주 간을 부분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생
활만족도는 우울과 음주를 매개하여 음주를 낮춰주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주를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양은주․오경자(1993)와 이정찬 외(2011)
의 연구와는 상이하게, 손덕옥․박춘화(2002), 구현진(2008)과는 동일한 결과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함의를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우울과 음주 간에 생활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우울과 음주의 관계 속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의 실증적 필요성을 보다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우
울과 음주 간의 관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이 있는 장애인일지라도 생활만족
도에 따라서 음주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실천적인 관점을 제언하면, 선
천성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으면서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울감정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상황에서 음주를 낮추
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장애인 스스
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
- 156 -

장애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회 내의 지방자체단체와 다양한 시설 즉,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
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
식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복지관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 중, 성별이 음주에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성별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남성일수록 음주에 영향을 미친
다는 주연선(2004)와 권현수(2010)의 연구와 동일했다. 이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문
제의 가능성이 큰 연구결과를 볼 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주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우선
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행정당국과 지역사회 내의 지
자체,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성별에 따른 음주 대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음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과 음주문
화 등에 대한 교육기회를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술을 권유하지 않는 음주문화를 정
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서 정의한 정신건강척도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음주 간 영향관
계에서 생활만족도의 관계만을 살펴봄에 따라 다양한 요인관계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의
미 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음
주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등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수행하였으나, 일부 결과 예를 들어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낮은 결과’는 선행연
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비장애인은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상이했다. 즉, 비장
애인들의 선행연구에서는 우울할수록 음주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은 대부분의
연구가 우울과 음주와는 영향관계가 없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게 또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추정해보면, ① 본 연구대상자는 우울점수가 20
점 이상인 우울증상이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우울감정이 부가되었을 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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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수준과 우울이라는 이중장애를 겪을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비장애
인은 일관되게 우울이 증가할수록 음주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장애인들은 경
증장애일수록 음주를 한다는 일부 선행연구와 함께 우울할수록 음주수준이 낮아진다는 일
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와 같이 우울할수록 음주수준이 낮아지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② 변수들 간에 음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상호 간에
통제현상이 발생하여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수준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는지를 염려하여,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각각 수행해 본 결과,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개별적으로 투입된 경우와 동시에 투입했을 때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개별
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음주와 영
향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대표적
인 정신건강요인이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동시에 작용하였을 때,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비해
음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제음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척도인 AUDIT이나 CAGE 등을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AUDIT이나 CAGE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4), AUDIT의 하위문항 중
음주빈도에 해당되는 변수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AUDIT이나 CAGE 등의
문제음주수준(음주를 하지 않는, AUDIT이 0~7점, AUDIT이 8점 이상으로 구분)을 살펴보
는 설문지 연구, 그리고 음주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들을 주제로 하여 음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거나 우울정도를 고르게 분포한 추가적인 연구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본 연
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변인들을 확인하고 적용하여 장애인들의 음주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4) 실제로 AUDIT의 10문항과 CAGE의 4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음주빈도 1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들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결측치로 되어 있었으며, 이에 문제음주는 또 다른 연구영역이
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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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drinking level of the Disabled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Choi, Byung Il
(Ph.D course, Dept. of Social Wefare, SungKyul University)
Park, Yong Soon
(Professor, Dept. of Social Wefare, SungKyul University)
Song, Jin Ye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W., SungKyu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self-esteem and the drinking level of the disabled. For
the study, 939 data which derived from the 8th wave data provided at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util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Depression was
negatively influenced on the drinking level. (2) Life satisfaction was mediated between
depression and the drinking level. (3) Gender, smoking status, age, education, ordinary
income, disabled status, chronic disease, religion were effected on the drinking level.
Based on the result, I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decreasing drinking level of the
disabled through a variety of programs for life satisfaction. And, the need for active
education and outreach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proposed.
Key words: depression, self-esteem, drinking level,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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