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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양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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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
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생빈도에서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특성분노가 문제음주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지방의 3개 대학 288명이었고 측정도
구는 알콜사용장애 척도, 상대-특성분노 표현척도 중 특성분노 척도, 데이트폭력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조합
을 통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문제음주 수준에는 성차가 없었으나 정서
적 데이트폭력과 신체적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빈도에는 성차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분노와 데이트폭력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성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특성분노는 대학생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었으
며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
의와 한계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 문제음주, 데이트폭력, 특성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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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1986년

연, 2008). 따라서 대학생 문제음주에 관심을 가지

48.3%, 1995년 63.1%, 2006년에는 73.2%로 지난

는 것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학

20년간 약 25%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특히,

생들의 학교적응과 음주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20대의 음주율은 85.9%로 30대의 83.5%, 40대의

필요할 것이다.

78%, 50대의 66.7%, 60대 이상의 46.3% 등 다른

대학생음주와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우리가 관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음주횟

심을 가져할 변인 중 하나가 데이트폭력이다. 연

수도 상대적으로 높아 주 1-2회 이상 술을 마시

애중인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폭력을

는 비율도 29.8%에 이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의미하는 데이트폭력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

20대의 음주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만 대학생집단의 경우에 여학생 31.2%, 남학생

주고 있다.

42.5%(서경현, 김봉진 등, 2001)에서 50% 이상(김

일반적으로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

정란, 1999)이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을 보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신체적

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신체적 폭력

측면에서는 간염, 간경화증 같은 간질환, 위염, 위

이외에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시킨 김정란

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 알코올성 치매, 소뇌퇴

(1999)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의

화와 같은 뇌혈관 질환, 구강암, 식도암, 간암과

비율이 전체 대학생의 90%에 이른다고 한다(서경

같은 암질환 등의 발생을 높이며(보건복지부,

현,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전

2007) 정신적 측면에서는 기억세포를 파괴하여 학

반적인 양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최지현(2005)의

습능력을 저하시키며 감정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방식에 따라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함께

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왔다(변영순, 2001).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데이트폭력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

살인, 폭력, 강도,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

난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라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에도 음주가 깊이 관

외상을 줄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은밀

련되고 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07).

하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정폭력으로 이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에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비해 더욱 심

더해서 대학생 음주는 금전적 손해, 낮은 수업 출

각한 의미를 가진다(서경현, 2008). Riggs와 O'Leary

석률, 숙취, 대인관계 문제, 권위자와의 갈등, 부

(1989)에 따르면, 부모폭력으로 인한 피해경험, 친

상에 이르는 다양한 대학 부적응 행동과 관련되

밀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갈등상태에서는 폭력이

고 있다고 한다(장승옥, 2001; Hingson, Heeren,

유발될 수 있다는 생각, 과거의 폭력 가해행동,

Winter, & Wechsler, 2005; Wechsler, Davenport,

불쾌한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의 심리사회적 요

Dowdall, Moeykens, et al., 1994; Wechsler & Isaac,

인이 스트레스, 음주,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

1992; Wechsler, Lee, Kuo, Seibring, et al., 2002). 최

유무, 관계만족도, 폭력사용 후 결과기대 등의 상

근에는 일부대학의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가 강

황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권한 다량의 술을 마신 신입생이 심각한 사고나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등 대학생 음주문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기

제는 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재

분 나쁜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과

- 2540 -

양난미 /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중한 스트레스나 심각한 음주상황에서 데이트폭

빨리 취하고 더 쉽게 중독되는 등 생물학적으로

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남성에 비해 알콜에 취약하다고 한다(NIAAA,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

2003; 정슬기, 2008 재인용). 따라서 동일한 양의

도 음주와 데이트폭력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술을 마셨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이 다르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고 이로 인해 문제음주와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대학내의 성적 공격, 원치 않는 성행동, 데이트

검증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

폭력과 같은 성관련 문제들에 음주가 관련되며

다.

(Pumphrey-Gordon & Gross, 2007) 한 자리에서 5잔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이상을 마시는 폭음과 같이 음주량이나 음주횟수

사회학적 요인들을 검토한 안귀여루(2006)는 데이

가 커지면 데이트폭력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트폭력이 다른 폭력과 구분되는 점 중의 하나는

는 점이 밝혀졌다(NIAAA, 2003). 또한 여자대학생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였

의 음주는 단순한 음주사고 외에도 강간이나 데

다. 즉, 대부분의 폭력상황에서는 남성이 가해자

이트 폭력과 같은 이차적인 범죄와 관련될 수 있

인 반면에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

음이 밝혀졌다(McCauley & Calhoun, 2008; Testa,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성별 발생빈도가 달라졌

2004). 이러한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를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데이트폭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대륙의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비교조사한 Hines와

(Caetano, Schafer & Cunradi, 2001; Coleman & Straus,

Straus(2007)에 따르면,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간의

1983; Kantor & Asdigian, 1997), 남성과 여성이

관계는 문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었

비슷하게 데이트폭력을 한다거나(김예정, 1993;

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2003)

O'keefe & Treister, 1998; Symons, Groer, Kepler-

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Youngblood, & Slater, 1994) 오히려 여성이 더욱 빈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데이트폭

번하게 데이트폭력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력이 더 많았으며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연구도 있었다(김정란, 1999; 서경현, 2003; Foshee,

대학생이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대학생들

Bauman & Linderm, 1999; Hettrich & O'Leary, 2007;

보다 문제음주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 과음이나

Hines & Straus, 2007; Lane & Gwartney-Gibbs, 1985;

폭음과 같은 문제음주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

Makepeace, 1986). 이렇게 데이트폭력 발생빈도와

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제음주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데이트

데이트폭력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할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데

수 있다.

이트폭력을 신체적인 공격행동만으로 정의할 것

그러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인지 아니면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언어적 폭력,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서적 폭력, 위협이나 협박 등의 심리적 학대까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

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데이트폭력의 발생빈도,

발생의 성차에 기인하여 생기는 문제이다. 예를

영향을 주는 변인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달라질

들어 여성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신체적

수 있다는 것이다(서경현, 2002; 안귀여루, 2006;

수분함량과 알콜분해효소의 차이로 남성보다 더

Shorey, Cornelius & Bell, 2008). 따라서 문제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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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문제음주, 신

데이트폭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발생빈도에서 성차를

지만 이 연구들은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 특성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와 데이트폭력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살펴보고

한편,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있어 문제음주, 데이트폭력, 특성분노의 효과를

변인으로 분노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분노는 일반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물론, 한

적으로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

귀원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욕구를 유발

인이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성분노가 데이트

하는 원인으로 ‘내적 자극으로 인하여 화가 날

폭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았다.

때’가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알콜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의존 환자들에 대한 임영란(2000)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분노경향성을 의미하는데 시간과 상황에

사고, 기대, 신념과 같은 인지내용과 우울, 부정적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 정의된

정서, 부적절한 대처방식 등은 스트레스와 음주행

다(Spielberger, 1988). Leonard와 Senchak(1993)은 연

동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알콜의존 집단에

인관계에서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폭력경향성이

서는 분노가 문제음주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높아짐을 밝혀냈고 특성분노와 다른 변인들과

수 있었다. 유사하게, 특성분노와 문제음주와의

의 상호작용 역시 데이트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

상관을 살펴보면 김해진, 신현균과 홍창희(2008)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연구에서는 성인집단에서 .31정도로 나타났고 박

Follingstad, Bradley와 Laughlin 등(1999)은 데이트상

영이(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집단에서 .30정도

대를 통제하고 분노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

로 나타나 문제음주와 특성분노가 관련이 있음을

생들이 데이트폭력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문제음

밝혀내었고 더 나아가 Dye와 Eckhardt(2000)는 데

주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

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데이트폭력

효과를 가정해 볼 수 있지만 과연 대학생집단에

가해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특성분노와 분노표

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는 직접 검증되어

출수준이 높고 분노통제수준이 낮음을 밝혀내었

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서경현, 이경순, 2003 재인용). 우리나라 고등학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

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상으로 문제음주 정도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

동일하게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들은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 비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했던 데이트

해 특성분노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폭력 발생빈도를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신체

았고 남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에는 아버지의

적 폭력,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성

어머니에 대한 폭력, 폭력환경에 노출, 데이트폭

분노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력을 당해본 경험과 함께 특성분노가 유의미한

점에 착안하여 문제음주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특성분노가 데이트

영향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였다. 이를 통해 문제음주, 특성분노, 데이트폭력

수 있다.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음주와 데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음주, 특성분노,

이트폭력간의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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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5.6%)이었다.

특성분노

측정도구

데이트
폭력

문제음주
그림 1. 연구모형

문제음주
문제음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상담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구에서 개발한 알콜사용장애척도(the Alcohol Use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문제음주가 대학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를 사용하였다

생 개인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미칠 수 있는

(Babor, De la Fuente, Saunders & Grant, 1989).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은 대학생 음주문제

알콜사용장애척도는 음주관련 문제를 가진 사

개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람들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10문항으로

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 음주행동과 건전한 이성관계에 대해 보다

으로 나타났다(서경현, 2003). 이 척도의 하위영역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상담에 활용하고자 하

은 음주횟수와 음주량과 같은 음주정도에 대한 3

는 것이다.

문항, 음주자제의 어려움, 음주피해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을 묻는 알콜의존에 대한 3문항, 음주로 인한 사

첫째,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고와 피해, 금주에 대한 권유경험 등을 묻는 유해

신체적, 정서적 데이트폭력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음주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

가? 둘째, 문제음주 정도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은 ‘전혀 없었다’와 같이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

영향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음주에 1점, ‘거의 매일’ 혹은 ‘지난 1년간 그런
적이 있었다’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
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정

방 법

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서경현(2003)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연구참여자

음주정도가 .84, 알콜의존이 .71, 유해음주가 .73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0, .58, .74였으며 알콜사용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소재 4년제 대학교 3개

장애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2였다.

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27명의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8개,

특성분노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71개를 제외한 총 288명의

특성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8)가 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

발한 상태-특성분노 표현척도(the State-Trait Anger

은 18세에서 33세, 평균연령은 21.91세(SD=2.12)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구, 한덕웅과 이

였으며, 남학생이 114명(39.6%), 여학생이 174명

장호(1999)가 한국문화를 고려하여 번안 수정하여

(60.4%)이었다. 또한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이 193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척도 중에서

명(67.0%), 자연계열이 79명(27.4%), 기타 전공이

특성분노 하위요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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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척도는 상태분노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하는 10문항,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

응답방식은 ‘전혀 없었다’가 1점, ‘일 년에 한두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는 24문항, 총 44문항으로

번’이 2점, ‘한 달에 한두 번’이 3점, ‘1주일에 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 10문항만

두 번’이 4점, ‘거의 매일’이 5점인 리커트식 척도

을 사용하였고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의 정도가 심해

1점, ‘항상 그렇다’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짐을 의미한다. 최지현(2005)이 보고한 신뢰도

록 분노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1997)이

(Cronbach's alpha)는 데이트 신체폭력이 .79, 데이트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였고 본 연구

정서폭력이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6, .71이었

에서는 .85이었다.

다.

데이트폭력

자료분석

데이트폭력 정도를 측정하기 의해 Straus(1979)
의 CTS(Conflict Tactic Scale)와 Shephard & Campbell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

(1992)의 ABI(Abusive Behavior Inventory)을 수정보완

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도 분석을 위해

하여 사용한 최지현(2005)의 데이트폭력 설문지를

Cronbach' alpha를,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최지현(2005)의 데이트폭력 설문지는

변인간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문제음주와 데

신체적 폭력 8문항과 정서적 폭력 9문항으로 구

이트 폭력을 매개하는 특성분노의 효과를 검증하

성되어 있다.

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이성관계에서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따랐다. 또한

개발된 CTS는 이성적 행동(3문항), 언어적 공격(6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문항), 폭력적 행동(9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방식보다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폭력적 행동 9문항을

용하였다.

최지현(200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8문항으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연구결과

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등의 3문항은 경미한 폭
력을,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으로 때렸다’ 등
의 5문항은 심각한 폭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폭력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분석

적 행동이외에 정서적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된 ABI 30문항 중에서 부부관계나 가벼운 수준

성별에 따라 음주정도, 알콜의존, 유해음주와

의 학대를 제외하여 최지현(2005)이 수정보완하여

문제음주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사용한 9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측

다.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측정한 음주정도 평균점

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를 끝내겠

수는 남자대학생이 3.51(SD=.85), 여자대학생이

다고 위협했다’, ‘다른 사람이나 그 밖의 다른 일

3.09(SD=.99)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통계적으

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비난했다’ 등의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83, p<.001).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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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학생의

표 1.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 평균

주.

N

M(SD)

음주

남

114

3.51(.85)

정도

여

174

3.09(.99)

알콜

남

114

1.64(.69)

의존

여

174

1.50(.56)

유해

남

114

1.63(.73)

음주

여

***

174

1.72(.92)

정서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정도가 남학생에 비

t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동일
3.83***

하게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점수는 1.02(SD=.09),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1.08(SD=.17)이었고 t값은 -3.98이었다(p<

1.95

.001). 이는 여학생의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정도
가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91

의미한다.

p<.001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의 알콜의존 정도, 유해음주수준에서는 남자대학

성, 문제음주, 특성분노와 데이트폭력의 상관관

생과 여자대학생 집단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

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성은 문

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제음주나 특성분노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

비해 음주정도는 높은 편이나 알콜에 의존하거나

관이 없었으며 데이트폭력과의 관계만 약한 상관

유해한 정도로 음주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음주수

이 있었다. 문제음주와 특성분노, 문제음주와 데

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트폭력, 특성분노와 데이트폭력 정도간에는 모

다음으로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들이 보고한

두 약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데이트폭력 가해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

의미하였다. 따라서 문제음주가 심해질수록 특성

시하였다. 남학생의 정서적 데이트폭력 가해 평균

분노와 데이트폭력 정도가 높아지고 특성분노수

점수는 1.27(SD=.31), 여학생의 정서적 데이트폭력

준이 높아질수록 데이트폭력의 정도가 심해짐을

가해 평균점수는 1.35(SD=.33)이었다. 남학생과 여

알 수 있었다.

학생의 정서적 데이트폭력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한 t값은 -1.99, 유의확률은 .047로서 유의도
수준 .05에서 성별에 따라 정서적 데이트폭력 가

표 3. 성, 문제음주, 특성분노와 데이트폭력의 상관
성

문제

특성

데이트

음주

분노

폭력

표 2.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차이에 대한 차이검증

성

1.00

N

M(SD)

문제음주

11

1.00

114

1.27(.31)

특성분노

.00

.17

**

.20

***

정서적

남

폭력

여

174

1.35(.33)

신체적

남

114

1.02(.09)

여

174

1.08(.17)

폭력
주.

*

p<.05,

***

p<.001

t
-1.99

*

-3.98

***

데이트 폭력

.17

**

M(전체)
SD(전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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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01

1.00
***

.29

1.00

2.16

2.16

1.19

.69

.5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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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분노의 매개효과분석

었다.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성이
.19, 문제음주정도가 .23으로 문제음주가 미치는

먼저 연구참여자의 성별이 다른 변인에 미칠

영향력이 성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1단

즉, 남성보다는 여성의 데이트폭력수준이 높으며

계에 성별을 투입한 이후에 2단계에 매개효과를

문제음주수준이 높아질수록 데이트폭력수준이 높

검증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정도가 데이트

아짐을 알 수 있었다.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다음으로 예언변인인 성과 문제음주가 매개변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

인인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F

귀분석 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따랐다.

값은 4.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1단계에서 성별이 데

모형에서 성이 특성분노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

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β=.02, p>.05) 문

였고(F=8.37, p<.01) 이때 β값은 .17(p<.01)로 남성

제음주가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보다는 여성이 데이트폭력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유의미하였다(β=.17, p<.01). 즉, 남성과 여성에서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서 성별의 영향력

특성분노의 차이는 없었으며 문제음주수준이 높

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을 매단계 회귀식에 함

아질수록 특성분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언변인인 문제음주와 매개변인인

께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먼저 예언변인인 성별과 문제음주정

특성분노를 함께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도가 종속변인인 데이트폭력정도에 미치는 영향

F값은 16.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을 살펴본 결과, F값은 12.2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이 모형에서 성, 문제음주, 특성분노는 모두 통계

의미하였다(p<.001). 성과 문제음주 정도가 데이트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상대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인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특성분노의 β값이 .26으

였으며 이들의 t값은 3.39(p<.01)와 3.95(p<.001)이

로 가장 컸으며(p<.001), 다음으로 성의 β값이 .19

표 3.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검증(n=288)
종속변인

단계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특성분노

데이트폭력

p<.05,

**

p<.01

B

β

t

**

2.89

**

3.39

***

1

성

.07

.17

2-1

성

.08

.19

예언변인→종속변인

문제음주

.07

.23

3.95

2-2

성

.03

.02

.36

**

2.91

**

3.42

***

4.73

**

3.23

예언변인→매개변인

문제음주

.15

.17

2-3

성

.08

.19

예언, 매개변인
→종속변인

*

예언변인

***

특성분노
문제음주

.09
.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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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8

F

R2

R2변화량

.004

***

.000

8.37

.03

.03

12.20

.08

.05

4.25

16.19

p

*

.015

.15

***

.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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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문제음주수준의 β값이 .18(p<.01)이었다.

므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데이트폭력 수준이 높았으

즉, 대학생의 문제음주가 심각할수록 안정적인

며 문제음주수준과 특성분노수준이 높아질수록

성격특징으로서 분노수준 역시 높아지며 특성분

데이트폭력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노수준이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의 갈등상황에서

Baron & Kenny(1986)의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

데이트폭력을 사용하는 정도도 높아짐을 알 수

증해본 결과 예언변인인 문제음주정도가 종속변

있었다.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는 문제음주수준이

인인 데이트폭력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

심각해질수록 특성분노 역시 함께 높아져 데이트

하였고 문제음주정도가 매개변인인 특성분노수준

폭력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으며 특성분노수
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문제음주정도가 데이트폭

논 의

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데이트
폭력의 영향력은 .23에서 .18로 감소하였고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음주가 데

음주정도와 특성분노수준 모두가 데이트폭력에

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부분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 발생빈도의 성차를 살펴

마지막으로 이때 나타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보았고 음주문제나 데이트폭력과 같이 대학생들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

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

과 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Z검증에서 ab에

적인 성격특성인 특성분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대한 표준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지

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만 아래의 공식은 Aroian 공식 또는 변형된 Sobel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음주사용은 남자대학생

공식(Mackinnon, Lockwood, Hoffman et al, 2002)이라

이 여자대학생에 비해 더 높았지만 알콜의존이나

고 한다. 이 식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는 예언

유해사용과 같은 음주문제에서는 남학생과 여학

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a효과와 매개

생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최근에 남녀대학생의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b효과를 곱한

음주실태를 분석한 변영순(2001)이나 박영이(2002)

ab로 정의되며 SEa는 a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여자대학생의
음주정도나 음주로 겪는 문제가 남학생과 큰 차



이가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소아(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알콜이 여성에게 미치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

는 신체적 영향이 남성과는 다르고 임신 중의 음

효과 ab는 .0077이고   =.0036,   =2.14로 

주는 태아알콜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해를 끼칠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

수 있으며(NIAAA, 2003; 정슬기, 2008 재인용) 여

과 ab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와 b가

성음주가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2차적인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피해와도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여학생의 문

- 2547 -

상담학연구

제음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2차 피해를 예방하

격적 행동에 대한 자기방어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기 위한 적절한 개입과 대처가 필요한 시점임을

높다고 지적하였다. 유사하게 이전 논문들을 메타

보여준다.

분석한 Archer(2000)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공

둘째, 연애중의 갈등상황에서 여자대학생이 남

격을 사용하는 빈도는 약간 높지만 데이트폭력의

자대학생에 비해 정서적 데이트폭력 가해수준과

결과는 남성들이 보다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결

신체적 데이트폭력 가해수준 모두가 높았다. 세부

론지었다. 특히, 데이트폭력을 측정하고 있는 문

적으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항들에 대한 문화적 타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통해 신체적 폭력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관계

않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를 끝내겠다는 위협, 물건던지기, 세게 밀치기, 발

있는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차기 혹은 주먹으로 때리기, 물건으로 때리기, 사

따라서 현재 연구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정없이 때리기, 목 조르기, 흉기로 위협 등의 모

필요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피해정

든 문항에서 남자대학생보다는 여자대학생의 평

도를 함께 측정하거나 개별면접과 같은 심층적인

균이 높았다. 특히, 보다 심각한 폭력을 의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리기, 목 조르기, 흉기로 위협하기 등의 가해행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

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대학생의 정도

에서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후에 가정폭

가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폭력 가

력과 관련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성뿐만

해행동 수준이 낮지 않으며 오히려 비슷하거나

아니라 여성에게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높다는 최근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김정란,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교육

1999; 서경현, 2003; Foshee, Bauman & Linderm,

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9; Hettrich & O'Leary, 2007; Hines & Straus,

셋째,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는 데이트폭력 가행

2007; Lane & Gwartney-Gibbs, 1985; Makepeace,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수

1986).

준이 높아질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역시 높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심층적 연구가

졌다. 이 결과는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간의 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까지의 설명은 다음

계에 대한 선행연구(서경현, 이경순, 2003; Cate,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문항에

Henton, Koval 등, 1982; Foo & Margolin, 1995;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

O'Keefe, 1997)와 동일한 결과이며 대학내의 성적

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서경현(2008)

공격, 원치 않는 성행동, 데이트폭력과 같은 성관

은 신체적 공격에 관해 묻는 문항에 응답하는

련 문제들에 음주가 관련된다는 Pumphrey-Gordon

방식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와 Gross(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문제음주수

Shorey, Cornelius와 Bell(2008)는 사회적 바람직성

준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이 남성들의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점에서 폭음을 하거나 술을 자제하기 어렵다고

추측하였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측정에서 차이

호소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 취중 일을 기억할 수

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없는 등의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Makepeace(1986)와 Molidor & Tolman(1998)은 여성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이나 성감수성 훈련과 같

이 데이트중에 사용한 폭력적 행동은 남성의 공

은 구체적인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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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데이트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펴본 것은 선행연구에서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간

각한다. 특히 여자대학생의 문제음주수준이 남자

의 관계에서 특성분노가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음

대학생과 큰 차이가 없으며 여자대학생의 데이트

주문제 수준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폭력 가해행동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높다는 사실

향력뿐만 아니라 특성분노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은 남자대학생뿐만 아니라 여자대학생들을 대상

력 역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

으로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들은 문제음주가 심각해질수록 특성분노 수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준이 높아지며 특성분노수준이 높아질수록 데이

지지 않은 특성분노와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의 역

트폭력 역시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을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살펴

임영란(2000)의 연구에서 알콜의존집단에서 보여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준 결과가 대학생 문제음주에서도 동일할 수 있

데이트폭력문제에 개입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

음을 보여주며 박영이(2002), 김해진, 신현균과 홍

중의 하나가 문제음주경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

창희(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상으로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나 분노관리 프

박경민과 이민규(2005)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서

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를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는 대처음주동기가 우

또한 분노통제나 조절을 포함하는 음주관련 프로

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빈도를 유의미하게 설명

그램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 역시, 음주문제 예방

한다는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대학생의 문

과 데이트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제음주와 데이트폭력문제에 개입하는 한 가지 방

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의 경우에도 가해자

안으로서 분노조절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 음주문제와 특성분노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생들의 문

것이 내담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제음주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특성분노를 조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데이트폭력을 감소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

시킬 수 있는 완충효과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측정도

구체적으로 문제음주경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

구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파

상으로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나 분노관리 프

된 반응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제음주나 데이

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트폭력 가해행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제음주를

않은 행동을 측정하므로 피험자의 의식적 무의식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통제나 분노조절

적 욕구에 따라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

을 포함하는 음주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하

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별면접과 같이 자료수집

는 것도 음주문제 예방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과

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거나 종단연구와 같은 방

같은 2차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음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

을 시사한다.

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성별에 따라 문제음주 정

양한 변인 중에서 성, 문제음주, 특성분노와 같은

도나 정서적, 신체적 데이트폭력의 발생빈도를 살

몇 개의 변인만을 고려하였다. 특히, 성, 문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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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본간호학회지, 8(2), 270-278.

와 특성분노가 전체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비율
이 15% 내외밖에 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세

박영이 (2002). 사적 자의식과 특성 분노가 음주 문
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변인이외에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이나 현

보건복지부 (2007). 국민건강 관련 보도자료(6월
11일).

재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
하였을 때 문제음주수준이나 특성분노와 같은 변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인들이 여전히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검증하

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알콜사용장애척도의 알콜

서경현 (2003). 음주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

의존 하위척도의 경우 Cronbach's alpha값이 .58로

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낮았는데 이는 하위척도의 문항수가 3개로 문항

사회문제, 9(2), 61-78.

수가 많지 않으며 6번 문항의 경우 전체의 92%가

서경현 (2008).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을 하는 등 반응편포가

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심각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4(2), 383-402.

일부 하위척도의 낮은 신뢰도는 연구결과에 영향

서경현, 이경순 (2003). 여대생의 음주와 데이트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음주를 측정할 수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대한 탐색. 여성건

있는 보다 적절한 척도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강, 4(2), 29-48.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
의 연애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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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Role of Trait-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Yang, Nan-M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the current study, we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i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trait-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dating violence. The sample consisted of 288 undergraduates
who were recruited from three colleges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Participants completed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the Trait-Anger Scale in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and the Dating Violence Scale. t-test, correlational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and physical prevalence rates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Results also suggested that problem drink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trait-anger and dating violence.
Furthermore,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ait-anger and dating violence. Finally, trait-anger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dating violenc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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