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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관련 요인
박관우, 김민선, 이혜진, 박우주, 오미경*
강릉아산병원 가정의학과

Related Factors of Alcohol-Induced Blackout among University Student
Kwan-Woo Park, Min-Sun Kim, Hea-Jin Lee, Woo-Joo Park, Mi-Kyeong Oh*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angneung Asan Hospital, Gangneung, Korea

Background: Irresponsible alcohol consumption by university students in our country continues to increase regardless of the sex; it also causes various
problems. The blackouts experienced by the students cause social issues, and increased rates of alcohol-based dementia and alcohol use disorder.
Therefore, we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alcohol-induced blackouts experienced by university students.
Methods: We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Overall, 1,325 male and female attending four of the four-year universities in Gangwon-do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ir living and drinking conditions, family’s drinking capacity, sleep,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were investigated and the
realtionship with the experience of blackout was investigated using the SPSS 24.0 statistical software.
Results: Based on the alcohol consumption habits, 360 male (42.3%) and 221 female (46.6%) experienced blackouts. Alcohol use disorder was found in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revised version (AUDIT-K), 330 male (38.8%) and 265 female (55.9%). We found that the older male
and female, the more they lived alone, the more frequently they drink alcohol in the family, the more they drink, and the more blackout experience,
the more frequently they experience blackout (P<0.05). We also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blackout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with the
increase in difficulty to control alcohol consumption (P<0.05).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spects and blackouts, AUDIT-K
scores and PHQ-9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th male and female when they frequently experienced blackouts (P<0.05).
Conclusion: We found that >40% of th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blackouts; female experienced blackouts more frequently than male. The
blackouts were related to lifestyle, family drinking, problem drinking and depression in both male and female.
Keywords: Blackout; Problem Drinking; Sleep; Depression; Anxiety; Stress

주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학 시기에 형

서론

성된 음주습관은 대학 졸업 이후 사회인이 되어 문제성 음주자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고위험 음주자가 71.3%
에 이르며,1) 월간 음주율이 92.2%로 전체의 14.4%가 음주로 인한 여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음주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음주 후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

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음주 후

웃(Blackout)은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46%가 경험하였다.6) ‘필름

에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3) 이는

이 끊기다’라고 표현되는 단기 기억 상실을 의학용어로 블랙아웃이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가 남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라 한다. 취중 폭력, 말실수, 음주운전, 성폭행을 하거나 당할 위험이

2)

1,4)

으며 그 심각성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문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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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등 본인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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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블

애자의 기준인 남자 9점 초과, 여자 6점 초과를 기준으로 정하였다.13)

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성 치매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7) 대
학생의 블랙아웃 현상의 빈도가 높을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음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블랙아웃은 더욱 심각한 2차적
8)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랙아웃의 위험성은 간과할 수 없다.

3) 수면

수면은 Morin14)이 개발한 불면증 중증도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로 평가하였다. ISI는 수면장애 관련 7문항으로 구성되어

국내에서는 블랙아웃에 대한 연구로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블랙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15점 이상

아웃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Alcohol-Induced

이면 중등도 이상의 수면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을15) 기준으

Blackout과 인지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0)가 있었지만 블랙아웃

로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9)

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

4) 우울

우울은 Spitzer 등16)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

상으로 블랙아웃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9)의 한국판 번안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판 PHQ-9는 총 9문
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Park 등17)

방법

의 연구에 근거한 기준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5점 이상을 우울
성향의 기준으로 삼았고, 특히 10점 이상을 중등도의 우울성향으로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평가하였다.

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고, 본 연구의 목
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1,325명을 대상으

5) 불안

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강릉아산병원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불안은 Goldberg 등18)이 개발한 Goldberg short screening scale for

No: GNAH 2019-02-006-001)을 받은 후, 2019년 4월부터 전공 교수의

anxiety의 한국어판 Goldberg anxiety scale 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다.

Lim 등19)의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문항으로 평가하였으며 2점 이상
을 불안성향으로 평가하였다.

2. 연구내용
6) 스트레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블랙아웃 경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년, 종교, 거주형

스트레스는 Frank와 Zyzanski20)가 개발한 BEPSI (Brief Encounter

태를 조사하였고 블랙아웃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블랙아

Psychosocial Instrument)를 수정 보완한 한국어판 BEPSI 번안 설문서

웃 빈도, 대상자의 가족 중에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

를21)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

로 음주 빈도, 음주량, 블랙아웃 빈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함을 의미한다. Kim 등22)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평가방법에 따라 본

여 조사하였다. 음주량은 1잔을 알코올 14 g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정도를 2.8 이상을 고 스트레스군, 1.8 이상

대상자의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대한 설문은 반복질문을 피하기

2.8 미만을 중등도 스트레스군, 1.8 미만을 저 스트레스군으로 분류

위해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revised version

하여 분석하였다.

(AUDIT-K)의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4.0 (IBM

2) 음주문제

음주문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도구 를 Lee 등 이

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번안하여 타당도 검사 를 마친 AUDIT-K 도구 를 사 용하였다.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과 독

AUDIT-K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 정도가

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블랙아웃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는 성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Diagnostic

별로 나누어 교차분석으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블랙아웃 경험과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V에 근거한 알코올 사용 장

음주 관련 행위의 관계는 성별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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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자의 블랙아웃과 음주문제, 수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474명(35.8%)이었다. 거주형태는 자취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

의 관련성은 성별로 나누어 나이, 거주형태, 본인의 음주빈도와 음

았고 남학생 340명(40.0%), 여학생 174명(36.7%)이었다. 블랙아웃은

주량, 가족의 음주력을 보정한 편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월 1회 이상은 각각 69명(8.1%), 65명(13.7%)이 경험하였다. 대상자의
가족 중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음주 빈도는 남자
에서 주 2–3회 211명(24.8%), 여자에서 주 2–3회 131명(27.6%)이었다.

결과

가족의 평균 1회 음주량은 5잔에서 9잔이 각각 347명(43.4%), 190명
(41.7%)이었으며 가족의 블랙아웃 경험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25명으로 남자가 851명(64.2%), 여자가

50명(5.9%), 40명(8.4%)이 응답하였다. AUDIT-K로 살펴본 알코올 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sex (n=1,325)
Male (n=851)

Female (n=474)

Age (y)

Variable
18–33

23.1±2.2

22.1±1.6

Grade

Freshman

190 (22.3)

90 (19.0)

Sophomore

191 (22.4)

113 (23.8)

Junior

307 (36.1)

155 (32.7)

Senior

163 (19.2)

116 (24.5)

Protestant

149 (18.1)

87 (18.6)

70 (8.5)

53 (11.3)

Religion (n=1,294)

Catergory

Catholic
Buddhism
Residence type

59 (7.2)

40 (8.5)

None

547 (66.3)

289 (61.6)

Home with family

229 (26.9)

151 (31.9)

76 (8.9)

22 (4.6)

Self-boarding

340 (40.0)

174 (36.7)

Dormitory or lodging

206 (24.2)

127 (26.8)

Never

491 (57.7)

253 (53.4)

Less than monthly

291 (34.2)

156 (32.9)

Live with one’s friend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More than monthly
Drinking frequency of the familya

Drinking quantity of the family
(n=1,256)

69 (8.1)

65 (13.7)

Less than monthly

301 (35.4)

120 (25.3)

2–4 times/mo

250 (29.4)

141 (29.7)

2–3 times/wk

211 (24.8)

131 (27.6)

≥4 times/wk

89 (10.5)

82 (17.3)

≤4 drinksb

399 (49.9)

222 (48.7)

5–9 drinks

347 (43.4)

190 (41.7)

≥10 drinks
Alcoholic blackout frequency of
the family

54 (6.8)

44 (9.6)

Never

562 (66.0)

269 (56.8)

Less than monthly

239 (28.1)

165 (34.8)

More than monthly
Alcohol use disorder
Sleep problem
Depressive mood

50 (5.9)

40 (8.4)

No (AUDIT-K score≤9 in male or 6 in female)

521 (61.2)

209 (44.1)

Yes (AUDIT-K score>9 in male or 6 in female)

330 (38.8)

265 (55.9)

No (ISI score<15)

774 (91.0)

429 (90.5)

Yes (ISI score≥15)

77 (9.0)

45 (9.5)

No (PHQ-9 score<5)

568 (66.7)

268 (56.5)

Mild (5≤ PHQ-9 score<10)

200 (23.5)

147 (31.0)

Moderate (PHQ-9 score≥10)
Anxious mood
Stress degree

83 (9.8)

59 (12.4)

No (Goldberg anxiety scale score<2)

609 (71.6)

225 (47.5)

Suspicion (Goldberg anxiety scale score≥2)

242 (28.4)

249 (52.5)

Mild (BEPSI-K score<1.8)

479 (56.3)

222 (46.8)

Moderate (1.8≤BEPSI-K score<2.8)

312 (36.7)

201 (42.4)

60 (7.1)

51 (10.8)

Severe (BEPSI-K score≥2.8)

P-value
<0.001
0.074

0.232

0.008

0.005

<0.001

0.182

0.003

<0.001
0.788
0.001

<0.001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revised version; ISI, Insomnia Severity Index;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BEPSI-K,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 Korean version.
a
The family: a family member who drinks the most. b1 drink: about 14 grams of alcoho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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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장애는 남자에서 330명(38.8%), 여자에서 265명(55.9%)으로 여성

P=0.003 in female), 음주를 통제하기 어려울수록(OR=1.367, P=0.012

이 더 많았다(Table 1).

in male; OR=2.183, P<0.001 in female), 음주 후 후회감을 느낄수록
(OR=1.447, P<0.001 in male; OR=1.620, P=0.001 in female) 블랙아웃
경험이 많았다. 남자에서만 음주빈도가 많을수록(OR=1.464, P=

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블랙아웃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블랙아웃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를 조사한

0.004), 음주로 인한 상해가 많을수록(OR=3.006, P<0.001), 지인이나

결과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들수록(P=0.001), 거주형태가 혼자 자취

의사의 금주권유가 많을수록(OR=1.740, P=0.005) 블랙아웃 경험이

하거나 친구와 함께 살수록(P=0.014), 가족 중 술을 가장 많이 마시

많았다(Table 3).

는 사람의 음주빈도(P=0.002), 음주량(P=0.005), 블랙아웃경험이 많
을수록(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였

4.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블랙아웃과 음주문제 및 심리, 정신적

다. 남자의 경우에만 학년이 높을수록(P=0.001) 유의하게 연관성이

문제와의 관계

있었다(Table 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블랙아웃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AUDIT-K 점수에서 기억소실에 관련된 8번 문항을 제외
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블랙아웃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요인인

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블랙아웃과 음주 관련 행위와의 관계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음주 관련 행위와 블랙아웃 경험의 연관성

나이, 거주형태, 음주빈도, 음주량, 대상자의 가족 중 술을 가장 많

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음

이 마시는 사람의 음주빈도, 음주량과 블랙아웃빈도를 통제변수로

주량이 많을수록(odds ratio [OR]=1.392, P<0.001 in male; OR=1.548,

보정한 후 평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P-value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by sex (n=1,325)
Male (n=851)

Female (n=474)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Variable

Category
Never
(n=491)

Less than
monthly
(n=291)

More than
monthly
(n=69)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P-value

Never
(n=253)

Less than
monthly
(n=156)

More than
monthly
(n=65)

P-value

Age (y)

18–33

22.9±2.3

23.3±2.1

23.8±1.9

0.001

21.9±1.6

22.2±1.5

22.7±1.9

0.001

Grade

Freshman

134 (70.5)

48 (25.3)

8 (4.2)

0.001

58 (64.4)

25 (27.8)

7 (7.8)

0.330

Sophomore

111 (58.1)

68 (35.6)

12 (6.3)

59 (52.2)

39 (34.5)

15 (13.3)

Junior

163 (53.1)

114 (37.1)

30 (9.8)

77 (49.7)

54 (34.8)

24 (15.5)

Senior

83 (50.9)

61 (37.4)

19 (11.7)

59 (50.9)

38 (32.8)

19 (16.4)

14 (9.4)

55 (63.2)

20 (23.0)

12 (13.8))

33 (62.3)

12 (22.6)

8 (15.1)

Religion (M: n=825,
F: n=469)

Protestant

98 (65.8)

37 (24.8)

Catholic

39 (55.7)

23 (32.9)

Buddhism
Residence type

30 (50.8)

25 (42.4)

4 (6.8)

17 (42.5)

19 (47.5)

4 (10.0)

None

310 (56.7)

195 (35.6)

42 (7.7)

146 (50.5)

103 (35.6)

40 (13.8)

Home with family

143 (62.4)

66 (28.8)

20 (8.7)

92 (60.9)

41 (27.2)

18 (11.9)

45 (59.2)

28 (36.8)

3 (3.9)

11 (50.0)

7 (31.8)

4 (18.2)

Self-boarding

171 (50.3)

136 (40.0)

33 (9.7)

64 (36.8)

77 (44.3)

33 (19.0)

Dormitory or lodging

132 (64.1)

61 (29.6)

13 (6.3)

86 (67.7)

31 (24.4)

10 (7.9)

Live with one’s friend

Drinking frequency
of the familya

0.166

8 (11.4)

0.014

Less than monthly

201 (66.8)

87 (28.9)

13 (4.3)

2–4 times/mo

135 (54.0)

90 (36.0)

25 (10.0)

2–3 times/wk

112 (53.1)

75 (35.5)

24 (11.4)

63 (48.1)

47 (35.9)

21 (16.0)

≥4 times/wk

43 (48.3)

39 (43.8)

7 (7.9)

36 (43.9)

27 (32.9)

19 (23.2)

Drinking quantity of
the family (M:
n=800, F: n=456)

≤4 drinksb

246 (61.7)

125 (31.3)

28 (7.0)

5–9 drinks

176 (50.7)

142 (40.9)

29 (8.4)

Alcoholic blackout
frequency of the
family

Never

≥10 drinks

26 (48.1)

19 (35.2)

369 (65.7)

152 (27.0)

41 (7.3)

Less than monthly

97 (40.6)

122 (51.0)

20 (8.4)

More than monthly

25 (50.0)

17 (34.0)

0.002

0.005

9 (16.7)

8 (16.0)

<0.001

71 (59.2)

36 (30.0)

13 (10.8)

83 (58.9)

46 (32.6)

12 (8.5)

133 (59.9)

64 (28.8)

25 (11.3)

91 (47.9)

71 (37.4)

28 (14.7)

17 (38.6)

17 (38.6)

10 (22.7)

157 (58.4)

76 (28.3)

36 (13.4)

78 (47.3)

69 (41.8)

18 (10.9)

18 (45.0)

11 (27.5)

11 (27.5)

0.069

<0.001

0.034

0.027

0.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M, male; F, female.
a
The family: a family member who drinks the most. b1 drink: about 14 grams of alcoho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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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lcohol-related behavior and experience of alcoholic blackout by sex (n=1,325)
Male

Variable

B

Female

Odds Ratio

P-value

B

Odds Ratio

P-value

Drinking frequency

0.381

1.464

0.004

0.027

1.027

0.898

Drinking quantity

0.331

1.392

<0.001

0.437

1.548

0.003

Binge drinking

0.114

1.121

0.305

0.120

1.127

0.481

Uncontrollable drinking

0.312

1.367

0.012

0.781

2.183

<0.001

Alcohol-induced failure

-0.044

0.957

0.736

0.337

1.400

0.091

Alcohol used as a hangover-chaser

-0.121

0.886

0.459

0.287

1.333

0.450

Post-drinking quilt

0.370

1.447

<0.001

0.483

1.620

0.001

Injury episode as a result of drinking

1.101

3.006

<0.001

0.557

1.745

0.056

The recommendation of abstinence by acquaintances or doctor

0.554

1.740

0.005

0.288

1.334

0.193

Table 4. Association of drinking problem, sleep,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by sex (n=1,325)
Male (n=851)

Female (n=474)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Variable

Drinking problem (AUDIT-K score
except a score in Question 8b)

Never
(n=491)

Less than
monthly
(n=291)

4.59±4.50

10.09±5.37

Frequency of alcoholic blackout

More than
monthly
(n=69)
16.39±7.21

P-valuea

Never
(n=253)

<0.001

3.86±4.00

Less than
monthly
(n=156)

More than
monthly
(n=65)

10.11±5.20

15.69±7.26

P-valuea

<0.001

Sleep (ISI score)

6.15±5.27

7.17±5.35

7.16±5.09

0.335

6.36±4.82

7.65±5.01

8.58±6.54

0.202

Depression ((PHQ-9 score)

3.47±4.23

3.89±4.11

5.03±4.36

0.042

4.06±4.07

5.16±4.89

5.95±5.31

0.006

Anxiety (Goldberg anxiety scale score)

1.00±1.19

0.98±1.16

1.28±1.22

0.130

1.63±1.33

1.73±1.31

1.75±1.30

0.564

Stress (BEPSI-K score)

1.66±0.64

1.66±0.60

1.91±0.63

0.064

1.81±0.68

1.90±0.71

1.93±0.74

0.7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revised version; ISI, Insomnia Severity Index;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BEPSI-K,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 Korean version.
a
P value by partial correlations was adjusted with control of age, residency type, drinking frequency, drinking quantity, drinking frequency of the family, drinking quantity
of the family, alcoholic blackout frequency of the family. bQuestion 8: a question about memory loss after drinking.

남녀 모두에서 AUDIT-K 점수가 높을수록, PHQ-9 점수가 높을수록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AUDIT-K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였으며 남자에서 스

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 330명(38.8%), 여학생 265명(55.9%)이었다.

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P=0.064)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는 경향

즉,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

을 보였다(Table 4).

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자취하거나 친구와 같이 살
수록, 가족 중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의 음주빈도, 음주량, 블

고찰

랙아웃 경험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자주 경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랙아웃의 관련 요인을 살펴

험하였다. Jung 등26)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여성은 폭음을 할 위험

본 결과 블랙아웃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40% 이상이었으며, 여자가

과 문제음주를 할 위험이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자취하거나

남자보다 더 경험하였다. 블랙아웃의 관련 요인은 남녀 모두에서 거

친구와 같이 살수록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은 주변의 통

주형태와 가족음주력, 문제음주행동, 우울성향이 연관이 있었다.

제가 약해질 때 문제음주가 더 증가하며 심각해지는 것으로 생각된

본 연구에서 블랙아웃 경험은 남자 42.3%, 여자 46.6%로 나타났

다. 또한 가족의 음주력이 심각할수록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는

다. Chun 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46%가 블랙아웃을 경험하는 것

것을 볼 때 가족의 음주상태가 대상자 본인의 음주에 큰 영향을 미

으로 보아 대체로 대학생에서 블랙아웃 경험은 45% 내외가 될 것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문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같다. 특히 여성에서 4.3% 더 많았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표본수가

전체를 같이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

적었지만 여자대학생의 81.2%가 블랙아웃을 경험하였다.

24)

이처럼

남녀 모두에서 음주량이 많을수록, 음주를 통제하기 어려울수

여성이 많은 이유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록, 음주 후 후회감을 느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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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경험하였다. 또한 남자에서는 음주빈도가 많을수록, 음주로

매 발생률 증가, 추후 알코올 사용 장애 발생률 증가 등의 문제를 안

인한 상해가 있을수록, 지인이나 의사의 금주권유가 있을수록 통계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블랙아웃의 관련 요인에 대하

적으로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였다. 이는 남자의 경우

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생활 중 술자리, 회식이 많아서 음주빈도와 블랙아웃이 관련이

방법: 강원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중 4곳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블랙아웃의 심각성은 남자에서 더 크다고 생

생 1,32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4월부

각해볼 수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술자리나 회식이 많지 않아 음

터 거주형태, 본인의 음주상태, 가족의 음주력, 수면, 우울, 불안, 스

주빈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음주 자체로 인한 영향은

트레스 등을 조사하였고 이들과 블랙아웃경험과 연관성을 SPSS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할수록 AUDIT-K 점수,

결과: 대학생들의 음주상태를 살펴본 결과 남자 360명(42.3%), 여자

PHQ-9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우울

221명(46.6%)이 블랙아웃을 경험하였고, 알코올 사용 장애는 Alcohol

성향이 심각할수록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 Korean revised version (AUDIT-K)로

또한 남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

살펴본 결과, 남자 330명(38.8%), 여자 265명(55.9%)으로 나타났다.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LEE와 Kim8)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

일반적 특성과 블랙아웃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애자의 대부분이 블랙아웃을 경험하였고 Ha27)의 연구에서는 우울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자취할수록, 가족 중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은 것으로

사람의 음주빈도, 음주량, 블랙아웃 경험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과 기억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였다(P<0.05). 음주관련 행위와 블

밝혀졌다.28)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랙아웃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음주량이 많을수록, 음

다.

주를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음주 후 후회감을 느낄수록 통계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강원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유의하게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했다(P<0.05). 심리, 정신적인 면과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

블랙아웃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블랙아웃을 자주

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

경험할수록 AUDIT-K 점수,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점수가 유

의 대학생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대도시 지역

의하게 높았다(P<0.05).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 분석하면 의의가 있을 것이

결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블랙아웃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다. 음주로 인해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40% 이상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경험하였다. 블랙아웃의 관

블랙아웃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 하였는데 추후

련 요인은 남녀 모두에서 거주형태, 가족의 음주력, 문제음주행동,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울이었다.

본 연구로부터 대학생 중 40% 이상에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을

중심단어: 블랙아웃; 문제음주; 수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알게 되었다. 또한 블랙아웃이 많은 음주량과 음주 빈도뿐만 아니
라 혼자 자취하거나 친구와 살고 있는 거주형태, 가족의 음주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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