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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상으로 스트 스와 자살생각과의 련성을 악하고자 2011년 7차와 2012

년 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를 통합하여 남학생 607명, 여학생 543명을 상으로 자살생각과의 

련요인을 스트 스의 원인을 심으로 악하고자 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 다. 통

계분석시 부모 두 분  한분이 태어난 곳이 한국이 아닌 학생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하 고, 통계  유의성

은 p<0.05로 하 다. 자살생각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살생각과 스트 스 원인과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차비(Odds Ratio, OR)를 산출 하 으며, 복합표본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 다. 남학생

의 경우 교우들과의 문제로 인한 스트 스를 받은 학생의 자살생각이 2.70배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 스를 받는 학생의 자살생각이 2.50배 높았다. 결론 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에 양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학교생활과 련된 여러 스트 스의 원인  부모와 친구들과의 계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방과 리를 해 사회 인 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purpose, the study incorporated data of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2 and attempted to understand factors 

of their suicide ideation and reasons of stress, targeting 607 boy students and 543 girl students. For a statistical analysis, SPSS 

version 17.0 was used. During the analysis, the students one of which parents was not born in Korea were considered as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to be p<0.05, To look into relations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reasons of stress with the former as a subordinate variable, the study figured out Odds Ratio(OR) through a simple logistics 

analysis and a complex sample was set for the analysis. Boy students had 2.70 times more suicide ideation due to stress from 

associates than girl students while girl students had 2.50 times more suicide ideation due to conflicts with parents than boy 

students. In conclusion, as there were various reasons of stress relating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chool life which may affect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ur society should pay attention especially to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to prevent and control their suicide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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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외국 근로자 등의 유입으

로 인해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2010년 2.8%, 202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

으로 망하고 있다[1].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를 보면 

학생의 경우 2010년 5,260명, 2011년 7,634명, 2012

년 9,647명,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0년 5,260명, 2011

년 7,634명, 2012년 9,647명으로 다문화 청소년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2]. 우룡[3]의 연구에서 다문화가

정 청소년들의 57.9%가 자신을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4%만이 한국인으로 생각한다고 하 다. 이

는 그들이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 이 상이한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풍습과 문화가 서

로 다른 부모와 학교등 사회 으로, 정신 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과도한 스트 스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자살생각 이

나 행동으로 이어진다[4]. 우리나라 청소년  남학생 

14.1%, 여학생 22.9%가 자살을 생각한 이 있고 실

제로 4.1%가 자살을 시도하 다[5]. 청소년의 자살 생

각은 생활스트 스와 부정 인 련이 있다고 하 으

며, 생활스트 스  친구나 동료 역의 스트 스가 

자살생각을 증가 시킨다고 하 다[6]. 따라서 우리나

라는 청소년의 문제 에서 자살과 련한 문제가 크

나큰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재 청소년의 자살과 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한 자살생각에 

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

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양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학교생활과 련된 여러 스트

스의 원인과의 련성을 악하여 련된 스트 스의 

문제  해결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자살 생

각의 방과 리를 한 기 자료 마련에 기여하고

자 연구를 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질병 리본부의 주 으로 2011년 

7차와 2012년 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

를 통합하여 이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자는 

2011년 75,643명과 2012년 74,186명으로 조사된 상

자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607명, 여학생 543명, 총 

1,150명이다.

2. 자료수집 방법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학

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  학생들에게 1인 1  컴퓨

터를 배정하고 무작 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

기기입식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7]. 

3. 변수정의

1) 독립변수

일반  특성 변수에서 학년 구분은 ·고등학교, 

아버지·어머니학력은 졸, 고졸, 졸, 모름으로, 동

거형태는 친부모, 편부 혹은 편모, 양부친모 혹은 친

부양모, 양부모, 비동거로 재구성 하 다. 거주지 규모

는 ‘군지역’, ‘ 소도시’, ‘ 도시’로 재구성 하 다. 신

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소보다 증가하

거나 숨찬 정도의 신체활동의 합이 60분 이상 한 날

로 ‘안함’, ‘1-3일’, ‘4일 이상’으로 재분류 하 다. 스트

스 정도는 ‘느낌’과 ‘느끼지 않음’으로, 주  행복

정도는 ‘행복함’, ‘불행함’으로 재분류하 다. 스트 스

의 원인은 문항에 속한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형편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교우간의 갈등, 학업성  문

제, 건강문제, 외모의 갈등으로 재분류하여 ‘없다’와 

‘있다’로 구분하 다.

2) 종속변수

자살생각에 한 지표의 정의는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이 있었습니까?’에 한 문

항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를 ‘없다’와 ‘있다’ 로 재구성 하 다.

4. 자료 분석 방법

통계 로그램은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 다. 

통계분석 변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 고, 다

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 두 분  한분이 태어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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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변수
빈도

남학생 
(n=607)

여학생
(n=543) p-값

% N % N %

학년

학교 65.1 406 61.8 392 69.2 0.058

고등학교 34.9 201 38.2 151 30.8

아버지 학력

졸 이하 19.9 118 20.1 105 19.5 0.436

고졸 29.1 174 26.8 162 32.0

졸 이상 27.8 142 28.9 118 26.6

모름 23.2 138 24.2 114 21.9

어머니 학력

이 한국이 아닌 학생을 다문화 가정 청소년으로 하

고, 결측은 그 로 처리하 으므로 총 빈도와 차이가 

있는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일반  특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 자살생각과의 

련성은 교차분석을 하 으며, 통계  유의성은 p<0.05

로 하 다.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련성을 보인 변수

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생각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

여 자살생각과 스트 스 원인과의 련성을 알아보고

자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차비(Odds 

Ratio, OR)를 산출 하 으며, 복합표본을 설정하여 분

석을 하 다.

Ⅲ. 결 과

1. 일반  특성

연구 상자는 총 1150명  남학생은 607명

(52.8%)이고 여학생은 543명(47.2%)이었다. 학생이 

65.1%로 많았으며,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29.1%로 많

았고, 어머니 학력에서도 고졸이 33.5%로 가장 많았

다. 동거형태는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72.9%로 

가장 많았고, 소도시에서 거주한 학생이 47.0%이었

다.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은 학생이 각각 56.7%, 

67.7% 이었고, 신체활동은 1주일에 1-3일을 하는 경

우가 42.7%로 가장 많았다. 스트 스는 95.1%가 느끼

지 않았으며, 86.3%가 행복하다고 하 고, 자살생각은 

25.0%가 있다고 하 다(표 1).

2. 스트 스 원인 특성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학생은 18.0% 이었고 남학

생 18.3%, 여학생 17.7%로 비슷하 다. 가정형편으로 

인한 갈등은 7.5% 이었고 남학생 8.7%, 여자 6.2%로 

남학생이 조  많았다. 선생님과의 갈등은 4.9%로 남

학생이 6.4%, 여학생 3.1%로 남학생이 두배 가량 많았

다, 교우간의 갈등 14.2%, 학업성  문제는 39.2%로 

남학생38.1%, 여학생 40.5% 이었다. 건강문제는 4.5%

로 남학생 6.0%, 여학생 2.9%로 남학생이 훨씬 많았다. 

외모의 갈등은 11.6%로 여학생이 14.6%, 남학생 9.0%

로 여학생이 많았다(표 2). 

3. 일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련성

남학생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3.8%

로 자살 생각이 가장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001),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31.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1).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35.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주

 행복정도의 경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49.6%로 

자살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여학생의 경우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40.4%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47.2%로 자살생각이 높

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신체활동을 4

일 이상 한 경우 41.7%로 자실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주  행복정도의 경우 불

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53.9%로 자살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표 3). 

4. 스트 스 원인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련성

남학생의 경우 교우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 

31.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5),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

이 있는 경우 38.8%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교우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39.1%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학

업성 의 문제가 있는 경우 34.9%로 자살 생각이 높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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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이하 11.4 65 11.6 50 11.1 0.085

고졸 33.5 187 32.0 196 35.3

졸 이상 31.0 162 28.9 175 33.6

모름 24.1 169 27.4 104 20.0

동거 형태

친부모 72.9 385 72.6 362 73.3 0.003

편부 혹은 편모 13.6 63 12.2 63 15.4

양부친모(친부양모) 4.9 21 3.5 29 6.7

양부모 5.8 31 7.5 13 3.7

비동거 2.7 17 4.1 4 1.0

거주지 규모

도시 39.2 216 38.1 197 40.4 0.774

소도시 47.0 240 47.6 210 46.4

군지역 13.8 151 14.3 136 13.2

음주 유무

＋ 43.3 266 45.2 211 41.0 0.231

흡연 유무

＋ 32.3 218 37.6 126 25.9 0.001

신체활동

안함 36.0 182 29.3 243 44.2 0.000

1-3일 42.7 258 42.8 234 42.6

4일 이상 21.3 167 27.9 66 13.2

스트 스 정도

＋ 4.9 39 7.2 11 2.1 0.000

주  행복정도

행복함 86.3 525 86.8 464 85.7 0.607

불행함 13.7 82 13.2 79 14.3

자살생각

＋ 25.0 129 22.6 148 27.8 0.085

표 2. 상자의 스트 스 원인 특성
Table 2. Subject's reasons of stress

변수
빈도

남학생
(n=607)

여학생
(n=543) p-값

% N % N %

부모님과의 갈등

＋ 18.0 105 18.3 94 17.7 0.824

가정형편의 갈등

＋ 7.5 48 8.7 30 6.2 0.152

선생님과의 갈등

＋ 4.9 35 6.4 16 3.1 0.018

교우간의 갈등

＋ 14.2 83 13.5 81 15.1 0.484

학업성  문제

＋ 39.2 210 38.1 213 40.5 0.512

건강문제

＋ 4.5 30 6.0 15 2.9 0.043

외모의 갈등

＋ 11.6 57 9.0 83 14.6 0.010

표 3. 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련성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변수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p-값

자살생각(%) 
p-값

－ ＋ － ＋

학년

학교 80.2 19.8 0.082 72.6 27.4 0.764

고등학교 72.7 27.3 71.2 2.4

아버지 학력

졸 이하 71.7 28.3 0.417 62.7 37.3 0.178

고졸 81.0 19.0 77.2 22.8

졸 이상 76.6 23.4 71.8 28.2

모름 79.3 20.7 74.7 25.3

어머니 학력

졸 이하 70.5 29.5 0.108 61.9 38.1 0.141

고졸 78.6 21.4 72.5 27.5

졸 이상 79.1 20.9 78.7 21.3

모름 86.3 13.7 68.4 31.6

동거 형태

친부모 85.3 14.7 0.000 77.6 22.4 0.061

편부 혹은 편모 80.8 19.2 65.2 34.8

양부친모 혹은
친부양모

75.0 25.0 76.2 23.8

양부모 46.2 53.8 48.3 51.7

비동거 48.1 51.9 65.9 34.1

거주지 규모

도시 72.4 27.6 0.086 75.4 24.6 0.260

소도시 79.3 20.7 68.7 31.3

군지역 84.0 16.0 74.7 25.3

음주 유무

－ 85.0 15.0 0.000 80.8 19.1 0.000

＋ 68.1 31.9 59.6 40.4

흡연 유무

－ 85.4 14.6 0.000 79.0 21.0 0.000

＋ 64.1 35.9 52.8 47.2

신체활동

안함 81.8 18.2 0.097 81.0 19.0 0.001

1-3일 78.5 21.5 67.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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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 70.9 29.1 58.3 41.7

스트 스 정도

－ 78.3 21.7 0.094 72.4 27.6 0.510

＋ 65.2 34.8 62.6 37.4

주  행복정도

행복함 81.4 18.6 0.000 76.5 23.5 0.000

불행함 50.4 49.6 46.1 53.9

표 4. 상자의 스트 스 원인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련성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subjects' reasons of stress

변수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p-값

 자살생각(%) 
p-값

－ ＋ － ＋

부모님과의 갈등

－ 78.9 21.1 0.509 74.8 25.2 0.025

＋ 75.5 24.5 61.2 38.8

가정형편의 갈등

－ 79.2 20.8 0.137 72.8 27.2 0.569

＋ 68.6 31.4 66.8 33.2

선생님과의 갈등

－ 78.1 21.9 0.669 72.6 27.4 0.612

＋ 81.4 18.6 66.3 33.7

교우간의 갈등

－ 79.9 20.1 0.025 74.4 25.6 0.044

＋ 68.1 31.9 60.9 39.1

학업성  문제

－ 75.1 24.9 0.058 83.1 16.9 0.000

＋ 83.4 16.6 65.1 34.9

건강문제

－ 78.2 21.8 0.885 72.8 27.2 0.367

＋ 79.4 20.6 58.3 41.7

외모의 갈등

－ 77.7 22.3 0.301 72.0 28.0 0.665

＋ 84.0 16.0 74.6 25.4

5.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자살생각과 스트

스 원인과 련요인

교우간의 갈등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갈등이 없는 

학생보다 비차비 2.70(95%신뢰구간 1.353-5.423)배 자

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

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비

차비 2.50(95%신뢰구간 1.196-5.237)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서는 동거형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  행복정도 변수를 통제 변

수로 하 으며, 여학생의 경우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

 행복정도, 신체활동을 통제 변수로 하 다(표 5).

표 5. 스트 스 원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련요인 
Table 5.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reasons of stress

변수/기

남학생 여학생

Adjusted 
OR(95% CI)

Adjusted 
OR(95% CI)

부모님과의 갈등/없다 - 1

있다 - 2.50(1.196-5.237)

교우간의 갈등/없다 1 1

있다 2.70(1.353-5.423) 1.35(0.523-3.500)

학업성  문제/없다 - 1

있다 - 0.67(0.320-1.432)

Adjusted : 남학생-동거형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  행복정

도, 여학생-음주여부, 흡연여부, 주  행복정도, 신체활동

Ⅳ. 고 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언어와 외모의 차이에서 오

는 사회 , 문화  차이 등이 스트 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내의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

소통은 부모와 자식의 유 계에서 요한 부분이기

도하다. 그 지 못한 부모의 양육 스트 스는 날로 커

지고 있다[8]. 장덕희 등[9]은 교우들과의 외모 차이에 

한 인식이 심각 할수록 학교 응이 힘들다고 하

다. 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정  사회 인 요인으

로 인해 심리 으로 축이 되어 소극 인 행동이나 

폭력 인 행동으로 교우 계나 학업성 의 문제로 인

해 갈등과 방황이 두되고 있다[10][11].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스트 스의 원인은 학교 련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오는 강박증이 표 이다

[6][12]. 따라서 스트 스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이며, 미성숙 단계의 청소

년들은 스트 스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성숙하여 쉽게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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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자살 생각율은 남학생 22.6%, 여학생 27.8% 

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이 2.59배 높게 나타났다. 장은선 등[13]의 연

구에서 여학생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계, 가정환

경 등에서 오는 가정스트 스가 자살생각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남상아 등[14]은 다문화가정

의 아동과 기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

문화가정의 부모간의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이 지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거부 혹은 제재

으로 지각할 때, 자녀는 부모의 의도를 불만이나 부

정 인 평가 는  훈육과 억압, 잔소리로 느끼

는 자녀에서 자아존 감이 낮았으며, 부모의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 다. 여러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과 가정의 환경에 한 가정 스트

스가 자살생각의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교우간의 갈등이 있는 학생이 자살

생각이 2.70배 높게 나타났다. 윤지인 등[15]은 교우

계에서 일반학생의 폐쇄 인 태도, 문화 인 차이로 

따돌림을 당해 인격형성이나 자아존 감 형성에 걸림

돌이 되며, 언어능력이나 생김새의 차이에서 놀림의 

상이 된다. 우룡[16]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18.2%가 교우로부터 왕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

고, 외모로 인한 왕따나 따돌림은 부모모두 외국인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 3.6%보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에서 1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병환[17]의 연구

에서 고등학생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한 호감도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이처럼 호감도가 낮

다는 것은 남학생의 경우 교우들 사이에서 겪는 따돌

림,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심리 인 스트 스로 크게 작용 할 수밖에 

없어 자살을 생각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첫째, 조사 상자가 주

으로 느낀 스트 스의 원인만 악하여 자살생각에 

한 정확한 특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다. 둘

째 다문화가정의 남·여 청소년들의 각각의 심리 , 사

회  상태를 충분히 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스트

스의 원인과 자살생각을 악하고자 남학생 607명, 

여학생 543명을 상으로 자살생각과의 련요인을 

스트 스의 원인을 심으로 악하고자 하 다. 남학

생의 경우 교우들과의 문제로 인한 스트 스를 받은 

학생의 자살생각이 2.70배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부

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 스를 받는 학생의 자

살생각이 2.50배 높았다. 결론 으로 다문화가정의 청

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양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

정, 학교생활과 련된 여러 스트 스의 원인  부모

와 친구들과의 계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의 자살 생각의 방과 리를 해 사회 인 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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