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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을 방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하여 건강행태가 고등학생의 우울 유병

률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악하 다. 자료는 2011년과 1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를 통합

하 다. 조사 상자는 고등학교 남학생 37,261명과 여학생 36,797명으로 총74,058명이었다. 우울 유병률은 남학

생이 29.2%, 여학생이 39.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스트 스를 많이 느낄수록 

각각 6.04배, 6.98배 우울을 더 느끼고, 흡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남학생은 1.42배, 여학생은 1.60배 우울을 더 

느낀다. 음주의 경험이 있는 경우 남학생은 1.37배, 여학생은 1.41배 우울을 더 느낀다. 신체활동을 4일 이상, 

1-3일 한 남학생의 경우 각각 1.34배, 1.16배, 여학생의 경우 각각 1.32배, 1.28배 우울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건강행태와 련된 변수들이 우울 유병률과 련이 있음을 규명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an attempt to prevent depressio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rate of dep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e used the data from the 2011-2 online census on youth health behavior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Disease Control. There were 37,261 male students along with 36,797 female students for a total of 74,058 

subjects. The rate of depression occurrence was 29.2% for male students and 39.6% for female students indicating that female students are 

having more depression than male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 male subjects felt 6.04 times more 

depression and the female subjects felt 6.98 times more depression as they encountered more stress. The males had 1.42 times more 

depression and the females had 1.60 times more depression when they had the experience of smoking. The male subjects had 1.37 times 

more depression and the female subjects had 1.41 times more depression when they had the experience of drinking. The males who joined 

in on physical activities for more than four days and those who joined in them for one to three days had 1.34 times and 1.16 times more 

depression respectively. The females who had physical activities for more than four days and those who had them for one to three days 

had 1.42 times and 1.28 times more depression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relating to healthy behavior and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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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 우울은 정서 인 장애로 나타나며, 다양

한 신체 문제, 사회에 한 응력과 인 계 그리고 

학업에도 좋지 않은 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

져올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우울을 방치할 경우 음주

나 흡연, 고 험 행 , 물질남용 등의 다양한 문제

들을 래 할 수 있다[1][2]. 따라서 이러한 우울증이 

효율 으로 방이 되지 않는다면 성인기에서도 정신

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3] 특별한 심과 방을 

한 근이 필요하다. 

Marianne 등[4]의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에서 12개

월 동안 매일 2주 이상 연속 으로 우울증이 나타난 

경우는 29%이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우울 경험

률은 2012년에 남학생 25.5%, 여학생 36.0%이었고, 

학교 청소년들의 우울 경험률은 남학생이 23.1%, 

여학생이 33.8% 이었다[5]. 우울을 일으킬 수 있는 

요한 험요인으로는 학교성 , 가족요인, 건강문제, 

물질남용, 흡연, 음주 등의 사회·건강행태학  요인 

등이 있었고, 특히 여고생들은 자존감, 감, 망감

과 같은 심리  요인 이었다[6]. 한 청소년기가 되

면 우울 유병률이 증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기보

다는 기나 후기에,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에서 더 높

아 성인 우울증 환자의 남녀 성비와 차츰 유사해져간

다[7]. 

이처럼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 우울과 깊은 연 이 

있어 이에 한 한 방과 리가 필요한 실정이

다. 그러나 학생 우울과 련된 논문은 있었지만 고

등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건강행태와 우울과 련

된 연구가 많지 않아 우울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

에게 한 도움을  수 있는 책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 흡연, 스트 스,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가 고등학생의 우울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 악한 후 그 결과를 토 로 향후 고등학생들

의 정신건강 증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한 근거자

료로 활용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 리

본부의 주 으로 실시한 2011년 7차와 2012년 8차 청

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자는 고등학교 남학생 

37,261명과 여학생 36,797명 총 74,058명이다.

2. 자료수집 방법

2011년과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인

터넷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

지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 다.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  학생들에게 1인 1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 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

식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표본학 을 

수조사로 수행되었다[8]. 

3. 변수

1) 독립변수

일반  특성 변수는 학년, 거주지역, 경제상태, 아

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으로 구분하 다. 건강행태 변

수는 스트 스, 흡연경험, 음주경험, 신체활동(하루60

분 이상)으로 하 다.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스

트 스는 평상시 스트 스를 단히 많이 느낀 사람

의 분율, 흡연경험은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

한 경우로 하 으며, 음주 경험은 지난 한 달 동안 술

을 1잔 이상 마신 이 있는 경우로 하 다. 신체활동

은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 총 60분 이상인 경

우로 하 다[8].

2) 종속변수

우울 경험은 지난 일년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었는

지의 유무로 하 다[8].

4.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 방법은 version 17.0 한  SPSS(SPSS 

Korea Data solution inc)를 이용하 다. 상자의 일

반 인 특성, 건강행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와 

백분율을 기술하 으며, 우울과의 련성은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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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자의 건강행태학  특성
Table 2. Heal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단  : N(%)

Variable Total %
Boys(n=37,261) Girs(n=36,797)

N % N %

Depression prevalence

  No history 69.5 26,317 70.8 22,089 60.4

  History 34.1 10,944 29.2 14,708 39.6

Stress 

을 하 고, 건강행태와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학년, 

성 , 거주지역, 경제상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등의 변수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차

비(Odds Ratio : OR)를 산출하 으며, 복합표본을 이

용하 다. 유의값은 <0.05로 하 다. 

Ⅲ. 결 과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사회경제  특성

연구 상자 총 74,058명 에서 남학생은 37,261명

(50.3%)이고 여학생은 36,797명(49.7%)으로 학년별 구

성은 비슷하 고, 성 은 하 권인 학생은 체의 

39.1% 이었다. 소도시에 거주 하는 학생은 체 

48.2% 이었고, 경제상태가 층인 학생은 체 

47.3% 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졸 이상인 학생은 

50.2% 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7.2%의 비율

이었다(표 1). 

2. 건강행태학  특성

34.1%가 우울을 경험했으며, 스트 스를 조  느끼

는 학생이 체의 53.4% 이었다.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이 체 68.4% 이었고,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체의 62.8%이었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43.1% 이었다(표 2).

3. 일반  특성과 우울과의 련성

남학생의 경우 3학년이 30.9%, 성 이 하 권인 학

생은 33.5%, 경제 상태의 경우 하 층인 가정의 학생

은 34.0%, 아버지 학력이 졸이하인 학생은 32%로 

각각의 변수에서 가장 높게 우울을 경험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 군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학생은 31.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고(p<0.05), 어머니 학력이 졸이상, 고졸, 

졸이하인 학생은 30% 정도가 비슷한 비율로 우울을 

경험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1). 여학생의 경우 3학년이 41.6%, 성 이 하

권인 학생은 46.4%,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44.2%, 경제 상태의 경우 하 층인 가정의 학생은 

45.8%로 각각의 변수에서 가장 높게 우울을 경험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 어머

니 학력이 졸이하인 학생 42.1% 정도가 우울을 많

이 경험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표 3).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단  : N(%)

Variable Total %
Boys (n=37,261) Girs (n=36,797)

N % N %

School grade

  1st 33.8 12,992 33.7 12,028 34.0

  2nd 33.3 12,175 33.3 12,648 33.3

  3rd 32.9 12,094 33.0 12,121 32.8

School record

  Lower 39.1 14,715 39.3 14,358 39.0

  Middle 28.9 10,352 28.1 10,944 29.8

  High 32.0 12,194 32.6 11,495 31.2

Place of living

  Counties 6.4 4481 6.8 3,989 5.9

  Small  cities 48.2 15,451 47.7 15,894 48.7

  Big cities 45.5 17,329 45.5 16,914 45.4

Economic status

  Lower class 27.5 10,069 26.9 10,656 28.3

  Middle class 47.3 17,198 45.8 18,115 49.0

  Upper class 25.1 9,994 27.3 8,026 22.7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6.3 2,225 6.4 2,207 6.1

  High school 43.5 14,151 42.8 14,797 44.3

  Collage 50.2 16,091 50.8 15,470 49.6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6.3 2,161 6.3 2,302 6.3

  High school 57.2 18,338 56.3 19,600 58.1

  Collage 36.5 11,761 37.4 11,36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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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자의 일반  특성과 우울과의 련성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단  : %

Variable

Boys  Girls

Depression 
prevalence 

p-value

Depression 
prevalence 

p-value

- + - +

School grade

  1st 71.9 28.1 0.000 61.1 38.9 0.000

  2nd 71.3 28.7 61.8 38.2

  3rd 69.1 30.9 58.4 41.6

School record

  Lower 66.5 33.5 0.000 53.6 46.4 0.000

  Middle 72.8 27.2 63.4 36.6

  High 74.1 25.9 66.2 33.8

Place of living

  Counties 68.5 31.5 0.016 55.8 44.2 0.000

  Small cities 71.5 28.5 60.5 39.5

  Big cities 70.3 29.7 61.0 39.0

Economic status

  Lower class 66.0 34.0 0.000 54.2 45.8 0.000

  Middle class 73.3 26.7 63.7 36.3

  Upper class 71.2 28.8 61.3 38.7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68.0 32.0 0.000 58.3 41.7 0.115

  High school 71.9 28.1 61.0 39.0

  Collage 70.1 29.9 60.6 39.4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69.9 30.1 0.004 57.9 42.1 0.029

  High school 71.6 28.4 61.2 38.8

  Collage 69.8 30.2 60.4 39.6

  Much 44.8 13,997 37.4 19,723 53.2

  A little 53.4 22,296 60.0 16,813 46.0

  Not stress 1.7 968 2.6 261 0.7

Smoking(/month)  

  Smoking 31.6 15,759 41.7 7,720 20.3

  Non-smoking 68.4 21,502 58.3 29,077 79.7

Drinking (/month)

  Drinking 62.8 25,085 66.9 21,889 58.2

  Non-drinking 37.2 12,176 33.1 14,908 41.8

Physical activities(weeks)

  More than 4 days 14.3 7,520 20.3 2,710 7.5

  1-3 days 42.6 18,231 48.7 13,087 35.7

  Not 43.1 11,510 31.0 21,000 56.8

4.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련성 

남학생의 경우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이 

46.6%,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 35.9%,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7%, 신체활동을 4일 이상한 학생이 

31.9% 로 각각의 변수에서 우울을 가장 많이 경험을 

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여학생의 경

표 4. 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계

Table 4. Relation with depression depending on 
heal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단  : %

Variable

Boys  Girls

Depression 
prevalence 

p-value

Depression 
prevalence 

p-value

- + - +

Stress 

  Much 53.4 46.6 0.000 45.8 54.2 0.000

  A little 80.9 19.1 77.0 23.0

  Not stress 86.6 13.4 80.3 19.7

Smoking(/month) 

  Smoking 64.1 35.9 0.000 45.3 54.7 0.000

  Non-smoking 75.5 24.5 64.3 35.7

Drinking (/month)

  Drinking 67.3 32.7 0.000 54.5 45.5 0.000

Non-drinking 77.7 22.3 68.7 31.3

Physical activities(/week)

  More than 4 days 68.1 31.9 0.000 53.8 46.2 0.000

  1-3 days 70.4 29.6 57.5 42.5

  Not 73.0 27.0 63.2 36.8

우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이 54.2%, 흡연 경험

이 있는 학생이 54.7%,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45.5%, 신체활동을 4일 이상한 학생이 46.2% 로 각각

의 변수에서 우울을 가장 많이 경험을 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표 4). 

5. 우울과 건강행태의 련요인

남학생의 경우 스트 스를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많이 느끼고 있는 학생의 우울에 한 비차비는 

6.04(95%CI : 4.68-7.81), 조  느끼고 있는 학생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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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우울과 건강행태와 련성
Table 5.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Variable

Boys  Girls

Adjusted 

OR(95% CI)

Adjusted 

OR(95% CI)

Stress Not stress  1.00  1.00

A little 1.65(1.28-2.14) 1.89(1.21-2.96)

Much 6.04(4.68-7.81) 6.98(4.48-10.88)

Smoking Non-smoking  1.00  1.00

    Smoking 1.42(1.33-1.51) 1.60(1.50-1.71)

Drinking Non-drinking  1.00  1.00

     Drinking 1.37(1.28-1.47) 1.41(1.33-1.50)

Physical 
activities Not  1.00  1.00

1-3 days 1.16(1.08-1.24) 1.28(1.21-1.36)

More than 4 days 1.34(1.24-1.45) 1.32(1.19-1.46)

Adjusted for School grade, School record, Family structure, 
Economic status,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차비는 1.65(95%CI : 1.28-2.14)로 스트 스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 다.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차비는 

1.42(95%CI : 1.33-1.51) 이었고, 음주 경험이 없는 학

생에 비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차비는 

1.37(95%CI : 1.28-1.47)로 흡연과 음주의 경험이 있

는 학생이 우울을 많이 경험하 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4일 이상 하는 학생의 비차비는 

1.34(95%CI : 1.24-1.45), 1-3일 신체활동을 한 학생의 

비차비는 1.16(95%CI : 1.08-1.24)으로 신체활동을 많

이 한 학생 일수록 우울경험이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 스트 스를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많이 느끼고 있는 학생의 우울에 한 비차비는 

6.98(95%CI : 4.48-10.88), 조  느끼고 있는 학생의 

비차비는 1.89(95%CI : 1.21-2.96)로 스트 스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 다.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차비는 

1.60(95%CI : 1.50-1.71) 이었고, 음주 경험이 없는 학

생에 비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차비는 

1.41(95%CI : 1.33-1.50)로 흡연과 음주의 경험이 있

는 학생이 우울을 많이 경험하 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4일 이상 하는 학생의 비차비는 

1.32(95%CI : 1.19=1.46), 1-3일 신체활동을 한 학생의 

비차비는 1.28(95%CI : 1.21-1.36)로 신체활동을 많이 

한 학생 일수록 우울경험이 많았다(표 5).

Ⅳ. 고찰

일반 으로 우울이 있는 청소년들은 일상생활과 학

업에서 오는 스트 스와 사회 인 우울에서 탈피하고

자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고 험 건강행 를 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의 과도기로써[9] 청소년들은 이 시

기에 습득한 고 험건강행 와 습 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 질환의 험요인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10][11]. 청소년기의 평생 우울 유병률은 15-20%정도

이며, 이는 성인과 비슷한 결과를 보 고,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가운데 우울은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

타냈으며[3][12], 본 연구의 우울 유병률은 남학생이 

29.2%, 여학생이 39.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우울 유병률의 비차비가 높아 우울과의 

련성이 매우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

다 다양한 원인의 스트 스로 인한 우울을 더 느낀다

고 하 다[13][14]. 한 학생의 우울을 연구한 Park 

HS 등[15]은 스트 스를 느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3.76배와 4.27배 우울을 더 느낀다고 하 고, 정신

 스트 스는 우울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 다[16]. 

우리나라는 학력을 요시함으로써 발생되는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으로 학업에 한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학생들이 갖는 

특수한 환경이 스트 스를 유발하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진다고 단되며,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학업 련 

스트 스는 우울 유병률의 요한 련 인자로 악

되어 이에 한 한 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다.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의 경우 흡연과 음주의 경험

이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흡연을 한 경우 각각 

1.42배, 1.60배 우울을 더 느 고, 음주를 한 경우에는 

각각 1.37배, 1.41배 우울을 더 느 다. Robert 등[18]

은 연구에서 61%의 흡연자에서 우울 증상을 나타냈

고, 27%에서는 우울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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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자가진단척도(CES-D scale)의 16  척도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흡연 는 음주하는 경우 우울성향과 련

이 높았다고 보고 하 다. Park 등[15]은 학생의 경

우 월 10일 이상 음주하는 경우에서만 비차비가 유의

하게 높았다고 하 다. Yu[19]는 고등학생의 경우 음

주 남학생의 29.7%, 여학생의 31.3%, 흡연 남학생의 

27.9%, 여학생의 36.6%가 우울감과 괴로움을 잊기 

해서 흡연과 음주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흡연  

음주는 우울과 서로 련이 있는 인자라 할 수 있다.

신체활동을 4일 이상 한 경우와 1-3일 한 남학생

의 경우 신체활동을 안하는 학생에 비하여 우울에 

한 비차비가 1.34배, 1.16배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

의 경우에서도 비차비는 각각 1.32배, 1.28배 높게 나

타났다. 신체활동을 많이 한 학생에서 우울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Larry 등[20]은 운동이 불안과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격렬한 운동

이 불안을 감소시키며, 운동량이 많을수록 우울은 감

소한다고 하 다. Park 등[15]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서만 비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

구에서는 등도 신체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서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우울에 한 비차비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우울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스트 스를 해소할 목

으로 더 많은 운동을 했던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첫째,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서 조사 상자가 주 으로 느낀 슬 거나 

망감의 유무만을 악하여 우울 유병률 에 한 정확

한 특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다. 이러한 은 

향후 연구에서 우울 유병률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객 인 도구를 사용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고등학교 청소년을 상

으로 우울 유병률과 련요인을 악하 으나 본 연

구는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원인-결과 계를 가정 

할 수 없어. 향후 연구에서는 향  연구를 통해 원

인-결과 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을 방하고 그들의 삶

의 질을 높이기 하여 건강행태가 고등학생의 우울 

유병률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악하 다. 조사

상자는 고등학교 남학생 37,261명과 여학생 36,797

명으로 총74,058명이었다. 우울 유병률은 남학생이 

29.2%, 여학생이 39.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스트 스를 많이 받을수록, 

흡연과 음주의 경험이 있을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우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표하는 표본

집단을 상으로 건강행태 등이 우울 유병률과 련

이 있음을 규명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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