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청소년기는 격한 생리 변화와 함께 정체감 형성

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성 심과 성 충동이 높아진

다.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은 건 한 인격체로서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수 이다[1]. 청소년기 발

생하는 부 한 성행 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여  청 년  신 경험과 살행동  계에 대한 

합연

경란1, 민2*

1가톨릭대학  간 학 사과정, 2수원대학  간 학과 조 수

A Convergenc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pregnancy experi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female adolescent

Kyongran Park1, Min Kwon2*

1The Doctor's Course in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he University of Suwon

  약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3년 청소년건강온라인행태조사에 응한 13세-19세 여학생 임신경험자 284명을 상으

로 한국 여성 청소년의 임신경험 험 요인과 임신 경험과 자살행동과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임신경험

군의 자살생각은 57.78%, 자살계획 37.7%, 자살시도 37.3% 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임신을 경험한 여성 청소

년은 자살생각, 계획, 시도가 없는 군에 비해 자살생각 1.44배, 자살계획 2.39배, 자살시도 2.38배 증가된 교차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임신 경험과 자살행동은 높은 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청소년기 임신 방과, 임신

경험 이후의 자살 험 방지를 해 학교와 교육 당국의 체계 교육과 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무엇보

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포 역에서 융합 지원과 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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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of pregnan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gnancy experi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284 pregnancy experienced adolescents aged 13-19 years. The suicidal 

ideation was 57.8%, the suicide plan was 37.7% and the suicide attempt was 37.3% among female adolescents with 

pregnancy experience.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emal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regnancy 

had 1.44 times more suicidal ideation, 2.39 times more suicide plans, and 2.38 times more suicide attempts than 

those without suicidal thoughts, plans and attempts. Because of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pregnancy experi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female adolescents, school and education authorities need systematic education and 

countermeasures to prevent adolescents' pregnancy and risk of suicide after pregnancy. And above all, convergent 

support and interest in home, school and community comprehensive area should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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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임신과 출산 등을직 경험하게 되는 여학생들

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2].

2014년 한국의 여성가족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

등학교에 재학 이면서 성 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8%가 임신경험이 있었다. 2013년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피임 실천율은 39.0%이고, 성 계

시작연령은 평균 12.8세로둘 다 지속 으로 낮아지고 있

는 추세이다. 한국 여성청소년의 임신 경험률은 0.2%이

고, 이 인공임신 수술 경험률은 66.1%이다[3].

청소년 임신은 임신 독, 빈 , 자연유산, 사산 등의

비율이 일반 임신에 비해 높다. 신체 문제 외에도 학업

실패, 실업, 사회경제 박탈등 부정 결과와연 이있

다[4-7]. 이는 심리 으로 좌 , 분노, 우울, 죄책감, 불안

등의 스트 스, 자포자기와 자살에까지 이르는 험을

래한다[4]. 기치 않은 임신과 인공 유산시술 경험 10

청소년은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임신

경험은 우울, 불안장애, 물질사용 장애 등 정신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8]. 출산하더라도 미혼모로 살아가는 심

각한 심리, 상황 기를 겪게 된다[8-10]. 따라서 청소

년 임신 경험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험 요소다.

인구학 으로도 2007년 이후 지속 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1 가 자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11]. 성인보

다 자살을 더많이 하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스트 스 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비해 높게 보고되었다[13]. 청소

년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가 자살과 상 계가 있으며,

특히 우울은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

의 정신건강 문제의 험요소 조기발견과자살률 최소화

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청소년 자살은 평소 잘 지내던 청소년도 갑작스런 스

트 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 인 욕구등의 다양

한 요인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14]. 이 시기는 삶에

한 의지를 완 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

을 극단 인 방법으로 표 하는 경우가 많다[15]. 그러므

로, 측하지 못한 임신은 여성청소년에게 있어 큰 괴로

움이자 스트 스 사건이므로 자살에 향을 미칠 수 있

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사망 4가

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죽음에 한 일

반 생각에서 자살 수단에 한 생각을 말한다. 자살계

획은 행동 차원을 포함하나 자해행동은 아닌 유서 작성,

소지품 정리를 말한다. 자살시도는 고의 인 실제 자

해를 포함해 자살을 하기 한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으

로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자살사망은 자살

실행으로 실제 자살을 의미한다[16]. 이에 여성 청소년의

임신 경험과 자살사망을 제외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

살시도와의 련성을 악하여 고 험군인 임신을 경험

하는 여성 청소년에 한 사회, 심리, 보건학 인 융합

측면에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임신 경험 여성청소년의 자살 행동 유병률에 한 보

고는 부족한 실정이며, 문서로 보고된 비율은 11-20%정

도다[17-19]. 청소년의 임신경험과 자살행동과의 련성

연구가 아직은 미진하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청소년의

임신경험 험요인을 악하고, 임신경험과 자살행동의

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여성청소년의 임신 경험이 자

살 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청소년의 임신경험

유무에 따른 자살행동을 비교한다. 둘째, 한국 여성청소

년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신경험을 비교한다. 셋째, 한

국 여성청소년의 임신경험에 한 일반 특성의 향을

악한다. 넷째, 한국 여성청소년의 임신경험이자살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여성청소년의 임신 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향

규명을 해 2011년-2013년도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온

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2.2 연 대상 

질병 리본부에 의해 수행된 2011-2013 년까지의 한

국 청소년 건강온라인 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를 해 질병 리본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

은 후 원시자료를 이용하 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습 , 신체활

동 등 15개 역의 건강행태 악을 해, 1-고3 학생

을 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다.



여  청 년  신 경험과 살행동  계에 대한 합연 551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

로 진행하 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 지역군과 학교

을 변수로 사용해모집단을 129개 층으로나 었다. 표본

배분 단계에서 시, 도, 도시규모, 지역군 등에 따라 표본

을 배분하여 층화집락추출법으로 추출하 다. 각 학년에

서, 한 표 학 을 선택하고, 각 학교에서 여섯 표 학

의 학생들이 선정 다. 익명이 보장된 ID가 할당된 설

문 조사에 응답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95.5%, 96.4

%, 96.4% 다. 2011- 2013년도 조사는 총 222,264 명이

참여하 고, 성 계 경험자는 3,065명이고, 이 임신 경

험 여성청소년은 284명으로 본 연구 상이다.

2.3 연 도

2.3.1 적 특

개인 요인으로는 학교유형, 학교구성원 성별, 성 ,

거주하는 부모, 경제수 , 주 체형인지가 포함되었

다. 학교유형은 ‘ 학교, 특성화계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구성원의 성별은 ‘여학교, 남녀공학’, 성 과 경제

상태는 ‘상, ( 상과 하 포함), 하’ 3가지로 범주화했

다. 거주하는 부모는 ‘없음, 아버지만, 어머니만, 부모’ 로

구분하 다. 주 체형인지는 ’마른, 보통, 뚱뚱한‘ 3가

지로 범주화했다. 물질 사용 요인으로는 음주, 흡연경험

은 ’없다, 있다‘로, 약물 사용 경험은 ’있다, 없다‘로 구성

했다. 성행동 요인은 성 계 시작 연령은 ’ 등, 등, 고

등학교’로 응답하 고, 술 마신후 성 계 경험은 ‘아니오,

’로, 피임 실천은 ‘성 계시 임신 방을 해 피임을하

습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부분, 가끔 했음, 안

하 음’으로, 연간 성교육 경험은 ‘있다,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 다. 정신 건강 요인으로는 평소 스트

스 인지 정도는 스트 스가 ‘있다’(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 느낀다 포함), ‘없다’(별로 느끼지 않는

다, 느끼지 않는다 포함)로 2가지로 범주화하 다.

우울감(슬픔/ 망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

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

는지에 한질문으로 ‘있다’, ‘없다’로응답한 자료를 사용

하 다.

2.3.2 살행동

자살행동 요인은 ‘최근 12개월’간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 여부를 ‘있다’,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사

용하 다.

2.4 료수집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컴퓨터실에서 실시하는

익명이 보장된 ID가 부여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다.

조사지원 담당교사가 표본학 학생을 컴퓨터실로 인솔

해, 무작 로 1인 1 컴퓨터를 배정한다. 학생에게 안내

문 1장씩 배부한 뒤, 동 상 조사지침 자료를 이용해

조사의 필요성과 참여방법을 설명한다. 설명을 들은 학

생 참여ID를 가지고 사이트에 속하여 설문참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2.5 료 분  

자료 분석은 SAS software version 9.3 for Windows

로 진행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임신경험 유무별 청소

년 실태는 n(%)로 표 하 다. 임신경험 유무에 따른 일

반 특성을 비교하기 해서 χ2-test를 사용했다. 임신

경험에 한 일반 특성의 향을 악하기 해 단순

회귀분석을 이용했다. 한 임신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했다. Model 1은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했고, Model

2는 Model 1에, 학교, 부모와 거주, 경제 상태, 주

체형 인지를 추가하여 보정해 분석했다. Model 3는

Model 2에 술 마신 후 성 계, 피임 실천, 성교육을 보정

해 분석했다. 결과는 교차비 odds ratio(OR)와 95% 신뢰

구간 confidence index(CI)로 제시되었다. 통계 유의수

은 p<0.05로 실시했다. 복합표본설계와 가 치를 반

하기 해 SURVEYMENS, SURVEYFREQ,

SURVEYLOGISTIC procedures를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신 경험 에 따  살행동 비

2011년-2013년 성 계 경험자는 3,065명이며, 임신 경

험 여성 청소년은 284명이었다. Table 1에서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의 경우, 임신 경험군 57.8%, 임신비경험군

42.8%이었다.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는, 임신 경험군

37.7%, 임신 비경험군이 19.4%이었다. 자살시도를 한 경

우, 임신 경험군이 37.3%, 임신 비경험군이 17.3%이었다.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각각에서 임신 경험군이

임신 비경험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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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icidal behavior 

according to pregnancy experience

Suicidal
Behavior

Total n(%)

Pregnancy Experience

yes
(n=284)

no (n=2,781)
χ2
(p)

Suicidal
Ideation
Yes
No

1,355(44.3)
1,710(55.7)

164(57.8)
120(42.2)

1191(42.8)
1,590(57.2)

27.94
(<.001)

Suicidal
Plan
Yes
No

646(21.7)
2,419(78.3)

107(37.7)
177(62.3)

539(19.4)
2,242(80.6)

82.11
(<.001)

Suicidal
Attempt
Yes
No

588(19.6)
2,477(80.4)

106(37.3)
178(62.7)

482(17.3)
2,299(82.7)

76.42
(<.001)

3.2 적 특 에 따  신경험 

Table 2에서 임신경험은 일반 특성 개인 요인에

서는 학교 구성원성별, 성 , 거주하는부모, 경제수 ,

주 체형 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구성원

성별에서 임신경험군은 남녀공학이 12.8%로 여학교

3.5%보다 많았다(p<.001). 성 은상이 24.4%로 6.0%,

하 16.7%보다 높았다(p<.001). 거주하는 부모가 부재인

경우가 37.3%로 부모가 다 있는 경우 6.6%에 비해 높았

다(p<.001). 경제수 은 이 6.5%로 상 27.4%, 하 21.7%

에 비해 낮았다. 주 체형 인지는 마른 편인 군이

15.8%로 높았다(p<.001).

Table 2에서임신경험은물질 사용요인 음주 시작

여부, 흡연 시작 여부, 약물 사용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임신경험군의 경우 음주를 시작한 군이

9.9%로 시작하지 않은 군 7.2%에 비해 높았다. 흡연을

시작한 군의 임신경험군이 13.9%로 시작하지않은 군보

다 높았다. 약물 사용 경험군에서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가 71.8%로 약물 비경험 군에 비해 높았다(p<.001).

Table 2에서 임신경험은 성행동 요인 성 계 경험

시작 연령, 술 마신 후 성 계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성 계 경험 시작연령에서 임신 경험군이

등학교인 경우 27.5%로 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높았다.

임신 경험군에서 음주 후 성 계 경험군이 23.4%, 비경

험군 2.9%에 비해 높았다(p<.001).

정신건강 요인에서는 임신경험은 평상시 스트 스 정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 스가 있는 군에

서 임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0%로 스트 스가 없는

군 4.9%보다 높았다(p<.001).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pregnancy experience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egnancy Experience
χ2

(p)yes
(n=284)

no
(n=2,781)

Individual characteristics

School Type
Middle
Technical high
General high

93(11.9)
79(9.5)
112(9.6)

831(88.1)
762(90.5)
1188(90.4)

3.74
(0.324)

School
Gender

Girl‘s school
Mixed school

30(3.5)
254(12.8)

776(96.5)
2005(87.2)

58.02
(<.001)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61(24.4)
119(6.0)
104(16.7)

228(75.6)
1952(94.0)
601(83.3)

140.32
(<.001)

Family
(living with)

None
only father
only mother
both

96(37.3)
125(6.6)
32(12.6)
31(6.6)

206(62.7)
1893(93.4)
252(87.4)
430(93.4)

290.49
(<.001)

Household
Economic
State

High
Middle
Low

64(27.3)
148(6.5)
72(21.7)

186(72.7)
2280(93.5)
315(78.3)

180.94
(<.001)

Perceived
Body Weight

Underweight
right weight
Overweight

102(15.8)
84(8.6)
98(8.4)

607(84.2)
941(91.4)
1233(91.6)

31.93
(<.001)

Substance Use Factors

Alcohol
Drinking
Initiation

Initiators
Non-initiators

237(9.9)
40(7.2)

2160(90.1)
617(92.8)

(<.001)

Smoking
Initiation

Initiators
Non-initiators

223(13.9)
53(4.9)

1814(86.1)
1235(95.1)

(<.001)

Experience of
drug use

Yes
No

103(71.8)
18(29.8)

53(28.2)
42(70.2)

31.05
(<.001)

Sexual Behavior Factors

Sexual
intercourse
Initiation

Elementary
Middle
High

164(27.5)
71(6.5)
44(3.5)

488(72.5)
1043(93.5)
1201(96.5)

306.88
(<.001)

Sexual
intercourse
after alcohol
drinking

Yes
No

233(23.4)
51(2.9)

880(76.6)
1901(97.1)

6.57
(<.001)

Condom Use

Never
Occasionally
Mostly
Always

122(9.6)
48(13.5)
52(11.9)
62(9.2)

1318(90.4)
319(86.5)
390(88.1)
754(90.8)

7.20
(0.157)

Sexual
Education

Yes
No

159(9.3)
125(11.9)

1792(90.7)
989(88.1)

5.12
(0.050)

Mental Health Factors

Stress
Yes
No

222(8.0)
62(4.9)

2540(92.0)
241(95.1)

166.14
(<.001)

Depressed
Mood

Yes
No

186(11.1)
98(9.0)

1652(88.9)
1129(91.0)

3.54
(0.112)

3.3 신 경험에 대한 적 특  향

Table 3에서 임신경험과 일반 특성과의 련성을

OR(95% CI)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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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pregnancy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egnancy Experience
(n=284)

OR(95% CI)

Individual characteristics

School Type
Middle
Technical high
General high

3.77(1.68-8.45)
1.41(0.94-2.11)
1 (ref.)

School Gender
Girl‘s school
Mixed school

0.49(0.31-0.77)
1 (ref.)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2.61(1.52-4.47)
1 (ref.)
2.02(1.42-2.88)

Family
(living with)

None
only father
only mother
both

3.32 (1.82-6.05)
0.91 (0.57-1.46)
1.76 (1.01-3.08)
1 (ref.)

Household
Economic State

High
Middle
Low

4.29(2.51-7.34)
1 (ref.)
2.40(1.60-3.60)

Perceived Body
Weight

Underweight
right weight
Overweight

2.08(1.39-3.11)
1 (ref.)
0.85(0.57-1.28)

Substance Use Factors

Alcohol Drinking
Initiation

Initiators
Non-initiators

2.74(1.36-5.52)
1 (ref.)

Smoking Initiation
Initiators
Non-initiators

4.62(2.82-7.57)
1 (ref.)

Experience of drug
use

Yes
No

3.21(1.20-8.55)
1 (ref.)

Sexual Behavior Factors

Sexual intercourse
Initiation

Elementary
Middle
High

20.36(12.08-34.32)
3.30(2.16-5.05)
1 (ref.)

Sexual intercourse
after alcohol
drinking

Yes
No

6.80 (4.50-10.28)
1 (ref.)

Condom Use

Never
Occasionally
Mostly
Always

1.60(0.98-2.59)
2.85(1.68-4.83)
1.86(1.09-3.17)
1 (ref.)

Sexual Education
Yes
No

1.38(0.99-1.94)
1 (ref.)

Mental Health Factors

Stress
Yes
No

0.59(0.36-0.97)
1 (ref.)

Depressed Mood
Yes
No

1.39(0.99-1.96)
1 (ref.)

연령을 보정한 이후, 개인 요인에서 임신경험 험

률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가 3.77배 높게 나타

났다. 남녀공학에 비해 여학교가 임신경험 험이 0.49배

로 낮았다. 학교 성 에서 임신경험 험은 권에 비

해 상 권 2.61배, 하 권 2.02배로 높았다. 부모 둘 다와

함께거주하는 군에비해 임신경험 험이부모 둘다 없

는 경우는 3.32배, 편모와 거주하는경우는 1.76배로 높았

다. 한, 경제 수 에서는 에 비해 ‘상’이 4.29배, ‘하’

2.40배로 임신 험이 높았다. 주 체형 인지에서 체

으로 인지하는군이 보통으로인지하는 군에비해 2.08

배 임신 험이 높았다.

물질 사용 요인에서는 음주, 흡연 군이 시작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임신경험 험이 각각 2.74배, 4.62배로 높았

다. 약물 사용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임신경험 험

이 3.21배로 높았다.

성행동 요인에서는 성 계경험 시작연령이 고졸까지

인 경우에 비해 졸까지인 경우는 20.36배, 졸까지인

경우 3.30로 임신경험 험이 높았다.

음주 후 성 계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임신경험

험이 6.80배로 높았다. 피임 실천을 항상 하는 군에 비

해 가끔 하는 군이 2.85배, 부분 하는 군 1.86배로 임신

경험 험이 높았다.

3.4 신경험  살행동에 미치는 향

Table 4에서는 연령, 개인 요인과 물질 사용 요인,

성행동 요인을 통제 변수로 단계 으로 모델에 포함시켰

을 때, 임신경험과 자살행동과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Table 4. Association between pregnancy experience

and suicidal behavior

Suicidal
Behavior

Pregnancy Experience (n=284)

Model 1 Model 2 Model 3

Suicidal
Ideation(ref:no)
Suicidal
Plan(ref:no)
Suicidal
Attempt(ref:no)

1.44(1.04-1.99)

2.39(1.68-3.40)

2.38(1.69-3.35)

1.42(1.02-1.98)

2.08(1.45-2.98)

2.24(1.57-3.20)

1.25(0.89-1.77)

1.88(1.28-2.77)

2.02(1.37-2.97)

Model 1에서 연령을 보정한 이후, 자살생각이 없음에

비해 자살생각이 있을 험 교차비가 1.44배, 한 자살

계획은 2.39배, 자살시도는 2.38배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 연령을 포함한 기본 개인 역인 학

교, 부모와 거주, 경제 상태, 주 체형 인지를 보정

한 이후, 자살생각의 교차비가 1.44에서 1.42로 감소하

고, 자살계획은 2.39에서 2.08로 감소하 다. 자살시도도

2.38에서 2.24로 감소하 다.

Model 3에서는 Model 2의 변수를 포함하여 성행동

역의 변수인 술 마신 후 성 계, 피임 실천, 성교육을 보

정한 이후, Model 2에 비해 자살생각은 련성이 사라졌

다. 자살계획은 2.08에서 1.89로 감소했고, 자살시도는

2,24에서 2.02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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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청소년 자살은 충동 인 생각으로 벌어진다는 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자살 험군의 특징을 잘 알

고 처해야 한다. 이런 발달 단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기치 못한 임신경험은다양한 신체

정신 부작용은 물론, 자살 행동에 향을 미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한국 여성 청소년의 임신경험과 자살행동과의 계를

밝히기 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임신 경험군에서 자살행동(자살생각 57.8%, 자살계획

37.7%, 자살시도 37.3%)은, 임신 비경험군에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임신경험 여학생 높은 비

율의 자살사고를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

라질 임신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16.3%이었고, 자살시

도는 20%인 결과에 비해 임신경험 한국 여성 청소년의

자살행동 비율은 상 으로 매우 높은 수 이다[17].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임신 경험이 있는 군의 자살

사고의 비율이 6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2]. 즉 기

치 못한 임신, 인공임신 , 미혼모가 되는 일련의 상황

기가 자살 험을 높이는 커다란 요인이다.

일반 특성에 따른 임신경험을 살펴보면, 연령을 통

제한 경우,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임신경험

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성 계 경험시작 연령이 고

졸까지인 경우에 비해 졸까지인 경우는 20.36배, 졸

까지인 경우 3.30배 임신경험 험이 높았다. 연령이 높

을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선행 연구의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20]. 우리나라 여학생의 성 계 시작연령이 2007

년 14.5세에서 2014년 13.3세로 더욱 낮아졌다[21]. 우리

나라도 성 조숙증이 빨라지고 있으며, 경연령은 평균

12세이며, 등학교 4학년 조기 경경험 비율이 5.45%로

보고되된 바[22], 성 계 경험 시작 연령이 차 낮아지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추이는 임신경험 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남녀공학에 비해 여학교의 임신경험

험이 낮았다. 학신입생에서 남녀 공학 고교 출신군이

여학교 출신군에 비해 성경험이 높았다[23]. 여학교에 다

니는 여학생보다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남학생과 교류가

활발하며, 이성교제와 성경험 가능성이 상 으로 높아

임신경험에 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군에 비해 부모가 부재하는 군

과 편모 거주군이 임신경험 험이 높았다. 가족과의 동

거가 10 여학생의 임신을 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4]. 이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부모와 함께살지 않는 상황

이 유발된다. 그로 인한 부모의 감독, 화 심 부족

이 청소년 일탈과 임신경험을 높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조기 성

활동 청소년 임신에 가장 요한 험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즉, 결손가정은 자녀들의성행동을

조기에 시작하게 하고, 조심성을 감소시켜 상 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성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성 심리를

조장하게 된다. 특히 이것을 결정하는 민감한 시기가 생

애 기 5세라고 보고하 다[25].

본 연구에서 경제수 이 에 비해 상과 하가 임신

험이 높았다. 이는 경제수 이 인 경우보다 높거나 낮

은 경우, 험 성행동이 증가한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한

다[26]. 그러나 경제 수 이 성행동과 련이 없다고

밝힌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27]. 한 오히려 경제수 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성문제 행동이 많다는 연구 결과와

반 되는결과이다[28, 29]. 여유가 있는가정의 청소년들

이 용돈을 데이트비로 사용하고 성 계까지 이르러 임신

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아르바이

트가 비행 행동과 한 상 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30]를 용하면, 경제 수 이 낮은 청소년도 스스로 번

돈으로 성 계를 하고 임신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유

추된다.

학교 성 에서 권에 비해 상 권과 하 권이 임

신경험 험이 상 으로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성

이 에 비해 상과 하에서 성 계를 많이 한다고 분석된

것과 같은맥락이다[31]. 학교성 이 하 일때, 임신경험

이 많은 선행연구 부분 으로 일치한다[23]. 미국 캘리포

니아의 14-20세 청소년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성

이 좋고, 자주 문자를 사용하며 성행동을 하는 학생들

이 임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32]. 국내 선행연구에

서 성 이 가정의 소득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결과처

럼[33], 성문제 근 시, 학업 성 보다 가정의 경제 상

태를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 다[30].

주 체형인지에 따라 임신경험에서 차이가 있었으

며, 체 인지군이 보통 인지군에 비해 임신 험이 높

았다. 체 과소평가군은 13세 이 에성 계 확률이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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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더많이성행 를 하고, 콘돔 사용은반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신체상 불만족군이 성 트 와

콘돔 성행 를 할 가능성이 낮아 임신 험이 높다고 보

고하 다[34].

음주, 흡연, 약물 사용군이 비사용군에 비해 임신경험

험이 높았다. 음주, 담배, 약물 등은 청소년의 이른 성

경험의 험요인으로 나타났다[35]. 일본 청소년 임신율

이 음주, 흡연, 약물 사용과유의한상 계를보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6]. 한 본 연구에서 음주 후 성 계

경험군에서 임신경험 험이 높았다. 음주 후 충동 성

계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 계에 향을 미쳤다

[37, 38]. 즉, 음주 후의 성 계는 상치 않은 성 계와

피임의 부재를 유도해 임신 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피임실천을 항상 하는 경우에 비해 ‘가끔’과 ‘ 부분’

하는 경우가 임신경험 험이 높았다. 그러나 피임을 하

지 않는 군은 임신경험과의 련성이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처음 성 계를 할 때, 피임을 하지 않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피임실천의 빈도와 임신

과의 계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할 은 본 연구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 여학생이 임신경험과 상 없이

47.2%를 차지한다. 2016년 우리나라 성경험 여자 청소년

에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39.2%로 피임 실

천율이 조하며 어릴수록 피임 실천율은 낮고[39],

15-19세 미국 여학생의 피임 실천율이 98.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 이다[40].

정신건강 요인에서는 비스트 스군에 비해 스트 스

군이 임신경험 험이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 스트 스

가 없을 때성 경험률이 2.3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 같

은 맥락이다[41]. 스트 스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나지만, 청소년 스트 스가 비행에 미치는

향을 자기 통제력이 완 매개한다는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42]. 부정 인 험 결과를 강렬하게 상상하면

스트 스를 강하게 느끼고 험을 더 크게 평가해 험

행동을 덜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43]. 즉 임신에 한 험을 인지하여 스트 스가 높으

면 성 계를 통한 임신 경험이 낮아질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보정한 경우 임신 경험과 자살행동과

련성을 나타냈다.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더 많

이 한다. 임신경험군의 50%가 멸감과충격 인감정을

표 하 다[44]. 청소년은 기치 못한 임신으로 충격을

받고, 자신의 비부족과 무능력으로 인해 임신 발견 직

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45,46].

한 성경험 시작시기가 15세 미만일 경우에, 자살사고와

자살시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47]. 임신청소년 에서

자살행동은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

안장애, 신체 학 , 이 의 낙태경험, 낮은 교육수 ,

아버지의 무시하는 애착타입, 어머니의 통제 보살핌

등과 련이 있다[48]. 본 연구 상자들도 정신과 으로

고 험군 진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계 이고 면 한 상

담과 치료가 요구된다. 특히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

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낮아졌다는 결과[49]를 통해,

부모와 여성 청소년을 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의사소통에 한 교육과 문화가 다각 으로 확산될 필요

가 있다. 한 기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한 수용과

존 ,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에 해 정 으로 평가하

는 태도가자살생각을 방하는 요 과제다[50]. 성경험

이 빨라지는 세태에서, 어린 여성 청소년에게 건강한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살을

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 청소년의 조기임신 방 자체가 가장

요하며,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학

교 보건교육 담당자와 학교 상담가를 통한 재가 원활

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기시하는 분 기를

바꿔, 임신을경험한 청소년이 도움을 구할수 있는 실질

환경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 청소년 자살에

해 학교 교사가 조기에 극 으로 개입 자원연계

를 통한 효율 인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 요하다[51].

이러한 결과를고려해 볼때에, 임신경험 청소년에

한 정신과 기 방을 한 재 방안과 책이 실

하다. 조기임신을 방하기 해서 첫째, 개방 성 문화

의 효과 스마트폰 발 으로 인한 성 련 컨텐츠

가 무분별하게 미디어로 보 되는 사회문화 배경 하에

서는, 맞춤형임신 방을 한 교육과 처가 더욱 긴요

하다. 둘째, 부모의 감독과 화와 심이 요구되며, 등

학교 학년 때부터 성건강 증진 성 계 방을 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편모 가정의 여아들을

상으로 이른 시기에 올바른 성 가치 을 심어 수 있는

사회 문화 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녀공학의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올바르고 건강한 이성

교제 을 정립시키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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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신체상을 정립하고 정확한 인지를 키워서, 이성

계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기반으로 자기의의사를 효율

으로 표 하는 훈련이 포함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넷

째, 음주, 흡연 약물사용으로 인한 성 계의 험성과

임신 방을 한 피임방법 교육도 필요하다. 성 계 경

험 시작을 되도록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연령에 맞

추어 피임을 포함한 실질 인 성교육이 요구된다. 더 나

아가 물질 독 방 교육을 통한 자기조 력 유지의 필

요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도 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변인과 임신경험과의 련성을 고려하며 다각 인 연구

가 개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는 2차분석 연구로서단면조사설계로이루어

진 연구로서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임신경험과 자살행

동에 한 연구가 없는 실에서 이를 악하 기에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살을 방하기 한 구체 인 재방법의 연

구의 석을 놓은셈이다. 한국 여자청소년의 임신의

험요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신을 방하고, 임신

경험 청소년의 자살 기에 한 방과 처 방안을 마

련하는데 요한 기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2011년-2013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청소년의일반 특성을

악하고 임신 경험의 향요인 그리고임신경험과 자살

행동과의 련성을 악하 다.

연구결과 임신 경험군에서 자살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경험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남녀공학, 성 ,

부모와 함께 거주 여부, 경제 수 , 주 체형 인지, 음

주, 흡연, 약물 사용 경험, 술 마신 후의 성 계, 성 계

시작 연령, 피임실천, 스트 스 인지가 임신경험의 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자살에 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시

에서, 임신 청소년의 자살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역이

다. 고 험군으로서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체 ,

심리 , 사회 고통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차 한 문제이므로 이 분야에 한 확장된

연구와 심이 더욱 요하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임신을 방하

고, 이후 자살로 진행될 수 있는 험을 방지하기 한

요인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체계 인 교육과

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자존감과 자

신의 의견을 건강하게 표 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심리 ,

정서 성교육과 심이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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