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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의 위험도를 비교․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제
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1.20배
(CI: 1.10-1.31) 높았고, 반면에 패스트푸드는 1.28배 (CI: 1.19-1.38)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
험행위는 현재 흡연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48배(CI: 3.17-3.84), 현재 음
주는 3.36배(CI: 3.14-3.96), 고카페인 섭취는 1.11배(CI: 1.04-1.19), 위험 성행동은 2.29배(CI: 2.06-2.55) 더욱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식습관과 건강위험행
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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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For this study raw data from the 13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7) was examined.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s for 62,823 
adolesc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part-time job.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4.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which the 
complex sample design was applied. The odds ratio of  no fruit intake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compared to adolesc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part-time job was 1.20 (CI: 
1.10-1.31). The odds ratio of fastfood intake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compared 
to adolesc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part-time job was 1.28 (CI: 1.19-1.38). The odds ratio of 
present smoking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compared to adolesc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part-time job was 3.48 (CI: 3.17-3.84). The odds ratio of present drinking was 3.36 (CI: 
3.14-3.96).  The odds ratio of high caffeine intake was 1.11 (CI: 1.04-1.19). The odds ratio of high 
caffeine intake was 2.29 (CI: 2.06-2.55). In develop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 according to part-tim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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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10,119명을 대상으로 한 안선영 등[1]의 연구

에서 중학생 때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
은 10.7%이며, 고등학생은 3분의 1 이상이 3학년 1학기
까지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1~2학년 
시점의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2]. 

청소년들은 일회성 전단지 돌리기 같은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중국집, 카페, 분식점 등에
서 아르바이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 없는 학생들보
다 현재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약 30% 정도의 청소년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겪어 본 것
으로 나타났다[3].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당 노동시간, 노동부담 그리고 
스트레스적 노동 경험이 노동 학업 간 갈등을 일으키고 
학교적응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주당노동시
간은 학교 적응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정규 노동과 구분되는 아르바이트생은 30분 이하의 
짧은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휴일, 야간, 시간 외 근무자의 결식률이 높으
며, 식사하는 장소의 불안정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쉽게 관찰된다. 식사 장소로 별도의 공간이 아닌 일하는 
곳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하며, 주로 혼자 식사를 하는 양
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5]. 청소년의 건강행동 점수와 
식습관 점수는 상관도가 높았고, 유의함이 있다고 알려졌
다[6].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평생 동안 음주 경험의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음주 경험은  문제 음주가 될 확률
이 높으며, 긍정적 식습관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음주습관
의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7].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음주, 흡연 등의 비
행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계속되는  아르바
이트 경험은 음주 흡연 등의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8].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3
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한 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아
르바이트와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중학교 3

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
년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2학
년 때 음주와 흡연, 경비행, 중비행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아르바이
트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 역시 고
등학교 2학년 때의 비행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가 비행에 끼치는 효과는 
비교적 상당히 오래 계속됨을 알 수 있다[9].

건강위험행위의 변수인 흡연과 음주, 흡연과 조기성행
위, 음주와 조기성행위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성이 있으
며, 고등학생의 건강위험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변수
는 학교계열, 성별, 교우관계,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우
울, 자기통제력, 부모의 반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등학생의 건강위험행위를 1/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10]. 청소년들의 고용 시간과 흡연, 음주의 문제 
행동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으며[11], 유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약물 사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현재까지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는 주로 현황, 노동인권, 진로지도, 지원정책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1]. 청소년 건강행위 실태 파악은 학교 건강증
진사업의 기초가 된다. 학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학생들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에 기초하여 건강
관리와 건강증진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학교보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13]. 

이에 이번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원시자료를 활용하
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
위를 파악하여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한다.

2)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
행위를 파악한다.

3)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
행위의 위험도를 비교․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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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 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원시자료

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
강위험행위를 파악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
과 비교하여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 자료와 연구 대상자
본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 건

강행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사업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및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
소년 보건지표 산출을 위해 실시된 정부승인통계조사이
다.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 공개
와 활용규정을 준수하여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
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원시자료 이용자 동
의를 인증받고 난 후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았다. 제13차 청소년건강
행태 온라인자료는 2017년 전국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
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4월 기준)을 대상으로 온라인에
서 실시된 익명의 자기기입식 조사이다. 모집단 층화, 표
본배분, 표본추출의 단계로 나누어 표본추출과정이 진행
되었다. 전국 39개 지역과 학교 급(중학교, 일반고, 특성
화고)을 층화변수로 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위로 나누었
다. 표본 배분은 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로 먼저 
배분한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를 배분하
였다. 표본추출은 학교를 1차 추출단위, 2차 추출은 학급
으로 한 계통추출법이었다. 1차 추출은 영구난수추출법, 
2차 추출은 선택된 표본에서 학년별로  학급 하나를 무
작위 추출하여 전국 800개교, 64,991명이 최종 표본으
로 선정되었다. 대상자수는 조사당일 기준의 출석부상 학
생 수이며, 표본학급 학생 중 장기결석, 특수아동, 문자해
독에 장애가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택
된 표본 중 799개교 62,276명이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95.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
사에서 제공되는 원시자료는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고 이
상치 처리를 거쳐 자료를 정제하였다. 가중치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산출하였고 원시자료에 가중치변수(W)로 제공
하고 있다. 가중치는 추출률 역수와 응답률 역수를 곱한 
것에 가중치 사후보정률을 곱한 값이다. 추출률은 표본설
계의 추출과정을 반영하여 계산되었고, 응답률은 표본학

교 학년별 대상자 중 당일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비율
로 계산되었다. 가중치 사후보정률은 학년별가중치, 학교 
급별(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군 내 성별 가중치 
합이 2017년 전국 중·고등학생 수(4월 기준)와 같도록 
계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본이 모집단을 대변하
며, 중학교 응답자수 30,885명, 고등학교 응답자수 
31,391명이 2017년 전국 중학생 1,370,462명, 전국 고
등학생 1,657,026명(4월 기준)을 대표하였다. 청소년건
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는 식별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이
루어져 대상자 개별 정보가 없고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
장된 설문으로 실시되었다[14].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확인(HR-004-01) 후에 진행
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본 연구에서는 ‘최근 1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

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최근 12
개월 동안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
지 않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
별, 학년,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 수준, 거주형태 등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로, 학년은 중1, 중2, 중3, 고
1, 고2, 고3학년으로,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 수준은 5
단계로 구분된 항목을 3단계로 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
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지내는지, 친척집에 있는지, 하숙·
자취·기숙사 등 혼자 지내는지 또는 고아원, 사회복지시
설 그리고 보육원 같은 보육시설에 지내는 것으로 구분
하였다. 

2.3.2 식습관
식습관 변수는 과일, 채소, 패스트푸드 섭취 등을 분석

하였다. 과일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과일(과일주스 제
외)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최근 
일주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과일, 채소 
비섭취군’ , ‘주1~2번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과일 
섭취군’ 으로 분류하였다.   채소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
안 식사할 때 채소반찬(김치제외)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
니까?’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일주일동안 먹지 않았다’
라고 표기한 경우는 ‘채소 비섭취군’ , ‘주1~2번 이상’ 이
라고 표기한 경우는 ‘채소 섭취군’ 으로 분류하였다. 패스
트푸드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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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by part-time work experience                (N=62,276)

Characteristics
Do not experienced 

part-time work Experienced part-time work x² P
n % n %

Gender male 22,245 51.8 4,379 53.7 10.80 .216female 26,627 48.2 4,025 46.3

Grade

Middle school 1 10,041 16.9 148 1.5

4610.85 <.001

Middle school 2 9,965 17.2 412 4.2
Middle school 3 9,518 16.2 801 8.1
High School 1 8,543 16.8 1,622 19.2
High School 2 8,170 16.8 2,630 32.7
High School 3 7,635 16.1 2,791 34.3

School Record
High 22,354 41.4 2,170 25.3

1375.20 <.001Medium 15,614 29.2 2,196 25.9
Low 15,904 29.5 4,038 48.8

Family prosperity
Affluent 22,405 42.3 2,397 28.5

1188.82 <.001Medium 24,676 45.4 3,906 46.5
Poor 6,791 12.3 2,101 25.0

Residence type

Family 5,1430 95.9 7,732 92.7

359.18 <.001Relative 344 0.6 152 1.8
Lodging, etc. 1903 3.2 398 4.1
Childcare facilities 195 0.3 122 1.4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에
서  ‘최근 일주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패스트푸드 비섭취군’ , ‘주1~2번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패스트푸드 섭취군’ 으로 분류하였다.

2.3.3 건강위험행위
건강위험행위 변수로는 현재흡연, 현재음주, 약물사

용, 위험 성행동, 폭력경험, 고카페인 음료섭취 등을 분석
하였다. 현재 흡연은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비흡연’, ‘월 1~2일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현재흡연’ 으로 나누었다. 
현재음주는 ‘최근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음주 안함’으로 정의하고 ‘월 1회-매일’은 
‘현재음주’로 정의하였다. 약물사용은 ‘지금까지 습관 또
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위험 성행동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
까’, 문항을 사용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폭
력경험은 ‘최근 일 년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에서 ‘0번’ 은 없음으로‘, 1번 이상’은 있음으로 분류하였
다. 고카페인음료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고카페인(또
는 에너지)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에 대한 답
변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마시지 않았다’ 는 ‘없음’, ‘주 
1-2번 이상’ 인 경우는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2.3.4 자료 분석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

사 원시자료는 표본추출과정에서 표본오차를 최소로 하
기위해 모집단을 층화하여 지역과 학교 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층을 나누고 있다. 통합한 표본설계 통합 층을 
원시자료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자료 분석 시 층화변수로 
표본설계 통합층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의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통합층, 집락변수, 가중치, 유
한모집단수정계수를 적용하여 IBM SPSS Statistics 
24.0 program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일반 특성, 식습관
과 건강위험행위는 빈도, 백분율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으
로 분석하였다.

둘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
행위의 위험도는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 청소년 62,276명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

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8,404명이었으며, 비교 표본으
로 분석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은 53,872명
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인원의 
1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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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ating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 between Groups 
(N=62,276)

Characteristics
Do not experienced part-time 

work Experienced part-time work x² P
n % n %

Eating 
characteristics

Fruit Yes 48,785 90.6 7,247 86.0 174.43 <.001No 5,085 9.4 1,157 14.0

Vegetables Yes 51,707 95.9 7,972 94.9 19.02 <.001No 2,165 4.1 432 5.1

Fast food Yes 42,542 79.5 7,088 85.1 142.10 <.001No 11,330 20.5 1,316 14.9

Health risk 
behavior

Present smoking Yes 1,809 3.6 1,960 23.9 5092.15 <.001No 52,063 96.4 6,444 76.1

Present drinking Yes 6,072 11.9 3,525 42.3 4065.37 <.001No 47,800 88.1 4,879 57.7
High caffeine 

intake
Yes 12,341 23.0 2,500 29.6 177.23 <.001No 41,531 77.0 5,904 70.4

Sexual behavior Yes 1,753 3.5 1,280 15.9 2336.12 <.001No 52,119 96.5 7,124 84.1

Drug experience Yes 382 0.7 274 3.4 483.39 <.001No 53,490 99.3 8,130 96.6
Violence 

experience
Yes 1,209 2.3 467 5.5 295.59 <.001No 52,663 97.7 7,937 94.5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한 차이
는 없었다(χ2=10.80, p=.216). 학년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χ2=4610.85, p=<.000). 아
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1.5%, 중학교 
2학년 4.2%, 중학교 3학년 8.1%, 고등학교 1학년 
19.2%, 고등학교 2학년 32.7%, 고등학교 3학년 34.3%
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학교성적을 ‘하’
라고 응답한 비율은 48.8%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29.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의 
주관적인 학교성적에 대한 인식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χ2=1375.20, p<.001). 또한 청
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가 ‘하’라고 답한 
경우는 25.0%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은 
12.3%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
태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χ
2=1375.20, p<.001).

3.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정신
건강 및 건강위험행위는 Table 2와 같다. 식습관에서 아
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과일 섭취 없음은 14.0%로 아
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9.4%보다 높게 나타났다
(χ2=174.43, p<.001).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채소 

섭취 없음은 5.1%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4.1%보다 높게 나타났다(χ2=19.02, p<.001). 아르바이
트를 해본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는 85.1%로 아르바
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79.5%보다 높게 나타났다(χ2  
=142.10, p<.001). 

건강위험행위에서 현재흡연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청소년의 경우 23.9%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3.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5092.15, p<.001). 
현재음주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42.3%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11.9%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χ2= 41.78, p<.001). 고카페인 섭취 비율
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29.6%, 아르바이트
를 하지 않은 경우 23.0로 나타났다(χ2= 41.78, 
p<.001). 위험 성행동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의 경우 15.9%,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3.5%로 나
타났다(χ2= 2336.12, p<.001). 약물 경험 비율은 아르바
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3.4%,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
은 경우 0.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χ2= 483.39, 
p<.001), 폭력 경험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5.5%,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2.3%로 나타났
다(χ2= 295.59, p <.001). 

3.3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
위험행위 상대위험도 예측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한 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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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 of Eating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 between Groups  
(N=62,276)

Characteristics
(Ref.)

Do not 
experienced 

part-time work

Experienced part-time work

Odds ratio(95%Cl) P

Eating 
characteristics

Fruit (no) 1 1.20(1.10-1.31) <.001

Vegetables (no) 1 1.04(0.92-1.18) .521

Fast food (yes) 1 1.28(1.19-1.38) <.001

Health risk 
behavior

Present smoking (yes) 1 3.48(3.17-3.84) <.001

Present drinking (yes) 1 3.36(3.14-3.96) <.001

High caffeine intake (yes) 1 1.11(1.04-1.19) .002

Sexual behavior (yes) 1 2.29(2.06-2.55) <.001

Drug experience (yes) 1 0.88(0.63-1.25) .484

Violence experience (yes) 1 1.28(1.07-1.52) .007

험도는 Table 3과 같다. 
식습관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과일을 덜 섭취하는 비율이 1.20배(CI: 
1.10-1.31) 높았고, 반면 패스트푸드 섭취는 1.28배(CI: 
1.19-1.38)로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비섭취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위험행위는 현재 흡연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48배(CI: 
3.17-3.84)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음주는 아르바이
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36배(CI: 
3.14-3.96) 더욱 높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섭취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1.11
배(CI: 1.04-1.19)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 성행동은 아르
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2.29배
(CI: 2.06-2.55) 더욱 높게 나타났다. 약물 경험의 상대
위험도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폭력 경험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
소년보다 1.28배(CI: 1.07-1.52) 더욱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아르
바이트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식습관, 건강위험행위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위
험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3.8%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8.1%이었으나 고등학교 
1학년 19.2%, 고등학교 2학년 32.7%로 나타나 이는 고
등학교 1~2학년 시점의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5]와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교성적은 아르바이
트 경험 여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학교 성적
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연구결
과[16]와 일치한다.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 중 주관적으
로 인식한 가정 경제수준은 ‘하’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
다는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
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16]와 유사하다. 입시위주 교육
환경에서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교 적응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데[17],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은 과
일섭취가 없는 경우가 1.2배, 패스트푸드 섭취는 1.28배 
높았다. 이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은 패스트푸드
의 섭취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과일 섭취빈도가 유의적
으로 낮은 결과와 유사하다[18].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현재흡연 비율은 
23.9%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48
배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구 경북지역 인문계 고
등학생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의 흡연은 청소년기
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19], 13~19
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않
는 청소년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길수록 흡연이 더 많다
는 연구와 유사하다[20].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
하게 되는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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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 현재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흡연 예
방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이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아르
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주, 이승민, 안홍석의 연구[21] 
에서 음주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음주빈도를 
높이며[15], 주당 10 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청소년들에
게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22]. 아르
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
다 음주․흡연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누적적인 아르바이
트 경험은 흡연, 음주를 강화하므로[9, 23], 청소년을 위
한 흡연,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아르바이트 경
험 여부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흡연, 음주예방 프로그
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 경험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 당 20 시간 이상 일자
리를 가진 고등학생에게서 마약 사용이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24, 25]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아르바
이트 경험유무와 약물사용 경험의 관계에 관해 반복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카페인 섭취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1.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방지를 위해 고카페
인함유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심박 수 
증가, 떨림,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연구결
과[26] 를 살펴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섭
취에 대한 올바른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성행동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
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2.29배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음주빈도에 노
출이 될 확률이 높으며[15] 상황적 요인에서의 음주는 성
접촉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27]를 고려할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위
험성행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보건교육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폭력 경험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
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1.28배 높게 
나타났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폭
력 실태를 파악한 연구에서 식품부서 근로자가 잡화, 가
전, 아동부서보다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4.65배 

높다는 연구결과[28] 를 살펴볼 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중국집, 카페 , 분식점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비율
이 높으므로[3]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를 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보건교육 프
로그램을 계획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단면조사 연구의 자료수집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위험요인을 찾아가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전략
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아르
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의 상대 위험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보건교육 프로
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패스트푸드 섭취 위험도가 높은 
반면 과일 섭취가 낮으며, 현재흡연, 현재음주, 고카페인
섭취, 위험성행동, 폭력 경험의 상대 위험도가 높게 나타
난다. 학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의 식습
관 및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적인 교육이 시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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