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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자살률

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자

살은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두되고 있다[1].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

획, 자살시도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를 자살행동이라

고 한다[2].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통해 성인으로 성장하

는 과도기이며, 외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3].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4].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발달단계 특성상 질풍노도의 시

기를 지나는 과정에 있지만, 다문화가정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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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다[5].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

문화가족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재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포, 난민 등의 이주민에게서 태

어난 자녀로 정의된다[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이 아닌 청소년에 비해 상 적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며, 낮은 

수준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회적응 문제[7],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자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8,9]. 

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은 다문화가정이 아닌 

청소년보다 1.6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10],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자살에 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 원인으로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 가족 및 학교 문제 와 같은 사회적 요인, 흡연, 음주

와 같은 건강행태 요인이 자살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8,11,12].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사춘기에 겪

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언어의 문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

의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아닌 청소년

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8,11]. 이렇게 증가

된 스트레스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흡연과 음주와 같은 

물질에 의존하게 되며, 다양한 문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1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흔한 물질 사

용의 형태이며, 흡연은 음주 위험을 증가시키고, 음주 역시 흡

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14].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는 다

른 문제 행동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일탈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

으나 이는 장기적인 중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12], 폭력, 성행위, 음주운전, 자해, 자살 및 학교 문제와 같은 

더 많은 문제 행동으로 이행된다[2,12,15]. 청소년의 흡연과 음

주는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준다고 하였다

[16]. 또한, 신체적,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시기에 흡

연과 음주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13], 선행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사용자는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흡연과 음주의 이중사용으로 인

해 신체에서 세로토닌 감소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충동적인 성

향이 발현되어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8].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

소년들에게 물질 사용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위

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15].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흡연과 음

주의 이중사용경험은 단일 경험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자살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5]. 흡연

과 음주의 이중사용경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

은 2.13배, 자살시도율은 3.8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율은 23.6%로 다문화

가정이 아닌 청소년의 흡연율 19.0%에 비해 높았으며[5],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음주율 또한 41.3%로 다문화가정이 아닌 청소

년의 음주율 36.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러나 현재까지 부분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청소

년이나 성인을 상으로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이 두 

가지 물질의 이중사용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발달단계에서 청소년이 겪는 심리

적인 문제와 다문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이 아닌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욱 취약하다[5]. 또

한,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문화가정이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높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한 경우 자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은 상 적으로 높은 

자살행동을 예측하게 하며, 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가족요인, 건강행위 

및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

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21]. 청소년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자살생각과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심리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청

소년의 자살은 개인이나 가정, 학교 중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하

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속한 가족, 학교, 사회 문화적 환경과 같

은 다양한 환경 특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21].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이 있다. 개인요인은 

성별, 약물 남용, 성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 후 

피로회복 정도이며[9,15] 가족요인은 경제 상태, 주거형태, 부

모님 학력[9,11]이며 사회요인은 학교유형, 학업 성적, 학교생

활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경험[8,9,11]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체계들 간의 관련성에 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

회적 특성을 보정한 후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문제

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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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5~17차(2019~202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이

중사용경험이 자살행동(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국적과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

살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차이를 보인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을 보정한 후,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

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5~17차(2019~2021년) 청소년건강행

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 분석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는 국

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행태를 파

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목표모집단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표본크기를 전

국 800개교(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400개교)로 배분한 뒤 학교

를 다시 시도별로 분배하고 있다. 표본 추출은 학교와 학급 단

위로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다. 제15차(2019

년) 조사에서 800개교 57,303명이 참여였으며, 제16차(2020년) 

조사에서 793개교 54,948명이 참여하였다. 제17차(2021년) 조

사에서 796개교의 54,848명이 참여하였다[22]. 청소년건강행

태 온라인조사는 표본 학급 학생들에게 1인당 컴퓨터 1 를 무

작위로 배정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익명으로 조사되기 때문

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으며 고유번호로 수집되는 자료이

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공개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W

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

다(WKIRB-202208-SB-065).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167,099명 중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표본 2, 983명을 추출하였고, 이 중 부모 국적이 북한인 경

우를 제외한 후, 최종 2,922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다문화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또

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22].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어머니)

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라는 문항에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이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다문

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국적은 “아버지(어머니)는 어느 나라에

서 태어났습니까?”라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한 응답으로 ‘없다’를 선택한 경우에는 현재 아버지 또는 어

머니가 없는 것으로, 부모 국적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은 성별, 약물사용 경험, 성관계 경험, 수면 후 피로

회복 정도, 스트레스 인지 정도, 슬픔 ․ 절망감 경험을 포함하였

다. 성별은“성별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항에 ‘남성’와 ‘여

성’으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약물사용 경험은“치료목

적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사용한 약물이나 물질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

하였다. 성관계 경험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면 후 

피로회복 정도는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충분하지 않다(그저 그

러함, 충분하지 않음, 전혀 충분하지 않음)’와 ‘충분하다(매우 

충분함, 충분함)’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 정

도는 “평상 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문

항에 ‘느낀다( 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 ‘느끼

지 않는다(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슬픔 ․ 절망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

습니까?”에 관한 문항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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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특성

가족 특성으로는 경제상태, 거주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을 포함하였다. 경제상태는 “가정의 경제상태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항에 ‘상, 중(중상, 중, 중하포함), 하’의 3개 범

주로 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현재 거주형태는 어떻게 됩니

까?”라는 문항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친척집에서 살고 있음,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

설)’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부모님 학력은 “아버지(어머

니)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항에 ‘고졸 미만(중학교 졸

업 이하), 고졸 이상(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이상), 잘 모

름’ 의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4)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학교 유형, 학업 성적, 폭력 경험을 포함하였

다. 학교 유형은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라는 문항에 ‘중학교

(중학교 1,2,3학년)’와 ‘고등학교(고등학교 1,2,3학년)’의 2개 범

주로 분류하였다. 학업 성적은“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항에 ‘상, 중(중상, 중, 중하포함), 하’

의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폭력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친

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1,2,3,4,5

번, 6번 이상)’와 ‘없다(0번)’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5) 자살행동

자살행동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해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와 ‘없다’

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살계획은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살시도

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6)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관련하여 흡

연, 음주 경험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담배는 크게 궐련형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lectric cigarette)로 구분된다[23]. 전자담배는 다시 액상형과 궐

련형 전자담배로 나뉘며,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액을 배터리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기체 상태로 흡입하는 것이다[23]. 궐련형 전

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HTPs)는 담뱃잎을 원료

로 하여 만든 궐련형 스틱을 전자 기기에 가열(350℃)한 뒤, 에

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가열 전자담배라

고도 한다[24].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일반담배(궐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흡연 경험자’로 ‘없다’로 응답한 경우를 ‘흡연 비경험자’로 정

의하였다. 음주 경험은“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음주 경험자’

로 ‘없다’로 응답한 경우를 ‘음주 비경험자’로 정의하였다. 또

한 이 두 가지 문항에 모두 ‘있다’로 응답한 경우, ‘흡연, 음주 이

중사용경험자’로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를 ‘흡연, 음주 비경

험자’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을 상으로 한 Valdez-Santiago 

등[25]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흡연,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평생 

자살시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과 자살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

할 수는 없으나 자살행동이 최근 12개월 동안의 경험 여부를 묻

고 있어서 흡연, 음주 경험과 자살행동 사이의 측정시점의 불일

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흡연, 음주 여부보다는 평생 흡

연, 음주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원시자료의 표본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복합표본설계 자료분석 활용

지침에 따라 SAS version 9.3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복

합표본설계 요소로는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

중치(weight)를 사용하여 복합표본분석(complex sampling 

method)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빈도, 백분율)를 실시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에 따

른 자살행동(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의 차이는 카이

제곱 검정(Rao-Scott x2 test)으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과 자살행동과의 독립적인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에서 자살생각, 자살계

획, 자살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 복합표

본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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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1.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국적 

본 연구자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2,922명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의 국적은 다음과 같다(Table 1). 아버지의 출

생국가별에서는 한국 74.6%(2,264명), 중국(조선족) 8.0%(201

명), 안 계심 5.4%(153명), 기타 3.8%(100명), 중국(한족) 3.6% 

(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생국가별에서는 중국(조

선족) 23.0%(621명), 베트남 19.7%(675명), 중국(한족) 17.2% 

(464명), 필리핀 11.1%(355명), 일본 9.3%(277명), 한국 5.0% 

(131명) 순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총 2,922명으로 개인요인에서 성별은 남

자 47.8%(1,397명), 여자 52.2%(1,525명)로 나타났다. 약물사

용 경험은 1.5%(37명), 성관계 경험은 5.6%(137명)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면 후 피로회복 정도는 불충분이 70.1%(2,013

명)로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경우가 36,6%(1,059명), 

슬픔 ․ 절망감 경험은 27.4%(776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 경제상태는 중인 경우가 54.2%(1,605명)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94.6%(2,767명)로 나타났

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상 50.5%(1,423명), 어머니 학력은 고

졸 이상 51.7%(1,44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요인에서 

학교 유형은 중학교 67.3%(2,105명), 고등학교 32.7%(817명)로 

나타났고, 학업 성적은 하인 경우가 41.9%(1,180명)로 가장 높

았으며, 폭력 경험은 2.5%(65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성별(x2=35.37, p<.001), 

약물사용 경험(x2=89.03, p<.001), 성관계 경험(x2=73.21, 

p<.001), 수면 후 피로회복 정도(x2=31.08, p<.001), 스트레

스 인지 정도(x2=288.18, p<.001), 슬픔 ․ 절망감 경험(x2= 

595.66, p<.001), 경제상태(x2=36.04, p<.001), 거주형태(x2= 

29.77, p<.001), 어머니 학력(x2=41.83, p<.001), 학업 성적

(x2= 17.73, p=.001), 폭력 경험(x2=80.35, p<.001)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자살계획은 성별(x2=10.08, p=.005), 약물사용 경험(x2= 

Table 1. Parents’ Nationality of Culturally Diverse Adolescents (N=2,922)

Nationality

 Culturally diverse adolescents 

 Fathers (n=2,922)  Mothers (n=2,922)

n  % (SE)  n  % (SE)

Korean 2,264 74.6 (1.1) 131 5.0 (0.4)

Chinese (Korean) 201 8.0 (0.8) 621 23.0 (1.0)

Chinese (Han) 91 3.6 (0.4) 464 17.2 (0.8)

Vietnamese 16 0.7 (0.2) 675 19.7 (0.8)

Philippines 3 0.1 (0.1) 355 11.1 (0.6)

Japanese 34 1.4 (0.2) 277 9.3 (0.6)

Taiwanese 4 0.2 (0.1)  10 0.4 (0.1)

Mongolian 14 0.6 (0.2)  51 2.1 (0.3)

Thais 3 0.1 (0.1)  68 2.2 (0.3)

Cambodian 3 0.1 (0.1)  37 1.2 (0.2)

Uzbekistan 25 1.1 (0.2)  60 2.1 (0.3)

Russian 11 0.4 (0.1)  40 1.6 (0.2)

Other and unknown 100 3.8 (0.4) 108 4.1 (0.4)

None 153 5.4 (0.4)  25 1.1 (0.2)



42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이현정 · 시은아

101.00, p<.001), 성관계 경험(x2=77.25, p<.001), 수면 후 피로

회복 정도(x2=20.90, p<.001), 스트레스 인지 정도(x2=131.42, 

p<.001), 슬픔 ․ 절망감 경험(x2=245.71, p<.001), 경제상태

(x2=9.03, p=.017), 거주형태(x2=21.39, p<.001), 어머니 학력

(x2=13.25, p=.005), 학업 성적(x2=7.18, p=.046), 폭력 경험

(x2=106.9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성별(x2= 

11.94, p=.003), 약물사용 경험(x2=107.80, p<.001), 성관계 경

험(x2=61.42, p<.001), 수면 후 피로회복 정도(x2=11.77, p< 

.001), 스트레스 인지 정도(x2=89.20, p<.001), 슬픔 ․ 절망감 경

험(x2=169.98, p<.001), 경제상태(x2=17.03, p=.001), 거주형

태(x2=91.67, p<.001), 어머니 학력(x2=15.86, p=.002), 학업 

성적(x2=11.87, p=.007), 폭력 경험(x2=193.60, p<.001)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

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을 통제한 후, 복합표본 위계적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변수의 투입 순서는 청소

년의 자살행동 관련 변인에 한 메타분석 연구[26]에서 개인, 

Table 2. Characteristics of Culturally Diverse Adolescents (N=2,922)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n % (SE)

Individual factors Sex Male
Female

1,397
1,525

47.8 (1.2)
52.2 (1.2)

Drug experience Yes
No

 37
2,885

 1.5 (0.3)
98.5 (0.3)

Sexual experience  Yes
 No

 137
2,785

 5.6 (0.5)
94.4 (0.5)

Relief of fatigue after sleep  Enough
 Not enough

 909
2,013

29.9 (0.8)
70.1 (0.8)

 Perceived stress  Yes
 No

1,059
1,863

36.6 (1.0)
63.4 (1.0)

Sadness or despair Yes
No

 776
2,146

27.4 (0.9)
72.6 (0.9)

Familial factors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658
1,605
 659

23.0 (0.9)
54.2 (1.0)
22.8 (0.8)

Residence type  Living with family
The others

2,767
 155

94.6 (0.5)
 5.4 (0.5)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High school
Unknown 

 303
1,423
1,196

 9.8 (0.5)
50.5 (1.0)
39.7 (1.0)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High school
Unknown 

 228
1,441
1,253

 7.5 (0.5)
51.7 (1.1)
40.7 (1.0)

Social factors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105
 817

67.3 (0.8)
32.7 (0.8)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811
 931

1,180

27.6 (0.9)
30.5 (0.9)
41.9 (1.0)

Violence victimization  Yes
 No

 65
2,857

 2.5 (0.3)
97.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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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래 및 학교요인 순으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 

순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교기준

이 되는 집단은 흡연과 음주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Group 1)이었다. 

보정 없이 진행한 Model 1의 결과에서는 흡연과 음주 경험

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자살생각에 한 교

차비는 음주만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1.75 (95% CI: 

1.36~2.25), 흡연과 음주 모두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3.00 (95% CI: 2.16~4.18)으로 나타났다. 자살계획에 한 교

차비는 흡연과 음주 모두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3.78

(95% CI: 2.40~5.95)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에 한 교차비는 음

주만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1.91 (95% CI: 1.22~3.00), 흡

연과 음주 모두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5.21 (95% CI: 3.19 

~8.51)로 나타났다.

Model 1에 개인 특성을 추가로 보정한 Model 2의 결과에

서는 흡연과 음주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자살생각에 한 교차비는 음주만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 1.44 (95% CI: 1.05~1.98)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에 한 교

차비는 흡연과 음주 모두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2.47

(95% CI: 1.31~4.65)로 나타났다. 

Model 2에 가족 특성을 추가로 보정한 Models 3의 결과에

Table 3. Differences in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according to Baseline Characteristics (N=2,922)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Suicide ideation Suicide plan Suicide attempt

 Yes  No
x2 (p)

Yes No
x2 (p)

Yes No
x2 (p)

 n (%)  n (%)  n (%)  n (%)  n (%)  n (%)

Individual 
factors

Sex Male
Female

134 (10.4)
276 (18.1)

1,263 (89.6)
1,249 (81.9)

35.37
(＜.001)

 55 (4.5)
109 (7.3)

1,342 (95.5)
1,416 (92.7)

10.08
(.005)

 40 (3.3)
 80 (6.0)

1,357 (96.7)
1,445 (94.0)

11.94
(.003)

Drug 
experience 

Yes
No

 22 (63.9)
388 (13.7)

15 (36.1)
2,497 (86.3)

89.03
(＜.001)

 15 (41.6)
149 (5.5)

22 (58.4)
2,736 (94.5)

101.00
(＜.001)

 14 (37.4)
106 (4.2)

23 (62.6)
2,779 (95.8)

107.80
(＜.001)

Sexual 
experience

Yes
No

 49 (37.3)
361 (13.1)

88 (62.7)
2,424 (86.9)

73.21
(＜.001)

 26 (21.8)
138 (5.1)

111 (78.2)
2,647 (94.9)

77.25
(＜.001)

 21 (17.2)
 99 (3.9)

116 (82.8)
2,686 (96.1)

61.42
(＜.001)

Relief of fatigue
after sleep

Enough
Not Enough

 78 (8.9)
332 (16.8)

831 (91.1)
1,681 (83.2)

31.08
(＜.001)

 29 (2.9)
135 (7.3)

880 (97.1)
1,878 (92.7)

20.90
(＜.001)

 24 (2.6)
 96 (5.5)

885 (97.4)
1,917 (94.5)

11.77
(.001)

Perceived stress Yes
No 

304 (29.0)
106 (6.1)

755 (71.0)
1,757 (93.9)

288.18
(＜.001)

125 (12.6)
 39 (2.2)

934 (87.4)
1,824 (97.8)

131.42
(＜.001)

 91 (9.5)
 29 (1.9)

968 (90.5)
1,834 (98.1)

89.20
(＜.001)

Sadness or 
despair

Yes
No

305 (40.3)
105 (4.7)

471 (59.7)
2,041 (95.3)

595.66
(＜.001)

123 (17.2)
 41 (1.8)

653 (82.8)
2,105 (98.2)

245.71
(＜.001)

 91 (13.0)
 29 (1.5)

685 (87.0)
2,117 (98.5)

169.98
(＜.001)

Familial 
factors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76 (12.5)
197 (12.2)
137 (21.6)

582 (87.5)
1,408 (87.8)

522 (78.4)

36.04
(＜.001)

 37 (6.4)
 79 (4.9)
 48 (8.1)

621 (93.6)
1,526 (95.1)

611 (91.9)

9.03
(.017)

 31 (5.4)
 51 (3.3)
 38 (7.2)

627 (94.6)
1,554 (96.7)

621 (92.8)
17.03
(.001)

Residence type Living with family 
The others

370 (13.6)
 40 (29.3)

2,397 (86.4)
115 (70.7)

29.77
(＜.001)

144 (5.5)
 20 (14.5)

2,623 (94.5)
135 (85.5)

21.39
(＜.001)

 97 (3.8)
 23 (20.3)

2,670 (96.2)
132 (79.7)

91.67
(＜.001)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High school
Unknown 

 56 (17.7)
197 (14.0)
157 (14.2)

247 (82.3)
1,226 (86.0)
1,039 (85.8)

2.78
(.323)

 26 (8.8)
 79 (5.9)
 59 (5.5)

277 (91.2)
1,344 (94.1)
1,137 (94.5)

4.59
(.125)

 20 (7.7)
 59 (4.4)
 41 (4.3)

283 (92.3)
1,364 (95.6)
1,155 (95.7)

6.61
(.063)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High school
Unknown 

 59 (29.1)
200 (13.8)
151 (12.6)

169 (70.9)
1,241 (86.2)
1,102 (87.4)

41.83
(＜.001)

 21 (11.5)
 77 (5.8)
 66 (5.2)

207 (88.5)
1,364 (94.2)
1,187 (94.8)

13.25
(.005)

 18 (10.1)
 59 (4.3)
 43 (4.2)

210 (89.9)
1,382 (95.7)
1,210 (95.8)

15.86
(.002)

Social 
factors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300 (14.6)
110 (14.2)

1,805 (85.4)
707 (85.8)

0.10
(.788)

123 (6.2)
 41 (5.7)

1,982 (93.8)
776 (94.3)

0.28
(.634)

 83 (4.3)
 37 (5.5)

2,022 (95.7)
780 (94.5)

2.23
(.209)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12 (15.3)
107 (10.4)
191 (16.8)

699 (84.7)
824 (89.6)
989 (83.2)

17.73
(.001)

 48 (7.0)
 42 (4.2)
 74 (6.6)

763 (93.0)
889 (95.8)

1,106 (93.4)

7.18
(.046)

 37 (5.4)
 25 (2.6)
 58 (5.6)

774 (94.6)
906 (97.4)

1,122 (94.4)
11.87
(.007)

Violence 
victimization

Yes
No

 33 (50.9)
377 (13.5)

32 (49.1)
2,480 (86.5)

80.35
(＜.001)

 24 (34.4)
140 (5.3)

41 (65.6)
2,717 (94.7)

106.91
(＜.001)

 22 (38.6)
 98 (3.8)

43 (61.4)
2,759 (96.2)

193.60
(＜.001)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both) 

Alcohol drinking (only)
Smoking (only)
None

 62 (27.9)

111 (18.4)
  5 (10.5)
232 (11.4)

171 (72.1)

524 (81.6)
34 (89.5)

1,783 (88.6)

61.22
(＜.001)

 31 (15.8)

 41 (6.1)
  3 (4.7)
 89 (4.7)

202 (84.2)

594 (93.9)
36 (95.3)

1.926 (95.3)

49.14
(＜.001)

 28 (14.2)

 33 (5.7)
  2 (4.3)
 57 (3.1)

205 (85.8)

602 (94.3)
37 (95.7)

1,958 (96.9)

65.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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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흡연과 음주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자살시도에 한 교차비는 흡연과 음주 모두 경험한 다문화가

정 청소년이 2.17 (95% CI: 1.14~4.13)로 나타났다. 

Model 3에 사회적 특성을 추가로 보정한 Model 4의 결과

에서는 흡연과 음주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하

여, 자살생각에 한 교차비는 음주만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

년이 1.50 (95% CI: 1.08~2.10)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에 

한 교차비는 흡연과 음주 모두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1.91 (95% CI: 1.02~3.55)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제15~17차(2019~202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에 따른 자살행동의 차이를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의 다수준으로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결과,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을 모두 통제한 

최종모형에서 자살시도에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은 자살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과 음주를 경험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자살시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흡연

과 음주의 이중사용경험과 자살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다문화가정이 아닌 청소년을 

상으로 한 Kim [12], Jeon [15]의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시도가 증가하

였으며, 흡연과 음주가 각각 이루어질 때보다 복합적으로 이루

어질 때 자살시도 가능성이 더 크게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시도를 예

방하는 중재 마련에 있어, 자살시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흡연

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있는 상에 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흡연이나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는데,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

을 느낄 경우 이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행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26]. 흡연과 음주는 중독성이 강하여 일단 시

작하게 되면 끊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동적으로 문제를 

Table 4. Effects of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Dual Use Experience on Suicidal Behaviors (N=2,922)

Model Group
Suicide ideation Suicide plan Suicide attempt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Odds Ratio (95% CI) p

Model 1 Group 1 1 1 1

Group 2 0.91 (0.34~2.41) .850 1.00 (0.30~3.35) .999 1.41 (0.29~6.78) .668

Group 3 1.75 (1.36~2.25) ＜.001 1.31 (0.89~1.93) .169 1.91 (1.22~3.00) .005

Group 4 3.00 (2.16~4.18) .001 3.78 (2.40~5.95) ＜.001 5.21 (3.19~8.51) ＜.001

Model 2 Group 1 1 1 1

Group 2 0.74 (0.23~2.37) .616 0.82 (0.21~3.28) .783 1.38 (0.24~7.74) .716

Group 3 1.44 (1.05~1.98) .024 0.91 (0.58~1.42) .667 1.47 (0.90~2.40) .124

Group 4 1.45 (0.96~2.18) .075 1.51 (0.89~2.58) .126 2.47 (1.31~4.65) .005

Model 3 Group 1 1 1 1

Group 2 0.70 (0.21~2.28) .549 0.80 (0.20~3.19) .749 1.30 (0.25~6.76) .751

Group 3 1.37 (0.99~1.89) .060 0.86 (0.55~1.35) .512 1.28 (0.78~2.12) .330

Group 4 1.41 (0.92~2.17) .114 1.42 (0.82~2.47) .209 2.17 (1.14~4.13) .018

Model 4 Group 1 1 1 1

Group 2 0.79 (0.26~2.39) .679 0.96 (0.25~3.73) .957 1.68 (0.30~9.31) .551

Group 3 1.50 (1.08~2.10) .017 0.97 (0.62~1.52) .898 1.40 (0.85~2.32) .190

Group 4 1.46 (0.92~2.32) .108 1.49 (0.84~2.66) .177 1.91 (1.02~3.55) .043

Model 1=Unadjusted; Model 2=Adjusted for model 1+ Individual factors; Model 3=Adjusted for model 2+ Familial factors; Model 4=Adjusted 
for model 3+ Social factors; Group 1=None; Group 2=Smoking (only); Group 3=Alcohol drinking (only); Group 4=Smoking and alcohol 
drinking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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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자살시도를 재발하는 악순환을 되

풀이할 가능성이 있다[27]. 즉,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은 중

독성과 통제력에 있어 단일 행동을 했을 때보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9]. 

또한, 청소년 문제 행동에 있어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은 이

차적으로 중독성이 더 강한 약물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순히 흡연, 음주 등의 

한 가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접

근과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흡연과 음주에 복합적으로 노

출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은 다문화가

정 청소년에 비해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살시도에 

한 고위험군을 선정하는데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흡

연, 음주 사용경험유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흡연, 음

주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한 위험요인을 파악함

에 있어 자살시도와 달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

회적 보정요인들이 추가됨에 따라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

은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

소년을 상으로 한 Kim [12], Jeon [15]의 연구에서 흡연과 음

주를 함께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과 자살계획이 증가한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흥미롭

게도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경우, 개인요인을 보정했을 시, 

보정하기 전과 다르게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생각

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점은 흡연과 음주의 이중사용경

험이 자살생각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

들과[12,19]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흡연

과 음주의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을 보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해할 수 있겠다. 청소년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나 슬픔 ․ 절
망감 경험 등이 높을 때 흡연과 음주로 이어지고, 이는 자살생

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5,13]을 고려할 때, 개인요인을 통

제하여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을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달리 개인요인을 보정한 후 흡연과 음주의 이중사용경험이 자

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에 해서는 본 연구

에서 보정한 개인요인 즉, 성별에 따라 약물사용 경험이나 성

관계 경험, 수면 후 피로회복 정도나 스트레스 인지 정도, 슬픔 

․ 절망감 경험으로 인해 자살생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생각에 한 중재 마련에 있어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자살생각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접근으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슬픔 ․ 절망감 경험 

등을 사정하고 이에 한 상담적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이에 처할 수 있도록 돕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

서도 음주를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음주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교차비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음주경험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들[19,27]과 유사한 결과이고, 성별, 가족구조, 성

적 등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과 관계없이 음주 행위가 종

단적으로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27,28]를 지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의 위험

요인에 있어 단순 음주경험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음주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고위험군으로 선

정하여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학교보건현장에서 청소년 음

주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자살은 충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스트레스의 영향

이자 결과로 인식하기도 한다[29].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

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살에 있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상 나

타나는 위험 요인과 함께 이 시기에 경험하는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 취약한 사회 ․ 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위험 등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살을 단순

히 자살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원인만을 강조하여 이해하기 

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작용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은 

자살시도에 있어 충동적인 특성을 띄지만, 자살생각 및 자살계

획에 있어서는 특정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차

원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자살은 일단 발

생하고 나면 어떤 개입이나 조치가 소용이 없으므로 학교 및 지

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 위험이 있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 위험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심리적인 갈등을 파악하고, 자

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자살예방교육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는 횡단자료

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으로, 흡연, 음주 자살행동과의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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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에 한 종단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원시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인들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

회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된 

것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응답하는데 있어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흡연, 음주, 자

살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솔직하

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

정 청소년에게 있어 자살의 연속적인 개념인 자살생각, 자살계

획, 자살시도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지

만 각각 변인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자살은 연속적

인 개념으로 자살생각이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보다 선행되

며, 자살생각이 자살계획을 통해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이들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단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표하는 청소년건강행태 온

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을 위계적

으로 보정함에 따라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행동

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개인, 가족, 사

회적 특성을 위계적으로 보정하여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에 

따라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해 확

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

을 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흡연과 음주를 경험하지 않은 청

소년에 비해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경험 여부가 

자살시도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이중사용경험은 자살시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 이중사용을 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흡연과 음주에 한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

직한 건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

다 이들이 흡연과 음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

에 한 상담적 중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갖는 스트

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

심과 예방 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살생각에 있어서는 음

주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고위험 상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음주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자살생각 완화 및 예방을 위

한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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