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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mothers’ native country. Methods: For this study raw data from the 11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5) was examined.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s for 62,985 adolesc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mothers’ native countr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which the complex sample design was applied. Results:
The odds ratio of depres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compared to Korean adolescents was 44.92 (CI: 5.77-349.59) for adolescents whose
mothers came from Cambodia and 3.00 (CI: 1.57-5.76) for adolescents whose mothers came from North Korea. The odds ratio of attempted
suicide was 14.73 (CI: 3.09-70.22) for adolescents whose mothers came from Cambodia and 8.63 (CI: 3.45-21.62) for adolescents whose mothers came from North Korea. The odds ratio of problematic drink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7.47 (CI: 1.71-32.67) for adolescents
whose mothers came from Mongolia.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when planning a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customized approach should be sought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nativ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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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그 중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2.6%
로 가장 높다[1]. 2010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
의 0.4%인 31,38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5%인 82,536명에 이
르고 있다[1]. 이들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7.0%인 22,253명이며, 이
는 2006년 15.7%, 2010년 22.2%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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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1], 향후 몇 년간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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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중간 과도기이다. 이 시기는 신
체적 성숙과 함께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가족이나 주변의 기대
와 요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문제행동으로 나
타나게 된다[2].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면적(internalizing) 문제와 외현
적(externalizing)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내면적 문제행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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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하는 행동으로 주로 두려움이나 위축, 우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머니가 한

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외현적 문제행동은 거짓말이나 싸움, 가출, 무

국에서 태어난 청소년과 비교하여, 향후 다문화 청소년관리를 위한 개

단결석 등 자신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며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별화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이러한 문제행동은 부모와의 애착이나 안정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
[4]. 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받고 자란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 행동문제

연구의 목적

나 부적응이 덜 나타나며, 엄격하게 통제를 많이 받고 자란 아동의 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

우 외현적 문제는 적게 나타나고 내재화된 문제는 더 많이 나타난다

건강 및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5]. 미국 이민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고찰연구[6]

같다.

에 의하면 아시아계 이민 자녀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으며, 이들의 정
신건강은 부모의 수용정도나 양육방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 가정, 새터민, 이주노동자 가
정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들을
나타낸다[7].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
족,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

첫째,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건강
위험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건강위험행위의 상대위험도를
예측한다.

험하며,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도 국내 여성들보다 높다[8].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정 내 어머니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

연구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다[9]. 이는 청소
년에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켜 정신 건강을 위협
하고 건강위험행위를 촉진하게 한다[10].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출생국가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에서 차이가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

있다고 하였으며 일본국적의 자녀가 타 국적에 비하여 학교생활의 어

강 및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청소년과 비교하

려움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11]. 그러나 국내 다문화 청소년에 대

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한 연구는 학교 적응[12,13]이나 주관적 건강상태[14,15], 정신건강과 같
은 심리사회적인 부분[16,17] 등으로 다문화 청소년 전체를 포괄하여

연구자료 및 연구 대상자

다루고 있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이전 국적에 따른 차이를 배제한 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 대표 자료이

상태와 자살행위에 관한 연구[17,18]가 있으나 양육의 주 담당자인 어

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절차에 따라 서약

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족유형을 양부모 외국인 가정, 모

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후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

외국인 가정, 부 외국인 가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모 외국인 가

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았다.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자료

정 청소년이 일반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흡연이나 음주에서 오히려

는 2015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낮은 경험률을 보인다고 하였거나[18],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확률은

을 대상으로 익명성의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표

한국인 가정의 청소년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17]. 한편, 모 외국인 가

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 표본 추출의 단계로 나누어 진

정이 70% 이상인 연구[15,19]에서는 북한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행되었다. 전국 44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이 한국 가정 청소년에 비해 현재 흡연, 고위험 음주 경험률 및 약물사

을 층화변수로 모집단을 132개 층으로 나누고, 중·고등학교 각각 400개

용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

교씩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 배

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 구성

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가 배분되었다. 학교를 1차 추출단위로 하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62.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여 계통추출법으로, 학급을 2차 추출단위로 하여 무작위추출법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국 800개교, 70,362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표본 중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797개교 68,043명이 참여하였고 97.6%의 참여율을 보였다.

양육태도가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그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원시자료는 논리적 오류와 이상치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를 처리하였으며, 가중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산출하였고 원시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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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변수(W)로 제공하고 있다. 가중치는 추출률 역수와 응답률 역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1점, ‘많

수를 곱한 것에 가중치 사후보정률을 곱한 값이며, 가중치 사후보정

이 느낀다’ 2점, ‘조금 느낀다’ 3점, ‘별로 느끼지 않는다’ 4점, ‘전혀 느끼

률은 지역군내 성별, 학교급별(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학년별

지 않는다’ 5점으로 되어있다. 코딩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가중치 합이 2015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수와 같도록 계산하였

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

다. 이를 통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변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중학교

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

응답자수 34,299명, 고등학교 응답자수 33,744명이 2015년 4월 기준 전

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

국 중학생 1,574,072명, 전국 고등학생 1,775,691명을 대표하였다[20]. 본

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를 이용하였으며, 자살계획은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내 청소년 62,320명과 다문화 청소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

년 665명 등 총 62,9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수가 5명 미만인

니까?’, 자살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

대만(4명)과 러시아(2명) 및 기타(27명)로 분류된 국가를 제외하였다.

까?’ 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는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 번호로 수
집되어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없고 설문 시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
어 있다. 본 연구자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확인
(HR-088-02)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강위험행위

건강위험행위 변수로는 현재음주, 문제음주 및 현재흡연을 분석하
였다. 현재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
까?’에 대한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음주를

연구 변수

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월 1회-매일’은 음주를 한 것으로 정의하였

다문화 청소년

다. 문제음주는 Knight 등[21]이 개발한 Car, Relax, Alone, Forget, Fam-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그

ily or Friend, Trouble (CRAFFT)도구를 통해 선별된 문제음주행동을

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 청소년,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다문

의미한다. ‘최근 12개월 동안,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질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거나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 경험(Re-

라는 질문에서 국가별 응답 인원을 파악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어머니

lax), 혼자서 마신 경험(Alone), 음주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충고

의 출생국가는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기타민족), 일본, 필리핀, 북한,

를 들은 경험(Family or Friend), 음주 후 운전하거나 혹은 음주자가 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등이었다.

전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량 등에 동승한 경험(Car), 음주 후 기억
이 끊긴 경험(Forget), 음주 후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Trouble)’
등 6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문제음주가 있는 것으로 정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규모, 학교급, 성

의한다. 현재흡연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별, 거주형태, 평상시 고민상담자, 학교 성적과 가정의 경제 수준 등을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분석하였다. 도시규모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대도시를

는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월 1일-매일’이라고 응답한

제외한 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학교급은 일반계고, 중학교, 특성

경우는 현재흡연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화계고로 구분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
께 지내는지, 친척집에 동거하는지, 하숙·자취·기숙사 등 혼자서 지내는

자료분석방법

지 혹은 고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는 원시자료의 표본설계 특성을 고

지에 대해 구분하였다. 고민 상담자는 평소 청소년이 고민을 주로 상담

려하여 복합표본설계 자료분석을 이용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

강행태온라인조사는 표본추출과정에서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

구, 학교 선생님, 기타, 없음으로 구분되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

여 모집단을 층화하였다. 층에서 한 개의 집락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 성적과 가정의 경제 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된 5개 항

인접 표본설계층과 통합하였으며, 통합한 표본설계 통합층(strata)을

목을 상과 중상을 ‘상’으로 중하와 하를 ‘하’로 재범주화 하였다.

원시자료에 공개하고 있어, 자료분석 시 층화변수로 표본설계 통합층
(strata)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분
석 지침에 따라 통합층(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중치(W), 유한모집

정신건강

정신건강 변수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경험 및 자살시
도 등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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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정계수(FPC)를 반영하여 IBM SPSS Statistics 22.0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주현옥, 박소연,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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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과 χ -test로 분석하였다.

다고 하였으며, 일본인 경우 30.5%가 어머니와 상담한다고 하였다. 베
트남과 태국 청소년들은 어머니와 상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0%이었

2

둘째,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
위험행위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t-test와 χ -test로 분석하였다.
2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의 상대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캄보디아 74.9%, 북
한 45.4%, 우즈베키스탄 34.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교성적을 ‘상’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우즈베키스탄인 경우 59.9%, 북한 45.9%, 일본 41.0%이었으며 한
국은 38.1%인 반면 캄보디아는 0%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구 결과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학교성적이 ‘하’인 경우는 태국 청소년 70.6%, 몽골 62.4%, 캄보디아
61.6% 순이었으며 한국은 33.7%로 나타나 청소년의 주관적 학교성적
은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χ2 = 49.93, p <.001). 청소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은 665명이었으며, 비교 표본으로

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상태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사용된 한국 청소년은 62,320명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인

우즈베키스탄이 44.6%, 한국이 37.2%, 중국(한족, 기타민족) 34.7% 순이

원의 1.05%이었다. 어머니 출생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조선족)

었으며 캄보디아는 7.5%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하’라고 응답한 경

27.1%(174명), 일본 21.7%(170명), 필리핀 13.6%(117명), 중국(한족, 기타

우는 태국 42.0%, 북한 39.1%, 몽골 35.5% 순이었으며 한국은 15.8%로

민족) 16.3%(103명), 북한 5.1%(28명), 베트남 3.6%(26명), 우즈베키스탄

어머니의 출생국가별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상태에 차

2.4%(13명), 몽골 1.3%(9명), 캄보디아 1.0%(8명) 순이었다.

이가 있었다(χ2 =123.51, p <.001).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청소년이 현재 거주하는 도시규모는 어머니 출생국가에 따라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차이가 있었다(χ =172.53, p =.009). 군에 거주하는 비율은 어머니의 출

건강위험행위

2

생국가가 태국인 경우 23.3%, 필리핀인 경우 22.3%였으며, 한국인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 출생국가에 따른 정신건강 및 건강위험행위

는 5.8%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어머니 출생국가가 몽골

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캄보디아가

인 경우가 80.7%, 북한 51.6%, 한국 45.6%이었다. 중소도시 거주 비율은

3.86 ± 0.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우즈베키스탄 3.71± 0.28점, 몽골 3.52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캄보디아인 경우가 100%, 필리핀 55.9%이며 한국

± 0.35점 순이었고 한국은 3.19 ± 0.01점이었다. 반면 어머니의 출생국가

48.6%이었다.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학교급의 차이를 보면 일반계

가 태국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2.91± 0.27점으로 가장 낮은 것

고는 캄보디아인 경우 60.6%, 베트남 49.8%, 한국 45.0%이었으며, 중학

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t=2.81, p =.050). 우울감이 있는

교는 필리핀이 80.0%, 태국 75.8%이었으며 한국은 47.5%로 나타났다.

경우는 캄보디아 청소년이 93.2%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 47.7% 및 태국

특성화 고등학교는 캄보디아가 32.5%, 베트남 17.5%, 중국(조선족)

39.9% 순으로 한국의 경우 23.3%보다 훨씬 높았다(χ2 =31.69, p <.001).

15.5%, 일본 15.2% 등이었으며 한국은 7.5%로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은 캄보디아 청소년의 57.8%가 있다고 응답하였

은 한국 청소년보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으며, 북한 22.8%, 태국 21.8%, 한국 청소년의 경우 11.4%가 있다고 응답

(χ = 93.16, p <.001).

하였다(χ2 =22.59, p =.009). 자살을 계획한 경험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2

청소년들의 현재 거주형태 역시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

캄보디아와 북한인 경우 각각 57.8%, 21.4%이었으며 한국 청소년의 경

었다(χ =1303.5, p <.001). 어머니가 한국인인 청소년의 96.3%가 부모와

우 3.6%였다(χ2 =98.53, p <.001).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경험은 캄보디아

함께 지내는 것과 달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출생한 경우 57.5%, 캄보디아

25.3%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 16.6%, 몽골 13.5%로 한국 2.2%보다 훨씬

인 경우 63.9%만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하숙·기숙·자취와 같이 독

높았으며 중국(한족, 기타민족)인 경우는 0%이었다(χ2 = 69.95, p <.001).

2

립해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북한 15.6%, 캄보디아 10.8%이었으며

건강위험행위에서 현재음주 비율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몽골인

한국은 2.9%이었다. 현재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캄보디아

청소년의 경우 30.5%, 베트남인 경우 27.3%, 북한인 경우 25.4% 순으로

25.3%,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각각 20.2%이었으며 한국은 0.2%이었다.

높았고 한국 청소년의 경우 16.0%이었다(χ2 = 41.78, p <.001). 음주관련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도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

문제를 유발하는 음주행위인 문제음주는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몽골

다(χ =181.18, p <.001). 한국 청소년들은 상담하는 대상이 주로 친구였

인 청소년에서 30.5%, 북한 11.2%이었으며 한국 청소년은 5.6%이었다

으며(36.3%) 어머니와 상담하는 경우가 28.2%,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χ2 =36.04, p <.001). 현재흡연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북한인 청소년은

없다고 한 경우가 21.3%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61.3%가 친구와 상담한

35.8%, 몽골인 청소년은 30.5%로 높았으며, 필리핀은 4.2%, 한국 청소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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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2.4)

School achievement High

40 (20.9)

84 (49.5)

50 (29.6)

High

Medium

Low

55 (32.6)

92 (51.4)

23 (16.0)

57 (35.5)

46 (23.5)

67 (41.0)

44 (20.6)

6 (4.3)

6 (1.5)

54 (32.2)

1 (7.4)

42 (30.5)

12 (3.5)

1 (1.0)

7 (3.3)

1 (0.6)

161 (95.2)

74 (41.6)

96 (58.4)

19 (15.2)

83 (43.3)

68 (41.3)

69 (48.1)

45 (31.2)

56 (20.7)

35 (27.3)

63 (52.2)

19 (20.6)

50 (38.6)

33 (33.6)

34 (27.8)

37 (25.2)

8 (6.0)

3 (2.1)

33 (29.3)

4 (4.6)

16 (14.5)

16 (18.4)

2 (2.5)

3 (2.5)

1 (1.2)

111 (93.8)

65 (53.7)

52 (46.3)

9 (8.9)

95 (80.0)

13 (11.1)

59 (55.9)

23 (21.9)

35 (22.3)

n (%)

25 (25.6)

46 (39.7)

32 (34.7)

57 (52.6)

22 (24.9)

24 (22.5)

31 (30.3)

2 (2.7)

5 (3.6)

33 (31.9)

4 (2.4)

19 (23.1)

9 (6.0)

1 (1.2)

5 (5.4)

3 (3.4)

94 (89.9)

53 (47.4)

50 (52.6)

12 (10.6)

60 (53.9)

31 (35.5)

49 (52.1)

36 (37.3)

18 (10.6)

n (%)

PH (n= 117) CN (n= 103)

11 (39.1)

11 (43.6)

6 (17.3)

10 (38.2)

4 (15.9)

14 (45.9)

13 (45.4)

0 (0.0)

0 (0.0)

5 (19.2)

2 (4.0)

5 (22.4)

3 (9.0)

5 (20.2)

5 (15.6)

2 (6.7)

16 (57.5)

14 (52.3)

14 (47.7)

1 (4.7)

19 (67.1)

8 (28.2)

12 (46.4)

15 (51.6)

1 (2.0)

n (%)

KP (n= 28)

4 (20.0)

16 (66.9)

6 (13.1)

11 (45.3)

7 (27.8)

8 (26.9)

8 (25.5)

0 (0.0)

0 (0.0)

13 (61.3)

2 (5.2)

0 (0.0)

3 (8.0)

0 (0.0)

6 (21.2)

0 (0.0)

20 (78.8)

12 (40.0)

14 (60.0)

5 (17.5)

10 (32.7)

11 (49.8)

9 (39.7)

9 (41.2)

8 (19.1)

n (%)

VN (n =26)

4 (23.5)

4 (31.9)

5 (44.6)

5 (35.0)

1 (5.1)

7 (59.9)

5 (34.7)

2 (20.6)

1 (11.7)

1 (5.1)

1 (8.3)

2 (12.2)

1 (7.5)

2 (20.2)

1 (8.7)

0 (0.0)

10 (71.1)

5 (40.5)

8 (59.5)

1 (2.5)

8 (62.9)

4 (34.6)

6 (51.9)

5 (41.6)

2 (6.5)

n (%)

UZ (n =13)

8 (42.0)

7 (43.7)

2 (14.2)

12 (70.6)

2 (11.6)

3 (17.8)

4 (18.1)

1 (9.1)

1 (2.1)

9 (59.8)

1 (7.8)

0 (0.0)

1 (3.2)

0 (0.0)

1 (9.1)

2 (16.6)

14 (74.3)

9 (57.1)

8 (42.9)

2 (12.3)

13 (75.8)

2 (11.9)

9 (50.4)

3 (26.3)

5 (23.3)

n (%)

TH (n =17)

3 (35.5)

5 (58.3)

1 (6.2)

5 (62.4)

0 (0.0)

4 (37.6)

3 (32.1)

2 (29.7)

0 (0.0)

2 (22.5)

0 (0.0)

2 (15.6)

0 (0.0)

2 (19.3)

0 (0.0)

1 (17.1)

6 (63.7)

5 (58.0)

4 (42.0)

1 (5.8)

6 (66.8)

2 (27.4)

2 (19.3)

7 (80.7)

0 (0.0)

n (%)

MN (n=9)

3 (27.7)

4 (64.8)

1 (7.5)

4 (61.6)

4 (38.4)

0 (0.0)

4 (74.9)

0 (0.0)

1 (4.5)

1 (2.4)

0 (0.0)

1 (10.8)

1 (7.5)

2 (25.3)

1 (10.8)

0 (0.0)

5 (63.9)

3 (20.1)

5 (79.9)

1 (32.5)

2 (6.8)

5 (60.6)

8 (100.0)

0 (0.0)

0 (0.0)

n (%)

KH (n=8)

9,800 (15.8)

29,413 (47.0)

23,007 (37.2)

20,916 (33.7)

17,569 (28.3)

23,835 (38.1)

13,470 (21.3)

1,527 (2.3)

1,110 (1.6)

22,328 (36.3)

3,576 (5.8)

17,503 (28.2)

2,816 (4.5)

149 (0.2)

2,066 (2.9)

388 (0.6)

59,717 (96.3)

30,353 (48.2)

31,967 (51.8)

4,842 (7.5)

31,487 (47.5)

25,991 (45.0)

28,735 (48.6)

28,847 (45.6)

4,738 (5.8)

n (%)

KR (n=62,320)

123.51 (<.001)

49.93 (<.001)

181.18 (<.001)

1,303.5 (<.001)

8.05 (.570)

93.16 (<.001)

172.53 (.009)

χ2 (p)

(N=62,985)

n (%) =n: unweighted; %: weighted; M-S =Medium and Small; KC =Korean-Chinese; JP = Japan; PH = Philippines; CN = China; KP = North Korea; VN = Vietnam; UZ = Uzbekistan; TH = Thailand; MN = Mongolia;
KH =Cambodia; KR= Korea.

Economic status

44 (26.0)

None

69 (39.1)

6 (2.9)

Others

Low

6 (3.7)

Teacher

50 (28.4)

54 (32.6)

Friend

Medium

10 (5.7)

Siblings

5 (3.4)

Facility

42 (21.0)

7 (3.1)

Dormitory

Mother

1 (0.4)

Relations

12 (8.3)

161 (93.0)

91 (52.2)

Female

Parents

83 (47.8)

22 (15.5)

Vocational high

Male

88 (44.1)

Middle

Father

Counselor

Residential types

Gender

64 (40.3)

77 (49.2)

M-S city

High

57 (33.5)

Metropolitan

School type

40 (17.3)

Rural

n (%)

n (%)

Region

JP (n=170)

Categories

Variable

KC (n=174)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by Their Mothers’ Nativ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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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옥, 박소연, 이재영

| 105

106 |

Categories
3.36±0.07
34 (19.5)
136 (80.5)
17 (9.5)
153 (90.5)
4 (2.2)
166 (97.8)
3 (1.0)
167 (99.0)
17 (10.0)
153 (90.0)
5 (3.3)
165 (96.7)
7 (5.6)
163 (94.4)

n (%)

n (%)

3.37± 0.75
44 (25.4)
130 (74.6)
26 (14.2)
148 (85.8)
14 (8.6)
160 (91.4)
11 (6.7)
163 (93.3)
41 (22.9)
133 (77.1)
15 (9.2)
159 (90.8)
13 (8.9)
161 (91.1)

JP (n= 170)

KC (n= 174)
3.17± 0.10
29 (24.1)
88 (75.9)
13 (14.1)
104 (85.9)
7 (5.7)
110 (94.3)
6 (4.9)
111 (95.1)
7 (6.0)
110 (94.0)
4 (3.6)
113 (96.4)
4 (4.2)
113 (95.8)

n (%)
3.20± 0.09
26 (24.7)
77 (75.3)
11 (9.1)
92 (90.9)
4 (4.6)
99 (95.4)
0 (0.0)
103 (100.0)
11 (11.8)
92 (88.2)
5 (6.7)
98 (93.3)
15 (17.0)
88 (83.0)

n (%)

PH (n=117) CN (n = 103)
3.33± 0.23
13 (47.7)
15 (52.3)
7 (22.8)
21 (77.2)
6 (21.4)
22 (78.6)
5 (16.6)
23 (83.4)
7 (25.4)
21 (74.6)
4 (11.2)
24 (88.8)
9 (35.8)
19 (64.2)

n (%)

KP (n = 28)
3.28± 0.19
5 (15.4)
21 (84.6)
4 (19.8)
22 (80.2)
2 (7.7)
24 (92.3)
1 (6.0)
25 (94.0)
6 (27.3)
20 (72.7)
2 (9.8)
24 (90.2)
3 (16.3)
23 (83.7)

n (%)

VN (n =26)
3.71± 0.28
2 (20.2)
11 (79.8)
2 (16.5)
11 (83.5)
1 (8.3)
12 (91.7)
1 (8.3)
12 (91.7)
1 (5.7)
12 (94.3)
1 (5.7)
12 (94.3)
2 (14.4)
11 (85.6)

n (%)

UZ (n =13)
2.91± 0.27
7 (39.9)
10 (60.1)
3 (21.8)
14 (78.2)
2 (13.0)
15 (87.0)
0 (0.0)
17 (100.0)
2 (16.3)
15 (83.7)
1 (9.1)
16 (90.9)
2 (16.3)
15 (83.7)

n (%)

TH (n=17)
3.52± 0.35
1 (8.5)
8 (91.5)
1 (13.5)
8 (86.5)
1 (13.5)
8 (86.5)
1 (13.5)
8 (86.5)
2 (30.5)
7 (69.5)
2 (30.5)
7 (69.5)
2 (30.5)
7 (69.5)

n (%)

MN (n= 9)
3.86± 0.48
6 (93.2)
2 (6.8)
3 (57.8)
5 (42.2)
3(57.8)
5 (42.2)
2 (25.3)
6 (74.7)
2 (24.6)
6 (75.4)
1 (7.5)
7 (92.5)
2 (18.3)
6 (81.7)

n (%)

KH (n= 8)
t or χ2 (p)

3.19± 0.01
2.81 (.050)
14,401 (23.3) 31.69 (< .001)
47,919 (76.7)
7,052 (11.4) 22.59 (.009)
55,268 (88.6)
2,227 (3.6)
98.53 (< .001)
60,093 (96.4)
1,408 (2.2)
69.95 (< .001)
60,912 (97.8)
9,780 (16.0) 41.78 (< .001)
52,540 (84.0)
3,413 (5.6)
36.04. (< .001)
58,907 (94.4)
4,359 (7.1)
23.82 (.003)
57,961 (92.9)

n (%)

KR (n=62,320)

(N=62,985)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 출생국가에 따른 정신건강 및 건강위험행위: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

1

Suicidal attempt

1.92 (0.57-6.41)

2.79 (0.42-18.46)

2.27 (0.67-7.64)
.742

.774

.527

.184

.922

p

.201

.341

.960

.600

.450

p

JP (n= 170)

0.00 (0.00-0.00)

4.05 (0.99-16.61)

2.16 (0.65-7.23)

2.19 (0.83-5.78)

1.11 (0.41-3.00)

aOR (CI)

UZ (n =13)

0.42 (0.12-1.42)

0.62 (0.22-1.70)

0.82 (0.47-1.41)

0.80 (0.54-1.18)

1.27 (0.91-1.79)

aOR (CI)

< .001

.291

.402

.244

.376

p

.012

.031

.099

.033

.051

p

PH (n= 117)

3.94 (0.63-24.80)

2.45 (0.39-15.43)

1.53 (0.37-6.28)

0.84 (0.21-3.37)

2.79 (0.96-8.11)

aOR (CI)

TH (n= 17)

2.23 (0.90-5.56)

1.63 (0.73-3.66)

1.27 (0.72-2.26)

1.05 (0.67-1.65)

1.02 (0.69-1.52)

aOR (CI)

.480

.786

.820

.583

.809

p

.838

.719

.957

.481

.478

p

CN (n= 103)

6.77 (1.02-44.91)

4.21 (0.64-27.86)

1.21 (0.18-7.99)

0.31 (0.05-2.12)

0.81 (0.19-3.53)

aOR (CI)

MN (n= 9)

0.00 (0.00-0.00)

1.29 (0.40-4.13)

0.77 (0.43-1.38)

1.08 (0.68-1.73)

0.92 (0.62-1.38)

aOR (CI)

.212

.408

.941

.157

.368

p

< .001

.520

.085

.581

.935

p

KP (n= 28)

14.73 (3.09-70.22)

37.11(8.23-167.40)

10.63 (2.36-47.93)

44.92 (5.77-349.59)

4.33 (1.00-18.81)

aOR (CI)

KH (n= 8)

8.63 (3.45-21.62)

7.34 (3.06-17.61)

2.29 (0.96-5.43)

3.00 (1.57-5.76)

1.74 (0.80-3.81)

aOR (CI)

KR=Korea; KC=Korean-Chinese; JP=Japan; PH=Philippines; CN=China; KP=North Korea; VN=Vietnam; UZ=Uzbekistan; TH=Thailand; MN=Mongolia; KH=Cambodia.					

1

1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0.60 (0.21-1.73)

1.12 (0.50-2.50)

1

1

Stress

Depression

aOR (CI)

VN (n= 26)

3.14 (1.62-6.11)

2.54 (1.41-4.58)

1.28 (0.82-2.01)

1.12 (0.78-1.61)

KR
(n= 62,320)

1

Suicidal attempt

Variable

1

1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1

1

Stress

1.38 (1.02-1.87)

KC (n=174)

aOR (CI)

KR
(n= 62,320)

Depression

Variable

Table 3. Odds Ratio of Mental Health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Their Mothers` Native Country

.013

< .001

.006

.001

.535

p

.002

.003

.199

.008

.738

p

(N=62,985)

n (%)=n: unweighted; %: weighted; KC =Korean-Chinese; JP =Japan; PH = Philippines; CN=China; KP= North Korea; VN= Vietnam; UZ= Uzbekistan; TH =Thailand; MN = Mongolia; KH = Cambodia; KR = Korea.

Yes
No
Suicidal ideation Yes
No
Suicidal plan
Yes
No
Suicidal attempt Yes
No
Present alcohol use Yes
No
Problem drinking Yes
No
Present smoking Yes
No

Stress
Depression

Variable

Table 2.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 of the Adolescents by Mothers’ Nativ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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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orea; KC=Korean-Chinese; JP=Japan; PH=Philippines; CN=China; KP=North Korea; VN=Vietnam; UZ=Uzbekistan; TH=Thailand; MN=Mongolia; KH=Cambodia.					

.187
2.92 (0.59-14.30)
.020
5.73 (1.31-25.03)
.338
2.19 (0.44-10.89)
.184
.132
Present smoking

1

2.54 (0.76-8.51)

2.54 (0.64-10.00)

.749

.519
1.70 (0.34-8.62)

1.38 (0.19-10.21)
.008

.267
2.30 (0.53-10.07)

7.47 (1.71-32.67)
.969

.152
0.32 (0.07-1.52)

1.03 (0.21-4.96)
.572

.978
1.02 (0.26-4.01)

1.69 (0.27-10.68)

.159

.320

1.96 (0.77-5.02)

1.84 (0.55-6.11)
1

1
Present alcohol use

Variable

Present smoking


Problem drinking

aOR (CI)
p

VN (n= 26)

KR
(n= 62,320)

aOR (CI)

UZ (n =13)

p

aOR (CI)

TH (n= 17)

p

aOR (CI)

MN (n= 9)

p

aOR (CI)

KH (n= 8)

p

< .001
7.27 (3.19-16.56)
.001
2.67 (1.53-4.67)
.242
0.57 (0.23-1.46)
.491
.377

www.e-chnr.org

1

1.27 (0.74-2.18)

0.78 (0.38-1.60)

.145

.186
1.78 (0.76-4.19)

2.15 (0.77-6.04)
.643

.256
0.70 (0.37-1.30)

1.22 (0.52-2.87)
.386

.007
0.33 (0.15-0.74)

0.64 (0.24-1.74)
.206

.033
0.58 (0.35-0.96)

0.57 (0.24-1.36)

.014

.043

1.55 (1.09-2.20)

1.73 (1.02-2.93)
1

1
Present alcohol use

Problem drinking

aOR (CI)
aOR (CI)
aOR (CI)
p
aOR (CI)
p
aOR (CI)

JP (n= 170)
KC (n= 174)

KR
(n= 62,320)
Variable

Table 4. Odds Ratio of Health Risk Behavior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Their Mothers` Native Country 

PH (n= 117)

p

CN (n= 103)

p

KP (n= 28)

p

(N=62,985)

은 7.1%이었다(χ2 =23.82, p =.003).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건강위험행위 상대위험도 예측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한국 청소년과 비교
한 상대위험도는 Table 3과 같다. 스트레스 인지의 상대위험도는 다문
화 청소년과 한국청소년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
감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캄보디아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보다
44.92배(CI: 5.77-349.59), 북한인 경우는 3배(CI: 1.57-5.76) 더 많이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비율은 어머니의 출
생국가가 캄보디아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보다 10.63배(CI: 2.3647.93) 더 높았으며,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어머니의 출생
국가가 캄보디아인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37.11배(CI: 8.23-167.40),
북한인 경우는 7.34배(CI: 3.06-17.61) 더 높았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캄보디아인 청소년은 한국 청소년보다 14.73배
(CI: 3.09-70.22), 북한인 경우는 8.63배(CI: 3.45-21.62)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일본인 청소년은 우울감(OR: 0.80,
CI: 0.54-1.18), 자살계획(OR: 0.62, CI: 0.22-1.70) 및 자살시도(OR: 0.42,
CI: 0.12-1.42) 등의 경험률이 한국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 상대위험도를 한국 청소년과 비교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현재음주의 경우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중국
(조선족)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보다 1.55배(CI: 1.09-2.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OR: 0.58, CI: 0.35-0.96)과 필리핀(OR: 0.33,
CI: 0.15-0.74)의 경우는 더 낮았다. 문제음주는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몽골인 경우 한국 청소년보다 7.47배(CI: 1.71-32.67), 중국(조선족)인 경
우는 1.73배(CI: 1.02-2.9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흡연은 어머니
의 출생국가가 북한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보다 7.27배(CI: 3.1916.56), 몽골인 경우 5.73배(CI: 1.31-25.03), 중국(한족, 기타민족)인 경우
2.67배(CI: 1.53-4.6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
정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 정도를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분석하고, 한국 청소년과의 상대위험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통계청[1]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구성 중 내국인 남
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은 6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의 주요 출생국가는 2014년도 기준으로 중국, 베트
남, 일본 및 필리핀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조선족), 일본, 필리
핀, 중국(한족, 기타민족), 북한 및 베트남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주로 중 ·고등학생이기 때문이며, 베트남 출신과의 국
제결혼이 급격히 증가된 시기는 2000년 이후이므로[8] 이들 가정에서
주현옥, 박소연,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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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자녀들은 아직 초등학교 시기에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중·고등

아인 경우와 북한인 경우가 한국인 경우보다 매우 높았다. 반면 일본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비율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 경우는 한국인 경우보다 낮았다. 2011-2013년의 청소년건강행태온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거주 도시는 한국 청소년보다 ‘군’지역

라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가족구조를 모 외국인 청소년, 부 외국인

이 많았다. 이는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외환위기·구조

청소년, 부모 외국인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여 자살생

조정·실업·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와 양

각과 자살시도를 분석한 연구[17]에서는 모 외국인 청소년과 일반 청

극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여성

소년에서 자살생각과 자실시도 확률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과 혼인 관계를 맺는 국제결혼 때문으로 볼 수 있다[22].

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계

청소년들의 거주형태는 한국 청소년의 96.3%가 부모와 함께 지내고

획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어 다문화 청소년

있으나, 북한과 캄보디아의 경우 약 60% 내외만이 부모와 함께 지내고

의 지원정책에서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른 개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있었으며,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캄보디아

필요성이 있다.

74.9%, 북한 45.4%, 우즈베키스탄 34.7% 순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

다문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낮은 수준의 경제여건

는 학교성적이 ‘하’인 경우는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태국, 몽골 및 캄보

으로 인해 정신건강과 사회 적응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28]. 북한

디아 청소년이 60% 이상이었으며, 경제상태가 ‘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에서 온 부모들은 국가차원에서 남한의 생활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동

태국과 북한 청소년이 40% 내외였다.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화 정책’을 받게 되지만, 자녀들의 경우에 ‘다문화 정책’의 지원을 받게

기능을 함에 있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족구조 따라 영향을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자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들은 정서적 혼란

받는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

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29]. 또한,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북한인 경

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언어적 능력보다는 가정의 사회적 배경,

우는 다른 국가 출신자들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15],

경제적 능력,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23]. 북한이탈

출생국가가 북한인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이들 자녀의 정신건강과 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상 후 심리적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상

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후 심리적 성장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가족동거유무가 포함되는 것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북한은 제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

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리나라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오랫동안 분단되어 서로 다른

와 같은 정신건강과 현재음주, 문제음주 및 현재흡연 등의 건강위험행

생활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도 다문화 가정으로

위의 비율이 국내 청소년보다 높았던 다문화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출

분류하였으며, 북한출신 가정의 청소년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생국가가 북한, 캄보디아, 몽골이었던 것을 비추어 보아 청소년의 가족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캄보디아인 청소년의 숫자는 적

동거유무와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들의 정신건강

었으나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고,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경험비율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반수를 넘었으며, 자살시도 역시 다문화 청소년 중 가장 높았다. 결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캄보디아인 경우가

혼이주여성 중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들은 긍정적이며 순종적인 캄보

한국인 청소년 보다 44.93배, 북한인 경우가 3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디아 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생활에서 그들의 성향이 순종적이

한국 청소년의 우울은 자살의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5]. 2000

지만, 불안정한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가지게 되며, 어머니들이

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된 한국청소년 자살관련 논문에서 자살생각

받는 문화적응스트레스, 특히 죄책감과 향수병 등의 요인이 그들 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우울이었

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그러나 국내 다문화 가정 중

다[26].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청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를 두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건강

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우울감 경

위험행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어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구체적

험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4.9배 높았다[16]. Reinherz

으로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추가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등[27]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몽골과 중국(조

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살과 같은 문제 위험 행동을 하며 이러한 위험

선족)인 경우, 흡연은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북한, 몽골 및 중국(한족, 기

행동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타민족)인 경우가 한국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북한 가정과 다문화 가

우울은 성인기와는 달리 우울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비행행동이나 신

정 및 한국 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북한 가정

체적 증상호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려워[16] 보다 세심한

청소년의 경우 평생흡연 경험률과 현재흡연 경험률이 한국 가정 청소

주의가 필요하다.

년에 비해 높았고, 그 이유를 북한에서 온 부모의 흡연율이 높고, 북한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등도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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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탈북 후에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

와 함께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가 캄보디아, 북한 및 우

반면 어머니의 출생국가가 일본인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 및 문제음

즈베키스탄인 청소년은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어

주의 비율도 우울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보다 낮았다. 또한 일본 출

머니가 캄보디아와 북한인 청소년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한국 청소

신 어머니의 청소년들은 일반적 특성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

년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

이 높았으며,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로 부모와 이야기 나눈다

나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음주 비

고 응답한 청소년이 다른 다문화 청소년 중 가장 많았다.

율은 어머니가 몽골, 베트남 및 북한인 경우가 높았고, 현재흡연 비율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정신건강
및 건강위험행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모 외국인 가

은 어머니가 북한과 몽골인 경우가 높아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 청소년의 자살관련 변수와 건강위험행위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유
사하다는 기존의 연구[17,18]와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모 외국인 가정
중에서도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
강위험행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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