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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몇 번이고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말씀’을 작성하게 될 시간을 기다리면

서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고, 설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석사 과정을 시작한지 2년 남짓의 시간이 지난 지금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첫 논문이라는 결실까지 함께 맺을 수 있어 정말 감회가 새롭

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의 

근심과 걱정이 확신과 믿음으로써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첫 페이지 ‘감사의 말씀’을 통

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주제 선정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저의 첫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장성인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그 순간들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 학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

하여 주시고, 세심한 조언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까지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 덕분에 지금의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The first를 넘어 The best가 될 수 있도록 늘 

고심하시는 박은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가

르침을 기억하여 지금의 제 위치에서 저도 더욱 정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중 인생의 시간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

와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전해주신 따뜻하고 

감사한 인생의 말씀, 새겨들으며 남편과 함께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진리를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신 정우진 교수님께도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의 시간에도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의 지도에 감사합

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 그대로 어떤 순간에도 중요

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슴에 새겨 노



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진정한 통계학의 정석을 접하게 된 것은 연세대학교 보

건대학원 박소희 교수님의 보건통계학 이론과 실습 강의였습니다. 역시 선배

들이 말했던 것처럼 교수님의 통계학 강의는 정말 명강의였습니다. 교수님 강

의를 듣고 난 지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학을 마냥 어렵게만 생

각했던 저에게 매 강의 시간마다 열정적이고 명쾌한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통계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마지막 강의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마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을 위해 긴 시간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연세대학교 대학

원 보건학과 장지은 선생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학위과정 및 연구실 업무까

지 많이 바쁘심에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장지은 선생님의 노고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박사과정 논문

의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야 할 때는 간혹 피곤하

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인 우리 동기 선생님들 덕분에 학

위과정 동안 끝까지 즐겁게, 서로 의지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동기 선생님들 덕분에 석사과정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계기는 아내인 저

보다 더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늦은 귀가 시간에 맞

춰 마중 나온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기간과 마

지막 논문을 작성하는 그 시간까지도 묵묵히 옆에서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었

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남편, 이승태씨에게도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남편의 이

름 석 자를 남겨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인생의 친구이자, 늘 옆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시

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



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

머니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

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사랑합니다.

2019년 6월

서의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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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전 생애를 통한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

으며, 사회적인 문제 발생의 예방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 다만, 청소년기는 

신체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응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단

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2014년도; 

72,060명, 2015년도; 68,043명, 2016년도; 65,528명, 2018년도; 60,039

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으

로 정의하였다. 흥미 변수로써 가족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

아버지·할머니로 구분하였고,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 그 외 기타 가족구성

원(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으로 분류하여 각 구성원 별 흡연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χ2 

tests)을 실시하였고, 전체 가족구성원 뿐만 아니라 부모의 흡연 여부가 청소

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총 265,670명 중에서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45,802명으로 전체 

54.9%였다. 이 중에서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자살 생각을 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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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남학생은 7,539명으로 10.4%, 여학생은 12,131명으로 16.6%이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629명으로 2.2%, 여학생은 2,792명

으로 3.8%로 확인되었다.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라 남학생(OR: 1.04, 

95% CI: 1.00-1.09) 및 여학생(OR: 1.10, 95% CI: 1.06-1.15) 모두 자

살생각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살시도 경험은 여학생(OR: 1.13, 

95% CI: 1.05-1.21)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족구성원 

중 어머니가 흡연할 시 남학생(자살생각 OR: 1.27, 95% CI: 1.09-1.58, 자

살시도 OR: 1.22, 95% CI: 0.88-1.70)과 여학생(자살생각 OR: 1.22, 95% 

CI: 1.04-1.42, 자살시도 OR: 1.23, 95% CI: 0.95-1.58) 모두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구성원과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신체건강 요인을 고려했을 시 중학생일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높았다. 

결론 :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가족구성원 및 청소년의 인구·사회

학적, 신체 건강적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

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부모의 건

강행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건강행태가 청

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청소년 학년이 낮을수록 문제가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특히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이 모두 높게 발생하였다. 향후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

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단위에서 치료중심보다는 조기 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

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가족 구성원의 흡연, 자살생각,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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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발달과정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부담감 등

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재수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우울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현순과 김병석, 2008) 장기간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임영식과 한상철, 2000). 특히 외국 청

소년 대비 한국 청소년의 경우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한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

해 청소년기부터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에 따른 우울과 자살생

각 및 자살시도 경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Lee & Larson, 

2000; 최원기, 2004; 황여정, 2008).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은 매

해에 걸쳐 모두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여전히 청소년 2.8명 

중 1명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으며, 4.2명 중 1명은 우울감, 8.5명 중 1명은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희와 전진아, 2017). <그림 1>에

서도 2016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30.5%, 여학생 44.9%, 우

울감 경험률의 경우는 남학생 20.9%, 여학생 30.5%로 여학생이 스트레스 인

지와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15년도 대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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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7

  미국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31.5%가 2주 이상 연속으

로 매일 너무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

였으며, 17.2%의 청소년은 지난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Kann et al., 2018). 또한,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dolescent Supplement(NCS-A)에 의하면, 약 11%의 청소년이 우울장애

를 앓는다고 보고하고 있다(Avenevoli et al., 201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가족

구성원’이다. 가족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과 문화를 배우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인 환경은 청소년

의 정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모인선과 김희연, 2005). 특히 부모는 청

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구성원 중 부모와의 접촉과 상

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 자존감, 삶의 가치관 등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원만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

우에는 불안, 우울, 열등감 등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음주, 흡연 등 비행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조결자 등, 1987).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흡연을 선택하기도 하며(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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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2), 긴장과 불안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통제하고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흡연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Covey & Tam, 1990).

  청소년이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정서적 기질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시, 부모의 음주 또는 흡연행위는 청소년의 흡연행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구성원의 요인과 음주 또는 흡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주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가

족 요인을 들고 있다. 가족 요인 중 영향을 많이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가족 

내 역할 규정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

감,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시, 청소년의 흡연 또는 음

주 등의 일탈 행동이 더욱 심해졌다(김영미, 2006; 곽연희, 2011; 김은주, 

2012; 노윤호와 김은주, 2013). 두 번째 요소는 부모의 흡연행위가 활발할수

록 자녀의 흡연행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의 흡연행위 모

방을 통해 청소년은 흡연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곽연

희, 2011; 박아영, 2016; 강대훈 등, 2018). 세 번째 요소는 가족과의 정서

적 접촉 및 가족의 지지가 낮은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지각이 낮고 이

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조결자 등, 

1987; 임웅 등, 1992; 이연숙과 김정희, 2005). 물론 가족구성원의 요인 이

외에도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건강 요인, 흡연 외 음주 등 약물 오남용, 또래 친구의 흡연 유무 등 다양

한 요소가 있지만, 부모 외의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의 흡연행위

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또는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Guo, 2000; 김영미, 2006; 김재수, 2008; 정상희와 이정윤, 2016).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선진국에

서 전체 암 사망의 약 30%가 흡연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나 폐암

의 사망은 약 83%가 흡연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상

규 등, 2002). 이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할 만큼 위험하지만(Polosa 

& Benoitz, 2011), 신경생물학적으로 니코틴이라는 물질의 의존성에 따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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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Benowitz, 1998).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 등의 약물 남용은 각종 암 질환, 

심장질환,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최근 흡연 또는 음주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다양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김태석과 김대진, 2007; 김현옥과 전미숙, 

2007; 권혜진 등, 2016; 이경원 등, 2016).

  십대 청소년기에 흡연을 처음 시작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흡연에 따른 정신

건강 장애는 흡연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의 흡연과 정신건강의 역학 연구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winsohn et al., 1993). 흡연 및 정신건강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은데 이 중 대부분은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며(강윤주, 1996; 이수연과 전은영, 

2001; 김영미, 2006; 송혜영 등, 2017), 흡연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김태석과 김대진, 2007; 김현옥과 전미숙, 2007; 권혜진 등, 2016; 

송혜영 등, 2017)들 중에서도 가족의 흡연 여부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의 관

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청소년

의 흡연에 미치는 가족 요인(이휘곤 등, 2005; 김은주, 2012; 박아영, 2016)

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영향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활용을 통해 가족구성원 단위에서 청

소년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

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 단위의 금연프로그

램 마련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및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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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

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년∼2016년, 2018년) 자료를 활용하

여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고,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족구성원 및 청소년의 인구·사

회학적 요인과 신체·건강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마

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6 -

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기의 개념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 단계이며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제

2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큰 시기이다(정정애, 

2017). 이처럼 청소년기는 전반적인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적, 신체

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가 및 학문 영역 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

일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김태성, 2013). 에릭슨(Erikson)은 

청소년을 “자아 정체감 형성 대 자아 정체감 혼미”라 하여 생애주기의 다섯 

번째(13세경부터 21세경까지)에 해당되며 사춘기 변화로 시작하여 신체적 성

숙으로 끝나는 시기라고 하였다(Erikson, 1994).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의 신

체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기의 연령적 범주를 정의하고 있는데 아동기와 분리

되어 사춘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약 12세 정도를 청소년기 시작 시

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신체적 성장이 마무

리되는 약 21세 정도를 청소년기 마무리 연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김경신 

등, 2007).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대도 각 법령마다 서로 다르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연소자를 15세에서 18세

까지로 보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소년의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 연령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을 청소년 연령으로 보고 있다(김

태성, 2013).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청소년을 10세에서 1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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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UN(United Nations)에서는 15세부터 24세로 정의하고 있다. 강병철

(2018)은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정의가 각 국가마다, 한 나라에서도 서로 다

양하게 정의되는 이유를 서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건강 수준과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소인 ‘신체’적인 부분을 중시

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사춘기’시점으로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UN에서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도출해 내기 위해 사회적인 요인을 중시하였

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직업을 얻어 독립하는 시점까지를 

청소년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강병철, 2018).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까지,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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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소년 정신건강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

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WHO, 2012). 따라서 그만큼 정신건강은 공중보건에서 우선시 되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신적 성숙도는 청소년 개인의 인생 전체에 영향

을 주어 생애를 통한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개인의 삶의 질은 결국 전체

적인 사회문제의 예방과 많은 관련이 있다(최은진 등, 2013). 세계보건기구에

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20%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WHO, 2012).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만14세 이전에 발생한다

고 보고되고 있고, 청소년기 정신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

할 경우, 일생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WHO, 2014). 여

기서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웰빙(Well-being)”의 상태라고 정의된 바 있다(WHO, 2004). 

따라서 정신건강은 개인의 안녕과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WHO, 2004).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depression), 불안(anxiety), 

주의력결핍(ADHD)등 이며, 최근 청소년의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 관련 문제들은 정신건강의 일부분일 뿐이며, 청소년기

에는 흡연 및 음주와 같은 행태적 측면, 가족관계, 교우관계와 같은 사회 관계

적 측면, 심리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최

은진 등, 2013).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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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려움과 직면하게 된다(이수연과 전은영, 2001). 특히 청소년기에 발달과

정에서 유발되는 정신건강 문제는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위축되며, 심하면 우

울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

라, 청소년기의 학업적 스트레스 및 불안감 등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

로 인하여 위축되고 현실로부터 도피수단으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며 결석, 

중퇴, 극단적으로 자살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태성, 2013). 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로 인한 부담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최지희와 전진

아, 2017). 이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부적응 상태를 겪게 되고 이

것이 발전되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 문

제점이 생기면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긴장 또는 불안해하고 

갈등을 체험하게 된다(김태성, 2013).

  청소년은 심한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자살 생

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기에 자살 생각 또는 자살시도 경험이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은 범죄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김현옥과 전미숙, 2007; 박선혜 등, 2010; 김태성, 

2013). 자살은 사망원인 중 3위로 확인되며 이 중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

고(WHO, 2014), 우울증의 13%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기에 발생

한다(Fergusson & Woodward, 2002).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은 후에 심각

한 우울증, 불안장애, 니코틴 의존,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 자살시도, 교육적 

저 성취, 실업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gusson & Woodward, 

2002; 김태성 등, 2013; 최은진 등, 2013)(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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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저자

(연도)
제목 자료원 대상자(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김태성 등

(2013)

흡연과 우울증 

간의 관련성
선행 문헌고찰 -

흡연 수준

우울 수준

금연 수준, 

약물학적(니코틴) 요인

유전학적 요인

- 우울증은 청소년기 흡연 시작의 위험요소

- 여자 청소년에서 공격성이나 비행 같은 행

동 문제를 동반한 우울증의 경우 흡연 위험

성 2배

- 금연 시 우울 증상 가능성

박선혜 등

(2010)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한국청소년패

널조사 데이터
1,772 흡연 여부

성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교사 관계, 우울 

및 스트레스 

- 우울감, 스트레스 수준, 친구 스트레스 정도

와 청소년 흡연 여부간 유의미한 연관성

-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심각 

-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친구, 교사 관

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감과의 유의미한 연

관성

김현옥 등

(2007)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국민건강영양

조사(2006)
1,097 정신건강

성별, 학년, 거주 지역, 

흡연여부, 흡연시도연령, 

매일 흡연 시작 연령, 

-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계

획률, 자살 시도률과 현재 흡연자간 유의미

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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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제목 자료원 대상자(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1일 평균 흡연량, 

금연계획,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 

음주 여부, 음주횟수, 

스트레스 인지, 우울 

증상 경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 

등 

-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

각률, 자살 계획률, 자살 시도율과 현재 음

주자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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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소년 흡연과 정신건강

  OECD의 국가별 청소년 흡연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국 청소년의 연

간 흡연율은13.2%로 스웨덴(9.1%), 미국(7.7%), 룩셈부르크(11.3%), 노르

웨이(4.0%)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이며(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기의 흡연

은 폐 성장 감소 및 기능 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과 

신체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니코틴 의

존 수준이 높아져(Lanza & Vasilenko, 2015) 내성으로 인해 흡연량이 많아

지고 금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허원빈과 전종설, 2014). 따라서 흡연은 흡연

경험 이후의 개입보다 흡연경험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의 위험

이 더욱 증가하는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정상희와 

이정윤, 2016).

  흡연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정상희와 이정윤, 2016), 

80% 이상의 성인 흡연자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et al., 2012). 흡연을 일찍 시

작할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수명이 단축되는 정도가 더욱 커지므로(임웅 

등, 1992; Breslau & Peterson, 1996; Matherset et al., 2006) 흡연 예방

과 금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2018년 한국 청소년 전체 흡연율의 

경우, 남학생이 9.4%로 2017년 9.5%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3.7%로 작년 2017년도 3.1%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고등

학생(남14.1%, 여5.1%)이 중학생(남3.9%, 여2.1%)에 비해 높았으며 남학생

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

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2018)(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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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재 흡연율 추이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8

  청소년의 흡연은 낮은 학업성적(Kim et al., 2015), 높은 스트레스와(Lee, 

2014) 관련이 있으며, 기분 장애, 불안 장애, 기타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흔히 동반 된다(Upadhyaya et al., 2002). 여성가족부 통계

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약 10년째 자살이 10대 연령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보고되었고, 2009년 사망률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

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여

성가족부와 통계청, 2018)(표 2)(그림 3). 흡연이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자살 사고 및 자살시도의 위험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존재하는 만큼(Bronisch 

et al., 2008) 자살 예방의 일환으로써 흡연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 또한 강조

되어야 한다(강대훈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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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인구 10만 명당)

1위 2위 3위

2000 운수사고(14.3) 고의적 자해(자살)(6.0) 악성신생물(암)(4.5)

2006 운수사고(6.4) 고의적 자해(자살)(6.0) 악성신생물(암)(3.6)

2007 고의적 자해(자살)(8.6) 운수사고(6.6) 악성신생물(암)(3.8)

2010 고의적 자해(자살)(8.8) 운수사고(6.0) 악성신생물(암)(3.3)

2015 고의적 자해(자살)(7.2) 운수사고(4.0) 악성신생물(암)(2.9)

2016 고의적 자해(자살)(7.8) 운수사고(3.8) 악성신생물(암) (3.1)

표 2. 청소년 사망원인

출처: 여성가족부, 통계청(2018). 2018 청소년 통계

그림 3. 청소년 사망원인

출처: 여성가족부, 통계청(2018). 2018 청소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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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 흡연과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저자

(연도)
제목 자료원 대상자(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강대훈 등

(2018)

흡연 청소년의 흡연 

빈도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12차, 13차)

7,781
청소년의 

흡연 빈도

나이, 성별, 지역, 부모 

학력, 학업성적, 

경제상태, 주관적 

행복도, 스트레스, 

우울감 경험, 자살시도 

경험 등

- 부모의 학력, 흡연 시작 시기(중학생 이전, 

학업성적 수준, 경제수준과 흡연빈도간 유

의한 연관성

-  주관적 행복도, 스트레스와 흡연빈도간 유

의미한 연관성

- 우울감, 자살시도와 흡연빈도간 무 연관성

- 흡연 청소년에 대한 자살시도에는 조기 흡

연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요인

정상희 등

(2016)

청소년의 최초 흡연 

발생 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패

널조사(2003)
3,449

청소년의 

최초 흡연 

발생 시점

자아통제, 공격성, 부모 

애착, 부모 감독, 성적, 

친한 친구 애착

- 청소년 흡연 최초 발생 시점은 13세-14세

- 자아통제, 공격성, 부모 애착 및 감독, 성

적, 친한 친구 애착 등이 흡연과 유의한 연

관성

허원빈 등

(2014)

개인, 인지, 정서 

요인이 청소년의 

흡연량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소재 

3개 중학교
104

청소년 

흡연량

연령, 성별, 처음 흡연 

시기, 금연 효능감, 자기 

통제력, 흡연 태도, 

스트레스, 우울

- 처음 흡연 시기, 금연 효능감, 자기 통제력

이 청소년 흡연량간 유의한 연관성

- 정서적 요인과 청소년 흡연량간 무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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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제목 자료원 대상자(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Bronisch 
et 

al.(2008)

Smoking predicts 

suicidality: 

Findings from a 

prospective 

community study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Munich, 

Germany

3021

suicide 

ideation&

attempts

regular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e 

at baseline

-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occasional and regular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e at baseline. 

임웅 등

(1992)

고교생 흡연실태 및 

가족기능 지수와 흡

연과의 관계

소·대도시 

남·여 

고등학교 

4개교

505
습관성 

흡연율

흡연 여부, 흡연 동기, 

흡연 시기, 니코틴 

의존도, 금연계획·이유, 

가족 기능지수 등

- 중증의 가족기능 장애군과 청소년 흡연간 

유의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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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소년 흡연 및 정신건강의 가족구성원 요인

  청소년기는 아동기부터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전환기로써 신체적�심리적

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감정의 변화도 예민한 시기

이다. 이때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관심과 보호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지지는 양육자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

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일경, 2000; 허재경과 김유숙, 2005; 

장동주, 2010; 김은주, 2012).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청소년,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

면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대처는 좀 더 위험하고 상처받기 쉽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Belsky, 2002; 김영미, 2006). 이에 따라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갖

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이나 물질 남용, 흡연 등

을 하게 된다(Pooravari et al., 2015). 또한 초등학교 2∼3학년 시기의 부

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이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첫 흡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을 효과

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초기 이전부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

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정상희와 이정윤, 

2016).

  부모가 흡연이나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적 건

강의 위험요소는 더 증가하게 된다. 가정 내에서 담배 연기의 노출은 청소년

의 신체적 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기 흡연 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최은진 등, 2013; 이지예, 2016). 뿐만 아니라, 부모 학대는 청소년 

흡연의 위험요인으로서,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가정 내 학대 경험

이 더 많았다(이휘곤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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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과 음주를 약물 비행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 학대는 성별

과 관계없이 흡연과 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신혜섭, 2005). 부부

불화도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김지은, 2012), 부부의 별거나 이혼으

로 청소년이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나 현재 흡연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16). 가족 내 갈등과 부정적인 정서가 청소

년의 흡연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이수연과 전은영, 

2001) 부부불화로 인하여 청소년이 흡연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예측

해 볼 수 있다(정상희와 이정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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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 흡연 및 정신건강의 가족구성원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저자

(연도)
제목 자료원 대상자(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김은주

(2012)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시 소재 

6개 고등학교
267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태

성별, 학교 유형, 학년, 

종교, 가정 경제 수준, 

부모의 평균연령, 

아버지·어머니 직업, 

아버지·어머니 학력, 

가족구조 형태 등

- 부모의 허용적 태도 및 알콜 중독과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간 유의미한 연관성

김재수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도 구리 

소재 고등학생
250

청소년 

정신건강

(정신병리, 

자아, 

사회적 

지지)

부모의 학력과 직업,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의 

종교일치, 가족형태, 

부모의 결혼상태, 

정서적지지, 생활시간 

공유,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원의 자율성 등

- 성별(남학생 대비 여학생), 종교활동 유무

와 청소년 정신건강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

- 가족 간의 종교일치 여부, 가족원간의 친

밀감, 의사소통과 청소년 정신건강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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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제목 자료원 대상자(명)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과

김영미 등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 

통제적 요인의 관계

전국 7개 

지역 

중·고등학교

4,367
현재 흡연

현재 음주

가족구조, 부모와의 유대, 

친구 영향력, 학교적응, 

가족경제 수준, 학년,

성별

- 가족구조는 현재 음주 및 흡연과 유의미한 

연관성

- 모자가족의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에 따른 음주와 흡연간의 유의미한 연

관성, 부자가족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

교적응과 친구 영향력에 따른 흡연간 유의

미한 연관성

이휘곤 등

(2005)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서울 소재 

4개 인문계 

고등학교

1,033
청소년 

흡연행태

성별, 학년, 부모의 학력 

수준, 가계수입, 아버지 

흡연상태, 종교, 학대의 

과거력, 방임 등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과거력의 빈도

와 청소년 흡연간 유의미한 연관성

- 가족기능과 청소년 흡연간 유의미한 연관

성

유일경

(2000)

청소년의 

흡연경험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흡연 지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 
213 현재 흡연

흡연 유무,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및 관계, 

가족의 흡연 유무, 

가정의 경제 수준, 

가정의 분위기, 흡연의 

피해, 용이성, 지식 등

- 부모와의 동거 유무, 자녀의 의견존중과 

청소년 흡연간 유의미한 연관성

- 가족 중 흡연자 유무 및 가족의 한 달 

수입 정도와 청소년 흡연 경험간 무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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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

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년∼2016년, 2018년) 자료를 활용하

였다. 해당 자료는 국내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써 15개(2018년 기준)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개 설문 문항과 97개의 지표로 개발된 설문 

문항 및 지표이다. 

  이 연구는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족구성원 및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신체 건강 요인 등을 파악한 

연구 모형으로써 주요 변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연구수행 전,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에서 기관위원회 심의 면제(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확인을 받았다

(Y-2019-0003,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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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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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에 실

시한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 자

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2017년도에 실시한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의 원시자료를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흥미변수인 ‘가족 중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생

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조사이다. 조사 방법은 인터넷이 가능

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급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

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

사 내용에는 2018년 기준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5개 영역의 103개 

문항이며, 97개의 지표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로써 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통계조사이다.

  2014년부터 2016년, 2018년까지 진행된 10차∼12차, 14차까지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17개 시·

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

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시·도, 도시 규모(대

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지역군, 중학교는 남·여·남녀 공학, 고등학교는 

남·여·남녀 공학, 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학교 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

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

고,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

독 장애 학생은 표본 학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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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2014년도; 72,060명, 2015년

도; 68,043명, 2016년도; 65,528명, 2018년도; 60,039명) 중에서 가족구성

원의 흡연 유무에 따라 남·여학생의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 여부를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 25 -

3.3 변수 선정 및 정의

가.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가족 중 현재 흡연자, 가족구성원과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신체 건강 관련 변수 특성이다. 가족구성원 중 

현재 흡연자 수는‘없음’, ‘1그룹’, ‘2그룹’, ‘3그룹 이상’으로 분류

하였고, 가족구성원은‘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분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아버지 및 어

머니의 최종학력’, ‘가구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청소년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학년’, ‘지역’, ‘학업 성취도’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신체건강 변수는 ‘신체활동 수준’,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행태’, ‘현재 흡연행태’, ‘수면 충족도’로 분류하였다.

나.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변수는 자살 생각 경험 및 자살시도 경

험요인으로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설문지 문항에 기재한 응답으로 분류

하였다.

  자살 생각 경험 여부는‘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최근 12개월 동안 있다)과 없음(최근 12개월 

동안 없다)으로 분류하였다. 

  자살시도 경험 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

까?’라는 질문에 있음(최근 12개월 동안 있다)과 없음(최근 12개월 동안 없

다)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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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흥미변수

  주요 흥미변수는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이다. 가족구성원 중 흡연 여부는 

‘가족 중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

을 활용하여 ‘아버지’, ‘어머니’,‘형제·자매’,‘할아버지·할머니’,

‘기타’ 항목에 1개 이상 표시한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없는 것으로 분

류하였다. 

  위와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에 대한 구성은 ‘부모

님’과 ‘기타 가족구성원’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원의 흡연 여부를 파악하였

다. 이때, 부모님(아버지, 어머니)을 제외한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

니’를 기타 가족구성원으로 분류하였다.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수 역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형제·자매’,‘할아버지·할머니’,‘기타’항목 중 3개 이상 

표시한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수가 ‘3그룹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2개 

표시한 경우 ‘2그룹’, 1개 표시한 경우 ‘1그룹’,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라.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가족구성원 및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청소년의 신

체·건강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가구 소득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아버지·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중학

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포

함)’, ‘잘 모름’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소득수준은‘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높음(상, 중상), 보통, 낮음(중하, 하)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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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년’, ‘지역’, ‘학업 성취도’로 구

분하였다. 학년은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라는 질문에 중학생(중학교 1학

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

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분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

업성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높음(상, 중상), 보통, 낮음(중하, 하)으

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신체·건강 특성 요인으로는 ‘신체활동 수준’, ‘스트레스 수

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행태’, ‘현재 흡연행태’, ‘수면 충족

도’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 수준 변수는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

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

까?’라는 질문에 많음(주 5일 이상), 보통(주3일, 주4일), 적음(최근 7일 동

안 없다, 주1일, 주2일)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수준 변수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음(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보통(조금 느낀다), 적음(별

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으로 구분하였다. 우울감 유무 요인으

로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

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최근 12개월 동안 없다)과 

있음(최근 12개월 동안 있다)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음주행태 요인에서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없음(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다)과 있음(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있다)으로 분류하였고 현재 흡연행태 요인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과 ‘있음’으로 구

분하였다. 수면 충족도 여부는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충분함(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과 보

통(그저 그렇다), 적음(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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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선정

구분 변수 분류

종속변수

자살생각 경험 있음, 없음

자살시도 경험 있음, 없음

흥미변수

흡연자 유무 있음, 없음

가족구성원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기타 가족구성원(형

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현재 흡연자 수 없음, 1그룹, 2그룹, 3그룹 이상

독립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지역 수도권, 광역시, 그 외

학업 성취도 낮음, 보통, 높음

가구 소득수준 낮음, 보통, 높음

부모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포함), 잘 모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신체활동 적음, 보통, 많음신체 건강 

변수
스트레스 수준 많음, 보통, 적음

우울 유무 있음, 없음

현재 음주행태 마시지 않음, 마심

현재 흡연행태 비흡연, 흡연

수면 충족도 충분함, 보통, 충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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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수집된 대상자의 자료는 SAS version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흡연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연관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χ2 tests)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구성원의 흡연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으로 제시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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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청소년(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표 6>은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유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 특성

과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를 보여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2014년도; 72,060명, 2015년

도; 68,043명, 2016년도; 65,528명, 2018년도; 60,039명) 총 265,670명 

중에서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45,802명으로 

54.9%이었다.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있을 시,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남

학생은 7,539명으로 10.4%, 여학생은 12,131명으로 16.6%이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629명으로 2.2%, 여학생은 2,792명으로 3.8%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 중, 가구소득 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보통 및 높은 수준 대비 낮은 수준일 때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

는 남학생은 3,280명으로 15.3%, 여학생은 5,091명으로 23.8%,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770명으로 3.6%, 여학생은 1,264명으로 5.9%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01).

  학업성취도 수준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통 및 높은 수준 대비 낮은 

수준일 때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5,397명으로 11.7%, 여학생

은 8,306명을 19.2%,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217명으로 

2.6%, 여학생은 2,085명으로 4.8%를 보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취도 

수준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0001).

  건강행태 특성 관련 변수는 신체활동 변수를 제외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을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9,232명으로 22.4%, 여학생은 15,78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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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850명으로 4.5%, 여학생은 

3,465명으로 6.0%를 보여 스트레스 수준이 보통이거나 적은 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우울감 유무에 따라 우울감이 없다고 응답한 군 대비, 우울감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9.551명으로 34.1%, 여학생은 15,105

명으로 37.9%,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2,244명으로 8.0%, 여

학생은 3,514명으로 8.8%를 보여 높은 수준의 유의한 수준을 보였고 상대적

으로 남학생에 대비 여학생의 우울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P<.0001).

  현재 음주행태에 대해서도 비음주군 대비 음주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을 한 

남학생은 3,734명으로 15.0%, 여학생은 4,130명으로 24.4%,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010명으로 4.1%, 여학생은 1.215명으로 7.2%를 보

여 높은 수준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현재 흡연행태에 대해서도 비흡연 군 대비, 흡연을 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을 

한 남학생은 2,463명으로 16.7%, 여학생은 1,530명으로 34.8%,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800명으로 5.4%, 여학생은 657명으로 14.9%를 보

여 흡연한 군에서 더욱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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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변수 총합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P값 자살시도

경험있음 P값 자살생각 
경험있음 P값 자살시도

경험있음 P값

총합 265,670 
(100.0)

13,270 
(9.8) 　 2,819 

(2.1) 　 19,851 
(15.3) 　 4,350 

(3.4) 　

가족흡연유무 <.0001 <.0001 <.0001 <.0001

   없음 119,868 
(45.1)

5,731 
(9.1)

1,190 
(1.9)

7,720 
(13.6)

1,558 
(2.7)

   있음 145,802 
(54.9)

7,539 
(10.4)

1,629 
(2.2)

12,131 
(16.6)

2,792 
(3.8)

학년 0.2426 <.0001

   중학생 132,902 
(50.0)

6449 
(9.4)

1451 
(2.1)

10298 
(16.0)

2624 
(4.1)

   고등학생 132,768 
(50.0)

6821 
(10.1)

1368 
(2.0)

9553 
(14.6)

1726 
(2.6)

지역 0.0026 0.0036 0.2091 0.0784

   수도권 136,751 
(51.5)

6,906 
(10.0)

1,434 
(2.1)

10,448 
(15.5)

2,232 
(3.3)

   광역시 114,619 
(43.1)

5,714 
(9.6)

1,213 
(2.0)

8,429 
(15.3)

1,908 
(3.5)

   그외 14,300 
(5.4)

650 
(8.9)

172 
(2.4)

974 
(13.9)

210 
(3.0)

소득수준 <.0001 <.0001 <.0001 <.0001

   낮음 42,879 
(16.1)

3,280 
(15.3)

770 
(3.6)

5,091 
(23.8)

1,264 
(5.9)

   보통 125,865 
(47.4)

5,186 
(8.5)

919 
(1.5)

8,813 
(13.6)

1,807 
(2.8)

   높음 96,926 
(36.5)

4,804 
(9.0)

1,130 
(2.1)

5,947 
(13.6)

1,279 
(2.9)

학업 성취도 <.0001 <.0001 <.0001 <.0001

   낮음 89,333 
(33.6)

5,397 
(11.7)

1,217 
(2.6)

8,306 
(19.2)

2,085 
(4.8)

   보통 75,265 
(28.3)

3,255 
(8.7)

620 
(1.7)

5,084 
(13.4)

1,011 
(2.7)

   높음 101,072 
(38.0)

4,618 
(8.8)

982 
(1.9)

6,461 
(13.3)

1,254 
(2.6)

아버지 학력 <.0001 <.0001 <.0001 <.0001

   중학교 졸업이하
6,267 
(2.4)

438 
(13.3)

110 
(3.3)

554 
(18.7)

151 
(5.1)

   고등학교 졸업
73,165 
(27.5)

3,237 
(9.0)

659 
(1.8)

5,628 
(15.2)

1,208 
(3.3)

   대학교 졸업이상
129,658 
(48.8)

6,654 
(10.0)

1,308 
(2.0)

9,398 
(14.8)

1,865 
(2.9)

  모름
56,580 
(21.3)

2,941 
(9.7)

742 
(2.4)

4,271 
(16.3)

1,126 
(4.3)

어머니 학력 <.0001 <.0001 <.0001 <.0001

   중학교 졸업이하 5,340 
(2.0)

336 
(13.1)

74
(2.9)

542 
(19.5)

151 
(5.4)

   고등학교 졸업 90,692 
(34.1)

3,957 
(9.2)

775 
(1.8)

7,102 
(14.9)

1,484 
(3.1)

   대학교 졸업이상 115,893 
(43.6)

5,908 
(9.9)

1,168 
(2.0)

8,502 
(15.1)

1,668 
(3.0)

  모름 53,745 
(20.2)

3,069 
(9.9)

802 
(2.6)

3,705 
(16.3)

1,04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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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  

          

변수 총합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P값 자살시도

경험있음 P값 자살생각 
경험있음 P값 자살시도

경험있음 P값

총합 265,670 
(100.0)

13,270 
(9.8) 　 2,819 

(2.1) 　 19,851 
(15.3) 　 4,350 

(3.4) 　

신체활동 0.1615 <.0001 0.0008 <.0001

   적음 164,021 
(61.7)

6,587 
(9.8)

1,335 
(2.0)

14,362 
(14.8)

2,917 
(3.0)

   보통 59,790 
(22.5)

3,582 
(9.5)

749 
(2.0)

3,648 
(16.5)

902 
(4.1)

   많음 41,859 
(15.8)

3,101 
(9.9)

735 
(2.3)

1,841 
(17.6)

531 
(5.1)

스트레스 수준 <.0001 <.0001 <.0001 <.0001

   많음 99,320 
(37.4)

9,232 
(22.4)

1,850 
(4.5)

15,785 
(27.2)

3,465 
(6.0)

   보통 156,786 
(59.0)

3,760 
(4.3)

790 
(0.9)

3,965 
(5.7)

823 
(1.2)

   적음 9,564 
(3.6)

278 
(3.8)

179 
(2.4)

101 
(4.6)

62 
(2.8)

우울감 유무 <.0001 <.0001 <.0001 <.0001

   없음 197,859 
(74.5)

3,719 
(3.4)

575 
(0.5)

4,747 
(5.3)

836 
(0.9)

   있음 67,811 
(25.5)

9,551 
(34.1)

2,244 
(8.0)

15,104 
(37.9)

3,514 
(8.8)

현재 음주행태 <.0001 <.0001 <.0001 <.0001

   마시지 않음 223,941 
(84.3)

9,536 
(8.6)

1,809 
(1.6)

15,721 
(13.9)

3,135 
(2.8)

   마심 41,729 
(15.7)

3,734 
(15.0)

1,010 
(4.1)

4,130 
(24.4)

1,215 
(7.2)

현재 흡연행태 <.0001 <.0001 <.0001 <.0001

   비흡연 246,506 
(92.8)

10,807 
(8.9)

2,019 
(1.7)

18,321 
(14.6)

3,693 
(2.9)

   흡연 19,164 
(7.2)

2,463 
(16.7)

800 
(5.4)

1,530 
(34.8)

657 
(14.9)

수면 충족도 <.0001 <.0001 <.0001 <.0001

   충분함
70,381 

(26.5)

2,552 

(5.8)

632 

(1.4)

2,355 

(9.0)

534 

(2.0)

   보통
86,824 

(32.7)

3,837 

(8.5)

733 

(1.6)

5,214 

(12.6)

1,115 

(2.7)

   충분하지 않음
108,465 

(40.8)

6,881 

(14.8)

1,454 

(3.1)

12,282 

(19.8)

2,701 

(4.4)

연도 <.0001 <.0001 0.0021 <.0001

   2014
72,060 

(27.1)

3,968 

(10.9)

839 

(2.3)

5,470 

(15.4)

1,265 

(3.6)

   2015
68,043 

(25.6)

3,311 

(9.4)

679 

(1.9)

4,551 

(13.9)

983 

(3.0)

   2016
65,528 

(24.7)

3,167 

(9.4)

666 

(2.0)

4,678 

(14.7)

864 

(2.7)

   2018
60,039 

(22.6)

2,824 

(9.3)
　

635 

(2.1)

5,152 

(17.4)
　

1,23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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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소년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족구성원의 흡연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여러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는지, 즉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을 분석하였다. VIF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

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 미만인 경우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VIF 

분석결과는 부록 <표 1>과 같으며 1.005부터 1.689 수준 사이로써 변수들간

의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대한 교차비를 도출한 결과이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없는 

경우 대비, 흡연자가 있는 경우의 교차비가 1.04(95% CI: 1.00-1.09)로 유

의하게 높아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자살시도 경험이 있

는 경우는 교차비가 1.03(95% CI: 0.94-1.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없는 경우 대비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1.10(95% CI: 1.06-1.15), 자살시

도 경험의 교차비가 1.13(95% CI: 1.05-1.21)으로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분석결과, 다른 통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요인은 학년, 가구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아버지 최종학력,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 및 흡연상태, 수면 충족도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중학

생 대비 고등학생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이 있을 시 교차비는 0.74(95% CI: 

0.70-0.78),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는 0.62(95% CI: 

0.56-0.69)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의 경우에는 소

득수준이 낮은 경우 대비하여 보통과 높은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보통의 소득수준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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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95% CI: 0.69-0.77),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는 0.65(95% 

CI: 0.58-0.73), 높은 소득수준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는 

0.77(95% CI: 0.72-0.82),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는 0.85(95% 

CI: 0.76-0.95)로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성취도 요인에서는 성취도가 낮은 경우 대비 보통의 경우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0.93(95% CI: 0.88-0.99),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0.89(95% CI: 0.79-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님의 최종학력의 경우, 남학생은 어머니 최종학력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았으

나, 아버지의 최종학력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 대비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자

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0.75(95% CI: 0.65-0.87),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0.74(95% CI: 0.59-0.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은 군에 비해 스트레스 많은 군에서 자

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2.84(95% CI: 2.50-3.22),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0.61(95% CI: 0.50-0.73)로써 자살생각 경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우울감이 없는 군 대비 우울감이 있을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9.54(95% CI: 9.08-10.02),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2.42(95% CI: 

11.04-13.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음주행태와 관련하

여 술을 마시지 않는 군 대비 술을 마시는 군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25(95% CI: 1.18-1.33),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46(95% CI: 

1.30-1.63), 현재 흡연행태와 관련하여 흡연하는 군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

비가 1.17(95% CI: 1.09-1.26),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0.53(95% CI: 

0.47-0.60)으로 도출되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의 분석결과, 다른 통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

인은 학년, 가구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어머니의 최종학력, 신체활동, 스트레

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 및 흡연상태, 수면 충족도가 있었다. 학년에

서는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0.64(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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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67),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0.44(95% CI: 0.41-0.48)로써 남학

생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보통과 높은 수준일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통의 소득수준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 0.66(95% CI: 0.63-0.69),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

는 0.68(95% CI: 0.63-0.74), 높은 소득수준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 

0.67(95% CI: 0.63-0.71),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0.74(95% CI: 

0.67-0.8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 성취도의 경우, 성취도가 보통 수준일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 

0.86(95% CI: 0.82-0.90),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0.78(95% CI: 

0.72-0.86), 높은 수준일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 0.92(95% CI: 

0.88-0.96),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0.81(95% CI: 0.75-0.89)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아버지의 최종학력 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최종학력에서 중학교 졸업이하 대비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0.81(95% CI: 0.71-0.93),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가 0.74(95% CI: 0.59-092)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 변수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군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3.41(95% CI: 2.76-4.21),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06(95% CI: 

0.80-1.40)으로 스트레스 요인은 자살시도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우울감 요인에서도 우울함을 느끼는 군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가 7.23(95% CI: 6.94-7.53),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교차비가 

6.69(95% CI: 6.10-7.34)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현재 술을 마

시지 않는 군 대비, 마시는 군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30(95% CI: 

1.23-1.38),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57(95% CI: 1.43-1.73), 흡연하지 

않는 군 대비 흡연하는 군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60(95% CI: 

1.47-1.75),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0.36(95% CI: 0.32-0.41)로 모두 통

계적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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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가족 중 흡연유무
  없음 1.00 - 1.00 - 1.00 - 1.00 -
  있음 1.04 (1.00 - 1.09) 1.03 (0.94 - 1.12) 1.10 (1.06 - 1.15) 1.13 (1.05 - 1.21)
학년
  중학생 1.00 - 1.00 - 1.00 - 1.00 -
  고등학생 0.74 (0.70 - 0.78) 0.62 (0.56 - 0.69) 0.64 (0.62 - 0.67) 0.44 (0.41 - 0.48)
지역
  수도권 1.00 - 1.00 - 1.00 - 1.00 -
  광역시 0.94 (0.90 - 0.99) 0.96 (0.87 - 1.05) 0.97 (0.93 - 1.01) 1.01 (0.94 - 1.09)
  그외 0.89 (0.80 - 0.99) 1.21 (0.98 - 1.49) 0.86 (0.78 - 0.95) 0.91 (0.74 - 1.12)
가구소득수준
  낮음 1.00 - 1.00 - 1.00 - 1.00 -
  보통 0.73 (0.69 - 0.77) 0.65 (0.58 - 0.73) 0.66 (0.63 - 0.69) 0.68 (0.63 - 0.74)
  높음 0.77 (0.72 - 0.82) 0.85 (0.76 - 0.95) 0.67 (0.63 - 0.71) 0.74 (0.67 - 0.82)
학업 성취도
  낮음 1.00 - 1.00 - 1.00 - 1.00 -
  보통 0.93 (0.88 - 0.99) 0.89 (0.79 - 0.99) 0.86 (0.82 - 0.90) 0.78 (0.72 - 0.86)
  높음 0.96 (0.91 - 1.02) 0.98 (0.89 - 1.09) 0.92 (0.88 - 0.96) 0.81 (0.75 - 0.89)
아버지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 - 1.00 - 1.00 - 1.00 -
  고등학교 졸업 0.75 (0.65 - 0.87) 0.74 (0.59 - 0.94) 1.02 (0.90 - 1.16) 0.88 (0.71 - 1.09)
  대학교 졸업이상 0.87 (0.75 - 1.01) 0.80 (0.63 - 1.02) 1.12 (0.98 - 1.28) 0.95 (0.76 - 1.17)
  모름 0.84 (0.72 - 0.98) 0.89 (0.69 - 1.13) 1.04 (0.91 - 1.19) 0.96 (0.77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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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계속)

변수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어머니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 - 1.00 - 1.00 - 1.00 -

  고등학교 졸업 0.88 (0.75 - 1.03) 0.92 (0.69 - 1.21) 0.81 (0.71 - 0.93) 0.74 (0.59 - 0.92)

  대학교 졸업이상 0.96 (0.81 - 1.13) 1.03 (0.77 - 1.37) 0.88 (0.76 - 1.01) 0.74 (0.59 - 0.93)

  모름 0.98 (0.83 - 1.17) 1.25 (0.93 - 1.68) 0.86 (0.75 - 0.99) 0.93 (0.73 - 1.17)

신체활동

  적음 1.05 (0.99 - 1.11) 0.97 (0.87 - 1.07) 0.89 (0.83 - 0.95) 0.71 (0.64 - 0.80)

  보통 1.00 (0.94 - 1.07) 0.93 (0.83 - 1.05) 0.98 (0.90 - 1.05) 0.84 (0.73 - 0.96)

  많음 1.00 - 1.00 - 1.00 - 1.00 -

스트레스 수준

  많음 2.84 (2.50 - 3.22) 0.61 (0.50 - 0.73) 3.41 (2.76 - 4.21) 1.06 (0.80 - 1.40)

  보통 0.88 (0.77 - 1.00) 0.29 (0.24 - 0.35) 1.02 (0.83 - 1.26) 0.42 (0.32 - 0.55)

  적음 1.00 - 1.00 - 1.00 - 1.00 -
우울감 유무

  없음 1.00 - 1.00 - 1.00 - 1.00 -

  있음 9.54 (9.08 - 10.02) 12.42 (11.04 - 13.96) 7.23 (6.94 - 7.53) 6.69 (6.10 - 7.34)

현재 음주행태
  마시지 않음 1.00 - 1.00 - 1.00 - 1.00 -
  마심 1.25 (1.18 - 1.33) 1.46 (1.30 - 1.63) 1.30 (1.23 - 1.38) 1.57 (1.43 - 1.73)

현재 흡연행태

  비흡연 1.00 - 1.00 - 1.00 - 1.00 -

  흡연 1.17 (1.09 - 1.26) 0.53 (0.47 - 0.60) 1.60 (1.47 - 1.75) 0.36 (0.32 -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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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계속)

변수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수면 충족도
  충분함 1.00 - 1.00 - 1.00 - 1.00 -
  보통 1.12 (1.05 - 1.19) 0.89 (0.79 - 1.01) 1.13 (1.06 - 1.21) 1.07 (0.95 - 1.21)
  충분하지않음 1.40 (1.31 - 1.48) 1.13 (1.00 - 1.28) 1.34 (1.26 - 1.42) 1.27 (1.13 - 1.42)
연도
  2014 1.18 (1.11 - 1.27) 0.99 (0.87 - 1.12) 0.92 (0.87 - 0.98) 0.91 (0.82 - 1.01)
  2015 1.12 (1.04 - 1.20) 0.93 (0.82 - 1.07) 0.93 (0.88 - 0.99) 0.86 (0.77 - 0.95)
  2016 1.06 (0.99 - 1.14) 0.98 (0.86 - 1.11) 0.93 (0.88 - 0.99) 0.75 (0.67 - 0.84)
  2018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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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8>은 각 가족구성원 중 흡연하는 구성원을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 

기타 가족구성원(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원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부모님 모두 흡연할 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

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

의 경우 부모님 모두 흡연할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 1.19(95% 

CI:1.04-1.38),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1.58(95% CI: 1.29-1.93), 여학

생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 1.37(95% CI:1.23-1.52), 자살시도 경

험 교차비는 1.41(95% CI: 1.19-1.68)로써 유의하였다.

  부모님 중에서는 아버지가 흡연하는 경우 대비 어머니가 흡연했을 시 남학

생과 여학생 모두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높은 수준으로 유의하

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아버지가 흡연할 시 

0.90(95% CI: 0.86-0.94), 어머니가 흡연할 시 1.27(95% CI: 

1.03-1.58)을 보였다.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아버지가 흡연할 시 교차비가 

0.78(95% CI: 0.71-0.85), 어머니가 흡연할 시 교차비가 1.22(95% CI: 

0.88-1.70)을 보여 어머니가 흡연할 시, 남학생의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를 

제외하고는 각 구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교차비는 어머니가 흡연할 

시 모두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아버지가 흡연할 시 0.98(95% 

CI: 0.94-1.01), 어머니가 흡연할 시, 1.22(95% CI: 1.04-1.42)를 보였다.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는 아버지가 흡연할 시 교차비가 0.93(95% CI: 

0.86-1.00), 어머니가 흡연할 시 교차비가 1.23(95% CI: 0.95-1.58)을 보

여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가 흡연했을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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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구성원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총합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생각 자살시도

대상자수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부모님 흡연여부

비흡연 144,048 1.00 - 1.00 - 1.00 - 1.00 -

아버지 흡연 113,136 0.90 (0.86 - 0.94) 0.78 (0.71 - 0.85) 0.98 (0.94 - 1.01) 0.93 (0.86 - 1.00)

어머니 흡연 2,712 1.27 (1.03 - 1.58) 1.22 (0.88 - 1.70) 1.22 (1.04 - 1.42) 1.23 (0.95 - 1.58)

아버지, 어머니 흡연 5,774 1.19 (1.04 - 1.38) 1.58 (1.29 - 1.93) 1.37 (1.23 - 1.52) 1.41 (1.19 - 1.68)

기타가족구성원 흡연여부**

비흡연 219,327 1.00 - 1.00 - 1.00 - 1.00 -

　 흡연 46,343 1.25 (1.18 - 1.32) 1.37 (1.24 - 1.51) 1.23 (1.18 - 1.29) 1.37 (1.27 - 1.49)

*학년, 지역, 가구소득수준, 학업성취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음주행태, 흡연행태, 수면 만족도, 연도로 보정함.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가족 흡연행태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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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관련 요인 세부집단 분석결과

  <표 9>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자살생각 경험 관련 요인의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먼저 남학생의 분석결과, 고등학생 대

비 중학생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

가 1.11(95% CI: 1.04-1.18)로 나타났으며, 학업 성취도는 보통 수준일 경

우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1.10(95% CI: 1.01-1.20)으로써 두 요인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관련 요인에서는 아

버지와 어머니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일 시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각각 1.08(95% CI: 0.83-1.41), 1.22(95% CI: 0.90-1.65)로 높았지만 

두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높은 군에서 자

살경험 교차비가 1.07(95% CI: 1.01-1.1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우울감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값은 없었

다.

  여학생의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과 동일하게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에서 자살생각 경험의 교차비가 1.12(95% CI: 

1.06-1.1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의 요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의 자살경험 교차비가 1.08(95% CI: 1.00-1.16), 보

통 수준일 경우의 자살경험 교차비가 1.10(95% CI: 1.04-1.17), 낮은 수준

일 경우의 자살경험 교차비가 1.14(95% CI: 1.05-1.25)로 나타나, 소득수

준이 점차 낮아질수록 교차비가 높아졌으며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최종학력 관련 요인에서는 두 요인 모두 유사하게 학

력이 낮을수록 자살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구간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일 시 자살생

각 경험 교차비가 1.08(95% CI: 1.02-1.14), 고등학교 졸업일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11(95% CI: 1.03-1.20), 중학교 졸업 이하일 시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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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교차비가 1.42(95% CI: 1.06-1.89)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자살생각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의 경우에도 대학교 졸업 이상일 시 자살생각 경험 교

차비가 1.11(95% CI: 1.05-1.17), 고등학교 졸업일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

비가 1.09(95% CI: 1.02-1.17), 중학교 졸업 이하일 시 자살생각 경험 교

차비가 1.30(95% CI: 1.00-1.70)으로 나타나 모든 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자살시도 경험 관련 요인의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먼저 남학생의 분석결과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의 교차비가 <표 7>에서 

1.03(95% CI: 0.94-1.12)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남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의 분석결과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중학생 대비 고

등학생에서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17(95% CI: 1.04-1.31)로써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11(95% CI: 1.00-1.23), 광역시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13(95% CI: 1.01-1.27), 그 외 지역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28(95% CI: 0.91-1.80)로써 수도권에서 그 외 지역으로 갈수록 교차비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요인의 경우 두 요인 모두 

유사하게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시도 교차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일

부 학력 수준의 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가령,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일시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1.09(95% CI: 

0.97-1.21), 고등학교 졸업일 시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1.16(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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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4), 중학교 졸업 이하일 시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1.37(95% 

CI: 0.85-2.22)로 중학교 졸업 이하 수준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교차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며, 아버지 최종학력의 경우 고

등학교 졸업 수준일 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시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1.12(95% CI: 1.00-1.26), 

고등학교 졸업일 시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10(95% CI: 0.97-1.24), 중

학교 졸업 이하일 시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47(95% CI: 0.93-2.32)로 

나타나 아버지 최종학력 요인과 유사하게 중학교 졸업 이하 수준일 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차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 외 

현재 흡연행태 요인과 관련하여 흡연하지 않는 군 대비 흡연을 하는 군에서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1.14(95% CI: 1.05-1.2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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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살생각에 대한 세부집단 분석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가족 중 
흡연없음

가족 중
흡연있음

가족 중
흡연없음

가족 중
흡연있음

OR OR 95%CI OR OR 95%CI
학년 　 　 　 　 　 　 　 　 　 　
  중학생 1.00 1.11 (1.04 - 1.18) 1.00 1.12 (1.06 - 1.19)
  고등학생 1.00 0.99 (0.94 - 1.05) 1.00 1.08 (1.02 - 1.14)
지역 　 　 　 　 　 　 　 　 　 　
  수도권 1.00 1.00 (0.94 - 1.06) 1.00 1.11 (1.05 - 1.17)
  광역시 1.00 1.10 (1.03 - 1.18) 1.00 1.09 (1.02 - 1.16)
  그외 1.00 1.00 (0.81 - 1.24) 1.00 1.14 (0.95 - 1.36)
가구소득수준 　 　 　 　 　 　 　 　 　 　
  낮음 1.00 1.00 (0.91 - 1.10) 1.00 1.14 (1.05 - 1.25)
  보통 1.00 1.06 (0.99 - 1.14) 1.00 1.10 (1.04 - 1.17)
  높음 1.00 1.05 (0.98 - 1.13) 1.00 1.08 (1.00 - 1.16)
학업 성취도 　 　 　 　 　 　 　 　 　 　
  낮음 1.00 1.03 (0.96 - 1.11) 1.00 1.10 (1.03 - 1.16)
  보통 1.00 1.10 (1.01 - 1.20) 1.00 1.01 (0.93 - 1.09)
  높음 1.00 1.01 (0.94 - 1.09) 1.00 1.19 (1.11 - 1.27)
아버지최종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 1.08 (0.83 - 1.41) 1.00 1.42 (1.06 - 1.89)
  고등학교 졸업 1.00 1.01 (0.92 - 1.11) 1.00 1.11 (1.03 - 1.20)
  대학교 졸업이상 1.00 1.03 (0.97 - 1.10) 1.00 1.08 (1.02 - 1.14)
  모름 1.00 1.12 (1.01 - 1.23) 1.00 1.12 (1.03 - 1.22)
어머니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 1.22 (0.90 - 1.65) 1.00 1.30 (1.00 - 1.70)
  고등학교 졸업 1.00 1.04 (0.96 - 1.13) 1.00 1.09 (1.02 - 1.17)
  대학교 졸업이상 1.00 1.02 (0.95 - 1.09) 1.00 1.11 (1.05 - 1.17)
  모름 1.00 1.08 (0.98 - 1.20) 1.00 1.09 (0.99 - 1.20)
신체활동 　 　 　 　 　 　 　 　 　 　
  적음 1.00 1.06 (0.99 - 1.13) 1.00 1.09 (1.04 - 1.14)
  보통 1.00 1.10 (1.01 - 1.19) 1.00 1.15 (1.05 - 1.26)
  많음 1.00 0.95 (0.87 - 1.05) 1.00 1.10 (0.97 - 1.26)
스트레스 수준 　 　 　 　 　 　 　 　 　 　
  많음 1.00 1.07 (1.01 - 1.13) 1.00 1.10 (1.05 - 1.15)
  보통 1.00 1.02 (0.95 - 1.10) 1.00 1.11 (1.03 - 1.20)
  적음 1.00 0.63 (0.45 - 0.89) 1.00 0.98 (0.53 - 1.81)
우울감 유무 　 　 　 　 　 　 　 　 　 　
  없음 1.00 1.06 (0.99 - 1.14) 1.00 1.12 (1.05 - 1.19)
  있음 1.00 1.03 (0.97 - 1.09) 1.00 1.09 (1.04 - 1.14)
현재 음주행태 　 　 　 　 　 　 　 　 　 　
  마시지 않음 1.00 1.10 (1.04 - 1.16) 1.00 1.11 (1.06 - 1.16)
  마심 1.00 0.90 (0.82 - 0.98) 1.00 1.07 (0.97 - 1.18)
현재 흡연행태 　 　 　 　 　 　 　 　 　 　
  비흡연 1.00 1.06 (1.01 - 1.11) 1.00 1.10 (1.06 - 1.14)
  흡연 1.00 0.96 (0.86 - 1.08) 1.00 1.11 (0.92 - 1.34)
수면 충족도 　 　 　 　 　 　 　 　 　 　
  충분함 1.00 1.03 (0.93 - 1.14) 1.00 1.02 (0.92 - 1.14)
  보통 1.00 1.04 (0.96 - 1.12) 1.00 1.06 (0.99 - 1.14)
  충분하지않음 1.00 1.05 (0.99 - 1.12) 1.00 1.14 (1.08 - 1.20)



- 46 -

표 10. 자살시도에 대한 세부집단 분석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가족 중 
흡연없음

가족 중
흡연있음

가족 중
흡연없음

가족 중
흡연있음

OR OR 95%CI OR OR 95%CI
학년
  중학생 1.00 1.11 (0.98 - 1.26) 1.00 1.09 (0.99 - 1.20)
  고등학생 1.00 0.96 (0.84 - 1.09) 1.00 1.17 (1.04 - 1.31)
지역
  수도권 1.00 0.96 (0.85 - 1.09) 1.00 1.11 (1.00 - 1.23)
  광역시 1.00 1.12 (0.98 - 1.29) 1.00 1.13 (1.01 - 1.27)
  그 외 1.00 0.99 (0.68 - 1.45) 1.00 1.28 (0.91 - 1.80)
가구소득 수준
  낮음 1.00 0.96 (0.81 - 1.14) 1.00 1.12 (0.97 - 1.30)
  보통 1.00 1.01 (0.87 - 1.18) 1.00 1.15 (1.03 - 1.29)
  높음 1.00 1.10 (0.96 - 1.25) 1.00 1.09 (0.95 - 1.24)
학업 성취도
  낮음 1.00 1.01 (0.89 - 1.16) 1.00 1.12 (1.01 - 1.25)
  보통 1.00 1.01 (0.83 - 1.22) 1.00 1.12 (0.96 - 1.30)
  높음 1.00 1.06 (0.92 - 1.22) 1.00 1.13 (0.99 - 1.30)
아버지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 1.72 (1.03 - 2.89) 1.00 1.37 (0.85 - 2.22)
  고등학교 졸업 1.00 1.03 (0.86 - 1.25) 1.00 1.16 (1.00 - 1.34)
  대학교 졸업이상 1.00 1.02 (0.90 - 1.16) 1.00 1.09 (0.97 - 1.21)
  모름 1.00 1.00 (0.84 - 1.19) 1.00 1.15 (0.99 - 1.34)
어머니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 1.48 (0.78 - 2.79) 1.00 1.47 (0.93 - 2.32)
  고등학교 졸업 1.00 0.94 (0.79 - 1.11) 1.00 1.10 (0.97 - 1.24)
  대학교 졸업이상 1.00 1.04 (0.91 - 1.19) 1.00 1.12 (1.00 - 1.26)
  모름 1.00 1.10 (0.92 - 1.30) 1.00 1.16 (0.99 - 1.37)
신체활동
  적음 1.00 1.03 (0.91 - 1.18) 1.00 1.12 (1.03 - 1.22)
  보통 1.00 1.11 (0.94 - 1.31) 1.00 1.10 (0.93 - 1.30)
  많음 1.00 0.94 (0.79 - 1.12) 1.00 1.23 (0.99 - 1.53)
스트레스 수준
  많음 1.00 1.07 (0.95 - 1.20) 1.00 1.13 (1.04 - 1.23)
  보통 1.00 1.00 (0.85 - 1.18) 1.00 1.13 (0.96 - 1.33)
  적음 1.00 0.72 (0.48 - 1.10) 1.00 0.64 (0.28 - 1.48)
우울감 유무
  없음 1.00 1.14 (0.94 - 1.37) 1.00 1.12 (0.96 - 1.30)
  있음 1.00 1.00 (0.91 - 1.11) 1.00 1.12 (1.04 - 1.22)
현재 음주행태
  마시지 않음 1.00 1.07 (0.96 - 1.20) 1.00 1.15 (1.06 - 1.26)
  마심 1.00 0.95 (0.81 - 1.10) 1.00 1.03 (0.89 - 1.20)
현재 흡연행태
  비흡연 1.00 1.07 (0.96 - 1.18) 1.00 1.14 (1.05 - 1.23)
  흡연 1.00 0.93 (0.77 - 1.12) 1.00 1.04 (0.84 - 1.29)
수면 충족도
  충분함 1.00 1.03 (0.86 - 1.22) 1.00 1.14 (0.93 - 1.39)
  보통 1.00 1.08 (0.91 - 1.29) 1.00 1.06 (0.92 - 1.22)
  충분하지않음 1.00 1.01 (0.89 - 1.15) 1.00 1.15 (1.05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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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족구성원 중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세부집단 분석결과

  <표 11>과 <표 12>는 각 가족구성원 중 부모님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부모님의 흡연여부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11>은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세부집단 분석결과로써 

남학생의 분석결과,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에서 부모의 흡연 여부와 자살생각

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부모가 모두 흡연 시, 자살생각 경험 교

차비가 1.40(95% CI: 1.13-1.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흡연여부와 청소년의 자

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높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 경우 어머니가 흡연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크게 

증가하였다(OR: 2.17, 95% CI: 1.47-3.21). 부모의 최종학력의 경우, 아버

지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흡연 여부와 청소년 자살생각간의 높은 관

련성을 보였다. 특히 부모님이 모두 흡연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각 구간별 아버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일시에만 자

살생각 경험 교차비 1.26(95% CI: 1.00-1.59)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표 8>과 같이 여학생의 분석결과, 아버지 흡연에 따른 여학생의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는(OR: 0.98, 95% CI: 0.94-1.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어머니와 부모님 흡연 시에만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에서 부모의 

흡연 여부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어머니가 흡연했을 시에는 1.28(95% CI: 1.04-1.57), 부모님이 

흡연했을 시에는 1.48(95% CI: 1.28-1.71)로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부모님 흡연 시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과 더욱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부

모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라 부모가 흡연 시, 청소년의 자살생각 경험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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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보였다. 가령, 어머니의 흡연대비 부모님 흡연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

하로 갈수록 교차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아버지 OR: 1.10, 1.58, 

1.95, 어머니 OR: 0.97, 1.54, 2.66)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학교 졸업 이

하의 학력 수준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각각 1.95(95% CI: 

1.25-3.05), 2.66(95% CI: 1.65-4.27)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다.

  <표 12>는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시도 세부집단 분석결과

로써 <표 8>에서 어머니의 흡연에 따른 남학생의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OR: 1.22, 95% CI: 0.88-1.7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부

모 모두 흡연 시에만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다. 남학생의 분석결과, 자살시도 

경험도 자살생각 경험과 유사하게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에서 부모의 흡연 여

부와 청소년 자살시도 경험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부모가 모두 흡연 시, 중학

생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79(95% CI: 1.34-2.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에도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

모의 흡연여부와 청소년 자살시도와의 관련성이 높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

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 교

차비가 아버지가 흡연 시 0.86(95% CI: 0.75-0.99), 부모님이 흡연 시 

2.15(95% CI: 1.48-3.11)을 보여 부모가 흡연 시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라 부모가 흡연 시, 남학생의 자

살시도 경험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의 경우 학

력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흡연 여부와 청소년의 자살시도와의 관련성이 높

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로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 모두 흡연 시,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크게 증

가하였다(아버지 OR: 2.82 95% CI: 1.39-5.75, 어머니 OR: 2.11, 95% 

CI: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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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에서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흡연 시 자살시도 경험 교차

비는 각각 0.93(95% CI: 0.86-1.00), 1.23(95% CI: 0.95-1.58)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모 모두 흡연 시에만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다. 

여학생의 분석결과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에서 부모의 흡연 여부와 자살시도와

의 관련성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흡연 시,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

가 1.72(95% CI: 1.33-2.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과 관련하여 부모 모두 흡연 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

년 자살시도와의 관련성이 높은 추세를 보였고(대학교 졸업이상 OR: 1.22, 

95% CI: .79-1.87, 고등학교 졸업 OR: 1.56, 95% CI: 1.20-2.03, 중학교 

졸업이하 OR: 1.85, 95% CI: 0.98-3.50) 일부 구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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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가족구성원 중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세부집단 분석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OR OR 95%CI OR 95%CI OR 95%CI OR OR 95%CI OR 95%CI OR 95%CI

학년

중학생 1.00 0.98 (0.91 - 1.04) 1.37 (0.97 - 1.93) 1.40 (1.13 - 1.73) 1.00 1.02 (0.97 - 1.08) 1.14 (0.90 - 1.44) 1.23 (1.05 - 1.44)

고등학생 1.00 0.84 (0.79 - 0.89) 1.20 (0.91 - 1.58) 1.07 (0.89 - 1.29) 1.00 0.94 (0.88 - 0.99) 1.28 (1.04 - 1.57) 1.48 (1.28 - 1.71)

지역

수도권 1.00 0.86 (0.81 - 0.92) 1.39 (1.04 - 1.86) 1.25 (1.03 - 1.52) 1.00 0.99 (0.94 - 1.05) 1.07 (0.87 - 1.31) 1.35 (1.15 - 1.59)

광역시 1.00 0.95 (0.89 - 1.02) 1.14 (0.82 - 1.59) 1.17 (0.95 - 1.45) 1.00 0.96 (0.90 - 1.02) 1.38 (1.08 - 1.77) 1.38 (1.19 - 1.60)

그외 1.00 0.76 (0.60 - 0.97) 1.27 (0.52 - 3.09) 0.97 (0.53 - 1.79) 1.00 0.98 (0.82 - 1.17) 1.59 (0.82 - 3.07) 1.27 (0.72 - 2.24)

소득수준

낮음 1.00 0.80 (0.73 - 0.89) 1.00 (0.72 - 1.40) 1.11 (0.89 - 1.40) 1.00 1.01 (0.93 - 1.10) 1.14 (0.91 - 1.42) 1.29 (1.08 - 1.55)

보통 1.00 0.92 (0.86 - 0.99) 1.17 (0.80 - 1.71) 1.17 (0.93 - 1.47) 1.00 0.96 (0.91 - 1.02) 1.28 (0.99 - 1.66) 1.44 (1.21 - 1.71)

높음 1.00 0.93 (0.86 - 1.00) 2.17 (1.47 - 3.21) 1.30 (0.98 - 1.73) 1.00 0.97 (0.91 - 1.04) 1.39 (0.94 - 2.07) 1.39 (1.09 - 1.77)

학업성취도

낮음 1.00 0.90 (0.83 - 0.97) 1.15 (0.86 - 1.54) 1.16 (0.94 - 1.42) 1.00 0.97 (0.92 - 1.03) 1.04 (0.83 - 1.31) 1.28 (1.10 - 1.49)

보통 1.00 0.95 (0.87 - 1.04) 1.39 (0.89 - 2.16) 0.90 (0.66 - 1.22) 1.00 0.91 (0.84 - 0.98) 1.30 (0.96 - 1.76) 1.40 (1.10 - 1.79)

높음 1.00 0.86 (0.79 - 0.93) 1.43 (0.96 - 2.12) 1.56 (1.20 - 2.02) 1.00 1.03 (0.97 - 1.11) 1.53 (1.12 - 2.08) 1.52 (1.20 - 1.92)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00 0.91 (0.68 - 1.20) 0.97 (0.36 - 2.59) 1.31 (0.77 - 2.23) 1.00 1.21 (0.93 - 1.58) 1.06 (0.49 - 2.31) 1.95 (1.25 - 3.05)

고등학교 졸업 1.00 0.91 (0.83 - 1.00) 0.99 (0.65 - 1.51) 1.26 (1.00 - 1.59) 1.00 0.98 (0.91 - 1.06) 1.13 (0.83 - 1.53) 1.58 (1.33 - 1.87)

대학교졸업이상 1.00 0.91 (0.85 - 0.97) 1.83 (1.21 - 2.76) 1.13 (0.86 - 1.48) 1.00 0.98 (0.93 - 1.04) 1.59 (1.15 - 2.19) 1.10 (0.88 - 1.37)

모름 1.00 0.87 (0.78 - 0.96) 1.20 (0.86 - 1.66) 1.12 (0.86 - 1.47) 1.00 0.94 (0.86 - 1.03) 1.13 (0.89 - 1.43) 1.25 (1.00 - 1.55)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00 0.80 (0.58 - 1.09) 0.92 (0.44 - 1.94) 0.60 (0.34 - 1.05) 1.00 1.25 (0.96 - 1.64) 0.90 (0.54 - 1.53) 2.66 (1.65 - 4.27)

고등학교 졸업 1.00 0.92 (0.85 - 1.00) 1.18 (0.84 - 1.66) 1.19 (0.96 - 1.49) 1.00 0.97 (0.91 - 1.04) 1.17 (0.94 - 1.46) 1.54 (1.31 - 1.80)

대학교졸업이상 1.00 0.93 (0.87 - 0.99) 1.39 (0.94 - 2.06) 1.20 (0.90 - 1.60) 1.00 1.00 (0.95 - 1.06) 1.81 (1.29 - 2.52) 0.97 (0.75 - 1.25)

모름 1.00 0.84 (0.75 - 0.93) 1.35 (0.89 - 2.06) 1.24 (0.95 - 1.62) 1.00 0.91 (0.83 - 1.00) 1.02 (0.71 - 1.46) 1.16 (0.92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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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가족구성원 중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세부집단 분석결과(계속)

변수

남학생 여학생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OR OR 95%CI OR 95%CI OR 95%CI OR OR 95%CI OR 95%CI OR 95%CI

신체활동

적음 1.00 0.93 (0.87 - 1.00) 1.21 (0.90 - 1.64) 1.25 (1.03 - 1.52) 1.00 0.98 (0.94 - 1.03) 1.19 (1.00 - 1.42) 1.46 (1.28 - 1.66)

보통 1.00 0.90 (0.83 - 0.99) 1.55 (1.03 - 2.31) 1.19 (0.89 - 1.59) 1.00 0.98 (0.89 - 1.07) 1.22 (0.83 - 1.79) 1.29 (1.00 - 1.67)

많음 1.00 0.82 (0.74 - 0.90) 1.16 (0.77 - 1.75) 1.14 (0.84 - 1.54) 1.00 0.96 (0.84 - 1.10) 1.58 (0.94 - 2.64) 0.95 (0.66 - 1.36)

스트레스수준

많음 1.00 0.95 (0.90 - 1.01) 1.35 (1.04 - 1.75) 1.29 (1.09 - 1.53) 1.00 1.00 (0.95 - 1.05) 1.35 (1.13 - 1.62) 1.32 (1.17 - 1.48)

보통 1.00 0.86 (0.79 - 0.93) 1.14 (0.80 - 1.62) 1.02 (0.78 - 1.34) 1.00 0.93 (0.86 - 1.00) 0.83 (0.58 - 1.19) 1.57 (1.25 - 1.98)

적음 1.00 0.44 (0.29 - 0.68) 0.47 (0.15 - 1.48) 1.77 (0.79 - 3.99) 1.00 0.89 (0.43 - 1.84) 1.01 (0.11 - 9.33) 0.27 (0.06 - 1.14)

우울감

우울하지않음 1.00 0.94 (0.87 - 1.01) 1.64 (1.21 - 2.22) 1.20 (0.94 - 1.53) 1.00 0.98 (0.91 - 1.05) 1.23 (0.94 - 1.61) 1.59 (1.30 - 1.94)

우울함 1.00 0.88 (0.83 - 0.94) 1.04 (0.79 - 1.36) 1.19 (1.01 - 1.42) 1.00 0.98 (0.93 - 1.03) 1.20 (1.00 - 1.44) 1.27 (1.12 - 1.44)

현재음주현황

안마심 1.00 0.96 (0.91 - 1.02) 1.42 (1.09 - 1.86) 1.33 (1.11 - 1.59) 1.00 0.99 (0.95 - 1.04) 1.14 (0.95 - 1.37) 1.43 (1.25 - 1.64)

마심 1.00 0.74 (0.68 - 0.81) 1.03 (0.73 - 1.44) 0.99 (0.80 - 1.23) 1.00 0.91 (0.82 - 1.00) 1.40 (1.05 - 1.86) 1.23 (1.02 - 1.49)

현재흡연현황

비흡연 1.00 0.93 (0.88 - 0.98) 1.39 (1.08 - 1.79) 1.25 (1.05 - 1.48) 1.00 0.98 (0.95 - 1.02) 1.19 (1.01 - 1.40) 1.42 (1.26 - 1.61)

흡연 1.00 0.77 (0.69 - 0.87) 0.93 (0.65 - 1.34) 1.07 (0.83 - 1.37) 1.00 0.88 (0.74 - 1.06) 1.46 (0.95 - 2.25) 1.09 (0.83 - 1.43)

수면 충족도

충분함 1.00 0.91 (0.82 - 1.01) 1.78 (1.13 - 2.80) 1.33 (0.98 - 1.82) 1.00 0.88 (0.78 - 0.98) 0.80 (0.49 - 1.32) 1.25 (0.91 - 1.72)

보통 1.00 0.88 (0.81 - 0.96) 0.83 (0.56 - 1.24) 1.15 (0.87 - 1.52) 1.00 0.95 (0.88 - 1.03) 0.93 (0.68 - 1.29) 1.29 (1.02 - 1.63)

충분하지않음 1.00 0.91 (0.85 - 0.97) 1.32 (0.99 - 1.77) 1.17 (0.97 - 1.41) 1.00 0.95 (0.88 - 1.03) 0.93 (0.68 - 1.29) 1.29 (1.02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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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족구성원 중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 세부집단 분석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OR OR 95%CI OR 95%CI OR 95%CI OR OR 95%CI OR 95%CI OR 95%CI

학년

중학생 1.00 0.90 (0.79 - 1.01) 1.84 (1.15 - 2.96) 1.79 (1.34 - 2.40) 1.00 0.95 (0.86 - 1.05) 1.16 (0.82 - 1.63) 1.17 (0.93 - 1.47)

고등학생 1.00 0.68 (0.60 - 0.78) 0.87 (0.55 - 1.39) 1.44 (1.09 - 1.90) 1.00 0.90 (0.80 - 1.02) 1.30 (0.88 - 1.90) 1.72 (1.33 - 2.21)

지역

수도권 1.00 0.73 (0.65 - 0.83) 1.42 (0.92 - 2.19) 1.86 (1.41 - 2.46) 1.00 0.92 (0.83 - 1.02) 0.87 (0.60 - 1.27) 1.38 (1.08 - 1.78)

광역시 1.00 0.83 (0.72 - 0.95) 0.76 (0.42 - 1.38) 1.47 (1.08 - 2.00) 1.00 0.93 (0.83 - 1.04) 1.72 (1.21 - 2.45) 1.42 (1.10 - 1.83)

그외 1.00 0.71 (0.48 - 1.05) 4.06 (1.66 - 9.96) 0.73 (0.27 - 1.97) 1.00 1.05 (0.77 - 1.41) 1.48 (0.33 - 6.72) 1.80 (0.81 - 3.99)

소득수준

낮음 1.00 0.64 (0.54 - 0.77) 0.74 (0.43 - 1.27) 1.36 (1.01 - 1.84) 1.00 0.85 (0.74 - 0.98) 1.21 (0.85 - 1.71) 1.32 (1.02 - 1.71)

보통 1.00 0.80 (0.68 - 0.93) 1.27 (0.63 - 2.55) 1.33 (0.90 - 1.98) 1.00 1.00 (0.89 - 1.12) 1.41 (0.92 - 2.14) 1.38 (1.06 - 1.81)

높음 1.00 0.86 (0.75 - 0.99) 2.26 (1.29 - 3.97) 2.15 (1.48 - 3.11) 1.00 0.89 (0.78 - 1.02) 0.98 (0.47 - 2.01) 1.64 (1.06 - 2.54)

학업성취도

낮음 1.00 0.76 (0.66 - 0.87) 0.93 (0.56 - 1.54) 1.44 (1.07 - 1.95) 1.00 0.98 (0.89 - 1.10) 1.21 (0.87 - 1.70) 1.36 (1.09 - 1.70)

보통 1.00 0.88 (0.73 - 1.06) 2.05 (1.14 - 3.72) 1.32 (0.80 - 2.18) 1.00 0.95 (0.82 - 1.11) 1.20 (0.70 - 2.07) 1.51 (1.06 - 2.14)

높음 1.00 0.74 (0.63 - 0.87) 1.22 (0.63 - 2.36) 1.96 (1.37 - 2.80) 1.00 0.83 (0.72 - 0.95) 1.38 (0.79 - 2.38) 1.56 (1.02 - 2.39)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00 1.03 (0.63 - 1.67) 1.44 (0.17 - 12.29) 2.82 (1.39 - 5.75) 1.00 0.93 (0.58 - 1.50) 1.23 (0.42 - 3.58) 1.95 (1.08 - 3.54)

고등학교 졸업 1.00 0.88 (0.73 - 1.07) 1.50 (0.79 - 2.84) 1.33 (0.90 - 1.97) 1.00 0.93 (0.81 - 1.07) 1.42 (0.85 - 2.38) 1.49 (1.12 - 1.99)

대학교졸업이상 1.00 0.79 (0.69 - 0.90) 2.29 (1.27 - 4.15) 1.91 (1.29 - 2.81) 1.00 0.93 (0.83 - 1.04) 1.04 (0.56 - 1.91) 1.40 (0.97 - 2.04)

모름 1.00 0.66 (0.55 - 0.80) 0.72 (0.42 - 1.23) 1.32 (0.93 - 1.85) 1.00 0.93 (0.79 - 1.08) 1.19 (0.82 - 1.74) 1.30 (0.99 - 1.72)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00 0.95 (0.49 - 1.85) 0.31 (0.05 - 1.80) 2.11 (1.00 - 4.44) 1.00 1.28 (0.79 - 2.07) 2.33 (1.16 - 4.69) 1.85 (0.98 - 3.50)

고등학교 졸업 1.00 0.79 (0.67 - 0.93) 1.15 (0.65 - 2.03) 1.49 (1.05 - 2.10) 1.00 0.92 (0.81 - 1.04) 0.93 (0.61 - 1.42) 1.56 (1.20 - 2.03)

대학교졸업이상 1.00 0.85 (0.75 - 0.98) 1.70 (0.91 - 3.17) 1.84 (1.18 - 2.88) 1.00 0.94 (0.83 - 1.05) 1.52 (0.89 - 2.57) 1.22 (0.79 - 1.87)

모름 1.00 0.67 (0.56 - 0.80) 1.22 (0.69 - 2.14) 1.27 (0.91 - 1.78) 1.00 0.92 (0.78 - 1.08) 1.34 (0.79 - 2.27) 1.33 (0.99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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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족구성원 중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 세부집단 분석결과(계속)

변수

남학생 여학생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비흡연 아버지 흡연 어머니 흡연 부모님 흡연

OR OR 95%CI OR 95%CI OR 95%CI OR OR 95%CI OR 95%CI OR 95%CI

신체활동

적음 1.00 0.78 (0.68 - 0.89) 1.43 (0.91 - 2.24) 1.77 (1.34 - 2.32) 1.00 0.95 (0.87 - 1.04) 1.32 (0.98 - 1.77) 1.57 (1.28 - 1.94)

보통 1.00 0.80 (0.67 - 0.94) 1.07 (0.54 - 2.13) 1.66 (1.06 - 2.60) 1.00 0.84 (0.71 - 0.99) 0.93 (0.49 - 1.79) 1.42 (0.99 - 2.04)

많음 1.00 0.76 (0.64 - 0.92) 0.87 (0.40 - 1.89) 1.25 (0.83 - 1.88) 1.00 1.00 (0.80 - 1.24) 1.28 (0.53 - 3.07) 0.80 (0.48 - 1.33)

스트레스수준

많음 1.00 0.85 (0.76 - 0.95) 1.25 (0.82 - 1.91) 1.80 (1.42 - 2.27) 1.00 0.98 (0.90 - 1.07) 1.25 (0.94 - 1.66) 1.58 (1.31 - 1.90)

보통 1.00 0.71 (0.60 - 0.84) 1.33 (0.76 - 2.33) 1.19 (0.73 - 1.91) 1.00 0.80 (0.68 - 0.94) 1.33 (0.72 - 2.43) 0.99 (0.64 - 1.55)

적음 1.00 0.57 (0.34 - 0.94) 0.34 (0.08 - 1.56) 2.51 (0.73 - 8.58) 1.00 0.80 (0.68 - 0.94) 1.33 (0.72 - 2.43) 0.99 (0.64 - 1.55)

우울감

우울하지않음 1.00 0.89 (0.73 - 1.07) 1.53 (0.77 - 3.03) 1.41 (0.84 - 2.34) 1.00 0.92 (0.78 - 1.07) 1.70 (1.03 - 2.80) 1.46 (0.99 - 2.14)

우울함 1.00 0.89 (0.73 - 1.07) 1.53 (0.77 - 3.03) 1.41 (0.84 - 2.34) 1.00 0.94 (0.86 - 1.02) 1.13 (0.85 - 1.51) 1.42 (1.17 - 1.72)

현재음주현황

안마심 1.00 0.86 (0.77 - 0.95) 1.08 (0.65 - 1.81) 1.43 (1.05 - 1.95) 1.00 0.99 (0.90 - 1.08) 1.28 (0.94 - 1.74) 1.43 (1.13 - 1.81)

마심 1.00 0.66 (0.56 - 0.77) 1.33 (0.84 - 2.10) 1.64 (1.23 - 2.18) 1.00 0.79 (0.68 - 0.91) 1.13 (0.73 - 1.74) 1.35 (1.06 - 1.74)

현재흡연현황

비흡연 1.00 0.83 (0.75 - 0.92) 1.20 (0.76 - 1.91) 1.38 (1.03 - 1.86) 1.00 0.98 (0.90 - 1.06) 1.36 (1.03 - 1.80) 1.53 (1.25 - 1.87)

흡연 1.00 0.64 (0.53 - 0.78) 1.14 (0.68 - 1.91) 1.70 (1.25 - 2.32) 1.00 0.67 (0.54 - 0.83) 0.90 (0.52 - 1.56) 1.09 (0.79 - 1.49)

수면 충족도

충분함 1.00 0.66 (0.55 - 0.80) 2.54 (1.44 - 4.47) 1.58 (1.02 - 2.45) 1.00 0.86 (0.70 - 1.06) 0.94 (0.40 - 2.21) 1.89 (1.20 - 2.97)

보통 1.00 0.84 (0.71 - 1.00) 1.08 (0.50 - 2.32) 1.45 (0.92 - 2.29) 1.00 0.93 (0.81 - 1.07) 0.90 (0.53 - 1.53) 0.89 (0.59 - 1.32)

충분하지않음 1.00 0.84 (0.71 - 1.00) 1.08 (0.50 - 2.32) 1.45 (0.92 - 2.29) 1.00 0.94 (0.86 - 1.04) 1.41 (1.03 - 1.92) 1.56 (1.27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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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

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 조사 자료 활용을 통해 가족구성원 단위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행태를 파

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변

수별로 대상자 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

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혼란 변수를 통제한 후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때, 다양한 변수 들을 활용 및 통제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검정하였다. 여러 변수를 통해 분석하다보니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VIF)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이 연구에서 포함하고자 했던 모든 변수간

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른 가설검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제2차 자료원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설문 문

항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한계점을 위해 타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문항지 외

에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여러 가지 설문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직

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분석하였다

(임웅 등, 1992; 유일경, 2000; 김영미 등, 2006; 김재수, 2008; 김은주, 

2012; 허원빈과 전종설, 2014). 

  둘째,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를 파악하는 문항의 선택지가 '아버지', '어머니' 

외에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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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구성원이 있어서 몇 명의 구성원이 흡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설문지 문항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측정 방법

을 적용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인 분석 요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단면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인구·사

회학적 요인 및 신체·건강 요인을 청소년의 정신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생 요인으로써 선후 관계 파악이 불가하다. 따라서 각 요인 간의 명확

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전 선행연구의 결과 부모

의 흡연 여부나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행태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

시도 및 자살생각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정, 2001; 이보은 등, 2004; 강

이주와 김효신, 2005; 김현옥과 전미숙, 2007; 곽연희, 2011; 김은주, 2012; 

김미경, 2013).

  넷째, 청소년의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는 별도 면접관 없이 자기기입

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

답하지 않거나, 온라인 설문 수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시 설문 문항 결

과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목적 및 수행 절차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면접관의 입회하

에 원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도 조사의 

필요성과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이 연구 및 설문 문항

에 대한 한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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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 자살생각 및 자살시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족구성원 

및 청소년의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

수의 빈도 및 분포를 분석한 결과(표 6), 기준 년도인 2014년부터 2016년, 

2018년까지 총 265,670명 중에서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는 청소년은 

145,802명(54.9%)이었으며, 이 중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7,539명(10.4%), 여학생은 12,131명(16.6%),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629명(2.2%), 여학생은 2,792명(3.8%)으로써 남학생 대비 여학

생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의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성별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수준을 고려했을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

생 대비 여학생의 경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이 더욱 높았다(지추련, 

2012; 강대훈 등, 2018). 여학생의 경우 높은 자살시도 경험을 보이나, 남학

생 대비 덜 치명적인 자살시도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을 시도했을 

시, 여학생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더 적었다(강대훈 등, 2018). 다만, 청소

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연령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연구 결과와 달

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이신동, 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서순림과 김정복, 200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도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구분

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7), 남학생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

을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04(95% CI: 1.00-1.09)로 유의하게 높아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와 남학생의 자살생각 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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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는 1.03(95% CI: 0.94-1.12)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10(95% CI: 1.06-1.15),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13(95% CI: 1.05-1.21)으로써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가 여학생의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과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많은 군

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남학생의 경우 2.84(95% CI: 2.50-3.22), 여

학생의 경우 3.41(95% CI: 2.76-4.21)을 보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생각 경험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특히 스트레스 대처

에 미숙한 청소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표출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

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홍영수와 전선영, 2005). 그 외, 

음주 및 흡연행태와 관련하여 현재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의 경우 모두 자살생각 경험과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아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행태와 정신건강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

다. 선행연구 결과 현재 음주나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정도가 높고(김영아, 2001),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염인숙, 2018). 박은옥(2008)도 현재 

흡연하는 청소년의 경우 비흡연 청소년 대비 3.19배, 현재 술을 마시는 청소

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2.39배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족구성원 중 흡연하는 구성원을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 기타 가

족구성원(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원의 흡연 여

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8), 부모님이 흡연할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살 생각과 자살시

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흡연했을 시, 

자살생각 교차비가 1.19(95% CI: 1.04-1.38), 자살시도 교차비가 

1.58(95% CI: 1.29-1.93),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흡연했을 시 자살생각 

교차비가 1.37(95% CI: 1.23-1.52), 자살시도 교차비가 1.41(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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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8)로 각 구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중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흡연

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흡연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27(95% 

CI: 1.09-1.58),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22(95% CI: 0.88-1.70), 여학

생의 경우 어머니가 흡연 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22(95% CI: 

1.04-1.42),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23(95% CI: 0.95-1.58)으로 각 구

간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구성원의 흡연행태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주고, 청

소년의 흡연은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유일경, 2000; 이휘

곤 등, 2005; 김영미 등, 2006; 김재수, 2008; 김은주, 2012) 가족구성원의 

흡연행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 박아영(2016)은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수가 1명일 때 아버지가 흡연했을 시 청소년의 흡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흡연이 잦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흡연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01; 이보은 등, 2004; 강이주와 김효신, 2005; 박선희와 전경자, 2007; 

곽연희, 2011). 흡연하는 가정의 특성상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성과 화목도가 

낮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낮으며 상호 의견 존중도가 낮았다(이영

빈, 1995; 유일경, 2000). 특히나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흡연했을 시, 가정 

양육환경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자녀가 흡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선

행연구결과 어머니의 흡연행태 이외에도 음주행태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의 응

집력이 낮고, 부모와 자녀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추후 자녀도 알

코올 의존도가 높아져 불안이나 우울한 정서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명선 등, 2008). 뿐만 아니라, 부모의 흡연과 음주행

태로 인해 부모로부터 피학대 경험을 당하는 자녀가 있고, 이러한 가정의 부

정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노윤호와 김은

주, 2013). 

  넷째, 가족구성원 중 부모님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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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부모님의 흡연 여부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11)(표 12),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40(95% CI: 1.13-1.73),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1.79(95% CI: 1.34-2.40),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서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48(95% CI: 1.28-1.71),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

가 1.72(95% CI: 1.33-2.21)를 보여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학

년 수준도 청소년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부모님 모두 흡연할 

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수준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부모님 모두 흡연할 시,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로 낮을수록 남학생의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31(95% CI: 

0.77-2.23), 자살시도 경험 교차비가 2.82(95% CI: 1.39-5.75) 여학생의 

자살생각 경험 교차비가 1.95(95% CI: 1.25-3.05), 여학생의 자살시도 경

험 교차비가 1.95(95% CI: 1.08-3.54)를 보여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낮을

수록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여학생

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모두 흡연할 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

하로 낮을수록 여학생의 자살생각 경험 및 자살시도 경험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김은주(2012)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중

학교 졸업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일 때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부록 <표 2>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흡연자의 유무에 따른 전체 연

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 및 분포를 분석

한 결과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학업성취도 수준에서 남학생의 경

우 26,676명으로 36.6%, 여학생의 경우는 26,364명으로 36.1%를 보여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0.0001). 청소년의 현재 흡연 및 음주행태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원 중 흡

연자가 있을 시, 현재 술을 마시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4,76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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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10,886명으로 14.9%를 보였고, 현재 흡연을 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은 각각 9,126명으로 12.5%, 3,081명으로 4.2%를 보여 가족구성원의 흡연 

여부와 청소년의 현재 음주 및 흡연행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

다. 고정자(1992)는 가족 중 흡연자의 유무와 청소년의 흡연경험 여부와 관

련성이 없다고 밝혀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청소년의 흡연 또는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김수정, 2001; 

이보은 등, 2004; 강이주와 김효신, 2005; 박선희와 전경자, 2007; 곽연희, 

2011; 김은주, 2012; 박아영, 2016; 권석현과 정수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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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며, 가족구성원의 흡연행태 관리가 청소년의 자살시도 및 자살생각 등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조사대상자 총 

265,670명 중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13,270명(9.8%), 자살시

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2,819(2.1%),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19,851명(15.3%),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4,350명(3.4%)으로써 남

학생 대비 여학생의 분포가 더 높았다.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을 시, 남학

생과 여학생 모두 자살생각 경험이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자살생각 뿐만 아

니라 자살시도 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가족구성원과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 건강 요인을 고려했을 

시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의 교차비가 높았다.

  가족구성원 중 부모님 모두 흡연할 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부모님 중에서 아버

지 대비 어머니가 흡연 시, 청소년 정신건강에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양육환

경이 취약하여 청소년 자녀가 흡연과 음주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흡연

하는 가정의 특성상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성이 없고 의견 존중도가 낮아 효율

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부모의 부정적인 흡연과 음주행태에 따라 부모로부

터 피학대 경험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어 이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

도는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부모님의 흡연 여부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대비 중학생에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에서 부모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관련성이 높았다. 특히나 부모님이 모두 흡연할 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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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그 외, 부모님 모두 흡연 시, 아버지와 어

머니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 모두 흡연 시, 아버

지의 학력 수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학력 수준 모두 여학생의 정신건강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신체건강 요인

들을 통제하더라도 가족 중 흡연자가 있을 시,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

도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부모의 

건강행태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를 초기에 인

지하여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단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 체계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

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느 특정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닌 가족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부모의 최종학력 및 가구 소득수준

이나,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 등 전반적인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이 노출되어있는 다양한 사회·환경적인 

접근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결

과를 근거로 향후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치료중심보다는 조기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지속 가

능한 정신건강 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삶의 가

치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는 치료 및 예방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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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독립변수의 VIF 값

　 남학생 여학생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유무 1.020 1.021

학년 1.218 1.153

지역 1.005 1.005

가구 소득수준 1.118 1.122

학업 성취도 1.107 1.111

아버지 최종학력 1.689 1.546

어머니 최종학력 1.689 1.542

신체활동 1.033 1.022

스트레스 수준 1.165 1.202

우울감 유무 1.130 1.156

현재 음주행태 1.281 1.190

현재 흡연행태 1.258 1.147

수면 충족도 1.159 1.130

연도 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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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변수

남학생

P값

여학생

P값
총합

가족구성원중 흡연자 유무
총합

가족구성원중 흡연자 유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총합 135,940 63,115 (46.4) 72,825 (53.6) 　 129,730 56,753 (43.7) 72,977 (56.3) 　

학년 <.0001 <.0001

중학생 68,491 30,837 (48.9) 37,654 (51.7) 64,411 27,524 (48.5) 36,887 (50.5)

고등학생 67,449 32,278 (51.1) 35,171 (48.3) 65,319 29,229 (51.5) 36,090 (49.5)

지역 <.0001 <.0001

수도권 69,154 32,942 (52.2) 36,212 (49.7) 67,597 30,514 (53.8) 37,083 (50.8)

광역시 59,473 27,032 (42.8) 32,441 (44.5) 55,146 23,439 (41.3) 31,707 (43.4)

그외 7,313 3,141 (5.0) 4,172 (5.7) 6,987 2,800 (4.9) 4,187 (5.7)

가구 소득수준 <.0001 <.0001

낮음 21,498 8,534 (13.5) 12,964 (17.8) 21,381 7,663 (13.5) 13,718 (18.8)

보통 61,224 27,239 (43.2) 33,985 (46.7) 64,641 27,447 (48.4) 37,194 (51.0)

높음 53,218 27,342 (43.3) 25,876 (35.5) 43,708 21,643 (38.1) 22,065 (30.2)

학업성취도 <.0001 <.0001

낮음 46,085 19,409 (30.8) 26,676 (36.6) 43,248 16,884 (29.7) 26,364 (36.1)

보통 37,212 17,194 (27.2) 20,018 (27.5) 38,053 16,973 (29.9) 21,080 (28.9)

높음 52,643 26,512 (42.0) 26,131 (35.9) 48,429 22,896 (40.3) 25,533 (35.0)

아버지 최종학력 <.0001 <.0001

중학교 졸업이하 3,301 1,260 (2.0) 2,041 (2.8) 2,966 1,019 (1.8) 1,947 (2.7)

고등학교 졸업 36,023 14,243 (22.6) 21,780 (29.9) 37,142 13,622 (24.0) 23,520 (32.2)

대학교 졸업이상 66,279 34,192 (54.2) 32,087 (44.1) 63,379 31,290 (55.1) 32,089 (44.0)

모름 30,337 13,420 (21.3) 16,917 (23.2) 26,243 10,822 (19.1) 15,421 (21.1)



- 72 -

부록 표 2.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계속)

변수

남학생

P값

여학생

P값
총합

가족구성원중 흡연자 유무
총합

가족구성원중 흡연자 유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총합 135,940 63,115 (46.4) 72,825 (53.6) 　 129,730 56,753 (43.7) 72,977 (56.3) 　

어머니 최종학력 <.0001 <.0001
중학교 졸업이하 2,558 1,071 (1.7) 1,487 (2.0) 2,782 1,040 (1.8) 1,742 (2.4)
고등학교 졸업 42,905 18,154 (28.8) 24,751 (34.0) 47,787 18,958 (33.4) 28,829 (39.5)
대학교 졸업이상 59,442 30,974 (49.1) 28,468 (39.1) 56,451 28,171 (49.6) 28,280 (38.8)

모름 31,035 12,916 (20.5) 18,119 (24.9) 22,710 8,584 (15.1) 14,126 (19.4)
신체활동 0.0375 <.0001

적음 66,876 31,173 (49.4) 35,703 (49.0) 97,145 42,848 (75.5) 54,297 (74.4)
보통 37,651 17,556 (27.8) 20,095 (27.6) 22,139 9,524 (16.8) 12,615 (17.3)
많음 31,413 14,386 (22.8) 17,027 (23.4) 10,446 4,381 (7.7) 6,065 (8.3)

스트레스 수준 <.0001 <.0001

많이 41,304 18,216 (28.9) 23,088 (31.7) 58,016 24,097 (42.5) 33,919 (46.5)
조금 87,267 41,086 (65.1) 46,181 (63.4) 69,519 31,547 (55.6) 37,972 (52.0)
안느낌 7,369 3,813 (6.0) 3,556 (4.9) 2,195 1,109 (2.0) 1,086 (1.5)

우울감 <.0001 <.0001
우울하지않음 107,933 50,786 (80.5) 57,147 (78.5) 89,926 40,529 (71.4) 49,397 (67.7)
우울함 28,007 12,329 (19.5) 15,678 (21.5) 39,804 16,224 (28.6) 23,580 (32.3)

현재 음주현황 <.0001 <.0001
안마심 111,114 53,056 (84.1) 58,058 (79.7) 112,827 50,736 (89.4) 62,091 (85.1)
마심 24,826 10,059 (15.9) 14,767 (20.3) 16,903 6,017 (10.6) 10,886 (14.9)



- 73 -

부록 표 2.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계속)

변수

남학생

P값

여학생

P값
총합

가족구성원중 흡연자 유무
총합

가족구성원중 흡연자 유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총합 135,940 63,115 (46.4) 72,825 (53.6) 　 129,730 56,753 (43.7) 72,977 (56.3) 　

현재 흡연현황 <.0001 <.0001

비흡연 121,178 57,479 (91.1) 63,699 (87.5) 125,328 55,432 (97.7) 69,896 (95.8)

흡연 14,762 5,636 (8.9) 9,126 (12.5) 4,402 1,321 (2.3) 3,081 (4.2)

수면 충족도 <.0001 <.0001

충분함 44,143 21,134 (33.5) 23,009 (31.6) 26,238 12,229 (21.5) 14,009 (19.2)

보통 45,378 20,776 (32.9) 24,602 (33.8) 41,446 18,068 (31.8) 23,378 (32.0)

충분하지않음 46,419 21,205 (33.6) 25,214 (34.6) 62,046 26,456 (46.6) 35,590 (48.8)

연도 <.0001 <.0001

2014 36,470 15,991 (25.3) 20,479 (28.1) 35,590 14,618 (25.8) 20,972 (28.7)

2015 35,204 16,804 (26.6) 18,400 (25.3) 32,839 14,708 (25.9) 18,131 (24.8)

2016 33,803 15,862 (25.1) 17,941 (24.6) 31,725 14,050 (24.8) 17,675 (24.2)

　 2018 30,463 14,458 (22.9) 16,005 (22.0) 　 29,576 13,377 (23.6) 16,19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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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총합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대상자수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가족 중 흡연자

없음 119,868 1.00 - 1.00 - 1.00 - 1.00 -

1그룹 118,553 1.02 (0.97 - 1.07) 1.00 (0.91 - 1.09) 1.06 (1.02 - 1.11) 1.05 (0.97 - 1.14)

2그룹 23,830 1.12 (1.03 - 1.21) 0.95 (0.81 - 1.12) 1.23 (1.16 - 1.32) 1.32 (1.18 - 1.48)

3그룹 이상 3,419 1.36 (1.15 - 1.60) 2.13 (1.73 - 2.63) 1.47 (1.28 - 1.69) 1.69 (1.38 - 2.06)

*학년, 지역, 가구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행태, 현재 흡연행태, 수면 충족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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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구성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총합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대상자수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가족 중 흡연자 구성

없음 129919 1.00 - 1.00 - 1.00 - 1.00 -

부모님 104179 0.94 (0.90 - 0.99) 0.84 (0.76 - 0.92) 1.01 (0.97 - 1.05) 0.97 (0.90 - 1.05)

형제자매 5869 1.24 (1.08 - 1.42) 1.47 (1.18 - 1.83) 1.12 (0.99 - 1.27) 1.34 (1.10 - 1.63)

조부모님 8062 1.48 (1.31 - 1.67) 1.39 (1.13 - 1.73) 1.40 (1.26 - 1.55) 1.42 (1.18 - 1.70)

부모님, 형제자매 8408 0.97 (0.85 - 1.10) 0.83 (0.66 - 1.05) 1.05 (0.95 - 1.15) 1.03 (0.87 - 1.21)

부모님, 조부모님 8263 1.06 (0.93 - 1.21) 1.03 (0.81 - 1.31) 1.30 (1.18 - 1.43) 1.44 (1.22 - 1.69)

형제자매, 조부모님 198 2.55 (1.40 - 4.67) 2.49 (0.99 - 6.29) 1.43 (0.83 - 2.44) 1.12 (0.48 - 2.64)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772 1.45 (1.08 - 1.95) 3.43 (2.54 - 4.64) 1.49 (1.13 - 1.98) 2.40 (1.68 - 3.42)

*학년, 지역, 가구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행태, 현재 흡연행태,  수면 충족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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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 구성원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TOTAL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자살생각 경험있음 자살시도 경험있음

대상자수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부모님  흡연행태**

비흡연 144,048 1.00 - 1.00 - 1.00 - 1.00 -

한분이상 흡연 121,622 0.92 (0.88 - 0.96) 0.82 (0.76 - 0.90) 1.00 (0.97 - 1.04) 0.97 (0.90 - 1.05)

아버지 흡연행태

비흡연 146,760 1.00 - 1.00 - 1.00 - 1.00 -

흡연 118,910 0.90 (0.86 - 0.94) 0.79 (0.73 - 0.86) 0.98 (0.95 - 1.02) 0.94 (0.87 - 1.01)

어머니 흡연행태

비흡연 257,184 1.00 - 1.00 - 1.00 - 1.00 -

흡연 8,486 1.29 (1.15 - 1.46) 1.61 (1.36 - 1.92) 1.34 (1.23 - 1.47) 1.42 (1.23 - 1.64)

형제자매  흡연행태

비흡연 250,423 1.00 - 1.00 - 1.00 - 1.00 -

흡연 15,247 1.12 (1.02 - 1.22) 1.31 (1.13 - 1.51) 1.06 (0.98 - 1.15) 1.17 (1.04 - 1.32)

조부모님  흡연행태

비흡연 248,375 1.00 - 1.00 - 1.00 - 1.00 -

흡연 17,295 1.28 (1.17 - 1.39) 1.43 (1.23 - 1.65) 1.32 (1.24 - 1.41) 1.44 (1.28 - 1.62)

기타  흡연행태

비흡연 248,540 1.00 - 1.00 - 1.00 - 1.00 -

흡연 17,130 1.30 (1.19 - 1.41) 1.39 (1.21 - 1.61) 1.24 (1.15 - 1.33) 1.40 (1.24 - 1.57)

*학년, 지역, 가구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 음주행태, 현재 흡연행태, 수면 충족도, 연도

**부모님의 흡연행태 포함 시 분석에 형제자매 흡연행태, 조부모님 흡연행태, 기타 흡연행태, 학년, 지역, 가구소득 수준, 학업 성취도,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유무, 현재음주 행태, 현재흡연 행태, 수면 충족도, 연도로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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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of The smoking status of family 

members and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Suicidal Attempt

Eui Jin Seo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In Jang, MD, PhD)

  Background and purpose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roughout their entire lives, and there is a lot to do with the 

prevention of social problems. However, adolescence is not fully 

mature physically or mentally and lacks the ability to cope with 

various changes, making it an easy step to develop mental health 

problems due to the burden of adjustment. There are various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problems of adolescents, and in this stud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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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mental health behaviors of young people at the family 

member level, we analyze the relevance of the adolescent's suicide 

thoughts and experiences in suicide attempts based on whether or not 

family members smoke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policies to promote youth mental health.

  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defined dependent variables as teenagers' thoughts of 

suicide and experience in suicide by analyzing teenage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72,060; 68,043; 2016; 65,528; 2018; 60,039). As an 

interesting variable, family members were divided into father, mother, 

brother, siste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were classified as 

parents (father, mother) and other members (brother, mothe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to analyze whether or not each member 

was smok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relevance 

of teenage suicide thoughts and suicide experiences to whether family 

members smoked or not, and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And to 

determine whether Entire family members and Their parents’smoked, 

affects teenagers' thoughts and attempts to commit suicide, a 

multi-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total 265,670 teenagers who participated in the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145,802 answered that there were smokers 

among the family members, 54.9 percent of the total.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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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male students had thought of committing suicide when there 

were smokers in their families, which takes up 10.4 percent, and  

female students 16.6 percent with 12,131. While 2.2 percent of male 

students with 1,629 had attempted suicide, 3.8 percent female 

students with 2,792 did. When there are smokers in the family, both 

male(OR: 1.04, 95% CI: 1.00-1.09) and female(OR: 1.10, 95% CI: 

1.06-1.15) students have significant relevance in thinking about 

suicide, while the experience of suicidal thoughts has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case of girls(OR: 1.13, 95% CI: 

1.05-1.21). especially when a mother smoke, both male(suicide 

thoughts OR: 1.27, 95% CI: 1.09-1.58, suicide attempt OR: 1.22, 95% 

CI: 0.88-1.70) and female(suicide thoughts OR: 1.22, 95% CI: 

1.04-1.42, suicide attempt OR: 1.23, 95% CI: 0.95-1.58) students 

have significant relevance in suicidal thoughts. Considering th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of family members and adolescents 

and the factors of physical health,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lower the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father and mother, the higher the stress level, the higher the 

cross-ratio of thinking about suicide and the experience of suicide.

  Conclusion

  Even when the various demographic, sociological and physical health 

factors of family members and adolescents were controlled, the 

presence of smokers among family members has been shown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dolescents' thinking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It has been found that mental health 

problems of adolescents are most closely related their parent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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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 and the mother's health behaviors among parents we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adolescent's suicide thought and suicide 

attempt experience. And,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adolescents 

were found to be higher in the lower grade adolescents. Especially,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 experience of suicide thought and 

suicide attempt was high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in the future, a family member unit, including parents, needs to 

approach them based on early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rather 

than treatment-oriented ones.


Key words : Smoking among family members,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