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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의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숙 
불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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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of Sexual Matur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Maturity Fears in Elementary School Girls 
Hun Ha Cho1, So-Hyun Mo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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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maturity fears in elementary school girl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18 3rd and 4th grade students from 3 elementary schools in 3 cit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measurement scales for the relative variables and demographic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1.0. Resul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turity fears were weight, father-child commu-
nication, frequency of maturity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close relation with mother. Conclusion: For effective management of maturity 
fears in elementary school girls, programs including weight control, functional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supportive nurturance of 
mother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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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아동의 성조숙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성조숙증에 따른 다

양한 문제로 인해 성조숙증 및 빠른 성적 성숙을 보이는 아동의 성장

발달 요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에 따

르면 최근 5년간(2016-2010년) 성조숙증 진료인원은 2006년 6천4백 명

에서 2010년 2만 8천 명으로 5년간 약 4.4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진

료비도 2006년 23억 원에서 2010년 179억 원으로 5년간 7.8배 증가하였

다. 우리나라 아동의 성숙 상태를 고찰한 결과 유방발육이 시작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이 여아는 11.3세, 남아는 12.1세로 나타났으며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초, 중, 고등학생인 여아의 평균 초경 연령이 

12.0 ±1.0세로 1980년대 출생한 여아의 평균 초경연령 12.3 ± 0.7세에 비

해 초경이 조기화되는 경향을 보여[2] 급속히 사춘기 시작 연령이 낮아

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사춘기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조기 

성장판 폐쇄로 인한 저 신장증, 또래와의 다른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

[3], 정신적 성숙과 육체적 성숙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정신적 혼란 등

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므로 성조숙증을 비롯한 아동의 조기 

성 성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4].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10년 전체 진료인원 중 여아가 

92.5%였고 약물치료를 받은 전체인원 중 여아가 97.9%를 차지했다[1]. 

이처럼 성조숙증은 여아의 유병률이 더 높고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정서적, 행동적 발달을 위협하며 여아의 이른 성적 발달은 정서적, 행

동적 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성

조숙증 여아는 정상아동보다 성적 성숙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았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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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이 늦은 여아보다 빠른 여아가 우울수준과 자살시도가 높았고 우

울은 불안과 공존하였으며[7,8], 이른 사춘기 성숙을 경험한 아동은 성

인이 되어서도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했다[5].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변화가 너

무나 급속하고 개인별 차이와 남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

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해하는 것[9]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정상

적인 과정이지만 사춘기 동안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반

응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사춘기 변

화로 키나 외모가 성인과 같게 되면서 청소년에게 더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춘기에 심리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0]. 사춘기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성숙과 더불어 준비되

지 않은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향 실태를 확인하고 이

를 통한 실제적인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11].

사춘기의 심리적 효과는 복잡한 관계가 있는 중개변인들에 중재되

거나 맥락요인들에 의해 조정된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중개변인으로 

성별과 발달시기, 외모에 대한 사회적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9]. 한편 

사춘기가 빠른 여아가 또래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더 많고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성조숙증은 아동 자

신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환경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12]. 빠른 성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 및 의사소통이 

낮을 때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13] 결과를 토대로 성적 발달 

동안 여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정신적인 결과들에 영향하는 요인

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성적 성숙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는 사춘기를 경험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7,8,13-15],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거나 정신사회적 요구에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성 성숙과 심리사회

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의 성 성숙, 

신체상, 자아존중감의 관계[4] 연구가 있었다. 성적 발달에 따른 심리사

회적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신체적 성숙에 

대한 불안을 조사한 연구는 성조숙증 여아와 정상 발달 여아의 심리

사회적 적응 비교[6] 연구에 불과하다.

이차 성적 성숙을 또래보다 빠르게 경험하는 여아들은 분명하게 신

체적 외형에 차이점을 인식하고 또래와 다르게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여아들은 남아보

다 체중이나 그들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고[16] 남아들

은 조기 성숙이 오히려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며 느린 성숙이 부적

응과 부정적인 자기인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7] 성별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춘기에서 주요 호르몬 변화가 

우울정서 및 공격성향에 영향할 수 있으며[18] 신체불만족이 우울, 불

안 등 부정적인 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19,20]. 이와 같은 결과

들은 성적 성숙이 이를 경험하는 여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심리

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기준을 

고려하면, 아동기는 성조숙증이 시작되어 신체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이므로[6] 성 조숙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해가는 신체에 자신이 적응해 가는 것이 도전

일 수 있는 초등학교 여아를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정서장애를 유

발할 수 있는 신체변화에 대한 성숙 불안을 확인하고, 성적 성숙도, 부

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숙 불안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숙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적 성숙과 부모 자녀 의사소

통 및 성숙 불안 정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숙 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2)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숙 불안 정도를 확인한다.

3)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성숙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탐

색하고, 성숙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여아의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

숙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 G, M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여학생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133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5

명을 제외한 총 118명이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회귀모형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인 .15, 독립변수의 수 9개를 기준하여 산출한 결과 114명으

로 표본크기는 이를 충족하였다. 

연구도구 

성적 성숙도

성 성숙도(Sexual Maturation Rating, SMR)[21]에서 제시한 2차 성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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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인 유방발달, 생리여부, 음모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22]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번안한 20문항의 도구

[23]로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는 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 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두 번째 요

인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

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응답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따로 구분하여 응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며,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의 점수가 높을

수록 역기능적임을 의미한다. 개방형 10문항, 문제형 1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문제형 문항은 역산처리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Min[23]의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5-.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모 의사소통 .88, 부 의사소통 .91이었다. 

성숙 불안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사춘기 신체 변화에 대한 느낌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Maturity Fears Scale, MFS)[24]를 번안한 28문항의 

도구[6]를 사용하였다. 변화에 대한 자각(4문항), 지각된 성숙 시기(2문

항),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응(3문항), 사춘기 변화에 대한 불편감(8문

항), 체중/체형에 대한 불만족(3문항)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변화에 대한 자각이나 불

안이 높음을 의미하고, 단 성숙 시기의 점수는 낮을수록 성숙 시기가 

빠르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본다. Chung 등[6]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 하위영역은 변화에 대한 자각 .82,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응 .60, 사

춘기 변화에 대한 불편감 .67, 체중/체형에 대한 불만족 .66이었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

졌고 B, G, M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취지

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보호자 안내문에 연구취지와 목

적, 설문과정 및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작성하여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학생들에게 역시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을 경

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시행하였다. 보호자 안내문 동

봉 시에 설문지를 보내 가정에서 작성 후 보건교사가 회수하였으며 연

구 과정 동안 대상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 승인(MNUIRB-IRB-IRB-20150422 -SB-

002-01)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133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8부

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성숙에 대한 불안 정도와 성적 성숙도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

통 및 성숙 불안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사후검증으

로 Scheffe’ test로 분석하였고, 성숙 불안과 관련 변 인간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

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숙 불안

연구대상자는 총 118명으로 3학년 67명(56.8%), 4학년 51명(43.2%)이

었고, 체중은 30kg 이상이 75.4%로 가장 많았고, 신장은 130-140 미만

이 51.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경제수준은 과반수 이상이 중으

로 64.4%였고, 월경에 관한 지식유무는 ‘알고 있음’이 50.8%, 친구들과 

비교 나의 신체 발달속도는 ‘보통이다’가 66.9%로 인지하고 있었다. 부

모님과의 관계친밀도는 모와는 80.5%, 부와는 67.8%로 친밀하다고 응

답했으며, 부모님과 사춘기 성적 발달에 대한 대화 정도는 ‘모와 자주

하지 않음’이 43.3%, ‘자주함’ 16.0%였고, ‘부와 자주하지 않음’이 71.2%, 

‘자주함’ 8.5%였다. 친구들보다 자신의 신체성장발달 관련하여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에 관한 걱정 정도는 각각 56.7%, 54.2%로 그렇지 않

음으로 조사되었고. 초경, 가슴 발달을 포함한 성교육의 유무는 52.5%

로 경험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숙  불안을  분석한  결과  체중(F =7.446, 

p < .001), 부 관계 친밀도(F =3.948, p =.011), 모 관계친밀도(F = 4.298, 

p =.017), 부와 사춘기 성적 발달 대화 정도(F =5.781, p =.001), 또래보다 

신체성장이 빠름에 대한 걱정(F =5.221, p =.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사후 검정결과 부와 모의 관계가 ‘보통

이다’가 ‘친밀하지 않다’보다 성숙 불안 점수가 낮았고, 부와 사춘기 성

적 발달 관련 대화 횟수가 ‘보통이다’가 ‘자주하지 않는다’보다, 그리고 

또래보다 신체성장에 빠름에 대한 걱정이 ‘보통이다’가 ‘걱정하지 않는

다’보다 성숙 불안 점수가 높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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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성적 성숙도, 부모 자녀의사소통, 성숙 불안 정도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가슴에 멍울

이 생겼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4.2%였고, 3학년이 20.3%, 4학년이 

33.9%였다. 현재 생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5.9%로 3학년 0.8%, 4학년 

5.1%였고 음모가 생긴 경우는 23.4%로 3학년 9.3%, 4학년 14.1%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점수는 부 평점평균 3.61점, 모 

3.74점이었고, 성숙 불안 정도는 평점평균 2.39점, 하위영역인 변화에 

대한 자각 2.24점, 사춘기 변화 관련 불편감 1.96점, 변화에 대한 타인

의 반응 1.65점, 체중 체형 불만족 2.21점이었다(Table 2).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숙 불안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불연속 변수인 성적 성숙도(초경유무, 유방발

달, 음모유무)를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한 결과 성숙 불안은 초

경유무(r=.297, p =.010), 음모유무(r=.242, p =.034), 부 의사소통(r= -

.426, p < .001), 모 의사소통(r= -.453, p < .001)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성숙 불안 영향요인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

가 0.8 미만이었고,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950-

.983으로 1에 가깝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03-1.052로 10

Table 1. Maturity Fea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18) 

Variable Category n (%) Range
Maturity fears

M ± SD t or F (P)

Grade
  

3rd
4th

67 (56.8)
51 (43.2)

  
  

56.11
53.6

1.185 (.240)

Weight (kg) M ± SD
< 23
≥ 23 < 30
≥ 30

33.9 ± 6.2
1 (0.8)

28 (23.7)
89 (75.4)

22-53
  
  
  

-
44

48.33 ± 8.86
56.79 ± 8.20

  
7.446 ( < .001)

  
  

Height (cm) M ± SD
< 130
≥ 130- < 140
≥ 140

138.3 ± 6.7
6 (5.1)

61 (51.7)
51 (43.2)

125-160
  
  
  

-
50.40 ± 13.35
53.83 ± 8.83
55.81 ± 9.15

2.030 (.117)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w

20 (16.9)
76 (64.4)
22 (18.6)

  
  
  

52.85 ± 10.17
53.98 ± 9.14
60.60 ± 7.85

2.481 (.091)
  
  

Knowledge of menstruation Yes
No

60 (50.8)
58 (49.2)

  
  

53.83 ± 9.40
56.65 ± 9.28

-1.322 (.190)
  

Perception of physical development Not Fast
Moderate
Fast

28 (23.7)
79 (66.9)
11 (9.3)

  
  
  

54.62 ± 8.56
55.12 ± 9.29
62.00 ± 17.58

0.650 (.585)
  
  

Close relationship with father Distant
Moderatea

Closeb

9 (7.6)
29 (24.6)
80 (67.8)

  
  
  

62.67 ± 6.56
59.50 ± 8.30
53.14 ± 9.31

3.948 (.011)
a > b
  

Close relationship with mother Distant
Moderatea

Closeb

7 (5.9)
16 (13.6)
95 (80.5)

  
  
  

62.20 ± 7.22
60.55 ± 8.56
53.76 ± 9.17

4.298 (.017)
a > b
  

Frequency of maturity communication with father Not Manya

Moderate 
Manyb

84 (71.2)
24 (20.3)
10 (8.5)

  
  
  

52.95 ± 9.10
56.64 ± 8.10
66.17 ± 6.62

5.781 (.001)
a < b
  

Frequency of maturity communication with mother Not Many
Moderate
Many

51 (43.3)
48 (40.7)
19 (16.0)

  
  
  

53.56 ± 9.44
55.16 ± 8.92
60.50 ± 8.96

2.620 (.079)
  
  

Worry of early maturity Not Worrieda

Moderateb

Worried

67 (56.7)
35 (29.7)
16 (13.6)

  
  
  

52.64 ± 8.67
59.10 ± 9.01
59.27 ± 9.81

5.221 (.007)
a < b
  

Worry of late maturity Not Worried
Moderate
Worried

64 (54.2)
42 (35.6)
12 (10.1)

  
  
  

54.17 ± 10.10
55.97 ± 9.26
56.63 ± 6.05

0.378 (.769)
  
  

Sex education Yes
No 

62 (52.5)
56 (47.5)

  
  

53.41 ± 8.79
57.15 ± 10.03

-1.757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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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 값이 1.849로 2에 가까워 자기상

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숙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숙 불안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중 체중, 모 친밀도, 부 친밀도, 

부와의 성적 발달 대화 횟수, 빠른 성장 속도 걱정에서 체중을 제외한 

이항변수는 더미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적 성

숙도(초경유무, 음모여부), 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을 단계별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숙 불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로

는 체중(β =.519, p < .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 의사소통(β = -.265, 

p =.017), 부와의 성적 발달 대화 횟수(β =.253, p =.008), 모 친밀도(β

= -.271, p =.016)가 성숙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대상

자의 성숙 불안을 5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여아의 일반적 특성 및 성적 성숙도,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성숙 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숙 불안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숙 불안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일반적 특

성 중 체중, 부와 모의 친밀도, 부와의 사춘기 신체 발달 관련 대화 횟

수, 본인이 친구보다 신체성장발달이 빠름에 대한 걱정거리가 성숙 불

안 정도와 관계가 있었다. 우선 체중, 신체성장발달이 빠름에 대한 걱

정거리가 성 성숙 관련 증상인 가슴 멍울 발생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한 보고[4]와 성 조숙집단이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

중이 많이 나가고 성숙 불안이 높았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6]. 여학생의 경우 신체상 형성에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비만도, BMI, 

성숙시기가 영향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가 

있다고 하였는데[25], 체중과 걱정거리에 따른 성숙 불안의 차이를 확

인한 본 연구결과는 신체적 발육이 빠른 아동인 경우 또래에게 큰 체

격으로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BMI)는 사춘기 발생시기의 

유의한 예측인자이고[12], 체질량지수가 내 ·외현화 문제행동 및 사고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과체중 청소년이 불안,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

고한 연구[26]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영양섭취로 비만을 

예방하여 빠른 성적 성숙에 따른 성숙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부와 모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성숙 불안 점수

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

[27]와 유사하다. 2차 성징의 발현으로 인한 신체변화는 그 자체로 스

트레스 유발사건이 될 수 있으며, 여아에게 빠른 성적 발달은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5]되고 있다. 또한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인 성숙의 불일치를 유발하여 또래보다 공격적

인 행동 및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28] 부모의 친밀도

를 통한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Study Variables  (N=118)

Variables Grade n (%) or M ± SD

Sexual maturation
   Development of breast 
      Yes
  
      No
  
   Presence of menstruation 
      Yes
  
      No
  
   Development of pubic hair
      Yes
  
      No
  

  
  

3rd
4th
3rd
4th
  

3rd
4th
3rd
4th
  

3rd
4th
3rd
4th

  
  

24 (20.3)
40 (33.9)
43 (36.4)
11 (9.32)

  
1 (0.8)
6 (5.1)

66 (56.0)
45 (38.1)

  
11 (9.3)
17 (14.1)
56 (47.5)
34 (28.8)

Communication
   Father-child
   Mother-child

  
  
  

  
3.61 ± 0.64
3.74 ± 0.54

Maturity fears
   Awareness
   Discomfort with puberty-related changes
   Social environment of changes
    Discontent with weight/body-shape 

  
  
  
  
  

2.39 ± 0.09
2.24 ± 0.84
1.96 ± 0.53
1.65 ± 0.78
2.21 ± 0.91

Table 3.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N=118) 

Presence of menstruation Development of breast Development of pubic hair Father-chid communication Mother-child communication

Maturity fears .297 (.010) .020 (.861) .242 (.034) -.426 ( < .001) -.453 ( < .001)

Table 4. Predictors of Maturity Fears (N=118)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Weight 0.807 0.148 .519 5.453 ( < .001) .298 17.730 ( < .001)
Father-child communication -0.216 0.088 -.265 -2.454 (.017) .448   
Frequency of maturity communication with father 1.088 0.393 .253 2.764 (.008) .495   
Close relationship with mother -6.993 2.801 -.271 -2.497 (.016)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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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와의 사춘기 신체발달 관련 초경, 가슴이 커지는 것 등과 관

련 대화 횟수는 자주하지 않음보다 보통인 경우 성숙 불안 점수가 높

았다. 이는 사춘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유방발달, 치모성장 및 이러한 

신체변화에 대해 논의할 때 불편감 등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엄마보다

도 아버지와 논의할 때 더 불편하다고 응답한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

이다[29]. 본 연구결과에서도 모와 사춘기 신체발달 관련 대화를 자주

할수록 성숙 불안 평균점수는 높아지나 부와의 대화 횟수에 따른 성

숙 불안의 차이 분석결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2차 성적 성숙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불편한 대상이지만, 아버지와 상의했을 때 

더 불편해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 중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 태도, 신념, 성 행동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30] 성과 관련 대화를 통한 성숙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가슴에 

멍울이 생겼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4.2%였고, 3학년이 20.3%, 4학년이 

33.9%였다. 월경유무는 7명이 월경을 하고 있었고, 3학년에서는 1명이

었다. 음모가 생긴 경우는 23.4%로 3학년은 9.3% 4학년 14.1%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성 성숙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유방발육이 시

작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평균연령이 11.3세, 평균 초경연령 12세인 

조기화되는 결과[2]와 유사하다. 사춘기 진행 순서에 따른 신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성적 발육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빠를 경우 교사나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 관리해

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부와 모의 의사소통 정도는 평점평균 3.61점, 

3.74점으로 보통 이상이었고, 부보다는 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기능적이었다. 

성숙 불안 평점평균은 2.39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었고, 하위영역

인 변화에 대한 자각 2.24점, 사춘기 변화 관련 불편감 1.96점,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응 1.65점, 체중 체형 불만족 2.21점이었다. 본 연구대상

자는 자신의 발달 수준과 시기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러한 발달을 보다 

더 자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변화에 대한 자각 점수와 신체변화와 체

중관련 사항에 보다 더 의식하는 체중체형에 대한 불만족 점수가 평

균이상이었다. 7-12세 성조숙증 성숙 불안을 측정한 연구결과[6] 역시 

변화에 대한 자각 2.56점, 체형에 대한 불만족 2.69점으로 다른 하위영

역보다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성조숙증 그룹과 

정상대조군 그룹 간 성숙 불안 차이 검증결과 변화에 대한 자각과 체

형에 대한 불만족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유

사하게 성적 성숙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성숙 불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와 상이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사춘기 발현

과 관련하여 그들의 발달수준에 관해 인지하고 사춘기 동안 체중 증

가에 보다 더 특히 관심을 갖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성숙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하며, 정상체중 유지 지

도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성숙 불안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논의의 한

계가 있으므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초등학교 여아의 성숙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체중, 부와의 의사소통, 부와의 성적 발달에 관한 대화 횟수, 모와

의 친밀도로 확인되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부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부와 사춘기 성적 발달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눌수

록, 모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성숙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장 크게 영향하는 요인이 체중이었는데 높은 체질량지수는 신체불만

족과 연관되어 있고, 신체불만족이 우울, 불안[20], 부정적인 정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6]. 따라서 올바른 식습

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

로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우울 및 불안을 형성하지 않

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부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성숙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참여 요구가 증

가되고 있는 시점에서[30] 여아의 성숙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식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

지와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성적 발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하지 않게 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부와의 

사춘기 성적 대화 횟수가 성숙 불안의 형성에 영향한다는 결과는 의

사소통의 효과는 대화의 적절한 시기와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26]에 따라 양보다는 질적인 대화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여아들이 2차 성징에 대한 부

정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6] 2차 성징에 대해 이성인 아버

지와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오히려 성적 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불편감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성숙 불안을 높인 것으로 유추된

다. 성교육과 관련하여 대화의 내용과 시기가 중요하다는 연구[30]에 

따라 추후연구에서는 성적관심 및 경험수준을 고려한 아울러 부모와

의 의사소통 시 대화의 횟수와 질적인 차이에 따른 심리적 취약성 즉 

성숙 불안이 달라지는가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 의

사소통과 성숙 불안 간 관계를 입증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결

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부와 사춘기 성적 발달과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 횟수와 의사소통에 따른 성숙 불안의 결과 차이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여아의 성숙 불안에 영

향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성적 성숙 관련 프로그램 개

발 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와의 친밀도 역시 성숙 불안 영향 요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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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사춘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특히 어머니는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 정서조절, 불안점수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하며[29], 자녀의 성에 

관한 태도, 신념, 행위 형성 시 특히 어머니의 친밀한 관계 유지와 온정

적인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한[30]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초등학교 여아의 성숙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원활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부모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성숙여아는 인지 사회정서발달이 신체발달과 조화를 이

루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사춘기 전 

여아는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아 

공격성향 위험이 낮으므로 부모의 돌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다[13]. 성적 발달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

인 성숙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2차 성징에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조기성숙에 대한 교육과 부정적인 정서발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 연구결과와 함께 본 연구결과는 성숙 불안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변화에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신의 지각, 지식, 변화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타

인의 반응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족적 맥락을 고려하고, 특

히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일 지역의 일부 3, 4학년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나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숙에 대한 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실증적 접근을 

함으로써, 2차 성징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 활발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성 성숙에 따른 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함으로 사춘기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숙에 대한 불안이라는 개

념은 선행연구의 불안과 달리, 특정영역에 대한 제한된 불안을 반영하

므로[6], 성숙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전반적

인 불안수준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데 제한

점이 있어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추후에는 성조숙증 위험성이 높

은 초등학교 여아를 사전에 선별하고 추후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의 빠

른 성적 성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의 예방 ·관리를 위한 간

호중재 전략 개발 관련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여아를 대상으로 성숙 불안에 미치

는 요인을 검증하였으며, 체중, 부와의 의사소통, 부와의 성적 발달 대

화 횟수, 모와의 친밀도가 성숙 불안에 영향을 미쳤고, 체중이 가장 영

향력이 큰 것으로 규명되었다. 성조숙증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조숙증이나 빠른 성숙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실정에서 성적 성

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숙에 대한 불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성숙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는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성조숙증이나 사춘기 조발증과 연관됨

에 따라 고른 영양섭취로 체중관리와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의사소

통 및 친밀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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