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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 연령 변화와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수행하 다. 연구자료는 2006년-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으

며, 연구 상자는 조사 완료된 여학생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1988년에서 2002년에 출생한 

216,917명이었다. 연도별 경 연령과 조기 경(12세 이  경 경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선형

추세검정을 이용하 고,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1988년생 여학생의 경연령이 12.61±1.32세에서 2002년생 11.88±0.75세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 으며(p for trends<.001), 조기 경을 경험한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었다(p for trends<.001). 조기 

경 비율은 1988년에 출생한 여학생의 경우 19.7%에서 2002년에 출생한 여학생은 25.2%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p for trends<.001). 도시에 거주할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과체  

 비만일수록 조기 경의 험이 높았다(all p<.001).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고생의 경연령이 여

히 감소하고 있으며, 경연령 조 을 한 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초경∣경향∣청소년∣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cular trend in age at menarche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e the early menarche(<12 years old) among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We analyzed data from the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KYRBWS) 2006-2014.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of 216,917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born between 1988 and 2002. Linear trends test performed to assess the trend 

age at menarche and percentage of early menarc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o 

assess the risk factors influence the early menarche. Mean age at menarche decreased from 

12.61±1.32 years for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born 1988 to 11.88±0.75 years for those born 

2002(p for trends<.001). Percentage of early menarche increased from 19.7% to 25.2% between 

1988 and 2002(p for trends<.001). Living in city, higher stress level, short sleep duration, and 

higher body mass index were associated with an early menarch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girls(all p<.001). We found that age at menarche is still falling in the Korean adolescents, and 

it need intervention strategies to control the early menar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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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세기동안 격하게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 으로 경 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1],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경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2-4]. Ahn 등[2]은 1904년부터 

1994년 출생 여성의 매 10년마다 약 0.73세씩 경 연령

이 고 있음을 보고하 고, Cho 등[3]은 1920년에서 

1985년 사이에 경 연령이 16.9세에서 13.8세로 어들

고 있다고 하 다. Choi[4]도 1920년에서 1999년 사이 

경 연령이 매 10년마다 0.73세씩 감소하고 있으며, 최

근 들어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 게 경 연령이 빨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 보건학

 문제를 야기한다. 조기 경(early menarche)을 경

험한 여아는 정신  성숙보다 신체  성숙이 앞서기 때

문에 우울 등과 같은 심리  문제  일탈을 경험하기 

쉽다[5]. 조기 경을 경험한 여성은 성장 이 일  닫

히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성인기 신장이 은 결과

에 이르며, 성인기 비만이 될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한 경 연령의 변화는 질병발생의 

험과 연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 경은 

성인기 당뇨병, 골다공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증가시

킨다[7][8]. 조기 경은 에스트로겐 노출 증가로 유방

암, 자궁내막암과 같은 여성호르몬과 련된 암의 발생

을 증가시킨다[9][10]. 한 빠른 경은 체질량지수  

인슐린 항성을 증가시켜 사증후군  심 질환

의 험인자로 작용할 뿐 아니라 조기사망의 험을 높

인다[9][11].

이와 같이 경 연령은 사춘기 이 의 부정 인 신체

, 심리  이상증상과 련이 있어 경 연령은 여성 

청소년들의 보건 리를 한 요한 지표가 된다[4]. 

한 빠른 경 연령은 사춘기 이후의 각종 질병발생의 

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보건의 에서도 

요한 리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

에서는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는 여성 청소년들의 경 연령에 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경 연령은 유  요인과 환경  요인 등 다

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경 연령[3][12], 사회경제  수 [12-14], 거

주지역[12][15], 비만[16][17], 양상태[17], 스트 스 

정도[17][18], 신체활동[19][20], 수면시간[13][20] 등이 

경 연령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지속 으로 감소하던 경 연령이 

그 속도가 감소하거나 정체기에 어든 것으로 보고되

고 있고[21-23], 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여 히 감소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경 연령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경 연령 추이 련 선행

연구들도 주로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

년 주기로 경 연령의 변화를 악하거나, 소규모 인

원을 상으로 련 요인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은 체 연령층의 여성들을 상으로 하여 회상편견

(recall bias)의 치명  단 이 있었으며[24],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를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었다. 한 

회상편견을 이기 해 일부 여성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4][25], 상자 수가 어 우리나

라 체 여성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제한

을 극복하고, 최근 10여 년간 여성 청소년들의 경 

연령 변화추이와 향요인을 악하여 조기 경을 

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한 기 자료를 마련

하기 해 수행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고등하교 여학생들을 

상으로 최근 14년간의 경 연령 변화와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조기 경을 방하기 

한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4년간의 경 연령과 조기 경의 변화

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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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 리

본부에서 실시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Korean Youth Health Behavior 

Web-based Survey)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목 에 

부합하도록 재분석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로 2005년부터 매년 교육과

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 리본부가 공동으로 실

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생활, 신체활동 등 15개 역의 건강행태

를 악하기 해, 1-고3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표본크기는 학

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으며, 표본추출은 2단

계 집락추출법(two stage cluster sampling)이 사용되

었다. 1차 추출 단 는 학교, 2차 추출 단 는 학 으로 

하 다. 모든 상자들에게 자료수집  사 동의

(informed consent)를 제공하 으며, 조사는 질병 리

본부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

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  학생들은 1인 1 의 인터넷

이 가능한 컴퓨터를 배정받고, 조사지원 담당 교사에 

의해 조사의 필요성  참여방법에 한 설명을 받은 

후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 다. 연구자는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 홈페이지(http://yhs.cdc.go.kr/)에서 

소정의 차를 거친 후 SPSS 형태의 원시자료를 다운

받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에 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2005년을 제외한 2006년-2014년까지

의 원시자료를 이용하 고, 조사 완료된 여학생  내

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16,917명을 최종 분석하

다. 

3. 변수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경 연령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 다. 추출

된 변수는 연령, 경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  수 , 

신체활동, 스트 스 정도, 수면시간, 신장, 체 이었다. 

경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 으며, 선행연구[14]

에 따라 경 연령이 12세 미만인 경우 조기 경으로, 

12세 이상인 경우 정상 경으로 정의하 다. 거주지역

은 도시, 소도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 으며, 사회

경제  수 은 상, , 하로 구분하 다. 신체활동은 최

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격

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경우 

신체활동 실천군으로 그 미만인 신체활동 미실천군으

로 구분하 다. 스트 스 정도는 ‘평상시 스트 스를 얼

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 단히 많이 느낀

다’와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 스트 스군으로, 

‘조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  느끼지 않는

다’라고 응답한 경우 비스트 스군으로 구분하 으며, 

수면시간은 조사 상자의 평균 수면시간 이상과 미만

으로 구분하 다. 자가보고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구한 후, 질병 리본

부와 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  성장 도표[26]를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체질량지수가 5백분 수 미만이면 체 , 5-85백분

수 미만이면 정상체 , 85-94백분 수면 과체 , 95백

분 수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가 25kg/m
2 이상이면 비

만으로 정의하 다. 

4. 자료 분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다단계층화집락확률추

출법을 이용한 조사로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한 분석방

법을 사용할 경우 편향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 복합

표본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연도별 경 연령과 조기 경 비율의 변화를 검정하

기 해 선형추세검정(linear trend test)을 이용하 고,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기 경을 분석하기 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시행하 다. 조기 경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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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다 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 다.

Ⅲ. 연구결과

[표 1]은 출생연도별 경 연령과 조기 경 비율을 

나타내었다. 1988년생의 경 연령은 12.61±1.32세 고, 

2002년생의 11.88±0.75세 으며, 출생연도별 경 연령

의 변화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s <.001). 경 연령이 12세 미만인 조기 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17.2-25.2% 고, 출생연도별 조기 

경을 경험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

타났다(p for trends <.001).

표 1. 출생연도별 초경 연령, 조기 초경 비율의 변화
(N=216,917)

출생년
도

경 연령
(평균±표 편차)

조기 경
(n, %)

정상 경
(n, %)

1988년 12.61±1.32 494 (19.7) 2,184 (80.3)
1989년 12.70±1.30 1,155 (17.2) 5,774 (81.8)
1990년 12.64±1.27 1,854 (17.4) 8,850 (81.6)
1991년 12.57±1.26 2,866 (19.3) 12,471 (80.7)
1992년 12.52±1.23 3,839 (19.4) 16,371 (80.6)
1993년 12.43±1.20 4,649 (20.7) 18,249 (79.3)
1994년 12.39±1.21 4,980 (21.8) 17,927 (78.2)
1995년 12.38±1.23 5,158 (22.7) 17,824 (77.3)
1996년 12.35±1.23 5,580 (23.8) 18,116 (76.2)
1997년 12.34±1.20 5,365 (23.7) 17,257 (76.3)
1998년 12.27±1.16 4,350 (24.6) 13,551 (75.4)
1999년 12.21±1.06 3,110 (24.1) 9,651 (75.9)
2000년 12.11±0.99 2,232 (24.6) 6,881 (75.4)
2001년 12.01±0.86 1,214 (25.1) 3,641 (74.9)
2002년 11.88±0.75 344 (25.2) 980 (74.8)
p for 
trends <.001 <.001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기 경의 비율은 거주

지역(p=.003), 사회경제  수 (p<.001), 신체활동

(p<.001), 스트 스 정도(p<.001), 수면시간(p<.001), 체

질량지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2].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 스트

스 정도, 수면시간, 체질량지수, 출생연도 다[표 3]. 군

지역에 비해 소도시와 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각

각 1.15배(95%CI=1.11-1.19), 1.12배(95%CI=1.08-1.16) 

조기 경 비율이 높았다. 스트 스 정도가 높은 여학

생이 스트 스 정도가 낮은 여학생에 비해 1.14배

(95%CI=1.12-1.17) 조기 경 비율이 높았고, 수면시간

이 평균 이상인 여학생에 비해 평균이하인 여학생은 

1.07배(95%CI=1.05-1.10) 조기 경 비율이 높았다. 정

상체 을 가진 여학생에 비해 체  여학생은 0.47배

(95%CI=0.43-0.52), 과체 과 비만인 여학생은 각각 

1.78배(95%CI=1.72-1.85), 2.26배(95%CI=1.89-2.34) 조

기 경 비율이 높았다. 출생연도에 따라서는 매년 1.04

배(95%CI=1.04-1.05) 조기 경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조기 초경(N=216,917)
변수

조기 경
(n, %)

정상 경
(n, %)

p

거주지역
  군 4,854(19.9) 19,526(80.1)

.003  중소도시 23,008(22.1) 81,327(77.9)
  대도시 19,328(21.9) 68,874(78.1)
사회경제적 수준
  상 13,106(22.2) 46,011(77.8)

<.001  중 22,813(20.9) 86,381(79.1)
  하 11,271(23.2) 37,335(76.8)
신체활동
  실천군 37,826(21.5) 138,509(78.5) <.001  미실천군 9,364(23.1) 31,218(76.9)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군 24,889(22.9) 83,965(77.1) <.001  비스트레스군 22,301(20.6) 85,762(79.4)
수면시간
  평균 이상 23,483(21.2) 87,169(78.8) <.001  평균 이하 23,707(22.3) 82,558(77.7)
체질량지수
  저체중 470(10.2) 4,117(89.8)

<.001  정상체중 36,995(20.3) 145,648(79.7)
  과체중 5,524(31.9) 11,769(68.1)
  비만 4,201(33.9) 8,193(66.1)

Ⅳ.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

이용하여 최근 14년간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학생

들의 경 연령과 조기 경 비율의 변화와 조기 경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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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OR 95% CI p
거주지역 군 1

중소도시 1.15 1.11-1.19 <.001
대도시 1.12 1.08-1.16 <.001

사회경제적
수준 상 1

중 0.94 0.95-1.03 .631
하 1.03 0.10-1.05 .054

신체활동 실천군 1
미실천군 1.03 0.10-1.06 .060

스트레스 
정도 비스트레스군 1

스트레스군 1.14 1.12-1.17 <.001
수면시간 평균 이상 1

평균 이하 1.07 1.05-1.10 <.001
체질량지수 정상체중 1

저체중 0.47 0.43-0.52 <.001
과체중 1.78 1.72-1.85 <.001
비만 2.26 1.89-2.34 <.001

출생연도 1.04 1.04-1.05 <.001

표 3. 조기 초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16,917)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본 연구결과 1988년생 여학생의 경 연령이 12.61세

에서 2002년생 여학생은 11.88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제4기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04년부터 1994년에 출생한 여

성의 매 10년마다 0.73세 경 연령이 빨라진다고 보고

한 Ahn 등[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나 본 연

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2-4]에 비해 경 연령의 감소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 연령 감소속도의 둔화와 정체기로 진입했는가를 

확인하는 지속 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조기 경의 비율은 매년 1.04배 증가 이고 2002년

생 여학생  조기 경을 경험한 비율은 25.2%에 달했

다. 이러한 비율은 서울지역 여고생 144명을 상으로 

수행된 Oh 등[25]의 연구에서 조기 경 비율인 22.2%

와 유사하 으나, 미국 흑인 여학생의 46%[14]보다는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인종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조기 경은 성인기 여성의 질병 등 신체  문제[7-10]

와 심리  문제[5]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

학교 여학생 4명  1명이 조기 경을 경험하는 것은 

심각한 보건학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학교보건 

장에서 수정 가능한 향 요인들에 해 극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  체

질량지수가 가장 큰 오즈비를 보 고, 정상체  여학생

에 비해 과체 , 비만이 여학생의 조기 경 비율이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량지수와 경 연령은 역 계

에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2][3][15][17]과 일치하는 

것이다.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

료를 분석한 Lee [17]는 비만인 여고생에 비해 과체 , 

비만인 여고생은 경 연령이 각각 0.13세, 0.39세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10세 이 에 경을 경험한 

여학생과 정상 경을 경험한 여학생을 비교한 연구

[16]에서도 조기 경집단의 체질량지수가 정상 경집

단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 다. 선행연구에서 비만과 조

기 경과의 련성이 있다는 증거들은 많이 발견되었

지만, 비만이 조기 경을 유발하는지, 조기 경이 비

만을 유발하는 지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만과 경의 계를 확인하는 코호

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비만이 조기 경을 유발한다

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27]. 비만이 조기 경에 미

치는 향에 한 인과 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사춘기의 시작 기 으로 렙틴(Leptin)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렙틴은 체지방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시상하

부와 부신에 작용하여 성선자극호르몬  성호르몬 분

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은 경우 경이 빨

라질 수 있다[27]. 비만과 조기 경의 인과 계는 명확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조기 경과 비만 둘 다는 성

인기 여성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

구화된 식습 과 신체활동 부족 상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 비만도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

와 여성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진은 여학생의 이러한 

문제와 특성에 해 이해하고 극 인 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12][15]에서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경 연령이 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도시지역에 거주하

는 여학생이 조기 경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시지역 여학생이 조기 경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시골지역

에 비해 비만율과 사회경제  수 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 다[12][15].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 청소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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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율이 시골지역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28] 알려

져 있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사회경제  수 은 조기 경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

이 높을수록 경 연령이 낮아진다는 Adair [12]의 연

구결과와는 불일치하지만, 사회경제  수 이 경 연

령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어

[3][17]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스트 스군이 비스트 스군에 비해 조

기 경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경 연령이 어려진다는 선행연구

[17] 결과와 유사하다. 여 생 1학년 5,991명을 상으

로 경경험과 정신건강의 련성을 한 연구에서 경

경험은 스트 스 정도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 자살 계

획, 자살 시도와 음주경험, 흡연경험 등과 같은 부정

인 건강행태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18]. 특

히, 정신 으로 덜 성숙한 시기에 조기 경을 경험하

는 여학생의 경우 정신건강 인 문제와 정신건강 인 

문제로 야기되는 부정 인 건강행태를 보다 많이 겪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조기 경을 늦추는 노력과 

더불어 경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의 여학생들을 상

으로 한 극 인 스트 스 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수면시간이 짧은 여학생의 조기 경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4][17][29]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2008년 국민건강 양조사자

료를 이용한 Choi [4]는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

을 경험하지 않은 여학생보다 수면시간이 유의하게 짧

았다고 보고하 으며, 구지역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을 경험한 여학생에서 비만

과 짧은 수면의 경향을 보고하 다[29]. 수면시간이 

경 연령에 미치는 정확한 기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비만의 험이 상승하고[30], 비

만이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면시간과 경 연령간의 계를 본 선

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일 이지 않다. 수

면시간이 짧아지면 경 연령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

도 있고[4][17][29], 반 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경 

연령이 늦어진다는 보고도 있다[20]. 향후, 조기 경과 

수면시간과의 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해서는 향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신체활동은 본 연구에서 조기 경에 유의하게 향

을 미치지 못하 다. 신체활동이 은 여학생에서 조기 

경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19] 반면, 신체

활동과 경 연령은 무 하다는 연구도 있어[13], 신체

활동이 조기 경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결과가 일

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마다 연구설계, 연구

상, 조기 경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체활동은 체지방량에 직 으로 향을 미

치고, 체지방량은 조기 경과 련이 있다는 과 신

체활동은 수정가능한 변수인 을 감안하면 신체활동

과 조기 경간의 계에 한 반복 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이차자료를 사용

하 기 때문에 신체활동 실천군을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는데, 이

러한 정의가 결과변수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신체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국제신체활

동설문지(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 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이

차자료를 이용한 연구여서 조기 경에 향을  수 

있는 어머니의 학력, 양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

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조기 경과 체질량지수, 스트 스 정도 등

과 같은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인과 계

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을 경험했

을 때의 신체나 생활습  등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조

사 시 에서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고 경시기 는 조기 경에 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신체요인, 환

경요인, 유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인 코호

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

소년을 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 다는 과 기존 

연구의 제한 이었던 경 연령에 한 회상편견을 최

소화한 , 그리고 최근 14년간의 조기 경 추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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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하교 여학생들을 상으로 

최근 14년간의 경 연령 변화와 조기 경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2006년-2014년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1988년생 여학생의 경 연령이 12.61세에

서 2002년생 11.88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조기 

경을 경험한 비율은 17.2-25.2%이었다. 조기 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 스트 스 정도, 수면시

간, 체질량지수, 출생연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조기 경으로 인한 신체 , 

정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스트 스를 이고, 

수면시간을 늘이며,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는 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조기 경에 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하게 

악하는 장기 인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며, 조기 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재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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