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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사춘기 발달은 유전적 요인, 생활환경, 영양상태와 비만, 환경호르

몬, 가정환경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아동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

가 좋아지면서 사춘기의 시작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2]. 특

히 이러한 변화는 여아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나라 여아

의 성숙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사춘기 시작 신호인 유방발육 시작시기가 

평균 11.3세이고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여아의 평균 초경 연령이 12.0 ±

1.0세로 1980년대에 출생한 여아의 평균 초경연령 12.3 ± 0.7세에 비해 

빨라져 성적 성숙이 조기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3]. 이에 따라 

빠른 성적 성숙을 보이는 아동의 성장발달 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도 증가되고 있다.

빠른 성적 발달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조숙증으로 진

행 가능성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불완전 성조숙증인 조기 유방 

발육증, 조기 음모 발생증, 조기 초경 발생증이 있다. 여아에게 있어 조

기 유방 발육증은 8세 이전에 성 성숙도 2단계 이상의 유방발달을 보

이는 것, 조기 음모 발생증은 8세 이전에 이차성징 발현 없이 음모나 

액모가 나타나는 것, 조기 초경 발생증은 질의 병변 없이 질 출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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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유방발육이나 음모발생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다[2]. 그리고 성조

숙증 범위에 들지 않지만 여아의 경우 8~9세 사이에 이차성징이 발현

되는 조기사춘기(early puberty)[1], 여아의 경우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 이상 질환인 진성 성조숙증 등이 있다[4]. 실제로 선

행 연구[4]에서 성조숙증 관련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기사춘기 97.3%, 

성조숙증 30.4%, 조기 유방 발육증 29.1%, 가성 성조숙증 3.7%, 조기 음

모 발생증 0.5%를 보였다.

빠른 성적 성숙이 미치는 영향은 남아와 여아에게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는데 빠른 사춘기를 보이는 여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가 증가했고 남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었다[5,6]. 특히 여

아에게 빠른 사춘기 성숙은 담배나 알코올 등의 물질남용, 위험한 성

행위 같은 행동문제와 또래관계의 어려움, 부정적 신체상, 자존감 저

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문제와 연관이 있었다[7-11]. 아동의 정서와 

행동 문제는 구조화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부각되어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해주지 않으면 청소년기 비행과 반사

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12]. 그러므로 빠른 성적 성숙을 나타내

는 여아는 아동의 성장발달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상이며, 

이러한 여아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빠른 사

춘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가 필요한 실정이다[13].

또한 모든 여아에게 성적 성숙의 발현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하고 또래보다 빠른 성장 속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아가 성숙 불안이 

더 높다는 것에[14]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예상치 않았던 빠른 사

춘기를 경험하는 여아는 성적 성숙 불안을 나타내고[7] 그 부모도 불

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부모 의사소통 및 친밀도

가 높을수록 성적 성숙 불안이 낮고[14] 빠른 성적 성숙을 보이는 여

아에게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공격행동이 낮게 나타나[16] 긍정적 

양육태도가 성적 발달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여아의 정신

사회적 및 행동적 적응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빠른 성적 성숙을 나타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온 외국에 비해 국내 연구는 

성적 성숙 실태 조사 뿐 아니라[17] 빠른 성적 성숙을 나타내는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측면과 정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

발, 적용 및 효과 규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13].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수행된 성적 성숙을 나타내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관

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초등학교 여아를 대상으로 성 성숙,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10], 성적 성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성숙불안

간의 관계[14]를 확인한 것과 성조숙증 여아와 정상 발달 여아를 대상

으로 성숙 불안, 신체 자존감 및 정서적 상태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비

교한 것[7] 등 소수에 불과하다.

빠른 성적 성숙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

엇보다도 실제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초등학

교 여아를 대상으로 성적 성숙을 확인하고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미

치는 정신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문

제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는 교사나 부모가 아동

의 정서와 행동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사가 평정할 경우 교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소 다르고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인

식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초등학교 여아를 대상으로 사춘기 신체 변화를 반영하는 성

적 성숙 정도를 확인하고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아동의 자가보고형 정서행동문제 도구로 측정한 정서행동문제간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아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

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

행동문제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여아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제 변수간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여

학생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기준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중간수준인 .15, 독립변수의 수 11개를 기준하여 산출한 

결과 123명이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144명 중 대상자의 설문 중 성실히 표기

하지 못한 1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28부로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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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저자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성적 성숙도

Tanner[15]의 성 성숙도(Sexual Maturation Rating, SMR) 척도를 이용

하였으며 Tanner[18]의 성 성숙도에서 제시한 이차성징의 발현인 유방

발달, 생리여부, 음모 발생 단계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간단한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단계를 표시하도록 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첫 발생 시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부모양육태도

Choi[19]가 한국 문화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을 찾아 개발한 부

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친밀 7문항, 헌신 6문항, 존경 

4문항, 엄격 3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친밀, 헌신, 존경, 엄격으로 지각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Choi[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79~.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78~.87)이었다.

성적 성숙 불안

Sinton 등[20]이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사춘기 신체 변화에 대한 느

낌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성적 성숙 불안 척도(Maturity Fears Scale)

를 Chung 등[5]이 번안한 성숙불안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변

화에 대한 자각 4문항, 지각된 성숙 시기 2문항,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

응 3문항, 사춘기 변화에 대한 불편감 8문항, 체중/체형에 대한 불만족 

3문항,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변화에 

대한 자각이나 불안이 높음을 의미하며, 단 성숙 시기의 점수는 낮을

수록 성숙 시기가 빠르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본다. Chung 등[5]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7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다.

정서행동문제

Cho와 Lim[12]이 한국아동의 정서를 고려하여 개발한 아동 정서행

동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정서문제인 관계형성의 어려움 

9문항, 신체증상 9문항, 부적절한 감정표현 8문항과 행동문제인 공격

행동 6문항,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8문항,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심함을 의미한다. Cho와 Lim[12]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71~.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73~.86)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과정 동안 대상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소

속된 K대학교 기관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5-

0012)을 받고, 자료 수집을 위해 자료 수집 전 담당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에게 대상자의 모집 조건, 연구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

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자료 수집의 절차, 연구 참여의 이점과 위험요

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철회 등의 설명문이 포함된 가

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부

모와 아동 본인 모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에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

사는 성적 성숙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남학생들이 

함께 있는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밀봉하여 가정으로 가져가

서 가정에서 작성한 후 밀봉해서 다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

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에 대한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여부와 잔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9.03 ± 0.86세이었고, 학년은 2학년 47명(36.7%), 

3학년 50명(39.1%), 4학년 31명(24.2%)이었다. 평균 체중은 30.28 ± 6.35kg

으로 23 kg 이상 30 kg 미만이 59명(46.1%)이었고, 평균 신장은 134.11 ±

8.13 cm로 130 cm 이상 140 cm 미만이 60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경

제수준은 115명(89.9%)이 중 이상이었다. 아침식사 유무는 ‘먹음’이 117

명(91.4%), 일주일간 과식 횟수는 ‘과식하지 않음’이 66명(51.6%), 식사속

도는 ‘보통’이 71명(55.5%), 외식횟수는 ‘일주간 1회’가 61명(47.7%), 야식

횟수는 ‘한 달간 2회 이상’이 55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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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Problem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Problem behavior t or F 

(p)M±SD

Age (year) 7
8
9
10

 15 (11.7)
 44 (34.4)
 49 (38.3)
 20 (15.6)

9.03±0.86

1.73±0.68
1.48±0.38
1.49±0.49
1.48±0.38

-

0.95
(.391)

Grade 2
3
4

 47 (36.7)
 50 (39.1)
 31 (24.2)

1.53±0.50
1.56±0.49
1.41±0.39

1.41
(.242)

Weight (kg) ＜23
23~＜30
≥30

12 (9.4)
 59 (46.1)
 57 (44.5)

30.28±6.35

1.61±0.49
1.51±0.51
1.49±0.44

-

0.27
(.764)

Height (cm) ＜130
130~＜140
≥140

 34 (26.6)
 60 (46.8)
 34 (26.6)

134.11±8.13

1.54±0.43
1.52±0.54
1.47±0.42

-

0.12
(.886)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w

 7 (5.5)
108 (84.4)
 13 (10.1)

1.67±0.46
1.47±0.43
1.62±0.47

1.31
(.273)

Eating breakfast Yes
No

117 (91.4)
11 (8.6)

1.46±0.41
1.96±0.49

-3.60
(＜.001)

Frequency of overeating 0/week
1~2/week
≥3/week

 66 (51.6)
 51 (39.8)
11 (8.6)

1.43±0.46
1.59±0.49
1.62±0.39

1.98
(.142)

Eating rate Slowa

Moderateb

Fastc

 39 (30.4)
 71 (55.5)
 18 (14.1)

1.49±0.54
1.44±0.40
1.83±0.50

4.98
(.008)

a, b＜c

Frequency of eating out ≥2/week
1/week
≤2/month

 29 (22.6)
 61 (47.7)
 38 (29.7)

1.64±0.45
1.52±0.46
1.39±0.50

2.31
(.104)

Frequency of 
late-night snack

≥2/weeka

1/weekb

≤2/monthc

 34 (26.6)
 39 (30.5)
 55 (42.9)

1.56±0.44
1.68±0.59
1.37±0.35

5.40
(.006)
c＜b

Perception of 
   physical development

Slow
Moderate
Fast

 29 (22.7)
 80 (62.5)
 19 (14.8)

1.47±0.43
1.51±0.49
1.49±0.39

0.09
(.912)

Frequency of maturity 
communication with mother

Not many
Moderate
Many

 60 (46.9)
 41 (32.0)
 27 (21.1)

1.55±0.46
1.51±0.53
1.45±0.40

0.40
(.669)

Main communicator on 
pubertal development

Mother
Etc

108 (84.4)
 20 (15.6)

1.44±0.42
1.82±0.61

-3.27
(.001)

Worry about early maturity Not worried
Moderate
Worried

 65 (50.8)
 43 (33.6)
 20 (15.6)

1.44±0.44
1.55±0.51
1.64±0.45

1.65
(.197)

Sex education Yes
No

 62 (48.4)
 66 (51.6)

1.45±0.42
1.59±0.52

-1.59
(.114)

a, b, c=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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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대한 인지는 ‘보통’이 8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 사

춘기 성적 발달에 대한 대화 횟수는 ‘보통’ 이상이 101명(78.9%)으로 과

반수가 넘었으며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는 ‘어머니’가 108명

(84.4%)으로 가장 많았다. 빠른 성숙에 대한 걱정은 65명(50.8%)이 걱

정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성교육은 66명(51.6%)이 받은 적이 없었다

(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분석한 결과 아침식사 유

무(t = -3.60, p < .001), 식사속도(F = 4.98, p = .008), 야식횟수(F = 5.40, 

p = .006),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t= -3.27, p = .001)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침식사를 ‘먹지 않음’이 

‘먹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식사속도가 ‘느림’, ‘보통’보다 ‘빠름’이, 야식횟수가 ‘한 달간 2회 이

하’보다 ‘일주간 1회’가,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가 ‘어머니’보다 

‘기타’가 문제행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

대상자의 성적 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가슴에 멍울이 잡혔다고 응답

한 대상자는 58명(45.3%)이고 가슴에 멍울이 잡힌 시기는 9세가 26명

(20.3%)으로 가장 많았고 8세 19명(14.8%), 10세 8명(6.3%), 7세 5명(3.9%) 

순이었다. 현재 월경을 하는 대상자는 1명(0.8%)이었고 음모가 생긴 경

우는 9명(7.0%)이고 음모가 발생한 시기는 9세가 5명(3.9%)으로 가장 많

았다.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점수는 평점평균 3.25점(4점 만점), 부의 양

육태도는 평점평균 3.22점, 모의 양육태도는 3.31점이었다. 부의 양육태

도 하위영역은 친밀 3.19점, 헌신 3.26점, 존경 3.29점, 엄격 1.90점이었고 

모의 양육태도 하위영역은 친밀 3.41점, 헌신 3.30점, 존경 3.35점, 엄격 

1.95점이었다. 성적 성숙 불안 점수는 평점평균 1.58점(4점 만점), 하위

영역은 변화에 대한 자각 1.64점, 사춘기 변화 관련 불편감 1.65점, 변화

에 대한 타인의 반응 1.21점, 체중 체형 불만족 1.66점이었다.

정서행동문제 점수는 평균평점 1.51점(5점 척도), 하위영역은 정서문

제는 1.45점, 행동문제는 1.63점이었다. 정서문제의 하위영역은 관계형

성의 어려움 1.40점, 신체화 1.61점, 부적절한 감정표현 1.32점이었고, 행

동문제의 하위영역은 공격행동 1.56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1.69점이

었다(Table 2).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

정서행동문제는 아버지 양육태도(친밀)(r= -.30, p < .001), 아버지 양

육태도(엄격)(r= .33, p < .001), 어머니 양육태도(친밀)(r= -.40, p < .001), 어

Table 2. Degree of Sexual Maturation, Parenting Attitude, Maturity 
Fear and Problem Behavior  (N=128)

Variables n (%) or M±SD

Development of breasts 
Yes (≥2)
No (1)

 58 (45.3)
 70 (54.7)

Time of development of breasts (year) (n=58)
7~＜8
8~＜9
9~＜10
≥10

 5 (3.9)
 19 (14.8)
 26 (20.3)

 8 (6.3)

Presence of menstruation
Yes (≥2)
No (1)

 1 (0.8)
127 (99.2)

Time of menarche (year) (n=1)
7~＜8  1 (0.8)

Development of pubic hair
Yes (≥2)
No (1)

 9 (7.0)
119 (93.0)

Age at development of pubic hair (year) (n=9)
7~＜8
8~＜9
9~＜10

 3 (2.3)
 1 (0.8)
 5 (3.9)

Parenting attitude
Father’s parenting attitude

Intimacy
Sacrifice
Respect
Strictness

Mother’s parenting attitude
Intimacy
Sacrifice
Respect
Strictness

3.25±0.38
3.22±0.42
3.19±0.53
3.26±0.52
3.29±0.54
1.90±0.61
3.31±0.36
3.41±0.43
3.30±0.46
3.35±0.49
1.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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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0.40
1.64±0.68
1.65±0.59
1.21±0.44
1.65±0.44
1.66±0.83

Problem behavior
Emotional problems

Difficulty in developing relationships
Somatic symptoms
Undesirable expression of emotion

Behavioral problems
Aggressive behavio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1.51±0.47
1.45±0.46
1.40±0.57
1.61±0.70
1.32±0.39
1.63±0.61
1.56±0.67
1.6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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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엄격), 성적 성숙 불안, 아침식사 유무, 아

버지 양육태도(친밀),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가 대상자의 정

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12.08, 

p < .001) 이 5가지 변수들이 대상자들의 정서행동문제를 34%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 양

육태도(엄격)(β = .35, p = .001), 성적 성숙 불안(β = .29, p = .001), 아침식사 

유무(β = -.28, p = .001), 아버지 양육태도(친밀)(β = -.22, p = .014),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β = -.22, p = .008)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

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여아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머니 양육태도(엄격)(r= .24, p = .007) 및 성숙 불안(r= .41, p < .001)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정서행동문제 영향요인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행동

문제와 상관성을 나타낸 아버지 양육태도(친밀, 엄격), 어머니 양육태

도(친밀, 엄격), 성적 성숙 불안과 정서행동문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

반적 특성인 아침식사 유무, 식사속도, 야식횟수, 사춘기 발달 의사소

통 주대상자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

가 0.80 미만이었고 독립변인간의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413~ 

.902로 1에 가깝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109~2.422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882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N=128)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Sexual maturation
(developmental breast)

1 　 　 　 　 　 　 　 　 　

 2. Father’s parenting 
attitude_total

.10
(.261)

1

 3. Father’s parenting 
attitude_intimacy

.02
(.803)

.92
(＜.001)

1 　 　 　 　 　 　 　 　 　

 4. Father’s parenting 
attitude_sacrifice

.17
(.070)

.81
(＜.001)

.63
(＜.001)

1 　 　 　 　 　 　 　 　

 5. Father’s parenting 
attitude_respect

.10
(.289)

.82
(＜.001)

.70
(＜.001)

.62
(＜.001)

1 　 　 　 　 　 　 　

 6. Father’s parenting 
attitude_strictness

-.03
(.721)

-.41
(＜.001)

-.33
(＜.001)

-.03
(.748)

-.15
(.097)

1 　 　 　 　 　 　

 7. Mother’s parenting 
attitude_total

.13
(.137)

.68
(＜.001)

.52
(＜.001)

.57
(＜.001)

.57
(＜.001)

-.41
(＜.001)

1

 8. Mother’s parenting 
attitude_intimacy

.21
(.019)

.62
(＜.001)

.58
(＜.001)

.45
(＜.001)

.47
(＜.001)

-.38
(＜.001)

.88
(＜.001)

1 　 　 　 　 　

 9. Mother’s parenting 
attitude_sacrifice

.08
(.379)

.51
(＜.001)

.32
(＜.001)

.77
(＜.001)

.34
(＜.001)

.01
(.936)

.74
(＜.001)

.53
(＜.001)

1 　 　 　 　

10. Mother’s parenting 
attitude_respect

.06
(.489)

.52
(＜.001)

.38
(＜.001)

.36
(＜.001)

.72
(＜.001)

-.19
(.041)

.78
(＜.001)

.58
(＜.001)

.49
(＜.001)

1 　 　 　

11. Mother’s parenting 
attitude_strictness

-.00
(.990)

-.29
(.001)

-.20
(.030)

.01
(.892)

-.19
(.039)

.70
(＜.001)

-.52
(＜.001)

-.38
(＜.001)

-.01
(.873)

-.30
(＜.001)

1 　 　

12. Maturity fear .20
(.024)

-.01
(.905)

-.07
(.441)

.08
(.362)

.04
(705)

.09
(.316)

-.12
(.178)

-.16
(.066)

-.05
(.605)

-.06
(.488)

.06
(.475)

1 　

13. Problem behavior -.07
(.431)

-.25
(.006)

-.30
(＜.001)

-.05
(.567)

-.10
(.293)

.33
(＜.001)

-.30
(.001)

-.40
(＜.001)

-.07
(.467)

-.15
(.086)

.24
(.007)

.41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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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확인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2~4학년 여아의 성적 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성적 성숙 발현 징후를 보인 아동 128명 중 초경 0.8%, 유방발달 

45.3%, 음모발달 7.0%였고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에서[14] 118명 중 초경 5.9%, 유방발달 54.2%, 음모 23.4%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른 성적 성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7세에 유방발달 3.9%, 초경 0.8%, 음모 2.3%를 나타내어 조기 유방 발육

증, 조기 음모 발생증과 조기 초경 발생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 성조숙증은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4]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적 성숙 실태 조사의 필요

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발달이 7세 3.9%, 8세 14.8%, 10세 6.3%를 나타내

었고 2000년 이후 출생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10]에서 유방발달이 초등학교 1학년 6.7%, 2학년 37%, 3학년 56.5%

의 결과를 나타내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유방발달이 시작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1980년~1990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유방발달을 보고한 선행 연구[1]에서 보고한 11.3 ± 1.3세, 한국 여아의 

성 성숙 시기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 여아의 이차성징 발

현 연령인 8.8~13.9세(2 표준편차 범위)[17]보다도 빨라진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빠른 성적 성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아니

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적 성숙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각하고 빠른 사춘기에 따른 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긍정적 성장발달을 증진하기 위해 빠른 성숙에 

따른 적절한 신체사정 기술, 성교육, 예상되는 정신사회행동적 문제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하여 의료인과 부모, 교사를 적절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점수는 평균평점 3.25점(4점 만

점),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점평균 3.22점(4점 만점), 모의 양육태도는 

3.31점(4점 만점)이었다. 부의 양육태도 하위영역 점수는 존경, 헌신, 친

밀, 엄격 순이었고 모의 양육태도 하위영역 점수는 친밀, 존경, 헌신, 

엄격 순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공통적으로 1

점대(4점 만점)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여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친밀하다고 

인식하고, 부모 모두 엄격한 양육태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적 성숙 불안 점수는 평점평균 1.58점(4점 

만점)으로 중간 이하였고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초등학교 

여학생 대상 연구의[14] 평균평점 2.39점(4점 만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여 연령

대가 낮아 성적 성숙(초경유무, 유방발달, 음모유무) 빈도가 낮았고 성

적 성숙도 발현 차이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느낌인 성적 성숙 불안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숙 

불안의 하위영역은 체중 체형 불만족, 사춘기변화 관련 불편감, 변화

에 대한 자각,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응순으로 높았으나 Cho와 Moon 

[14]의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자각, 체중 체형 불만족, 사춘기변화 관

련 불편감,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고찰하면 연령 및 성적 성숙도에 따라 성숙 불안의 정도와 성숙 

불안으로 인지하는 구체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성적 성숙에 따른 성적 성숙 불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연령에 따라 종단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 하위영역 점수는 행동문제가 

1.63점(5점 만점)으로 정서문제 1.45점(5점 만점)보다 높았고 행동문제

의 하위영역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와 정서문제의 하위영역 중 

신체화 증상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와[12] 동일한 결과이다. 선행 연구

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

도가 낮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1] 또

한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친밀한 양육태도와 엄격한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어 부모양육태도가 아

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보건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화 증

Table 4. Predictors of Problem Behavior  (N=12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Father’s parenting attitude_strictness
Maturity fear
Eating breakfast 

2.82
0.25
0.32

-0.50

.48

.07

.10

.15

.35

.29
-.28

5.87
3.86
3.31

-3.40

＜.001
＜.001

.001

.001

Father’s parenting attitude_intimacy -0.19 .08 -.22 -2.51 .014

Main communicator on pubertal development -0.28 .10 -.22 -2.73 .008

Adj. R2=.34, F=12.0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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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22]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신

체화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신체화 증상은 애착안정성이 낮

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체

화 증상은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면에서 주의 깊게 고찰할 변

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관련 변인들의 정도를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일반 초등학교 2~4학년 여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변인들의 

점수 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빠른 성적 성숙이 미치는 정신사회행

동적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도

하였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조기 유방 발육증, 조기 음모 발생증, 

조기 초경 발생증 같은 불완전 성조숙증이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4] 고려할 때 본 연구

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적 성숙 정도 실태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

미가 있다.

둘째,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태도와 성적 성숙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친밀한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가 어머

니가 아닐수록 여아의 문제행동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23]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다는[24]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양육태도가 합리적이고 애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이 낮다는 연

구 결과[24]는 훈육태도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합리적 양육

태도와 애정적 양육태도는 친밀한 양육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부모 모두 친밀한 양육태도가 낮고 엄격한 양육태

도와 성적 성숙 불안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사춘기 발달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

소통이 중요하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와 양육태도 및 어머니와의 의

사소통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

영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여아의 양육에 있어 필수적인 

양육태도로 친밀함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 권위를 강조한 엄격함이 아

닌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엄격함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사춘기에 대한 조언과 지식을 제공받은 여

아가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아보다 사춘기 변화와 관련된 두려

움, 수치심 및 장애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5] 부모자

녀 의사소통을 통한 사춘기 발달에 대한 사전지도는 성숙 불안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춘기 발달의 의사소통 주대상자가 어머니가 아

닐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것과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여아

의 성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성적 성숙 불안과 어머니의 친밀한 양육

태도가 증가된다는 결과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적 성

숙은 모든 여아가 사춘기에 도달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발달과업으로 

성숙해지면서 경험하는 성숙 불안도 예견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예측

할 수 있는 발달과정 속에서 여아가 사춘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어머니는 친밀한 태도로 아동을 양육하고 자녀와 성적 성숙에 대

하여 충분히 의사소통함으로 성숙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Jean[26]은 딸의 사춘기 발달에 대한 가족의 인식 연구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딸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고 딸에게 사춘

기 변화와 관련된 일차적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보고하였

다.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춘기 신체발달의 초석인 초경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초경정서, 초경지지, 월경태도간의 관계

를 고찰한 연구에서 실제로 초경에 대한 첫 의논상대로 어머니가 

83.3%로 가장 많았고 초경 전 초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초경 관련 지식

을 6학년보다는 4학년 때에 알게 되었을 때, 초경 관련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아동이 월경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27].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우리나라 여아의 유방발육이 평균 

11.3세에 시작되고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여아의 평균 초경 연령이 

12.0 ± 1.0세로 점차 사춘기 발달이 조기화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3] 성적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로 어머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춘

기 발달에 대한 의사소통 시기를 사춘기 발달 시작 전인 초등학교 3, 4

학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춘기 동안 어머니의 관점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과 달리 아

버지의 관점이 딸의 사춘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

은 상황으로[26] 사춘기 신체 변화를 경험하는 딸과 아버지의 상호작

용 방법과 그러한 상호작용이 사춘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

녀양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자녀 양육이 어머니의 책임이라

는 유교적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아침식사 유무가 확인되었다. 즉 아침식사를 하는 여아가 정서행

동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유무와 정서행동문제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여학생의 경우 불규칙한 식

사와 부적절한 식사태도가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 결과[28]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행동문제

가 여아의 식이행동에 영향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선행 연구

[29]도 있어 아동의 식이태도 및 식사행태가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해석에 신중해야 하고 식이와 정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아동에

게 있어 아침식사의 의미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침식사는 건강한 신체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침식사시간은 부

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장으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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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자녀양육 교육 시 아침식사

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성적 성숙 불안이 체중과 신체 성장이 빠름에 대한 걱정과 관

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12]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태는 빠른 식사속도 및 잦은 야식은 

성적 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체중증가로 이어져 여아에게 성적 성숙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여아의 빠른 사춘기 

성숙은 다양한 정서행동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그러므로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

교 여아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적절한 체중조절 조절

을 하게 함으로 성적 성숙 불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성적 성숙이 아동의 신체적, 심리

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재한 실정에서 성적 성

숙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정상적인 성장발달상 이차성징을 나타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이 아닌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를 대상으로 사춘기 신체적 변화를 확

인함으로 빠른 성적 성숙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

함으로 빠른 성적 성숙을 나타내는 여아의 정신사회적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조기 성숙의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여아를 사전에 선별할 뿐 아

니라 이차성징 발생 전 연령의 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사춘

기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춘기를 앞둔 여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지도를 목적

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기본 내용에는 이차성징이 발현

되지 않은 저학년 여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빠른 성적 성숙을 발견하기 

위한 사춘기 성숙 사정 방법과 빠른 성적 성숙으로 인한 정서행동문

제와 성적 성숙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및 의사소통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성적 성숙에 대한 정보전달자이자 의사소통자

로 어머니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수행 시 몇 가지 제한점과 이로 인해 고려할 점이 있었다.

첫째, 측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영역에서 친밀, 헌신, 존경의 점

수가 엄격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이 가정으로 설문지를 가져가서 

작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환경

의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빠른 성적 성숙으로 

인한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나 실제로 빠른 성적 성숙을 나타내는 아동수가 적어 

성숙 불안과 정서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빠

른 성적 성숙에 따른 아동의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한 추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30] 추후에는 조기 사춘기, 성조숙증과 

일반 여아를 대상으로 성적 성숙도와 성적 성숙 불안, 정서행동문제 

등 관련 변수간의 관계와 그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B시의 일부 초등학교 여아를 편의표집하여 수행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 여아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초등학교 여

학생의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 및 정서행동문제

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2, 3, 4학년 여아를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

안, 아침식사 유무, 아버지의 친밀한 양육태도, 사춘기 발달 의사소통 

주대상자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초등학교 여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적 성숙도가 빠

른 여아를 대상으로 성적 성숙 불안에 대한 대처를,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영양과 식이 관리, 긍정적 양육태도 및 사춘기 발달에 대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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