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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exual maturation, attitudes toward sexual maturity, and body es-
teem in the sexual development of Korean elementary-school boys and girl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399 fifth and sixth graders (192 boys and 207 girls). The data were analysed with a x2 
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Among the 207 girls, 70.5% had pubic hair growth, 68.1% 
had breast development, and 56.0% had a menstrual period. In boys, 59.4% of the 192 subjects experienced the 
development of external genitalia and 52.6% had pubic hair growth. Sexual maturation was related to grade (boys, 
t=7.07, p=.008; girls, t=12.76, p<.001), age (t=-2.20, p=.030; t=-4.11, p<.001), height (t=-5.16, p<.001; t=-7.52, 
p<.001), and weight (t=-2.89, p=.004; t=-5.19, p<.001) in both boys and girls. Girls were more likely to have sexual 
maturity than boys (x2=22.29, p<.001). Boy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sexual maturity (t=2.10, p=.036) 
and higher body esteem (t=2.12, p=.035) than girls.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sexual maturation, attitude 
toward sexual maturity, and body esteem in sexual development differ between boys and gir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ailored sex-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sex of elementary-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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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이르러 사회경제수준과 영양상태 향상으로 사

춘기 아동의 성 성숙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1-3]. 사춘

기 시기는 신장의 급성장, 체중의 증가와 함께 이차성징의 성

적 변화가 오는 시기로[1,4].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

학생의 평균 초경 연령이 약 12세로 1960년의 14.1세보다 2년 

이상 빨라졌으며[1,5], 사춘기의 진행이 빠른 조기 성 성숙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도 2006년 6,400명에서 2015년 75,945명으로 

10년 간 약 12배 증가하였다[6].

청소년의 성 성숙은 여학생의 경우 가슴 발달을 시작으로 초

경이 시작되고 남학생은 고환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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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우 가슴과 음모 발달, 남아는 고환과 음모 발달에 따라 

성 성숙도가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사춘기 전

의 상태, 2단계 사춘기 시작, 5단계는 성인의 상태를 말한다[4].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 성숙은 여아는 11.5세, 남아는 11.6세

에서 시작된다[7]. 그러나 여아에서 8세 이전에 가슴 발달이 시

작되거나, 남아는 9세 이전에 고환의 용적이 4 mL 이상 커지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며[8], 여아 8.0~9.9세, 남아 9.0~10.9

세 사이에 이차성징이 시작되면 조기 사춘기로 정의하고 있다

[9]. 이러한 조기 성 성숙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흔하며 여아 성

조숙증의 대부분은 조기 사춘기와 유방발육증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0]. 남아의 성 성숙 정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차트를 분석한 연구[11]에서 고환용적이 4 mL에 도달하

는 연령이 약 11세경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추가적인 관찰이나 

후속연구의 부족으로 남아의 성 성숙 정도에 관한 최근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춘기 진행이 빠른 경우 아동들은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

하게 되며, 또래와 다른 외형, 정신적 성숙과 육체적 성숙의 불

일치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12]. 특히 초

등학교 여학생은 자신의 성 성숙 속도가 또래보다 빠르다고 느

낄 때 성 성숙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며[13], 신체변화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성 성숙 시기가 빠

를수록 공격적 성향[15]과 성숙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6-18],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조기 성 성숙으로 인

한 신체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19]. 

신체 자존감은 자기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로서,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20]. 사춘기 시기 아동들은 자신

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 성 성숙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외형은 신체 자

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기 유방발육

이 있는 여아의 경우 또래와 다른 외모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

되거나 또래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고 우울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16,21], 남학생은 성 성숙이 늦은 경우 근육이

나 신장 발달의 미숙으로 체육활동 등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신

체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 낮은 신체 만족

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의 어려움, 대인관계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3], 성 성숙이 나타

나는 시기에 올바른 신체자존감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성 성숙 정

도와 신체변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성 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성 성숙과 신

체상과의 관계를 통해 신체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

[16,21]로 초등학교 여학생의 유방발육이 신체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신체상은 자신의 마음속

에 형성하는 신체 모습에 대한 형상으로 이에 대한 지각, 감정, 

생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24].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

상을 신체 자존감, 신체 만족감, 신체 왜곡 등으로 조작하여 같

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25]. 이중 신체 자존감은 자신의 신

체외모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신체상 중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신체 자존

감과 성 성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성 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대부분이며 남학생의 성 성숙과 관련된 연구는 드문 상태

이다. 여아의 경우 가슴의 발달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조숙증을 발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나 남아의 경우는 늦

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 성숙도에 대한 실태, 성 성숙에 대한 태도와 신체자존

감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

존감의 수준을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에 따

른 성 성숙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성숙 정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의 도시와 농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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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5,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총 3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

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 간 차이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효과크기 0.5의 조

건에서 그룹 당 각 86명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성숙

의 환경적인 요인인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

역과 성별에 따른 4개 그룹(도시 여아, 농촌 여아, 도시 남아, 농

촌 남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총 344명이 필요하였다. 설문조

사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그룹별 100명씩 총 400명을 조사하였

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최종 399명이다.

3. 연구도구

1) 성 성숙도

초등학생의 성 성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anner [4]의 성 성

숙도에서 제시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Tanner [4]

의 성 성숙도는 여아인 경우 가슴 발달과 음모 발달, 남아는 고

환크기변화와 음모 발달을 성 성숙의 5단계에 따른 그림과 설

명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슴, 음모, 고환크기의 발

달 유무로 측정하였다. Tanner의 성 성숙도 원 도구는 의료진

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과 측정으로 아동의 성 성숙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전문가의 측정이 어려워 

성 성숙 정도를 성적 발달의 유무와 발생시기로 측정하였다. 

또한 Tanner [4]의 5단계 성 성숙도에서 여아의 월경과 남아

의 몽정이 각각 4단계, 3단계에서 나타나 결국 성 성숙도 측정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월경과 몽정의 유무를 

추가하였다. 그 밖에 성 성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1,8,26]의 

고찰을 통해 남학생의 성 성숙 문항에 턱수염과 변성기 유무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성 성숙 문항은 여학생의 경우 가슴발달, 

음모발달, 월경의 유무를 측정하는 총 3문항, 남학생은 고환크

기 변화, 음모발달, 몽정, 턱수염, 변성기 유무를 측정하는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성 성숙도 문항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대부분 여성건강간호학 교수로 구성

된 연구진들의 사전검토와 회의가 이루어졌다. 

2) 성 성숙 태도

성 성숙 태도는 성 성숙에 대한 태도로서 청소년 초기 여학

생의 월경태도 도구[27]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월경태도 도구는 총 28문항, 5개 하위영역인 

정적수용(7문항), 신체증상(6문항), 대처행동(4문항), 정서적 

민감성(3문항), 폐쇄성(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남

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위영역인 정적수

용(7문항)과 폐쇄성(6문항)을 선정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월경

의 단어를 ‘성적 발달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원도구 “나는 월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

다”를 남학생의 경우 “나는 성적 발달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있

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로 수정하였다. 측정은 5점 척도(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남성의 경우 

신체적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경태도 도구 5개 하위영역, 총 28문항에서 

2개의 하위영역, 13문항을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므

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내용타당도 총 6

명의 연구진들이 각각 수정된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회의를 통해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구성타당도는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KMO=.803, 

Bartlett 구형성 검정(x2=1,951.260, p<.001)이 만족되었다. 

요인은 정적수용, 폐쇄성의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

인의 eigen value (고유값)는 1 이상을 나타내고, 설명된 총 분

산은 49.929%였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각 하위영역

의 신뢰도가 Cronbach’s ⍺는 .71~.83 범위 내에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6이었다. 

3) 신체 자존감 척도(The Revised Body Esteem Scale, BES)

신체 자존감 척도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20]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평가

하는 것으로 총 16문항, 2개의 하위영역(전반적인 외모와 체형 

13문항, 체중에 대한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자존감의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Cronbach’s ⍺는 .77~.87 범위 애에 있

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는 .86이다.

4) 일반적 특성

초등학교 남,여학생의 성 성숙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5] 고찰을 통해 키, 몸무게, 수면과 관

련된 요인, 운동여부, 영양 관련 요인(인스턴트 섭취, 편식), 텔

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사용 등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강릉

원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GWNU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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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8)을 받은 후 G도의 W시와 H군의 초등학교 5, 6학년 여

학생과 남학생 400명을 그룹별로 균등하게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었다. 설문조사

를 위해 사전에 연구진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및 보

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 모집에 대한 협조

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의 목적, 참여과정 및 연구 철회 등을 설

명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부모동의서를 받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학

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총 400개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부

정확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1부를 제외한 399부가 최종 자료분

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성 성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성숙도는 여학생

의 경우 가슴발달, 음모발달, 월경유무의 총 3문항, 남학생은 

고환크기변화, 음모발달, 몽정의 3문항에서 모두 없는 경우를 

성 성숙 ‘무’, 1개 이상 있는 경우를 성 성숙 ‘유’로 하였다. 일반

적 특성,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의 성별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x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로 성 성숙

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성 성숙 태도, 신체자존감의 차이도 x2 

test, t-test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자존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체 399명 중에 여학생이 207명(51.9%), 

남학생은 192명(48.1%)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여학생의 경우 

5학년 68명(32.9%), 6학년 139명(67.1%)이었으며 남학생은 5

학년 72명(37.5%), 6학년 120명(62.5%)이었다. 신장은 여학생

이 평균 153.17±7.32 cm이고, 남학생은 154±8.07 cm로 두 그

룹 간 차이가 없었다. 몸무게는 남학생이 평균 48.93±12.05 kg

으로 여학생의 44.53±9.63 kg보다 더 많았으며(t=-4.02, p< 

.001), BMI도 남학생이 평균 20.40±3.75로 여학생 18.82±3.01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0, p< 

.001). 

일주일간 TV 시청 시간은 남 ‧ 여학생 전체 평균 8.17±10.37

시간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반

해 인터넷 사용과 핸드폰 사용시간은 여학생이 각각 14.69± 

21.64, 4.39±5.99로 남학생의 10.57±11.29, 2.53±2.37보다 많

았다(t=2.31, p=.018, t=4.02, p<.001). 남 ‧ 여학생 전체 399명 

중 319명(79.9%)은 밤 10시 이후에 취침을 하였으며, 학원은 2

개 이상 다니는 학생이 193명(48.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인스턴트 섭취여부는 일주일에 2~3번 섭취를 하는 

학생이 218명(54.6%)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초등학생의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 성숙 유무를 살펴본 결과 월경, 음모 발

달, 가슴 발달이 모두 없는 여학생은 총 207명 중 27명(13.0%)

이었으며, 나머지 180명(87.0%)은 위 3개중 1개 이상의 성적 

발달이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학생은 고환 크기 발달, 음모 발달, 

몽정이 모두 없는 학생은 총 189명 중 129명(67.2%)으로 성적 

발달이 있는 학생보다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성 성숙 유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29, p<.001)(Table 1). 

문항별 성 성숙도를 살펴본 결과(Table 2), 여학생 207명 중

에서 70.5%가 음모 발달이 있었으며, 가슴 발달은 68.1%, 월경

을 하는 경우는 56.0%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총 192명 중

에서 고환 발달과 몽정을 하는 학생은 59.4%, 음모 발달이 있는 

경우는 52.6%였다. 성 성숙의 개수는 여학생의 경우 음모 발달, 

가슴 발달, 월경에서 3개 모두 있는 학생이 37.7%로 가장 많았

으며, 2개(32.4%), 1개(16.9%), 0개(13.0%)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음모 발달, 고환 발달, 몽정에서 성 성숙 개수가 

0인 학생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2개(26.6%), 3개(22.4%), 

1개(18.2%)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초경 시기는 6학년이 

55.2%, 5학년이 38.8%, 4학년이 5.2%, 3학년이 0.9%로 확인되

었다. 가슴 발달의 시작 시기는 5학년이 47.5%로 가장 많았으

며, 10.7%가 2학년 또는 3학년에 가슴 발달이 생긴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학생의 84.5%가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 성숙 태도는 여학생 1.98±0.41점, 남학생 2.10±0.36점으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t=2.10, p=.036). 신체자존감은 남학생 6.33±3.59점, 여

학생 5.56±3.64점으로 남학생의 신체 자존감이 여학생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2.12, p=.035)(Table 1).

3. 성 성숙 변수들 간의 관계

여학생의 경우 가슴 발달 유무에 따른 음모 발달(x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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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N=399)

Variables Categories n (%)
Girls (n=207) Boys (n=192)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rea City
Rural

195 (48.9)
204 (51.1)

100 (48.3)
107 (51.7)

 95 (49.5)
 97 (50.5)

0.06 .815

Grade 5
6

140 (35.1)
259 (64.9)

 68 (32.9)
139 (67.1)

 72 (37.5)
120 (62.5)

0.95 .331

Age (year) 11.67±0.53 11.69±0.50 11.66±0.55 0.66 .512

Height (cm) 153.65±7.69 153.17±7.32 154.16±8.07 -1.29 .198

Weight (kg)  46.65±11.07 44.53±9.63  48.93±12.05 -4.02 ＜.001

BMI 19.58±3.47 18.82±3.01 20.40±3.75 -4.60 ＜.001

TV watching time (hr/wk)   8.17±10.37   8.30±11.60  8.03±8.86 0.23 .799

Internet use time (hr/wk)  12.74±17.62  14.69±21.64  10.57±11.29 2.31 .018

Mobile phone use time (hr/day)  3.52±4.07  4.39±5.99  2.58±2.37 4.02 ＜.001

Bedtime (hr) Before 10 pm
After 10 pm

 80 (20.1)
319 (79.9)

 41 (19.8)
166 (80.2)

39 (20.3)
153 (79.7)

0.02 .900

Sleep time (hr/day) 8.20±1.25  8.21±1.34  8.18±1.15 0.28 .778

The number of private 
academy

None
1
≥2

 66 (16.6)
136 (34.2)
193 (48.5)

 37 (17.9)
 64 (30.9)
105 (50.7)

29 (15.1)
72 (37.5)
88 (45.8)

2.21 .331

The number of instant 
meals (n/wk)

＜1 
2~3 times
≥4

130 (32.6)
218 (54.6)
 51 (12.8)

 70 (33.8)
112 (54.1)
 25 (12.1)

60 (31.3)
106 (55.2)
26 (13.5)

0.39 .823

Unbalanced diet Yes
No

172 (43.2)
226 (56.8)

 95 (45.9)
112 (54.1)

77 (40.1)
114 (59.4)

1.26 .262

Sexual maturity† Yes
No

180 (87.0)
 27 (13.0)

129 (67.2)
63 (32.8)

22.29 ＜.001

Sexual attitudes  1.98±0.41  2.10±0.36 2.10  .036

Body esteem  5.56±3.64  6.33±3.59 2.12 .035

Note. Missing excluded.
†The sum of numbers (yes=1 point or no=0 point) in each of three dimensions (girls: menstruation, pubic hair, breast development, boys: 
genital development, pubic hair, emission): 1 or more=yes, 0=no.

p<.001), 월경(x2=4.22, p=.040)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

학생의 경우 고환 발달 유무에 따른 음모 발달(x2=78.11, 

p<.001), 몽정(x2=27.35, p<.001), 목소리 변화(x2=59.43, p< 

.001), 턱수염(x2=30.9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Table 3).

4. 일반적 특성,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에 따른 성 

성숙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성 성숙도는 학년(t=12.76, p< 

.001), 나이(t=-4.11, p<.001), 키(t=-7.52, p<.001), 몸무게(t= 

-5.19, p<.001), BMI (t=-3.13,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남학생의 성 성숙도는 학년(t=7.07, p=.008), 나이(t=-2.20, 

p=.030), 키(t=-5.16, p<.001), 몸무게(t=-2.89, p=.004)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BMI (t=-1.04, p=.298)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도시, 농촌), TV시청 및 인터넷, 핸

드폰 이용시간, 취침시간, 수면시간, 학원 수, 인스턴트 먹은 횟

수, 편식, 로션 사용은 성 성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Table 4). 성 성숙도에 따른 신체자존감과 성 성숙 태

도의 차이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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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Sexual Maturity of Girls and Boys (N=399)

Variables Categories
Girl (n=207) Boy (n=192)

n (%) n (%)

Breast development (only girl)/
genital development (only boy)

Yes
No
Don't know

141 (68.1)
18 (8.7)

 48 (23.2)

114 (59.4)
 78 (40.6)
 0 (0.0)

Pubic hair Yes
No

146 (70.5)
 61 (29.5)

101 (52.6)
 91 (47.4)

Menstruation (only girl)/emission (only boy) Yes
No

116 (56.0)
 91 (44.0)

 51 (26.6)
141 (73.4)

The number of sexual maturity† 0
1
2
3

 27 (13.0)
 35 (16.9)
 67 (32.4)
 78 (37.7)

 63 (32.8)
 35 (18.2)
 51 (26.6)
 43 (22.4)

Onset of menstruation (only girl grade) (n=116) 3
4
5
6

 1 (0.9)
 6 (5.2)

 45 (38.8)
 64 (55.2)

Onset of Breast development (only girl grade) 2
3
4
5
6

 6 (4.3)
 9 (6.4)

 36 (25.5)
 67 (47.5)
 23 (16.3)

Wear a brassiere (only girl) Yes
No

174 (84.5)
 32 (15.5)

Note. Missing excluded.
†The sum of numbers (yes=1 point or no=0 point) in each of three dimensions (girls: menstruation, pubic hair, breast development, boys: 
genital development, pubic hair, emission).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Maturity Variables in Girls and Boys (N=351)

Variables

Girl (n=159) Boy (n=192) 

Breast development Genital development

Yes (n=141) No (n=18)
x2 or t p

Yes (n=114) No (n=78)
x2 or t p

n (%) n (%) n (%) n (%)

Pubic hair Yes
No

109 (77.3)
 32 (22.7)

 6 (33.3)
12 (66.7)

15.42 ＜.001 90 (78.9)
24 (21.1)

11 (14.1)
67 (85.9)

78.11 ＜.001

Menstruation (only girl)/
emission (only boy)

Yes
No

 83 (58.9)
 58 (41.1)

 6 (33.3)
12 (66.7)

 4.22 .040 46 (40.4)
68 (59.6)

5 (6.4)
73 (93.6)

27.35 ＜.001

Voice change (only boy) Yes
No

85 (74.6)
29 (25.4)

14 (17.9)
64 (82.1)

59.43 ＜.001

Beard (only boy) Yes
No

47 (41.2)
67 (58.8)

4 (5.1)
74 (94.9)

30.94 ＜.001

Note. Missing excluded.

5.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 간의 상관관계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 자존감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5), 여학생은 성 성숙 정도와 

성 성숙 태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r=-.21, p=.002), 신체 자존

감과 성 성숙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r=.87, p<.001)를 보여주

었으며, 남학생은 신체 자존감과 성 성숙 태도에서 양의 상관

관계(r=.78, p<.001)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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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ody esteem and Sexual Attitude by Sexual Maturity in Girls and Boys
(N=399)

Variables Categories

Girl (n=207) Boy (n=192) 

Sexual maturity† Sexual maturity† 

Yes (n=180) No (n=27)

x2 or t p
Yes (n=129) No (n=63)

x2 or t p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rea City
Rural

 90 (50.0)
 90 (50.0)

10 (37.0)
17 (63.0)

1.58 .209  67 (51.9)
 62 (48.1)

28 (44.4)
36 (55.6)

0.95 .330

Grade 5
6

 51 (28.3)
129 (71.7)

17 (63.0)
10 (37.0)

12.76 ＜.001  40 (31.0)
 89 (69.0)

32 (50.8)
31 (49.2)

7.07 .008

Age (year)  11.74±0.49  11.33±0.49 -4.11 ＜.001  11.72±0.50  11.52±0.62 -2.20 .030

Height (cm) 154.48±6.53 144.41±6.25 -7.52 ＜.001 156.13±7.92 150.13±6.82 -5.16 ＜.001

Weight (kg)  45.79±9.21  36.07±8.04 -5.19 ＜.001  50.66±12.57  45.40±10.14 -2.89 .004

BMI  19.07±2.95  17.17±2.92 -3.13 .002  20.59±3.88  19.99±3.47 -1.04 .298

TV watching time (hr/wk)   8.33±11.92   8.11±9.43 -0.09 .928   8.16±9.55   7.77±7.30 -0.29 .773

Internet use time (hr/wk)  14.36±19.14  16.81±34.20 0.36 .718  10.64±11.94  10.42±9.87 -0.12 .905

Mobile phone usage time (hr/day)   4.10±4.39   6.33±12.11 0.95 .350   2.65±2.49   2.44±2.11 -0.59 .557

Bedtime (hr) Before 10 pm
After 10 pm

 36 (20.0)
144 (80.0)

 5 (18.5)
22 (81.5)

0.03 .857  25 (19.4)
104 (80.6)

14 (22.2)
49 (77.8)

0.21 .646

Sleep time (hr/day)   8.23±1.25   8.11±1.87 -0.42 .674   8.13±1.00   8.27±1.41 0.78 .436

The number of 
private academy

None
1
≥2

31 (17.3)
54 (30.2)
94 (52.5)

 6 (22.2)
10 (37.0)
11 (40.7)

1.31 .520  19 (15.1)
 51 (40.5)
 56 (44.4)

10 15.9)
21 (33.3)
32 (50.8)

0.94 .624

The number of 
instant meals
(n/wk)

≤1 
2~3 times
≥4

58 (32.2)
98 (54.4)
24 (13.3)

12 (44.4)
14 (51.9)
0 (0.0)

2.87 .238  41 (31.8)
 73 (56.6)
 15 (11.6)

19 (30.2)
33 (52.4)
11 (17.5)

1.24 .539

Unbalanced diet Yes
No

82 (45.6)
98 (54.4)

13 (48.1)
14 (51.9)

0.06 .801  55 (43.0)
 73 (57.0)

22 (34.9)
41 (65.1)

1.14 .286

Body esteem   5.46±3.65   6.26±3.55 1.07 .285   6.08±3.49   6.84±3.77 1.38 .168

Sexual attitudes   1.96±0.41   2.12±0.38 1.88 .062   2.08±0.37   2.14±0.36 1.00 .316

Note. Missing excluded.
†The sum of numbers (yes=1 point or no=0 point) in each of three dimensions (girls: menstruation, pubic hair, breast development, boys: 
genital development, pubic hair, emission): 1 or more=Yes, 0=No.

Table 5. Relationships among Sexual Maturity, Sexual Attitudes, and Body esteem in Girls and Boys (N=399)

Variable 

Girl (n=207) Boy (n=192) 

Sexual 
maturity

Sexual 
attitudes

Body 
esteem

Sexual 
maturity

Sexual 
attitudes

Body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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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ual maturity† 1 1

Sexual attitudes -.21 (.002) 1 -.07 (.345) 1

Body esteem -.13 (.054) .87 (＜.001) 1 -.09 (.237) .78 (＜.001) 1
†The sum of numbers (yes=1 point or no=0 point) in each of three dimensions (girls: menstruation, pubic hair, breast development, boys: 
genital development, pubic hair,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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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 ‧ 여학생의 성 성숙 정도를 알

아보고, 이에 따른 성 성숙 태도와 신체자존감 차이, 성별에 따

른 성 성숙 정도 및 태도, 신체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성 성숙 정도는 여학생의 68.1%가 

가슴발달이 있었으며, 남학생은 59.4%에서 고환의 크기 증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음모발달, 가슴발달, 

월경이 모두 나타난 경우가 37.7%였고, 남학생은 음모발달, 고

환 발달, 몽정이 모두 나타난 경우는 2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 성숙이 빠르다는 선행연구

[28]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평균 초경 연령은 

11.88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본 연구에서도 1명만이 3학

년에 초경을 시작하고 대부분이 5학년(38.8%), 6학년(55.2%)에 

초경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

진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학교 선생들은 성조숙증 증상이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

여 다양한 성조숙증 증상 확인 및 징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성 성숙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슴발

달이 있는 여학생 141명 중 생식기 주변의 털이 있는 경우는 

109명(77.3%), 월경을 하는 경우는 83명(58.9%)으로 나타났

다. 이는 Marshall과 Tanner[7]의 여학생의 경우 유방 발달, 음

모 발달 순이며 남학생은 고환의 크기 증가, 음모 발달의 신체

적 변화 순서와 유사하지만 월경을 하는 여학생의 비율도 음모 

발달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 성조숙증의 조기발견이나 예방적 교육에서 이

러한 다양한 증상을 제시하여 가족들과 교사, 의료인들에게 교

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성 성숙 정도를 Marshall과 Tanner[7]가 제시한 

세분화된 단계가 아닌 성 성숙의 유무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신

체적 변화 순서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제한점

이 있다. 추후 세분화된 성 성숙 단계별측정 및 종단 연구를 통

해 여학생의 성 성숙 시기 및 추세분석이 필요하다. 남학생의 

신체적 변화 순서는 고환의 발달이 있는 114명 중 생식기 주변

의 털이 있는 경우는 90명(78.9 %), 몽정을 경험한 경우는 46명

(40.4%)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7]. 그러나 남학생의 

신체적 변화로 고환크기 증가, 몽정, 음모발달 순서로 보고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1]. 이는 여학생의 가슴멍울 및 월경

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객관적인 성 성숙 자료로 활

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남학생의 고환 발달 및 몽정은 본인 스스

로 판단하여 응답하는 주관적인 자료로 정확한 자료라 보기에

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실제 성 성숙 발

달 순서와 응답된 연구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

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성숙 정도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학년, 나이, 키, 몸무게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거주 지역, 수면시

간, TV 및 인터넷 이용시간, 인스턴트 섭취량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수면시간이 짧은 여학생

이 성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5]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TV시청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수면시간이 

성 성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6]와 유사하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인스턴트의 섭취와 편식 여부에 따른 성 성숙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간식

의 섭취빈도와 성 성숙 속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29]와 유사하다. 추후 정련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의 사춘기 아동의 성 성숙 정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 성숙 정도

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으로 이를 고려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 성숙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 

성 성숙 태도와 신체 자존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이

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 비만도 증가 하고 성조숙증 학생이 증가

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초등학교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

체 자존감에 대해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성조숙증을 예방 및 성

조숙증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교 보건교사는 성조숙증 문제

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 성숙도와 성별의 차이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성 성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26]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성 성숙 태도는 여아가 남아보다 보다 긍정적인 

성 성숙 태도를 보인다는 보고와[26], 성별에 따라 성 성숙 태도

의 차이가 없는 보고로[28]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

였다. 본 연구도구는 기존에 사용하는 도구와 유사하나 본 연구

의 대상자인 남학생에게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정적수용(7문항)과 폐쇄성(6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들마다 측정한 성 성숙 태도 도구가 다르므로 결과의 비교

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초등학생의 성 성숙 태도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신체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

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춘기 아동의 신체 자존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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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제공해주며, 추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성별

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 성숙 정도는 성 성숙 태도와 신체 자존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성숙이 있는 학생과 없

는 학생의 수의 비율 차이로(성숙이 없는 학생의 수가 매우 낮

음) 나타난 통계적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 추후 성 성숙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비율을 동일하게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 성숙에 대한 지

식 태도를 확립하고 긍정적인 신체자존감 형성을 위해 남녀 간

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성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

하다. 성 성숙으로 인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자신의 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또

래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30] 아동이 성 성숙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심

리적 변화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도록 조기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학교 보건교육시간을 통한 짧은 시

간에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신체상과 신체자존감을 확

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면담을 통

하여 심리적 변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돌보는 아동의 어머니들

에게 아동의 건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 

성숙도, 성 성숙 태도, 신체자존감에 대한 정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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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timing and speed of sexual maturity of adolescents are getting faster than in the past because of 
the improvement in nutritional and socioeconomic status. During puberty, adolescents experience 
rapid physical developments and adaptations to a new body may be a challenge. Physical changes 
during puberty negatively influence self-esteem,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in boys and 
girls. 

￭ What this paper adds?
Sexual maturation, sexual attitudes, and body esteem in sexual development were different between 
boys and girls. Boys are more likely to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and body esteem related to the 
sexual development than girls do.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A gender-specific education is needed to establish desirable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sexual 
maturity. In addition, early sex education will help children understand sexual maturity, adapt to 
physical changes, and establish positive body este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