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기의

신체 및

인지 발달

   극적인 신체 및 인지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기는 발달 

기간 중 즐거우면서도 걱정되는 시기이다. 비록 그들의 

신체는 다 자라고 성적으로 성숙해지지만, 10대들은 어

른의 역할을 온전히 이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술을 획

득하고, 장애물들을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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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리나의 친구 조이스는 사브리나의 열한 번째 생일을 맞아 그녀에

게 깜짝 파티를 열어 주었지만 사브리나는 파티 내내 우울해 보였다. 

사브리나와 조이스는 3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고 있었다. 사브리나는 다른 6학년 소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체중은 9kg 정도 더 나갔다. 가슴이 풍만해졌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커졌으며 

월경을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조이스는 아직도 작고 가냘프고 납작한 가슴을 가진 학

령기 소녀였다.

조이스와 다른 여자친구들이 식탁에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놓고 있는 동안에, 사브

리나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난 너무 크고 

뚱뚱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일요일 오후에 교회 유년부에서 사브리나는 조이스

와 떨어져서 8학년 소녀들과 시간을 보냈

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사브리나는 그

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다지 불편

하지도 않았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 생기는 고민

을 상의하기 위해 사브리나와 조이스의 

학교에 격주로 모인다. 사브리나의 이탈

리아계 미국인 부모인 프랑카와 안토니오

는 가능한 한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자

녀가 10대가 되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압

니까?” 안토니오가 자발적으로 말을 시작

한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고 싶어 할 

때지요. 또 그 애들은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해요. 저는 사브리나에게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먹으러 지나 이모네 가

야 해.’ 그러면 그다음에 저는 사브리나와 입씨름을 하고 있지요.”

사브리나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기인  청소년기(adolescence)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숙달해야 할 기술은 너무 복잡하고, 선

택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 다양해서 청소년기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요구하는 기본 과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많이 비슷하다. 사브리나는 자기 신체의 성숙된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른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고, 가족으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해야 한다. 자아정체감은 성적, 직

업적, 도덕적, 인종적, 종교적, 그 밖의 다른 삶의 가치나 목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안정된 의식이다.

신체를 성인처럼 성장시키고 성적 성숙을 일으키는 무수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puberty)는 청소년기 시작을 알려준다. 사브리나의 반응이 보여주듯이, 청소년

기로 들어가는 것은 일부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장에서

는 사춘기의 사건을 살펴보고 영양, 성행위, 물질남용, 그리고 성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10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인지발달이 일어난다. 10대들은 복잡한 과학 원리를 알게 되

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쟁하고, 시나 소설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저한 변화를 피아제와 정보처리 관점에서 다루어볼 것이다. 그다음

에, 정신능력에서의 성차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고를 형성

해주는 1차적 환경인 학교로 돌아가본다. ●

신체 발달

청소년기의 개념

• 생물학적 관점  • 사회적 관점

• 절충적 관점

사춘기：성인으로의 신체적 전환

• 호르몬 변화  • 신체 성장

• 운동 발달과 신체 활동  • 성적 성숙

• 사춘기 성장에서의 개인차  • 대뇌 발달

• 변화하는 각성상태

사춘기 사건의 심리적 영향

• 사춘기 변화에 대한 반응

• 사춘기 변화, 정서, 그리고 사회적 행동

• 사춘기 시작 시기

건강 관련 이슈

• 영양의 필요성  • 섭식장애

• 성행위  • 성 매개 감염

■   사회적 이슈 : 건강－게이, 레즈비언, 그리

고 양성애 젊은이：자신과 타인에게 커밍아

웃하기

• 청소년 임신과 부모 되기  • 약물복용과 남용

인지발달

피아제 이론：형식적 조작기

• 가설 연역적 추론  • 명제적 사고

• 형식적 조작기 사고에 대한 추후 연구

청소년의 인지발달에 대한 정보처리 관점

• 과학적 추론：이론을 증거에 통합하기

• 과학적 추론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청소년기 인지 변화의 결과

• 자의식과 자기 집중하기

• 이상주의와 비판주의  • 의사결정

정신 능력에서의 성차

• 언어 능력  • 수학적 능력

■   생물학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공간 능력에

서의 성차

학교에서 학습하기

•  상급학교 진학

•  학업 성취

■   사회적 이슈 : 교육－미디어 멀티태스킹이 

학습을 방해한다

•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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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청소년기：성인기로의 전환기4

신체 발달

청소년기의 개념

1.1 지난 세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 개념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왜 사브리나는 자의식이 강하고, 논쟁적이고, 가족 모임에 

빠지려 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이론가들은 심리 발달에 대

한 사춘기의 영향을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설명의 양극단적

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힘과 

사회적 힘이 결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를 결정해준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물학적 관점

현대 성인들에게 10대 청소년들이 무엇과 같은지를 물어보

라. 그러면 아마도 ‘반항적이고 경솔하다’ 또는 ‘격정과 분노

로 가득 차 있다’라는 답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널리 퍼

져 있는 폭풍과 스트레스 견해는 20세기 초반의 주요 이론가

들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그랜빌 스탠

리 홀(G. Stanley Hall, 1904)은 발달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다

윈의 진화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홀은 청소년기를 아

주 격동적인 시기로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이 야만인에

서 문명인으로 진화하는 시대와 닮아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

지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사회성적이론에

서는 생식기(Genital stage)에 성적 충동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

것은 심리적 갈등과 변덕스러운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이 친밀한 상대를 만나면서 내적인 충동은 점차 새

롭고 성숙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결혼,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이 단계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은 성적 

재생산과 종의 생존과 같은 생물학적 임무를 이행한다.

사회적 관점

현대 연구는 청소년기에 대한 폭풍과 스트레스 관점이 과장

되었다고 제안한다.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 법률 위반 등 

특정 문제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비율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약 15~20% 증가할 뿐이다(Merikangas et al., 2010). 비록 성

인보다는 높은 수치기는 하지만(약 6%), 정서적 불안이 10대

들에게 의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적응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지적한 첫 번

째 연구자는 인류학자인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 1928)

이다. 그녀는 태평양의 사모아 섬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지

고 돌아왔다. 느긋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성에 대해 개방적

인 문화 때문에, 사모아 소년 또는 소녀의 청소년기는 “아마

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p. 308). 미드는 10대들이 

이상하고 흥분된 경험으로부터 조용하고 스트레스 없는 경

험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경험

을 사회적 환경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

안하였다. 이후의 연구자들은 사모아의 청소년기는 미드가 

가정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Freeman, 1983). 그래도 미드는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기 위

해 연구자들은 사회적·문화적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절충적 관점

오늘날 우리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힘이 결합하

여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Hollenstein & 

Lougheed, 2013). 생물학적 변화는 모든 종족과 모든 문화에

서 발견되는 보편성을 보인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

처럼 행동하지 않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때 갖게 되는 이러한 내적 스트레스와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기대는 모든 10대에게 불확실성, 자기회의, 

실망의 순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의 이전 

경험과 현재 경험이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청소년기 기간과 청소년기 요구와 압력은 문화마다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부족사회와 촌락사회에서는 아동기에서 

성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주 

짧다(Lancy, 2008).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생산적

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더 오랫동안 부모에 의존하고 

성적 만족을 지연시켜야 한다. 그 결과, 청소년기는 훨씬 더 

연장되어 연구자들은 보통 그 기간을 세 국면으로 구분한다.

1. 청소년 초기(11〜14세)：빠른 사춘기 변화가 일어난다.

2. 청소년 중기(14〜16세)：사춘기 변화가 거의 완성된다.

3.   청소년 후기(16〜18세)：젊은이들은 완전히 성인과 같

은 외모를 갖게 되고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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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소년기의 신체 및 인지 발달 5

사회적 환경이 젊은이들에게 성인의 책임을 갖도록 도와

줄수록 그들은 더 잘 적응한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이 시기

에 자기들이 느끼는 생물학적 긴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성

공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마음에 두면서 청소년 

발달의 시작인 사춘기를 자세히 살펴보자.

사춘기：성인으로의 신체적 전환

1.2 사춘기 동안의 신체 성장, 운동 수행, 성적 성숙을 기술하라.

1.3 어떤 요인들이 사춘기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1.4 청소년기 동안 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춘기 변화는 극적이다. 몇 년 내에 학령기 아동의 신체는 

완전히 성숙된 성인의 모습으로 변환된다. 유전적 영향을 받

는 호르몬 과정은 사춘기 성숙을 조절한다. 태아기 이후로 

신체적으로 더 빨리 성숙되어 온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보

다 평균 2년 먼저 사춘기에 도달한다.

호르몬 변화

사춘기의 기초가 되는 복잡한 호르몬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

어나 아동기 중기까지 진행된다. 성장 호르몬(GH)과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신체 크기가 놀랄 정도로 커지고 골격이 완

전히 성장한다.

성적 성숙은 성호르몬이 관장한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

몬,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유형의 호

르몬 모두 각 성에 존재한다. 그러나 양이 다르다. 성호르몬

은 신체적 변화가 눈에 띄기 오래전부터 증가하는데, 일반적

으로 양쪽 신장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안드로겐 선(glands)이 

아드레날 안드로겐(adrenal androgen)을 많이 분비하기 시작하

는 6~8세에 시작된다. 10세 정도 되면 아드레날 안드로겐은 

10배로 늘어나며, 몇몇 어린이들은 최초로 성적인 매력의 느

낌을 경험하게 된다(Best & Fortenberry, 2013).

아드레날 안드로겐은 여자아이의 키를 크게 해주고 겨드

랑이 밑의 털과 음모를 나게 해준다(이 호르몬은 남자아이에

게는 눈에 띄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남자아이의 신체적 

특성은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에 의해 영향을 받

음). 여자아이의 성숙된 난소로부터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GH의 분비를 자극하여 빠른 키 성장에 기여하며, 유방, 자

궁, 질을 성숙하게 해주고, 여성다운 신체 모습을 갖게 해주

고 지방을 축적하게 해준다. 에스트로겐은 또한 월경주기를 

조절해준다.  

남자아이의 고환은 안드로겐인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분비

하여 근육을 만들어주고, 몸과 얼굴에 털이 나게 하고, 또 다

른 남성 특징을 유발한다. 안드로겐(특히 남자아이에게는 테

스토스테론)은 GH 증진 효과를 가져와 신체를 크게 해준다. 

고환은 또한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이것이 남자 

아이의 50%가 잠시 유방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이다. 

두 성 모두에서, 에스트로겐은 안드로겐과 더불어 뼈 밀도를 

증가시키도록 자극을 주는데, 이것은 성인 초기까지 계속된

다(Ambler, 2013; Cooper, Sayer, & Dennison, 2006).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춘기 변화

가 있다－(1) 전체적인 신체 성장, (2) 성 특징의 성숙. 이러

한 변화를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지만, 이 두 변화는 서로 연

결되어 있다. 성적 성숙에 필요한 호르몬은 신체 성장에 영

향을 주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르

게 해준다. 사실 사춘기는 태아기 이래로 가장 성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신체 성장

사춘기에서 첫 번째 눈에 띄는 신호는 키와 몸무게의 빠른 성

장인데, 이는  성장 급등(growth spurt)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적으로 북미 여자아이들은 10세가 지나자마자, 남자아이들

은 12세 반경에 사춘기가 시작된다. 에스트로겐이 안드로겐

보다 GH 분비를 촉진하고 더 쉽게 억제하므로 일반적으로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나 13세 반경이 되면 여자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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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성장에서의 성차는 이 11세 아이들에게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소년들보다 

소녀들이 조금 더 키가 크고, 더 성숙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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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청소년기：성인기로의 전환기6

은 성장이 거의 끝나게 되는 데 반해 남자아이들은 성장 급등

이 시작되어서, 남자아이의 신체 성장이 여자아이를 능가하

게 된다(Ambler, 2013). 신체 크기의 성장은 여자아이들은 대

부분은 16세에 끝나며, 남자아이들은 17세 반경에 끝나는데, 

이 시기에 긴 뼈 끝에 있는 골단이 완전히 닫힌다. 청소년들

은 키가 25~27cm 정도 크고 몸무게는 약 22~34kg이 증가하

는데, 이것은 성인 몸무게의 거의 50%에 해당한다. 그림 1.1

은 일반적인 신체 성장에서의 사춘기 변화를 보여준다.

신체 비율  사춘기 동안에는 영아기와 아동기의 두미방향 성

장이 역전된다. 손, 다리, 발이 먼저 성장하고, 그다음에 몸

통이 커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 키의 성장과정을 설명해준

다. 이 패턴은 왜 초기 청소년들이 비율이 맞지 않는, 긴 다리

와 큰 발과 손을 가지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지를 설명

해준다.

신체 비율에서도 성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골격에 

대한 성호르몬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소년의 어깨는 엉덩이

에 비해 더 크고, 반면에 소녀의 엉덩이는 어깨나 허리에 비

해 더 커진다. 물론 소년은 소녀보다 더 크고, 소년의 다리는 

신체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

된 이유는 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기 전에 2년 정도의 

추가 성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이때가 다리가 가장 빠

르게 자라는 시기이다.

근육－지방 구성과 다른 내적 변화  8세경에 소녀들은 팔, 다

리, 몸통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여 11〜16세에 급속도

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기 소년들의 팔

과 다리의 지방은 감소한다. 소년과 소녀 모두 근육이 생기

지만, 소년에게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여, 골격 근육, 심장, 

폐 기능 등이 더 많이 발달한다(Rogol, Roemmich, & Clark, 

마리엘(11세)

스티븐(13세)

마리엘(14세)

스티븐(18세)

스티븐(16세)

마리엘(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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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청소년기 신체 성장 사춘기 성장 급등이 소년보다 소녀에게 더 일찍 나타나기 때문에 마리엘은 스티븐보다 자신의 성인 신체 크기에 더 일찍 도달

했다. 빠른 사춘기 성장은 신체 비율에서의 큰 성차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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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또한 적혈구의 수가 소년에게서는 증가하지만 소녀에

게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에서 근육으로 산소를 운

반하는 능력이 소년에게서 증가한다. 소년은 소녀보다 근육 

힘이 더 강하고, 이 차이 때문에 10대 소년들은 운동을 잘하

게 된다(Greydanus, Omar, & Pratt, 2010).

운동 발달과 신체 활동

사춘기 동안 대근육 수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년과 

소녀의 변화는 다르다. 소녀는 느리고 점진적인 발달을 보

이다가 14세에 안정된다. 이에 반해 소년의 힘, 스피드, 지

구력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것은 10대 시기 동안 지속된

다. 청소년 중기가 되면, 달리기 속도, 멀리뛰기, 멀리 던지

기에서 소년의 평균 정도로 수행하는 소녀는 거의 없고, 실

제로 소녀의 평균 수행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는 소년들도 

없다(Greydanus, Omar, & Pratt, 2010; Haywood & Getchell, 

2014).

소년들 사이에서 운동 능력은 또래의 찬사와 자존감과 강

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운동 기록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수행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최근

의 대규모 조사에 의하면 북미 고등학교 상급생의 9%가량이

(이들은 대부분 소년들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단기간 근

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크레아틴을 복용한다고 보고했는

데, 이 약물은 근육 조직 감소, 뇌 발작, 심장의 불규칙한 박

동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약 2%의 상

급생은(대부분 소년들임) 근육량과 강도를 증진시키는 강력

한 처방약인 아나볼린 스테로이드나 관련 약물인 안드로스

테네디온을 복용한다(Johnston et al., 2015). 10대들은 보통 

스테로이드를 불법적으로 복용하는데, 여드름, 지나치게 몸

에 털이 많이 나는 것, 고혈압, 기분 변화, 공격 행동, 간, 순

환기, 생식기 손상 등의 다양한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Denham, 2012). 코치와 건강 전문가들은 10대들에게 스테

로이드와 다른 수행 증진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1972년에 운동 교육 프로그램에서 남자

와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가 공적 기금

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이래로 미국과 캐나다에

서 모두 남학생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여고생의 스포츠 참

여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

사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 중 42%는 소녀이고, 

58%는 소년이었다(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 2016). 소녀들은 운동 성취에 대한 격려와 인지

를 덜 받는데, 이러한 패턴은 초기 청소년기부터 시작하여 10

대 동안 지속된다.

게다가 9세부터 17세까지의 미국 아동을 대표하는 대규모 

표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9세부터 17세까지 매일 자유시간

에 하는 신체활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데, 이 

패턴은 소년보다 소녀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모

든 연령에서 학교 바깥에서 하는 규칙적 운동에 참여하는 참

여자 수는 소녀가 소년보다 더 적었다(그림 1.2 참조)(Wall et 

al., 2011). 고등학교에서 미국의 55%의 소년과 48%의 소녀

만이 체육 수업을 듣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30%만이 매일 

체육 수업을 받는다(Kann et al., 2016). 

스포츠와 운동은 운동 근육 수행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 간 운동경기

와 교내 운동경기는 팀워크, 문제 해결, 적극성, 경쟁에 중요

한 교훈을 제공해준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오

랫동안 신체 및 정신건강에 유익을 준다(Brand et al., 2010).

청소년기에 스포츠와 운동을 즐기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

는데, 이러한 차이가 참여에서의 차이로 연결된다. 한 연구

에서 팀 종목 혹은 개인 종목의 스포츠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참여하는 14세 소녀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참여하

는 14세 소년이 31세가 되어서도 높은 신체활동 비율을 보였

다. 달리기, 사이클링과 같이 팀을 조직하거나 특별한 도구

가 필요없는 인내 스포츠(eudurance sport) 활동은 특히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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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교내 크로스컨트리 초청대회에서 달리고 있다. 조직화된 팀이나 특별

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지구력 스포츠는 특히 성인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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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mmelin et al., 2003). 또

한 흘리는 땀의 양과 내쉬는 호흡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동안 청소년들이 가하는 노력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신

체 운동을 예측하는 강렬한 요인 중 하나인데, 이것이 운동

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인 신체적 자기효

능감(physical self－efficacy)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Motl et al., 

2002; Telama et al., 2005).  

성적 성숙

빠른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성적 기능과 관련된 신체 특질이 

변화한다. 1차 성징(primary sexual characteris tics)은 생식기(여

성의 난소, 자궁, 질/남성의 남근, 음낭, 고환)의 변화와 관련

된다. 2차 성징(secondary sex ual characteristics)은 신체 외부에

서 볼 수 있고 성적 성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다(예 : 

여성의 유방 발달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겨드랑이 털과 

음모가 생기는 것). 표 1.1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특징들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연령은 매우 다르지만, 일정한 순서를 거

쳐 발달한다. 보통 사춘기 발달은 4년이 걸린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2년 만에 완성되는 반면에 일부 청소년들은 5〜6

년이 걸리기도 한다.

소녀의 성적 성숙  여성의 사춘기는 보통 젖가슴이 올라오고 

성장 급등이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보통 북미 소녀들은 12세 

반경에, 서유럽 소녀들은 13세경에 초경(menarche)을 경험한

다. 그러나 월경을 시작하는 연령 범위는 10세 반에서 15세 

반 사이로 조금 넓다. 초경이 있은 후에 젖가슴과 음모가 완

전히 성장하고, 겨드랑이에 털이 난다.

소녀의 몸이 출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질 때까

지, 성적 성숙은 자연 법칙에 의해 지연된다는 것을 표 1.1에

서 주목해보라. 키 성장이 정점에 다다른 후에 초경을 한다. 

인체의 안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초경 후 12〜18개월 

동안 난소로부터 난자가 방출되지 않은 채 월경을 하게 된다

는 점이다(Fuqua & Rogol, 2013). 그러나 이 잠정적인 불임

기간이 모든 소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에, 임신을 막는 보호 

기간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소년의 성적 성숙  소년의 사춘기 첫 신호는 고환이 커지고

[정자를 만드는 선(gland)], 이와 더불어 음낭의 감촉과 색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후 곧 음모가 생기고, 남근이 커지기 시

작한다(Fuqua & Rogol, 2013).

표 1.1을 다시 보면,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성장 

급등이 소녀보다 소년에게 더 늦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장이 (14세경에) 정점에 달할 때, 고환과 남근의 

성장이 거의 완성되고, 그 후 곧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

한다. 얼굴과 신체의 털 또한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한

다. 남성의 신체 성숙을 보여주는 다른 표지는 후두가 커지

고 성대가 길어지면서 목소리가 굵어지는 것이다(소녀의 목

소리 또한 약간 굵어진다). 목소리 변화는 남성의 성장 급등

이 정점에 달하면서 일어나서,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도 완성

되지 않는다(Archibald, Graber, & Brooks－Gunn, 2006). 

남근이 성장하는 동안 (정자를 담고 있는 액체인 정액을 

생산하는) 전립선과 정액 소낭이 커진다. 그래서 13세 반경

에는 첫 사정(spermarche)을 하게 된다(Rogol, Roemmich, & 

Clark, 2002). 한동안 정액에는 살아 있는 정자가 거의 없다. 

따라서 소녀와 마찬가지로, 소년들은 초기에는 생산성이 감

소된다.

사춘기 성장에서의 개인차

실질적으로 사춘기 시작은 유전에 달려 있다. 일란성 쌍생아

는 이란성 쌍둥이보다 대부분의 사춘기 이정표가 비슷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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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9~17세의 미국 소년과 소녀의 자유시간 중 신체활동의 감소  

1,600명의 9~17세 미국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종단계열 연구에 따

르면 지난 한 주 자유시간에 일상적 운동(스포츠, 자유시간 일상적 운동, 친구와 

활동적으로 노는 것)에 적어도 7번 참여한 비율은 소년의 경우 38%에서 27%

로, 소녀의 경우 31%에 16%로 감소하였다.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소년은 소

녀보다 정기적인 일상적 운동을 더 많이 하였다(Wall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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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소년기의 신체 및 인지 발달 9

(Eaves et al., 2004; Jahanfar, Lye, & Krishnarajah, 2013). 

영양과 운동 또한 영향을 미친다. 몸무게와 지방의 급격한 

증가는 소년들에게 성적 성숙을 일으킨다. 지방 세포는 사춘

기에 소녀의 에너지를 저장하라고 뇌에 신호를 주는 렙틴이

라는 단백질을 방출한다. 이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

만 소녀들의 유방과 음모가 더 일찍 성숙되고 초경이 더 일찍 

시작된다. 이에 반해, 어릴 때 심한 운동 훈련을 시작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소녀들(이 둘은 모두 신체 지방 비율을 감소

시킨다)은 보통 사춘기를 더 늦게 경험한다(Kaplowitz, 2008; 

Rubin et al., 2009). 그러나 소년의 경우, 몸의 지방과 사춘기

가 관련된다고 보고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사춘기 성장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에 따라 달라

진다. 신체 건강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초경은 영양실조와 

전염병이 많이 도는 가난한 지역에서 많이 지체되는데, 아프

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14세까지 지연되기도 한

다. 개발도상국에서 고소득 가정의 소녀들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가정의 소녀들보다 6〜18개월 먼저 초경을 시작한다

(Parent et al., 2003; Zhu et al., 2016). 

그러나 음식이 풍부한 산업화된 나라에서 사춘기 성장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 역할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

를 들어 유방과 음모 발달은 흑인 소녀는 백인 소녀보다 1년 

먼저인 9세경에 시작된다. 또한 흑인 소녀들은 백인 소녀들

보다 6개월 먼저인 약 12세경에 초경을 시작한다(Ramnitz & 

Lodish, 2013). 흑인 집단에 널리 퍼져 있는 과체중과 비만이 

이런 빠른 성숙에 일조를 하지만, 유전 또한 빠른 비율로 신

체적 성숙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준다. 흑인 소녀들은 같은 

연령의 백인 소녀보다 먼저 초경을 시작하고 신체 몸무게도 

더 빨리 는다(Reagan et al., 2012).

초기의 가족 경험 또한 사춘기 시작에 영향을 준다. 한 이

론은 인간이 아동기 환경의 정서적인 질에 민감하도록 진화

되어 왔다고 제안한다. 아동의 안전과 안정이 위협될 때, 그

들이 일찍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적응적이다. 일부 연구들은 

가족 갈등, 부모와의 분리, 한부모와만 사는 것과 같은 사건

을 겪은 소녀들(일관적이지 않지만 소년들)이 일찍 사춘기

에 접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따뜻한 가족관계를 가

지면 사춘기에 늦게 진입한다(Belsky et al., 2007a; Boynton－ 

Jarrett et al., 2013; Ellis & Essex, 2007; Ellis et al., 2011; 

Webster et al., 2014). 2개의 종단연구가 밝히듯이 소녀의 경

우 아동기 불우한 가족 환경은 사춘기의 이른 시작, 그리고 

청소년기의 성적 위험 감수의 증가까지 영향을 끼친다(Belsky 

et al., 2010; James et al., 2012).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서 정서적 건강에 대한 위협이 사

표 1.1 북미 소녀와 소년의 사춘기 발달

소녀 평균 연령 연령 범위 소년 평균 연령 연령 범위

가슴이 봉긋해짐 10세 8~13세 고환이 커지기 시작함 11.5세 9.5~13.5세

키의 급등이 시작됨 10세 8~13세 음모가 나기 시작함 12세 10~15세

음모가 나기 시작함 10.5세 8~14세 성기가 커지기 시작함 12세 10.5~14.5세

근력  급등의 최절정 11.6세 9.5~14세 키의 급등이 시작됨 12.5세 10.5~16세

키 급등의 최절정 11.7세 10~13.5세 첫 사정이 시작됨 13.5세 12~16세

초경 시작 12.5세 10.5~15.5세 키 급등의 최절정 14세 12.5~15.5세

몸무게 급등 최절정 12.7세 10~14세 몸무게 급등의 최절정 14세 12.5~15.5세

성인 키에 도달 13세 10~16세 수염이 자라기 시작함 14세 12.5~15.5세

음모 형성 완성 14.5세 14~15세 변성기 시작 14세 12.5~15.5세

가슴 발달 완성 15세 10~17세 성기와 고환의 발달 완성 14.5세 12.5~16세

근력 급등 최절정 15.3세 13~17세

성인 키에 도달 15.5세 13.5~17.5세

음모 형성 완성 15.5세 14~17세

출처 : Boswell, 2014; Herman-Giddens, 2006; Rogol, Roemmich, & Clark, 2002; Rubin et al., 2009.

사진 : (왼쪽) ⓒ Laura Dwight Photography; (오른쪽) Bill Aron/PhotoEdit

생애발달,7판 2권  본문.indd   9 2020. 2. 14.   오전 10:38



제1부  청소년기：성인기로의 전환기10

춘기를 촉진하고, 반면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위협은 사춘기

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춘기 시작과 관련하

여 세대에 따른 경향(secular trend) 또는 세대 변화 또한 사춘

기 발달에서 신체적 안녕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산업화된 나라에서 영양, 건강 감독, 공중위생, 전

염병 관리가 매우 개선되었던, 1900〜1970년 사이에 10년

마다 초경 연령은 3〜4개월가량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소년

들 역시 최근 수십 년 동안 더 빨리 사춘기에 도달하고 있다

(Herman－Giddens et al., 2012).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경제

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세대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사춘기가 앞당

겨지는 경향이 멈추거나 오히려 반대로 지연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SØrensen et al., 2012). 그러나 북미와 일부 유

럽 국가에서 과체중과 비만 비율의 급증이 이러한 사춘기

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계속 유지시킨다(Gonzalez－Feliciano, 

Maisonet, & Marcus, 2013; Henk et al., 2013). 이러한 경향

은 10세나 11세에 성적으로 성숙되는 소녀들이 실제보다 훨

씬 노숙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우려스러운 결과

를 가져온다.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일찍 성숙하는 소녀들은 

성적 행동 등에서 또래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위험을 갖

게 된다.

대뇌 발달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형은 뇌의 주요한 변화를 포함한다. 대

뇌 영상 연구는 대뇌피질에서, 특히 사고와 활동을 지배하

는 전두엽에서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가 계속 제거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 밖에 여러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

면서, 자극을 받는 신경 섬유의 성장과 수초화가 촉진된다. 

특히 전두엽과 다른 대뇌 영역들이 연결되면서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빨라진다(Blakemore, 2012; Chavarria et al., 2014; 

Goddings & Giedd, 2014). 결과적으로 청소년 뇌에서의 이러

한 변화는 집행기능, 추론,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의 인지발

달을 도와준다.

하지만 인지 제어에서의 이러한 발달은 10대 시기에 점진

적으로 나타난다. fMRI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전두엽 

피질과 뇌의 다른 영역 간의 연결이 성인들보다 덜 효과적이

다. 전두엽 인지 제어 네트워크가 여전히 미세한 조정이 필요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억제, 계획, 만족지연(이후에 있을 

더 큰 보상을 위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더 작은 보상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에서 완전히 성숙된 수행을 하지 

못한다(Luna, Padmanabhan, & Geier, 2014; Smith, Xiao, & 

Bechara, 2012; Steinberg et al., 2009).

이러한 집행 기능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에 더해지는 것은 

뇌의 정서/사회 네트워크의 변화이다. 인간과 다른 포유동물

에서 뉴런은 사춘기 동안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에 대해 더 반

응적이 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더 강하

게 반응하고, 즐거운 자극을 더 강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정

서/사회 네트워크에서의 변화는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

극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이들은 또래의 영향과 평가

에 매우 반응적이게 된다(Somerville, 2013).  

인지 제어 네트워크가 아직 최적 상태로 기능하지 않기 때

문에 대부분의 10대들은 그들의 에너지 넘치는 감정과 충동

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Albert, Chein, & Steinberg, 

2013; Casey, Jones, & Somerville, 2011). 이러한 불균형은 약

물 복용, 난폭한 운전, 위험한 성관계, 비행행동과 같은 새로

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의 청소년을 대표

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한 종단연구에서 12세부터 24세까

지 자기보고된 충동성과 감각추구를 조사하였다(Harden & 

Tucker－Drob, 2011).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동성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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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2~24세까지 충동성과 감각추구의 발달 미국 젊은이의 7,600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종단연구에서 충동성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감각추구는 초

기 청소년기에 증가하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는 정서적/사회적 연

결이 인지 제어 네트워크에 가하는 도전을 확신시켜줬다(K. P. Harden and 

E. M. Tucker－Drob, 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During Adolescence: Further 

Evidence of a Dual System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7, 

p. 742. Copyright ⓒ 2011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dapted with permiss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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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이는 인지 제어 네트워크가 점차적

으로 향상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감각 추구는 12~16세 사

이에 증가하다가 24세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것은 

정서/사회 네트워크에 의해 제기된 도전을 반영한다.

종합하면 청소년기 뇌의 정서/사회 네트워크의 변화는 인

지 통제 연결의 발달을 앞지른다.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와 보상추구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물론 10대들이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위험 추구를 나

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다. 기질, 양육방식, 사

회경제적 지위(SES), 위험자원이 이러한 개인차를 만들어낸

다(Hollenstein & Lougheed,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년기 뇌의 변화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인지 향상과 우려스러

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른들이 이들을 위해

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각성상태

사춘기에는 저녁 빛에 대한 신경학적 민감성이 증가하기 때

문에, 뇌가 잠드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 결

과, 청소년들은 아동이었을 때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동 중기만큼의 수면량(약 9시간)을 

필요로 한다.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만 할 때, 필요

한 만큼의 수면량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사춘기 성장으로 강화된

다. 오늘날 10대들은 저녁에 사회적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침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사용하

면서 이전 세대의 10대들보다 잠을 훨씬 적게 잔다. 잠이 부

족한 청소년들은 오전 시간에 인지 과제를 할 때와 인지적, 

정서적 자기조절을 할 때 특히 저조한 수행을 보인다. 그들

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고, 불안과 짜증을 느끼며, 음주나 부

주의한 운전 등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Bryant & 

GÓmez, 2015; Carskadon, 2011; Meldrum, Barnes, & Hay, 

2015). 그들은 또한 주말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데, 수면

이 보충되면 그다음 날 저녁에 잠들기 어렵게 되고, 이로써 

늦게 자는 수면 패턴이 지속된다. 학교가 늦게 시작되면 수

면 부족이 완화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수면의 중

요성에 대해 10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춘기 사건의 심리적 영향

1.5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을 설명하라.

1.6 사춘기 시기가 청소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를 중심으로 설명

하라.

여러분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절을 회상해보라. 

사춘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졌

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는 사춘기 

사건이 청소년들의 자기이미지, 기분, 부모나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떤 결과는 신체적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극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또 어떤 결과들은 사춘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관련되기도 한다.

사춘기 변화에 대한 반응

두 세대 전에, 초경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오늘

날 소녀들은 초경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에 대해 보통 ‘놀라

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 보통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가 복합된 감정을 보고하기도 한다. 이전에 초경에 대해 알

고 있었는지 또는 가족들로부터의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개

인차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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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정서/사회 네트워크의 변화가 전두엽의 인지 제어 네트워

크의 발달을 앞지르는데, 이것은 10대가 보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추동, 또래 영향력 수용, 위험추구 행동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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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식이 없는 소녀에게 초경은 충격적이고 불안한 사

건이다. 월경을 불결하고, 당혹스럽고, 활동에 제한을 가져

다주는 유약함으로 보는 문화적 혹은 종교적 관점은 월경

을 싫어하는 관점을 가지도록 한다(Marván & Alcalá－Herrera, 

2014). 1950~60년대와 달리 오늘날은 초경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한 소녀는 거의 없는데,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현대 

부모들이 성에 대해 더 많이 의논하고 건강 교육 수업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Omar, McElderry, & Zakharia, 

2003). 대부분의 소녀들은 엄마로부터 초경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백인 가정에 비해 흑인 가정이 소녀의 초경을 더 잘 

준비하고, 그것을 중요한 생의 이정표로 취급하며, 소녀들이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 덜 갈등하는데, 이러한 요인

이 흑인 소녀들이 월경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기

여한다(Martin, 1996).

소녀의 초경에 대한 반응처럼, 소년의 첫 사정에 대한 반

응도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준다. 실제로 모든 소년들은 사

춘기 전에 사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사춘

기 전이나 사춘기 동안에 신체 변화에 대해 말해주어서 안 경

우는 별로 없었다고 말한다(Omar, McElderry, & Zakharia, 

2003). 그들은 보통 책이나 웹사이트에서 이것에 대한 정보

를 갖게 된다. 정보를 미리 갖고 있는 소년들조차도 첫 번

째 사정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고, 그것

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소녀는 자기가 월경을 하고 있다고 친구에게 말하

는 반면에, 소년들이 자신의 첫 사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는 훨씬 더 적다(DeRose & Brooks－Gunn, 2006; 

Downs & Fuller, 1991). 대체로 소년들은 사춘기의 신체 변화

에 대해 소녀들보다 훨씬 적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 공감

해줄 수 있는 부모나 건강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들이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소년들에게 도

움을 줄지 모른다.

많은 부족사회나 촌락사회들은, 특권과 책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의식인 통과의례를 

통해 사춘기 시작을 축하해준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그들 

문화가 사춘기에 도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반해 서구 사회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또

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동에 대한 형식적인 의식을 

거의 갖지 않는다. 유대인 빗장이나 소녀의 유대교 성인식, 

라틴아메리카계 공동체의 퀸시아네라(15세 소녀가 성인기로 

들어서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와 같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의식은 통과의례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의미 있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서구 청소년들에게 성인의 지위가 주어지는 연령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운전을 하고,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투표를 하고, 술을 마시는 연령이 각각 다르

다. 어떤 경우에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여전히 아이

들로 취급된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신체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인이 되는 과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사춘기 변화, 정서, 그리고 사회적 행동

사춘기 동안에 청소년들은 변덕스럽고 부모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멀어지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자.

청소년들의 변덕스러움  연구들은 사춘기의 호르몬 수준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변덕을 더 많이 부릴 것이라는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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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 사회에서는 소녀가 15세가 되면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을 치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더 큰 사회에서의 의미 있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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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만, 연관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Graber, Brooks－

Gunn, & Warren, 2006). 무엇 때문에 청소년이 변덕스러워 

보이는가? 몇몇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들에게 호출기

를 가지고 다니게 하면서 그들의 기분을 탐지하였다. 일주일 

동안 호출기가 무작위로 울렸고,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하

고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를 쓰

게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들은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들

에 비해 기분 좋음을 보고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Larson & 

Lampman－Petraitis, 1989; Larson et al., 2002). 부정적 기분

은 부모와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훈련활동, 남자친구나 여자

친구와의 결별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과 주로 연결되

어 있었다. 부정적 사건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증

가하였고, 10대들은 아동보다 정서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듯하였다(Larson & Ham, 1993). (청소년기 동안 뇌의 신경

전달물질의 활동이 변화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이 든 청소년과 성인의 기분과 비교할 때, 어린 청소년

들(12〜16세)의 기분은 덜 안정적이어서, 즐거워하다가 슬

퍼하고, 그러다 다시 즐거워하는 변화를 종종 보인다. 이러

한 기분 변화는 상황 변화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청소

년들의 일상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

을 보낼 때,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여가활동을 할 때였다. 기

분이 저조할 때는 어른이 만들어 놓은 상황, 즉 학급, 일, 종

교 활동을 할 때였다. 10대들의 기분이 가장 고양될 때는 금

요일과 토요일 저녁이었고,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러하였다. 

친구와 연인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청소년기 동안 현저하게 

증가하여 당연한 ‘문화적 도식’이 되었다(Larson & Ri chards, 

1998). 그 결과, 집에서 주말을 보낸 10대들은 심하게 외로

움을 느꼈다. 다행스럽게도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빈번한 

보고는 후기 청소년기에는 줄어든다(Natsuaki, Biehl, & Ge, 

2009).

부모－자녀 관계  사브리나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청소

년기에 들어섰을 때, 방문을 닫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싫

어하고, 더 잘 따지곤 한다고 느꼈다. 사브리나와 엄마는 사

브리나의 방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 서로 다투곤 하였다(“엄

마, 이건 내 방이야. 엄마가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 그리

고 사브리나는 가족이 주말마다 지나 이모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왜 내가 매주 가야 하는데?”). 많

은 연구들은 사춘기가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 및 부모와 자녀

의 상호작용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변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중기까지 지속

된다(Gure, Ucanok, & Sayil, 2006; Marceau, Ram, & Susman, 

2015; McGue et al., 2005). 

왜 성인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논쟁을 더 많이 일

으키는가? 이 답은 적응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인

간이 아닌 영장류의 경우, 새끼들은 보통 사춘기 즈음에 가

족 집단을 떠난다. 많은 촌락과 부족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Lancy, 2008; Schlegel & Barry, 1991). 젊은이가 떠남으로써 

가까운 친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감소된다. 그러나 산

업화된 국가의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떠날 수 없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거리 

두기와 같은 현대적 대체물이 출현하였다.

아동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성인처럼 취급되기 원한

다. 앞으로 보겠지만 청소년들의 새로운 추론 능력은 가족 

간 긴장을 일으킨다. 부모와 청소년들 간의 갈등은 운전하

기, 이성친구와 데이트하기, 통행금지 등과 같이 주로 일상

적인 일에서 일어난다(Adams & Laursen, 2001). 이러한 논쟁

은 부모들의 심각한 염려 때문에 일어난다. 이 논쟁의 이면

에는 물질남용, 자동차 사고, 이른 성경험으로부터 10대 자

녀들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애쓰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10

대들이 새로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춘기에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부분적

으로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일 수 있다. 부모와 청소년

은 종종 젊은이들이 새로운 책임감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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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소년의 관점이 다르면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

(Deković, Noom, & Meeus, 1997).

부모는 딸들을 더 많이 제약하기 때문에 부모와 딸 간의 

갈등이 아들과의 갈등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llison & Schultz, 2004). 그러나 대부분의 논쟁은 가볍게 일

어나며, 후기 청소년기까지 나타나고, 오직 소수의 가족만이 

마찰을 경험한다.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부모와 자녀 간 갈등 및 해결 전략에 관한 한 종단연구에 의하

면 청소년은 분노행동을 점점 적게 표현하며, 부모의 분노 반

응 역시 점점 감소한다. 동시에 10대들과 그들의 부모는 타

협, 추론과 같은 긍정적 문제 해결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Van 

Doorn, Branje, & Meeus, 2011). 그리고 청소년기 전반에 걸

쳐서 긍정적 문제 해결이 분노에 찬 대결을 초과하게 된다.  

사춘기 시작 시기

부모들의 토론 집단에서 프랑카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조숙

했어요”라고 말했다. “세 아들의 키는 12, 13세까지 컸어요. 

그렇게 큰 게 그 애들에게는 이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아이

들은 자신이 크고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사브리나는 어렸

을 때 말랐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너무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말해요. 사브리나는 남자아이들에 대해 생각하

고 학업에 집중하지 않아요.”

일부 연구들은 사브리나와 그녀의 남자 형제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인과 또래들은 모두 일찍 

성숙한 남자아이를 여유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확신이 있

고,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숙한 남자아이들

은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기에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

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에는 스타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에 반해 성숙이 늦은 소년들은 또래의 성장 수준과 비슷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Brooks－Gunn, 

1988; Huddleston & Ge, 2003). 조숙한 소년들이 잘 적응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숙이 평균적이거나 늦은 또래

들보다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한 기분, 문제행동(성적 행동, 

흡연, 음주, 폭력, 비행)을 조금 더 많이 보고한다(Natsuaki, 

Biehl, & Ge, 209; Negriff , Susman, & Trickett, 2011; Susman 

& Dorn, 2009).

이에 반해, 조숙한 소녀들은 인기가 없고, 위축되며, 자

기확신이 부족하고, 불안해하며, 리더의 위치에 서는 경우

가 거의 없다(Blumenthal et al., 2011; Galvao et al., 2014; 

Ge, Conger, & Elder, 1996; Graber, Brooks－Gunn, & Warren, 

2006; Jones & Mussen, 1958). 그들은 조숙한 소년들처럼 술 

취하거나 일찍 성 경험을 하는 비행행동을 더 많이 저지른

다(Arim et al., 2011; Mrug et al., 2014; Negriff, Susman, & 

Trickett, 2011). 이에 반해, 성숙이 늦은 또래들은 신체적 매력

이 있고, 활발하며, 사교적이고, 학교에서 리더로 간주된다. 

두 가지 요인이 이 경향성을 설명한다－(1) 그 문화가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매력과 청소년들의 신체가 얼마

나 일치하는가, (2) 젊은이들의 신체가 또래와 어느 정도 적

합함을 보이는가.

신체적 매력의 역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기 잡지를 넘겨 보

라.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마르고, 다리가 긴 여성을 매력

적으로 보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근육이 있는 남성을 

미남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이미지는 발

달이 늦은 소녀들의 모습이다. 남성의 이미지는 조숙한 소년

의 모습과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주듯이, 조숙한 소녀들은 제때 또는 

성숙이 늦은 또래들보다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body image,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개념이나 태도)를 적게 보고한

다. 흑인 소녀와 히스패닉계 소년에 비해 백인 소녀들은 문

화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른 여성의 몸을 더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Rosen, 2003; Williams & Currie, 2000). 소녀들

의 결과는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지만, 일찍 그리고 빠르게 

성숙한 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Alsaker, 1995; Sinkkonen, Anttila, & Siimes, 1998).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젊은이의 자

존감에 영향을 준다(Harter, 2012).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사춘기 시작 시점이 신체 이미지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의 부정적 영향은 다른 스트레스원과 결합될 때 더 증폭된

다(Stice, 2003).

또래와의 적합성의 중요성  남자와 여자 모두 조숙한 청소년

몇 명의 부모와 12~1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부모－아 

동의 관계에서의 변화에 대해 인터뷰하라. 갈등의 강도가 증가했는

가? 어떤 문제에 대한 갈등인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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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같은 나이대 친구들과 있으면 신체적으로 ‘부적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나이 든 상대를 찾곤 하는데, 이것은 그

들이 아직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뇌의 정서적/신체적 연결에 미치는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력은 조숙한 청소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성적 활동,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비행행동에 대한 

수용성이 더 증가한다(Ge et al., 2002; Steinberg, 2008). 아마

도 그래서 조숙한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보

고하고, 학업 성취에서의 하락을 보인다(Mendle, Turkheimer, 

& Emery, 2007; Natsuaki, Biehl, & Ge, 2009). 

동시에 청소년들의 환경은 조숙한 사춘기가 부정적인 결

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더 증가시킨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

역에 사는 조숙한 청소년들은 특히 탈선한 친구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강화한

다(Obeidallah et al., 2004).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가족들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지

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숙한 청소년들은 가혹하고 

비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탈선한 

친구와 사귈 가능성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과 우울 증

상을 예측해준다(Benoit, Lacourse, & Claes, 2013; Ge et al., 

2002, 2011). 

장기적 결과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의 효과는 지속되는가? 

추후 연구들은 특히 조숙한 소녀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

을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연구에서, 조숙한 소년

의 우울증과 빈번한 성적 파트너 교체는 성인 초기까지 지속

되었는데, 우울은 청소년기의 심각한 품행장애의 주요한 요

인이기도 하다(Copeland et al., 2010). 14〜24세 사이의 청소

년들을 추적한 다른 연구에서, 조숙한 소년들은 다시 잘 적

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숙한 소녀들은 정상

적으로 성숙한 또래들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질

적으로 더 낮았고, 사회적 망을 더 작게 형성했으며, 성인 

초기에 들어서서도 생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Graber et al., 

2004).

아동기 가족 갈등과 가혹한 양육이 이른 사춘기 시작과 관

련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소년들보다 소녀들에게서 더 그

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아마도 많은 조숙한 소녀들은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청소년기를 시작한다. 사춘기

의 스트레스는 학업수행을 방해하고 불리한 또래 압력을 줌

으로써 부적응이 확대되고 심화된다. 

위험에 처해 있는 조숙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

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 여기에는 부모와 교사를 교육시

키고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고 사춘기 전환기의 정서적·사회

적 도전을 다룰 수 있게 준비시키는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다.

건강 관련 이슈

1.7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을 설명하고, 섭식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을 인

용하라.

1.8 청소년기 성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설명하라.

1.9 성적 지향의 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인용하라.

1.10 성 매개 감염, 10대 임신과 부모 되기와 관련된 요인을 예방과 중재 

전략을 중심으로 논하라.

1.11 청소년기 약물 사용 및 남용과 연관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사춘기 시작과 더불어, 젊은이들이 신체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애쓰면서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새로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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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함은 종종 더 나이 든 청소년들과의 교제를 추구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이른 

성적 활동, 약물 사용, 비행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네, 조

숙함은 특히 비행 청소년과의 결속 형성에 취약하다.

묻고 대답하기

연관지어보기 청소년기의 기분이 어떻게 부모와 청소년 간 심리적 거리에 기여

할까? (힌트 : 부모－아동 관계에서의 양방향적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라.)

적용해보기 학령기 아동일 때, 클로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레저 활동을 즐겼다. 

현재 14세인 그녀는 그녀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말 가족 여행에 가는 것에 

저항한다. 클로에의 행동을 설명해보라.

생각해보기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회상해보

라. 연구 결과와 같았는가? 설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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