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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아동은 연령과 능력에 비해 과중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것이 아동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질병 발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지.

금까지 스트레스는 어른들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

편화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도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Sharrer and Ryan-Wenger,

1991; Hale, 1998).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건강한 아동과 질병이 발생한 아

동을 비교하였을 때 질병이 발생한 아동집단에서 발병 전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신희선( , 1996;

McNamee & De Chiara, 1996; Johnson-Brooks, Lewis, Evans,

& Whalen, 1998).

아동기는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 문제는 추후

성인이 된 후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오.

늘날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중한 학업부담과 교우관계 및 가족관계에

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아직까지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

트레스를 이해하기 힘들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도 부족하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대체로 아동기.

에 발달하게 되는데 대처 방식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은 타고나는 것이Ryan(1989)

아니며 학습되어 질 수 있고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스

트레스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

정서적 발달을 도운다고 하였다 또한(Rollin, et al., 2000).

와 은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Yarcheski Mahon(1986)

방식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그.

러므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

가 스트레스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대처능력은 개인이 지닌 자원 을 어떻게 사. (resource)

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는데(Lazarus and Folkman,

아동이 가진 개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1984),

적응을 도우며 나아가 질병발생 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요

인에 관한 연구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관한 것이 대

부분이고 스트레스와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드

문 편이다.

한편 아동에게 작용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정요인 학, ,

교요인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 등 연구자에 따라 스트,

레스 요인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였으며 연령과 성별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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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도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용선( ,

정원주 정진권 한상근 이는 지역1993; , 1997; , 1998; , 1993).

사회에 따라 생활양식이나 인간관계가 아동의 스트레스 인지

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경우도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회피적 대처, ,

및 사회적지지 추구 등 관련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홍미경 여성우 추정(Ryan, 1989; , 1998; , 1999;

옥,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령기 아동의 스트

레스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을 파악하여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혀 추후 아동의 질

병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별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행

동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시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알기 위함

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지역별로 파악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지역별로 파∙

악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시 나타나는 건강문제 정도를 지∙

역별로 파악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와∙

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용어정의
스트레스•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

적이고 비특이적인 반응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Selye, 1976),

는 연구자가 개발한 개 영역의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한 점4

수를 말한다.

대처행동•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

한 외적 및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말하며 본(Lazarus & Folkman, 1984),

연구에서는 정연우 의 대처 행동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2001)

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건강문제•

병리적인 질병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증

상을 말하며오가실 한정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 , 1990),

관련 문헌을 참고로 고안한 신체적정서적 증상을 포함한 20

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행동 및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대구지역의 개 구와 경북지역의 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3 3

교를 각각 개교씩 총 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질문응답에3 6

어려움이 없는 학년과 학년에서 각각 학급씩 무작위로 표5 6 1

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학생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465 .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며2003 12 1 12 20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

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도움

을 받아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부의 설문지를480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5

부를 제외한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465 .

연구 도구
스트레스 측정도구•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고안하였으며 아동간호학 교수 1

명과 초등학교 보건교사 명에게 타당성 검사를 의뢰하였다3 .

설문지는 가족관련항목 문항 외모 및 성격관련항목 문항10 , 6 ,

학교관련 항목 문항 교우관련항목 문항 개영역의 총 문9 , 5 4 30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 1 , ‘ ’

점 약간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의 식 점 척2 , ‘ ’ 3 , ‘ ’ 4 Likert 4

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고. Cronbach = .88 ,α

영역별 스트레스의 신뢰도는 가정관련항목 학교관련항목.76,

외모 및 성격항목 교우관련항목 이었다.72, .69, .67 .

대처행동 측정도구•

정연우 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검사 도구를 기초로 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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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개 영역의 총6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36 . ‘ ’ 1 , ‘ ’

점 약간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의 식 점 척도2 , ‘ ’ 3 , ‘ ’ 4 Likert 4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이었다 영역별 대.87 Cronbach = .87 .α

처 행동의 신뢰도는 적극적 대처 긍정적 해석 소망적.77, .78,

사고 자기비난 일탈행동 사회적지지 였다.74, .73, .62, .65 .

건강문제 측정도구•

와 가 고안한 스트레스로 인Medeiros, Bowbara Welch(1983)

한 신체 심리적 증후에 관한 문항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고안하였다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합하여 총. ,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20 ‘ ’ 1 , ‘

다 점 약간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의 점 척’ 2 , ‘ ’ 3 , ‘ ’ 4 4 Likert

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은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고 영역별 건. Cronbach = .91 ,α

강문제의 신뢰도는 신체적 증상 정서적 증상 이었다.78, .88 .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고 스SPSS

트레스 정도에 대한 점수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점수 및 건

강문제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지역간 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은 로 검증하였다 스트레스와 대처 행t -test .

동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분포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지역의 초등학생이 명이었고227

경북지역이 명이었으며 학년 학생이 명 학년 학생238 , 5 256 , 6

이 명으로 총 명이었다 표209 465 < 1>.

표 연구 대상자의 분포< 1>
지역

학년
계

학년5 학년6

대구 110 117 227

경북 146 92 238

계 256 209 465

지역별 스트레스 점수

지역별 스트레스 점수는 대구지역이 점 만점에 점이었4 1.97

고 경북지역이 점으로 지역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1.88

하위영역에서는 학교관련 영역에서 지역 간(t=2.165, p=.031).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

한 차가 없었다 또 하위영역 중 스트레스(t=3.966, p=.001). ,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대구 경북 공히 외모 및 성격 관련,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지역별 스트레스 점수< 2>
스트레스영역 대구(M±SD) 경북(M±SD) t p

가정관련항목 1.84±0.50 1.77±0.47 1.64 .102

학교관련항목 2.06±0.54 1.87±0.49 3.97 .001

외모및성격항목 2.17±0.57 2.08±0.61 1.62 .105

교우관련항목 1.82±0.63 1.88±0.71 -1.08 .279

계 1.97±0.44 1.88±0.44 2.17 .031

지역별 대처행동 점수
지역에 따른 대처행동 점수는 대구지역이 점 만점에4 2.39

점이었고 경북지역은 점으로 지역간 유의한 차가 없는, 2.46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적극적(t=-1.810, p=.071)

대처 와 사회적 지지 영역에(t=-2.194, p=.029) (t=-2.972, p=.003)

서 지역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대처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대구 경북지역 공히 소망적 사,

고와 긍정적 해석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지역별 대처행동 점수< 3>
대처항목 대구(M±SD) 경북(M±SD) t p

적극적 대처 2.49±0.59 2.62±0.69 -2.19 .029

긍정적 해석 2.63±0.59 2.69±0.69 -1.38 .169

소망적 사고 2.68±0.70 2.79±0.69 -1.79 .074

자기비난 2.21±0.71 2.23±0.65 -0.24 .808

일탈행위 2.09±0.65 2.03±0.59 1.13 .258

사회적 지지 2.15±0.58 2.31±0.61 -2.97 .003

계 2.39±0.40 2.46±0.45 -1.98 .071

지역별 건강문제 점수
지역별 건강문제 점수는 점 만점에 대구지역이 점 경4 2.09 ,

북지역이 점으로 지역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2.02

다 또 하위영역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T=1.268, P=.205).

상은 두 지역 모두 정서적 증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었다 표< 4>.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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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

의한 정상관의 관계였으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처행동도

많이 하며 신체적 정서적 증상도 많은 것으로(r=.296, p<.01), ,

나타났다 또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신체적(r=.493, p<.01). , ,

정서적 증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r=.353, p<.01)< 5>.

표 지역별 건강문제 점수< 4>
대구(M±SD) 경북(M±SD) t p

신체적 증상 1.93±0.64 1.88±0.59 0.91 .366

정서적 증상 2.22±0.75 2.13±0.76 1.36 .176

계 2.09±0.65 2.02±0.63 1.27 .205

표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 5> , ,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

스트레스 1.000

대처행동 0.296** 1.000

건강문제 0.493** 0.353** 1.000

** p<.01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의 하위영역별, ,
상관관계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는 대, ,

부분 정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의 각 하위 영역들은

각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 유형의.

하위 영역에서는 적극적 대처 영역과 긍정적 해석 영역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망적 사고와 자(r=0.690, p<0.01),

기비난 영역은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일탈 행동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 해석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문제와의 상관성에서는 모든 스트레스 하위 영역과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행동 하위영역의 경

우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 해석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논 의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점 점으로 나타1.88 1.97 /4～

났는데 이는 정원주 가 서울의 초등학생 명을 대상, (1997) 481

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한 점수 점 점과 유사하였고1.93 /4 ,

이 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Yarcheski & Mahon(1986) 12 14～

한 스트레스 점수 점보다 낮았다 영역별로는 외모 및2.79/4 .

성격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홍미경,

의 연구에서 자신감 점과 외모 점 영역에서(1998) (2.68/5 ) (2.53/5 )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유

사하지만 정진권 의 친구관계 영역 점 정원주(1998) (3.18/4 ),

의 학교생활영역 점 이규식 의 사회환경 영(1997) (2.20/4 ), (1998)

역 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것과는 대조(2.56/5)

가 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 시기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내지

는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스트레스 정도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대도시 초등학생이 중소도시 학생보다 스트레스 정. ,

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진권 이 도시와 농촌(1998)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도시와 농

촌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과

는 차이를 보였다.

대처행동 점수는 점 점으로 스트레스 점수보다2.39 2.46 /4～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대처행동.

표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문제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6> , ,
스 트 레 스 대 처 행 동 건강문제

가족

관련

학교

관련

외모 및

성격

교우

관계

적극적

대처

긍정적

해석

소망적

사고

자기

비난

일탈

행동

사회적

지지

신체

증상

정서

증상

가족관련 1.000

학교관련 0.585** 1.000

외모 및 성격 0.510** 0.554** 1.000

교우관계 0.447** 0.516** 0.462** 1.000

적극적 대처 0.072 -0.006 -0.057 0.033 1.000

긍정적 해석 0.047 0.021 0.005 0.016 0.690** 1.000

소망적 사고 0.194** 0.140** 0.163** 0.165** 0.431** 0.508** 1.000

자기비난 0.369** 0.350** 0.458** 0.379** 0.164** 0.203** 0.404** 1.000

일탈행동 0.413** 0.381** 0.274** 0.344** 0.005 0.008 0.298** 0.476** 1.000

사회적 지지 0.084 0.068 0.040 0.073 0.499** 0.479** 0.498** 0.270** 0.197** 1.000

신체증상 0.398** 0.348** 0.322** 0.317** 0.079 0.115** 0.272** 0.407** 0.392** 0.163** 1.000

정서증상 0.430** 0.370** 0.393** 0.385** 0.014 0.058 0.269** 0.489** 0.427** 0.081 0.706* 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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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지역별로 소망적 사고 영

역이었는데 이는 대처행동 중 소극적인 대처 행동으로 박진,

아 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2001)

이 사용하는 경우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스트레스에. Ryan-Wenger(1990)

대처하는 대처유형 중 사회적지지 영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회피행동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아동들

도 소망적 사고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방법보다는 보다 적극

적인 대처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표현 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표현도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위 사‘ ’ ,

람들에게 의논하여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특히 의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대. Ryan(1989)

처방법인 사회적 지지 영역도 이러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

되며 앞으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에서 강조하여야

할 부분으로 간호 분야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서영미 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 (2001)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를 높

게 지각할수록 문제중심 대처와 지지 추구적 대처를 많이 사

용한다고 하였고 박진아 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2001)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할수록 행동문제도 감소한다고 하였

다 홍미경 은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 (1998)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오락실에 간다 친구‘ ’, ‘

와 얘기한다 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강문제 점수는 대처행동 점수보다는 낮았으나 스트레스

점수보다 높았고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신체적 정서적,

건강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신체적 증상보다 정서적 증상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인지 수준이 높으면 임.

상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Yarcheski & Mahon(1986)

의 연구와 아동기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의 연구McMahon, Grant, Compas, Thurm & Ey(2003)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 정서적 증상이 신체적 증상보다 더. ,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남진과 박인숙 의 연구결과와도(1998)

일치하는 것으로 추후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에서 정

서적 측면에 대한 간호 중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한 현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 중 일탈행위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 나

라 학령기 아동의 대처행동이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방향으

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에서는 스트레

스가 많을수록 대처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대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정서적 건강문제도 많이 나타났는

데 이는 신희선 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대처점(1996) .

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되나 그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증상도 높은 관련을 보인 것은 대처방

법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활동이 왕성한 학령기 아동에게는 좀. ,

더 적극적인 신체활동이나 놀이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 Hale(1998)

처방법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으며 사회 정서적인 분위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

이야기하기 음악 춤 미술과 같은 예술적 활동을 적극 권장, , ,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기초지식 습득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과과정 구성 시 예술 활동

에 대한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하는 것이 추천된다.

현재 초등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에서 금연교육이나 성교육

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

처방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지역별 스트레스 정도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와의 상관성을 조사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대구지역 개 초등학교 학년 학생 명3 5, 6 227

과 경북지역의 개 초등학교 학년 학생 명 총 명3 5, 6 238 465

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연구에 참2003 12 1 12 20

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분하여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는 스트레스 측정도구 문항 대처행동 측정도구30 , 36

문항 건강문제 측정도구 문항으로 모두 문항으로 구성된, 20 86

자가응답 설문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SPSS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점수는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조금 높아 지역간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외모 및 성격관련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점수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소망적

사고와 긍정적 해석 영역에서 가장 대처점수가 높았다.

단 하위영역 중 적극적 대처 영역과 사회적지지 영역에,

서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문제 점수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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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증상보다 정서적 증상 점수,

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와의 상∙

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처행동도 많이 하고 건강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점수에 비해 대처행동,

점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대처행동의 유형에서 소망적

사고나 긍정적 해석과 같은 소극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 적

극적 대처행동이 요구되며 이는 앞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감당해야 할 역할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 스트레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용선 (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영미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희선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응전략에 관한(1996),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4), 808-819

여성우 (1999).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

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가실 한정석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1990). , , ,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청소년을 대상으로- . 대한간호학회

지, 20(3), 414-429.

이규식 (1998).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 성적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우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원주 (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진권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남진 박인숙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1998),

대처방식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 아동간호학회지, 4(2),

193-205.

추정옥 (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상근 (1993). 국민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미경 (1998).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제

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ale, J. A. (1998). Healing Art : Young children coping with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labama Association of young children, ERIC Resume for

ED420657(http://www.edrs.com/Webstore)

Johnson-Brooks, C. H., Lewis, M. A., Evans, G. W., Whalen,

C. K. (1998). Chronic stress and illness in children ; The

role of Allostatic Load. Psychosomatic medicine, 60(5),

597-60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cation Co:New York.

McMahon S. D.,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and Ey, S. (2003). Stress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Is there evidence of specificity?. J Child

Psychol Psychiatry, 44(1), 107-133.

McNamee, A. S., De Chiara, E. (1996).＆ Inviting Stories to

help young children cope with Stressful life experience,

teaching guides. ERIC Resume for ED399081 (http://www.

edrs.com/Webstore)

Medeiros, D. C., Bowbara, J. P.,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Znc.

Ryan, N. M. (1989). Stress-coping strategies identified from

school age children's perspective. Res Nurs Health, 12(2),

111-122.

Ryan-Wenger, N. M. (1990).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hoolagers coping strategies inventory.

Nurs Res, 39(6), 344-349.

Selye, H. (1976). The stress of life(2nd ed.). McGraw-Hill:New

York.

Sharrer, V. W., & Ryan-Wenger, N. M. (1991). Measurements

of stress and coping among school-aged children with and

without recurrent abdominal pain. J Sch Health, 61(2),

86-91.

Yarcheski, A., & Mahon, N. E.(1986). Perceived stress and

symptom patterns in early adolescent :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Res Nurs Health, 9(4), 289-297.

Rollin, S. A., Rubin, R. I., Shelby, T. L., Holland-Gorman, J.

L., Kourofsky, H. R., Laird, N., Arnold, A., Santorsola, J.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1(1), 2005 1 89

(2000). Cop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Project

kick-A Primary Prevention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New Orleans), ERIC Resume for ED440335

(http://www.edrs.com/Webstore).

A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A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A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A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in School Age Childrenin School Age Childrenin School Age Childrenin School Age Children

Kim, Mi-Ye
1)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level,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compare the level of these three variables according to size of city of residenc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variabl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465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Daegu and North Kyungsan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December 1 and 20, 2003 and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with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stress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children who lived in

the big city. The coping behavior sco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ize of city, nor was there a

difference in the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size of cit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stress level,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Conclusion: In general, the stress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ut

coping behavior scores and health problem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ize of city. Also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ed more passive coping behavior than active coping behavior. Therefore, strategies

to develop active coping behaviors for these childre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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