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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일생을 통하여 두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로 두통은 흔한 증상의 하나이다 일반인구에서 두통 유.

발률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정도로30-80%

보고(Rasmussen et al., 1991; Rasmussen, Jensen

하고 있다 소아에서의 두통발생빈도에& Olsen, 1993) .

대한 역학적 조사는 성인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의 보고에 의하면 세 이하의 명Sillanpaa(1983) 7 2921

의 소아 중 두통 발생률은 세 이하의 명37%, 14 2921

중 에서 두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69% . (1995)

의 연구에서는 세 아동 명에서의 두통발생율이9-12 306

세 소년 명에서는 세 소녀76%, 6-13 457 30%, 6-13

명에서는 의 두통발생율을 나타내고있다고 하여444 32%

두통은 성인에서 뿐 아니라 소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통 원인의 대부분은 두개외 두통에 기인하며

두개외 두통 중에서도 긴장성 두통이 전체의 를 차80%

지하고 그 다음이 편두통으로 가지의 복합형2-25%, 2

이 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30-40% (Kunkel, 1976),

러한 두통의 원인은 스트레스 음식물 기후 유전 등으, , ,

로 지적되며 아동에서는 대부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성인 못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서와 이( ,

되고 있으며 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부모 학교1988) , ,

대중매체 대인관계 가족환경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

하는 것으로 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어른들의 지나친 관심이나 일상생활 학교생활 운동, , ,

질병과 같은 사건들이 아동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

하며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는(donald, barbara & david, 1983).

스트레스가 성인의 문제이거나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만

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되어져왔으며 아동기가 단지 걱,

정이 없고 행복한 시기라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

며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도 어른과 같이 거의 매일 스

트레스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그들의 적응적 요구를 충

족시키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

화와 매스컴의 영향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값 때문,

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들도 매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와 의 지적처럼 스Lazarus Folkman(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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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자체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매개되어 개인의 적응에 나쁜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때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뿐 아니라 전, ,

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속적인 스트레,

스와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신체적 질병이나 증상

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두통간의 관계에 대하여 손

(1995), Drummond(1985), Golstein & Chen

등의 연구에서 성인의 두통집(1982), Sicuteri(1981)

단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으나 아동의 경우 두통과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의 관

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아동의 스트레스요인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

처방식을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아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두통

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2.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1.

동군간의 스트레스요인 정도를 비교한다.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2.

동군간의 대처방식 정도를 비교한다.

아동의 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한다3. .

Ⅱ 문헌 고찰.

스트레스 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 ’

여지면서 학자마다 개념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크

게 외적인 자극체로 보는 입장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

응으로 보는 입장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입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김민기( , 2000).

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현행 초등학교 고Piaget

학년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의 시기로 정서적 신체적 구,

조가 성숙되는 발전의 시기에 있고 동시에 많은 적응적

요구들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서와 이( , 1988).

이러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최근 연

구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도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며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이 아동의 정서적 부,

적응이나 신체적 건강상태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Compas, 1987).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가정문제에 대해 민감하

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와 불화 이혼등에 의해 스트레스, ,

를 받고 심한 경우 적응장애를 보이기도 하며(Brenner,

학업관계에 가장 고민이 많고 여자 아동일수록1984),

더 고민이 많다고 보고이희진 하고 있다( , 1990) .

임미향 은 아동들이 학교생활 친구관계 개인(1992) , ,

생활 사회문제 등 각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다고 하였고 천민필 도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 (1993)

스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이며 그 중에서도 학업,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유Elkind(1984)

발케 하는 환경요인을 크게 부모 학교 대중매체 가지, , 3

로 나누었으며 이 는 이러한 의, (1987) Elkind(1984)

세가지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부모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은 이

혼 양육태도 성취압력 책임부과 가족의 불화 빨리, , , , ,

성장시키고자 하는 압력 등으로 아동들의 지적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채 갖추어지기 전에 과중한 요구를 함으

로써 아동들을 부적응하게 하여 심하면 정신질환에 이르

게 하고 학교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은 지적능력,

의 개인차를 무시한 일괄적 학습 정형화된 역할과 태도, ,

지겹고 끝없는 무의미한 행동 학교에서의 실패 학업성, ,

취 억압적 분위기 시험 규칙 또래 집단과의 관계 등, , , ,

으로 학부모 교사로부터의 압력은 아동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대중매체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은 영화, TV, ,

각종 인쇄물 레코드에 의한 영향 소음 온도 생활환경, , , ,

등에 의해 가치관의 갈등과 소외감등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여 아동들이 보통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의 반응은 다양하며,

는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정서적Compas(1987)

부적응이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고 이일남 도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스트레, (1991)

스 반응을 수면곤란 설사 잦은 감기 두통 등의 신체적, , ,

반응과 과도한 불안 무가치한 느낌 등의 정서적 반응, ,

그리고 싸움 잦은 결석 등의 행위적 반응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어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하다 하겠다김재환 그러나 성인을 대상( , 1995).

으로 한 연구(bell, 1977; lazarus & folkman,

에서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성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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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처방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대처방식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적응반응이나 부적응 반

응이 나타나게 되고 대처방식이 적절했으면 스트레스,

사건은 잘 해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적응반응을 하게

되며 반면 대처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실패나 좌절을 경

험하고 신체적 질병이나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 보고 및Jacobs & Charles(1980) Yarcheski &

의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이 질병에 대해Mahon(1986)

민감성을 높인다는 보고 의 스트레스, Compas(1987)

대처양상이 신체적 증상과 관계를 설명 및 Bell(1977)

의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크거나 장기간 계속되면 개인

의 적응 능력에 무리를 주며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발현

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기능장애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주장등을 볼 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겠으나 아동의 대처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1.

시 개 초등학교 학년 중 년 월 일 이후T 3 5, 6 2000 3 2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 명과 두통으로 양호실을210 ,

회 이상 방문한 아동 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고 두2 112

통을 호소하는 아동의 기준은 신체적 년 월 일2000 7 20

까지 양호실을 방문하여 회 이상 진통제를 투여 받은2

아동들이었다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 명중 명. 210 7

은 기타 감염성 질환과 복통 등을 호소한 경험이 있어

제외하고 기타 증상과 질병이 없었던 명을 대상으로203

하였고 두통호소아동은 신체적인 질환 없이 심인적인 두

통호소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학교장.

과 양호교사 담임교사들의 허락을 얻은 뒤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한 뒤 연구의 참여를 수락한 아동을 대상으로 설

문지를 작성하여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 월 일이었다2000 6 1 - 7 20 .

측정도구2.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척도1)

가 에서David Elkind(1983) ‘The hurried child'

지적한 요인들을 최성윤 이 부모 학교 대중매체(1992) , ,

유형별로 문항씩 작성한 총 문항을 그렇지 않다8 24 1

점 조금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인 단계 척도로, 2 , 3 3

재구성한 요인들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

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최 의. (1992)

연구에서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 .79α

값은 이었다.81 .α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2)

와 의 를 조양희Lazarus Folkman(1984) checklist

가 초등학교 아동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을 선(1988) 12

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 홀수문항은 문제중심 대처방식으로 짝수문항은 정,

서중심대처방식으로 배열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조금 그렇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조금 그렇다, 2 , 3 ,

점 항상 그렇다 점으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점수가4 , 5 .

높을수록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는 조 의 연구에서 이었고(1998) Cronbach's = .88α

본 연구의 신뢰도 값은 이었다.81 .α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 .

대상자의 학년별로는 학년이 학년이5 49.20%, 6

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여자가50.80% 48.25%,

이었으며 출생순위별로는 맏이가 로51.75% 50.79%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별로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경제상태는 보통이다 가 가족들의53.65%, ‘ ‘ 59.68%,

분위기는 좋다가 로 가장 많았다’ ’ 41.90% .

학년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직업유무 경제적 상, , , ,

태 가족들의 분위기는 두 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과 두통을 호소하는2.

아동군의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총합은 표 에서와 같이 두통을 호소하지< 2>

않는 아동군에서 이었으며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39.47

군에서는 이어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스41.07

트레스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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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박 의 연구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1998)

이 건강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r=.60, p= .001)〈

가진다고 하였고 신 도 스트레스와 건강증상은, (1996)

유의한 정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고 보(r=.52, p .01)〈

고하였으며 최 의 연구에서도 성장압력과 신체, (1992)

심리적 증상간에 유의한 정상관 관계(r=.60, p= .01)〈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과. Jacob & Charles(1980)

의 연구에도 환아집단이 정상대조군Heisel et al(1983)

보다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역시 초기 청소년기 아동Yarcheski & Mahon(1986)

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건강증상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

고 하고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gamma=.40, p .01)〈

에서 스트레스와 건강문제와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요인 유형별로는 부모요인유형의 점수가 두통

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에서 두통을 호소하는12.43,

아동군에서는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12.19

학교요인유형의 점수는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에

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로 두통을13.08, 14.22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대중매체요인유.

형의 점수에서는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이며 두통을13.95, 14.67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도통호소 아동군에서 학교와 대중매,

체 스트레스요인 유형에 있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은 학교와 대중매체가 아동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

실수백분율( )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

실수백분율( )
χ2 p

학년
학년5

학년6

100(31.74)

103(32.65)

55(17.46)

57(18.15)
0.84 0.39

성별
남자

여자

102(32.38)

101(32.07)

50(15.87)

62(19.68)
0.90 0.34

출생순위

첫째

둘째

세째

네째

다섯째

100(31.74)

77(24.44)

9( 2.86)

2( 0.63)

15( 4.77)

60(19.05)

44(13.97)

6( 1.90)

2( 0.63)

5.73 0.22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음

없음

103(32.70)

100(31.75)

66(20.95)

46(14.60)
1.94 0.16

경제적 상태

상류

중상류

중류

하류

4(1.27)

39(12.38)

126(40.00)

34(10.89)

10( 3.17)

24( 7.63)

62(19.68)

16( 5.08)

5.96 0.19

가족들의 분위기

매우화목

화목

보통

나쁨

56(17.78)

86(27.30)

61(19.37)

32(10.16)

46(14.60)

32(10.15)

2( 0.63)

3.73 0.29

total 203(100.00) 112(100.00)

*p < .05, **p < .01 ***p < .001

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에서의 스트레스요인< 2>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

평균 표준편차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

평균 표준편차
t p

스트레스요인 합계 39.47 6.99 41.07 7.39 -1.90 0.04*

부모요인 12.43 2.69 12.19 2.75 0.74 0.40

학교요인 13.08 2.95 14.22 3.19 -3.15 0.00**

대중매체요인 13.95 3.16 14.67 3.23 -1.88 0.0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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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과 두통을 호소하는3.

아동군의 대처방식

전체 대처행동 점수는 표 에서와 같이 두통을 호< 3>

소하지 않는 아동군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34.28,

에서 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문제중심 대33.98

처방식 점수에도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로 나타났으19.03, 18.82

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중심 대처방식 점수에서.

도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에서 두통을 호15.24,

소하는 아동군에서 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어15.26

아동의 경우 두통과 대처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는 신체적 건강이 나쁜 학생이 정서중심 대,

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김 의 연구와 성인에서(1993)

긴장성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정서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손 의 보고 및 건강문제와 수동적 대(1995)

처간에 정상관을 보인다는 조와 박 의 연구결과와(1988)

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 하겠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처방.

식 척도가 아동에 맞게 수정된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아동의 대처

방식 측정도구로 행해진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아동의 두통발생에 대한 예측요인4.

두통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

여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성별 가족들의 분위기 경제적, ,

상태와 스트레스 부모요인 스트레스 학교요인 스트레스, ,

대중매체요인 문제중심 대처방식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4> .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이며 값이25.608 P

로서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두통발생0.0012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트레스 학교요인표(

준화 회귀계수 이며 다음으로 스트레=0.316, p .001)〈

스 대중매체요인표준화 회귀계수 이( =0.224, p .05 )〈

었다 나머지 변인들은 방식으로 재처리한 결. stepwise

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연구한 최 의 스트레스 학교요인이 건강증상과 가(1992)

장 큰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유사하며 성인에서

스트레스와 두통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손( , 1995;

Drummond, 1985; Golstein & Chen, 1982;

와도 유사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중Sicuteri, 1981)

학교 요인과 대중매체 요인을 고려한 아동의 두통관리가

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에서의 대처방식< 3>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

평균 표준편차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

평균 표준편차
t p

대처 합계 34.28 5.09 33.98 5.82 0.43 0.66

문제중심대처 19.03 3.70 18.82 4.27 0.47 0.63

정서중심대처 15.24 4.02 15.26 4.65 0.16 0.87

*p < .05, **p < .01 ***p < .001

표 초등학생에서의 두통발생 예측요인< 4>

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P
Odd

Ratio

성별 -0.073 0.286 1.307

가족들의 분위기 0.044 0.546 1.110

경제적 상태 -0.139 0.053 0.720

스트레스 부모요인 -0.214 0.064 0.894

스트레스 학교요인 0.316 0.000*** 1.205

스트레스 대중매체요인 0.224 0.049* 1.167

문제중심대처 0.012 0.863 1.006

정서중심대처 -0.115 0.134 0.95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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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 두통으로 양호실

을 방문하는 아동과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의 스트

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을 조사하고 두통발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아동두통 관리의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시에 소재 하는 개 초등학교 학년과T 3 5 6

학년 중 년도 월 일 이후 두통을 경험한 적이 없2000 3 2

는 아동 명과 회 이상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203 2 112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2000 6 1

일부터 월 일까지였다7 20

연구도구로는 점 척도의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3

요인 척도 문항과 점 척도의 초등학교 아동의 대처24 5

방식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12

는 각각 과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를.81 .81 . SAS/PC

이용하여 서술적통계 대상자의 동질성검사 로, , T-test,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요인의 평균점수는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1.

아동군에서 이었고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39.47

서 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더 높게 나41.07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별로는.

스트레스 학교요인과 스트레스 대중매체요인이 두통

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처방식의 평균점수는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2.

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이34.28, 33.98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제중심 대처방.

식은 두통을 호소하지 않는 아동군에서 두통19.03,

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 로 나타났으나 유의하18.82

지 않았고 정서중심 대처방식도 두통을 호소하지 않

는 아동군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동군에서15.24,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5.26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두통발생에 영향을 미치는3.

주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를 실시한 결과 가장 예측력 있analysis(stepwise)

는 변인은 스트레스 학교요인표준화 회귀계수(

이었고 그 다음이 스트레스 대중=0.316, p .001)〈

매체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이었다( =0.224, p .05) .〈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아동들의 두통발생예방을 위해 스트레스요인에 대한1.

사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시에서 일부 초등학교 학년과 학년2. 5 6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일반화를 위해 확대 반

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김명자 중학생의 부적응과 생활스트레스 및 대(1993).

처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2000).

지각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대구효성카톨.

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환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및(1995).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 (1988). , :

판사.

손애리 만성두통집단의 심리적 특성 분석 연세(1995).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희선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응전략에(1996).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 26(4), 808-819

윤재은 영재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1994).

및 그 대처방법 특수고교와 인문고교를 비교로 연세- .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일남 청소년기 스트레스 이렇게 해결하라 서(1991). .

울 정성출판사, .

이현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들 서울 창지(1987). , :

사.

이희진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에 관한 연구 연(1990). ,

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미향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수준 실태에 관한(1992).

분석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진, 박인숙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1998).

사건과 대처방식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 .

회지, 4(2), 193-206.

조양희 초등학교 아동의 고민과 대처방식에 관(1998).

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민필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1993). .



- 360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민자 성격차원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1989).

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윤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1992).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영일 두통 클리닉 서울 고려의학(1995) : , : .

Bell, J. M. (1977).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illness and

wellness behaviors, Nursing Research, 26(2),

136-141.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Massachusetts: D. C. Health and

Company Lexington.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Donald, C. Medeiros, Barbara, J. Porter, David,

I. Welch(1983). Children under st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Drummond, P. D. (1985). Predisposing,

precipiting and relieving factors in different

categories of headache, Headache, 25(1),

16-22.

Elkind, D. (1983). The Hurried child, New

York: Management & Music Publish, Inc.

Goldstein, M., & Chen, T. C. (1982). The

epidemiology of disabling headache, In: M.

Critchley, A. P. Friedman, S. Gorini and f.

Sicuteri(eds), Physiopathological and Clinical

Concepts, 377-379, New York: Raven Press.

Heisel, J. S., Ream, S., Raitz, R., Rappaport,

M., & Coddington, R. D. (1983).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 contributing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 The

Journal of Pediatrics, 83(1), 119-123.

Jacobs, T. J. & Charles, E. (1980). Life events

and the occurrence of cancer in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42(1), 11-24.

Kunkel, R. S. (1976). Mixed Headache :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headache,

Jamaica: Spectrum Publication.

Lazarus, R. S., & Folkman, S. (1984).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Lewis, C. E., Siegel, J. M., Lewis, M. a.

(1984). Feeling bad: Exploring sources of

distress among pre-adolescent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2),

117-122.

Rasmussen, B. K., Jensen, R., Olsen, J. (1993).

Epidemiology of tension-type headache in a

general population, Tension-type Headache :

Classification, mechanisms, and treatment,

New York: Raven Press.

Rasmussen, B. K., Jensen, R., Schroll, M.,

Olsen, J. (1991). Epidemiology of headache

in a general population: a prevalence stud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15),

1147-1157.

Sicuteri, F. (1981). Emotional vulnerability of

the antinociceptive system: relevance in

psychosomatic headache, Headache, 21(2),

113-115.

Sillanpaa, M. (1983). Changes in prevalence of

migraine and other headaches during the

first seven school years, Headache, 23(1),

15-19.

Yarcheski, A., & Mahon, N. E. (1986).

Perceived stress and symptom patterns in

early adolescent: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9(4), 289-297.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6 3

- 361 -

- Abstract -

Key concept : Headache, Stressor, Coping style

Comparisons of Stressor and

Coping Style between

Headache-Suffering Children and

Headache-Free Children

Chung, Bok Yae*Hong, Youn 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essors and coping styles between headache-

suffering children and headache-free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12

headache-suffering children and 203 headache-

free children. They were 5th and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round Taegu city. The

periods of study was from June 1, to July 20,

2000. Data were analyzed by SAS computer

program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core of stressor of headache-suffering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headache-

free children significantly. The scores of

school stressor and mess media stressor of

headache-suffering children were higher than

those of headache-free children significantly.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even

though the mean score of the coping style in

headache-suffering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headache-free children.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problem-oriented coping style and emotion-

oriented coping sty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stepwise)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the

variable stressor in school(standardized

estimate=0.316, P .001), followed by stressor〈

in mass media(standardized estimate=0.224,

P .05).〈

* Department of Nursing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Course -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