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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되는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분석하

고,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

를 분석하여 보건교사 업무개선 및 업무표준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 기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 중 임시교사와 신규발령자를 제외한 

4016명을 대상으로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

료를 수집하 고, 설문에 응한 766명중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17명을 제외한 

749명을 대상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16개 시․도 2002 학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내용과 업무수행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가. 내용면에서 학교보건업무 및 교육청 보고서식만 간략히 기술한 서

울, 경남, 강원, 전남, 대구 등이 있는 반면, 학교보건업무 수행방법 및 

근거자료, 보건업무 관련 서식, 학생질병관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제주, 대전, 광주 지역이 있었다.

 나. 업무수행 방법에서는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2년 4월 1일 기준 서울

이 98.15%로 가장 높고, 제주가 43.27%로 가장 낮아 지역별 차이가 

많았다. 순회근무를 겸임으로 발령하는 지역으로 대전, 제주, 충북이 

있었으며 순회근무를 명시한 지역 중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충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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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울산 주 1-2회 다. 신체검사 방법 중 제주에서는 4학년을 대상

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

시수를 정해서 시달한 지역은 서울, 대구, 경북이었다. 학교환경관리

업무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는 부산, 대

구, 대전, 울산 지역에서는 별도 공문으로 분리되어 시달되었다. 

2.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를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역에서 학교당 학생수에 따라 업무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가. 체격검사방법으로 학생수가 적을수록 체격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 

항목을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고, 학생수가 많을수록 담임

교사가 실시하고 보건교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높았다. 

 나. 체질검사 방법으로 학생수가 적을수록 건강기록부에 제시된 체질검

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 항목을 교의가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고, 학

생수가 많을수록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다.

 다. 학교임의 단체예방 접종, 불소용액양치사업, 학급당 연간 총 보건교

육시간은 학생수가 적을수록 실시율이 높았다.

 라. 학교환경관리, 학교에서 응급사고 발생시 환자후송담당, 건강기록부 

전산입력, 안전공제업무, 화장실관리 등은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

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높았다.

 마. 상담 및 처치를 위한 1일 보건실 방문자수, 개인교육 및 상담인원수 

등은 학생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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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건실 면적 및 시설 등 보건실 환경은 학생수가 적을수록 열악하 다.

이로써 학생수가 적을수록 학교보건의 대상자로서는 학교보건서비스 특

히, 건강검진, 보건교육, 상담 등에서 질적․양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으나, 제공자로서 보건교사는 고유의 보건업무 이외의 시설관리, 행정

적인 업무, 환경정화 관련업무 등 타 부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

건실 환경 또한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아져 보건실 관리업무 등 보건업무 증가로 인하여, 학교보건대상자가 받

는 보건교육 및 상담의 횟수가 줄었으며, 건강검진방법 등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학생수별 학교보건업무 표준화 지침을 마

련하여야 하며, 보건교사가 보건업무 이외 시설관리, 행정적인 업무, 환경정

화관리 등 타 부서 업무를 하는 것을 배제하여 보건교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초․중등 교

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43학급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교감 2인을 두는 

것과 같이 학생수가 1501명 이상인 경우 1교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야

겠다.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수행 및 평

가를 하기 위해 장학지도 및 감독을 할 학교보건전문가로 보건교사 출신의 

보건전문직(장학사)이 16개 시․도 및 각 지역교육청에 1인 이상 배치되어

야겠다.

----------------------------------------------------------

중심단어 : 초등학교, 보건기본방향, 보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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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보건은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및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여 간호제공, 보건교육, 환경위생, 지

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포괄적인 건강사업이다(김화중, 1999).

학교에 있는 학교간호사업의 대상자인 학생과 교직원수는 전체인구의 

28%를 넘는다. 특히 초등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의 34% 정도로 학교간호대

상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절의 올바른 건강행

위는 청소년 및 성인기의 건강습관으로 이어지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학교간호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김모임 등, 2002).

학교보건사업에서 학교보건 관리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그리고 보건교

사이나, 학교의사와 학교약사는 학교에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고, 보건교사

는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학교의사와 학교약사와 협력하면서 학교보건 사업

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는 관리자, 사업제공자, 옹호자, 

상담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 한다(정 숙 등, 1999).

보건교사가 학교보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교보건사업의 지침이 되는 

것이 학교보건기본방향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

해 매년 1월에 ‘학교보건기본방향’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시달하며, 이것

을 기본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각 학교로 시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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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되는 학교보건기본방향의 내용으로는 크게 학교

보건의 목표, 기본방향, 계획수립, 학생 건강증진, 학생 신체검사, 학교 환경

위생 개선, 기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기본으로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사

업을 계획하고 수행 및 평가를 한다. 그러나 학교보건기본방향이 시․도별

로 내용과 업무 수행 방법에 차이가 있어, 학교보건사업이 각 시․도마다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여 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교사들이 처해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업무 수행방법에 차이가 있어, 학교보건 사업의 대상자인 학

생 및 교직원 개개인이 받는 학교보건 서비스의 혜택이 지역 및 환경에 따

라 차이가 있다.

보건교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학교보건 

사업의 대상자인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보건 서비스를 질적으로 균등히 받

기위해서는 보건교사 업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학교보건의 현황조사(서성제, 1985; 김

정근, 1988; 이선자, 1990), 보건교사 직무특성(유명순, 1997)과 직무만족(박

수, 이효균, 홍현미, 2000) 연구가 있으며, 최근 들어 보건교육실태조사 

및 보건교육방법개발(방에스터, 1989; 김재희, 1996; 성경림, 2001; 이순임, 

2002)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다.  

보건교사 업무분석과 관련된 연구에는 업무별 시간 량 분석(송화 , 

1989)에 관한 것이 있으며 학교보건의 실태분석(장관봉, 1993), 학교보건운

실태(박계순 등, 1998) 등 이다. 그러나 이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연

구대상자들이 특정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있거나 연구시기가 매우 달라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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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되는 학교보건기본방

향을 분석하고,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보건교사 업무개선 및 업무표준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된 16개 학교보건기본방향

을 분석하고,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 업무내용

을 분석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2002학년도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된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분

석한다.

나.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학교보건기본방향

매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기본방

향’을 학교보건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시달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각 학교로 시

달하는 학교보건사업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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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문 헌 고 찰

1. 학교보건사업 및 보건교사의 업무

학교보건 사업은 학생 개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학교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

의 학업을 위한 최적의 기능발휘를 위해 적절한 상태의 유지와 학생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학교보건사업은 

하나의 체계로서 학교의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수집된 보건정보를 근거로, 

달성 되어야 할 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방법이나 수단을 설정하여 

설정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활동을 한다(김화중 등, 1999).

학교보건사업이 최근의 학교인구 및 사회적 건강요구를 감안하여 그 목

적을 달성하려면, 사회․환경적 요소가 반 된 학교보건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단위에서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김

임, 2000). 

학교보건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면, 학생과 

교직원에게 발생한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질병이나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 3항에 의한 보건교사의 주요 

직무는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

찰과 학교교의의 건강상담․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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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

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의 자료수집․관리 카) 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②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③ 상병의 

약화방지를 위한 처치 ④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⑤ ①내지 ④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학교의 보건관

리이다. 이러한 보건교사의 업무는 크게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보건교육, 학교환경관리로 구분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 의료 환경의 변

천에 따라 전염병 관리로부터, 신체검사, 포괄적인 건강관리, 학교 보건교

육으로 역할수행의 중점이 변화되고 있다. 즉 예방 접종과 신체검사, 보건

실 건강관리로 대변되던 보건교사의 업무는 사고의 증가, 전염성질병의 감

소와 만성퇴행성질병의 증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으로 학

교에서의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건강증진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 보건교사 업무 관련 연구

현재 보건교사가 학교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석을 

위해 WHO의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조사한 결과(김 임, 1998)에 의하면 

학교 보건정책,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 유대관계, 개인 건강 

기술, 학교보건 서비스에 대한 7개 역, 총 60개 지표에 대해 5점 만점 중 

평균 3.35를 나타냈고,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의 업무수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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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인 학교보건사업요소 중 학교보건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보건의 실태 분석과 운 체계정립(장관봉, 1993) 연구에서 보건교사

의 역할은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고 보건관리

를 통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하고 학습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학교보건의 3요소인 보건교육과 보건관리, 보건환

경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항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학교보건 운 에 

있어서 이들 3요소 상호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호시차를 두

고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상호간 서로 보완관계에 있

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의 중요성을 고집한다면 학생들의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 보건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양호교사의 교사직무능력특성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유명순, 1997)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교사자질, 교수능력, 업무능력, 학생

지도 능력 외 교사직무능력이 교직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 발달하고 

있으며 그중 교수능력과 학생지도능력은 교직경력에 따른 능력감소 및 낮

은 능력점수로 인해 경력증가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교사의 교사직무능력은 일반교사와 공통점 및 차이점이 모두 존재하

으며, 이러한 보건교사의 교사직무능력을 촉진하는 요소 및 관련요인에 대

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교사의 교사직무 능력 특성에 적합한 연수 등의 직

무능력 발달 프로그램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으

로 보건교사의 자질 향상 및 교사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보건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성과 및 이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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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학생, 일반교사, 양호교사의 태도 및 실천분석(김

지주, 1988), 서울지역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학교간호업무 수행과정에 관한 

연구(김은희, 1988)결과 보건교사의 역할 실시 현황에서 보건교사가 수행하

고 있는 업무가 보건교육이나 학교보건 조직 운  등에 비해 보건실의 운

에 집중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호교사 업무분석(송화 , 1989)에서

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시간 량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와 보건교육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 다. 한 농촌지역 학교보건의 현황

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 전 등, 1996)에서는 양호(겸직)교사가 학교보

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건교육이었지만,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체질검사 및 예방접종으로 결과가 나와 연구

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상이 서울, 양평 등 특정 일부지역

으로 국한되어있고, 연구시기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교보건의 요구도 및 업

무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양호교사의 보조업무 수행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최 란, 이은숙, 

최순희, 2001)에서는 보건교사는 보조업무수행(담임교사 부재 시 보충수업, 

교직원 및 외래손님을 위한 다과나 차 준비, 금전수납, 교무실에서 전화 받

기와 지킴이, 급식업무)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으므로 보조

업무를 배제하며,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아울러 학교관리자의 협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학교보건 운 실태와 양호실 개선 방안에 관한 현장 연구(박계순, 정연

강, 염순교, 1998)에서는 보건실의 넓이를 교실 1칸(66㎡)넓이로 하며, 처치

실, 상담실이 구비되어야 하고, 보건실내에 교육실이 구비되어 있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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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시간 결손 및 학습자료 준비 상의 시간지체 등을 없앨 수 있고, 

보건교육시간에도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항상 상주할 수 있어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 하 다.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학교보건실태에 관한조사(김정수, 1978)에서는 일관

성이 있고 효과적인 체질검사의 실시와 안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종합병원을 개별적으로 연결시키고, 의료요원의 현행

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여 예전부터 체질검사의 문

제점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 신체검사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안(최 은, 2000)의 결

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생 신체검사가 실행에 어려움이 크고,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효과적인 신체검사 시행을 위해

서는 효율적인 문진표를 개발하고, 임상병리검사나 X-선 촬 을 포함해서 

시행하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질병을 선정하고, 주치의에게 

신체검사를 받아오게 하는 방법 등의 개선안을 초, 중, 고등학교에 따른 건

강 주안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밝혔다.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의 원인과 실태(이숙희, 1998)에서 성장이 급성장

하는 시기(초등 5, 6학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발견해 줄 필요성을 갖는다. 

School screening 이라 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체검사 실시 할 때에 등

심대의 질환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학교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학교보건 업무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16개시․

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분석하고,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업무를 분석하

여 초등학교 보건업무개선 및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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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학교보건기본방향과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

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보건교사 중 임시교사와 신규발령자를 제외

한 4016명중 설문에 응한 766명중 부 적절하다고 판단한 17명을 제외한 

749명(18.7%)을 대상으로 하 다.

3. 연구도구

가.  학교보건기본방향 분석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시달하는  2002학년도 ‘학교보건기본

방향’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나.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분석

보건교사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2002학년도에 16

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된 학교보건기본방향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

성한 후 보건교사 경력 5년 이상의 보건교사 3인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 



- 10 -

설문지구성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용

어, 문항 및 구성의 타당성에 대해 면담을 통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10 역으로 구분되며 총 74문항으로 구체적인 내

용은 근무지역, 연령, 최종 학력, 보건교사 경력, 교직근무 전 경력, 교육학 

이수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건교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6문항, 학

교 설립 주체,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특성 3문항, 연간 

학교보건 관리 계획 수립여부, 월간 학교보건 관리 계획 수립여부 등의 내

용을 포함한 학교 보건관리 계획 수립 2문항, 체격․체질․구강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교의․치과의수당, 병리검사, 척추 측만증 검사 대상 학

년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 12문항, 단체 예방접종에 관한 

학생 건강문제 예방에 관한 1문항, 시력관리, 성인병예방 및 비만관리, 구

강 보건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문제 관리 4문항, 보건교육(성교육포

함), 개인교육 및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보건교육 관련 10문항, 교

내 환경 위생관리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환경관

리 관련 12문항, 보건실 위치, 보건실 면적, 보건실 전용 냉․난방 시설유

무, 보건실 설치, 보건실 방문자수, 순회근무, 응급환자관리, 건강기록부전

산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보건실 관리 14문항, 학교 보건 기본 방

향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기타 역으로 10문항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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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가.  각 시도 학교보건기본방향 분석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북

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16개시․도 교육청에서 시

달된  2002학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학교보건의 목표 및 기본방향, 학생

건강검진, 학생건강문제예방, 건강문제관리, 학교보건교육, 학교환경관리, 

학교 보건실 관리 등 7 역으로 나누고, 실시방법 및 과정 등을 공통부분 

및 단일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나.  학교보건 업무 분석

 1) 설문지 작성

 2002학년도 16개 시․도 학교보건기본방향 분석을 통해 16개시․도 학

교보건 업무 중 공통부분 및 단일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으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작성 하 다.

 2)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 까지 2주 동안 보건교사관련 홈페이지(날

아라 보건교사, 한국학교보건연구회, 학교보건연구회 각 지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설문지를 올려, 자기평가방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

문조사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설문 응답은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 중 

임시교사와 신규발령자를 제외한 4,016명 중 766명이 하 고, 그중 부 적절

하다고 판단한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74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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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된 학교보건기본방향 내용을 기술통계

로 분석하 다.

나. 2002학년도 보건교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및 보건교사가 생각하는 

보건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술통계로 분석 하고 학교보건의 목표 

및 기본방향, 학생 건강검진, 학생 건강문제 예방, 건강문제관리, 학교 

보건교육, 학교 환경관리, 학교 보건실관리 등 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

구 사회적 특성 및 학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x²-test, t-test, 

ANOVA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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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 연 구 결 과

1. 2002학년도 16개 시․도의 학교보건기본방향 분석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된 2002학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김모임 등, 2002)과 학교보건기본방향에서 학교보건

사업을 역별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학교보건의 목표와 기본방향, 건강검

진, 학생건강문제예방, 건강문제관리, 학교보건교육, 학교환경관리, 학교보

건실 관리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표 1>.

가.  학교보건의 목표와 기본방향

학교보건의 목표와 기본방향의 내용 중 학교보건의 목표가 있는 시․도

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으로 16개 시․도 중 43.8%로 

1/2이 채 안된다. 학교보건기본방향은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명시

되어 있으며, 학교 보건계획 수립은 16개 시․도 중 서울, 대구, 대전, 인

천,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에만 있어 56.3%만 명시 되어

있다. 전북은 학교보건의 목표와 기본방향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건강검진

건강검진의 내용에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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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보건 기본방향 분석 (2002학년도 기준)          N=16개 시․도

특   성 실수 백분율

학교보건의 

목표 및 

기본방향

학교보건의 목표 7 43.8

학교보건 기본 방향 15 93.8

학교보건 계획수립 9 56.3

건강검진

학생체격․체질검사 16 100

학생 병리 검사 15 93.8

학생 성인병 등 난치병 예방관리 16 100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12.5

자비부담 건강검진(희망자) 6 37.5

학생 척추측만증 검사 16 100

학생건강문제

예방

예방 접종 16 100

교내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15 93.8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예방 14 87.5

건강문제관리

학생건강관찰 및 상담 16 100

시력관리 6 37.5

체중관리(비만관리) 16 100

구강건강관리 14 87.5

불소용액양치사업 11 68.8

학교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강화 16 100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 시수 기준 3 18.8

학교환경관리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대책 15 93.8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15 93.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12 75.0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비 12 75.0

학교 구내 식당 및 구내매점위생관리 1 0.06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보건 전문 인력확보 및 보건실 확충 16 100

순회근무 12 75.0

응급환자 조치 기준 2 12.5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5 31.3

학교보건업무 평가 7 43.8

학교보건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15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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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으로 학생 체격․체질․병리검사, 학생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관리 

및 의료비 지원, 척추 측만증 검사 등이 있다. 

학생 체격․체질․척추측만검사에 대해서는 16개시․도 모두(100%) 명

시되어 있으며,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뇨잠혈, 뇨ph), 혈액형검사를 각 지

역 학교보건원 또는 병․의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검사비는 학교운 비

에서 지급 하는 학생병리검사는 강원도를 제외한 15개시도(93.8%)에서 명

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신체검사실시 방법 중 16개 시․도 중 제주 한 

지역에서만 4학년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차원의 신체검사(현재 고1 종합검진

과 같음)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성인병 등 난치병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은 16개시․도 모두 있으나, 

교육청에서 난치병예방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대구, 경북 두 

곳이며, 다른 지역은 학교에서 난치병지원기관에 직접 의뢰하도록 하 다. 

척추 측만증 검사 대상이 대전은 5, 6학년이며 나머지 15개 시도는 5학년

이었으며, 척추 측만증 검진비를 도, 시,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위탁 검

진하는 지역은 경남, 충북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를 학생자비로 병원진료 하도록 되어있다. 

희망자에 한해 자비부담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남 등 6지역이다. 

다.  학생 건강문제 예방

학생 건강문제 예방 내용에는 예방접종, 교내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예방이 있으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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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있다. 교내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내용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93.8%)에서 명시되어 있고, 학생, 교직원들 대상으로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실시 및 유치원․초․중․고의 절대금연건물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흡연 등 약물남용예방은 서울,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87.5%)에서 명시되어있다.

라.  건강문제관리

건강문제 관리에는 학생건강관찰 및 상담, 시력관리, 체중관리(비만관리), 

구강건강관리,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중 학생건강관찰 및 상

담과 체중관리(비만관리)는 16개 시․도 모두 명시되어있으나, 시력관리에 

대해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북, 경북 등 6개 시․도(37.5%)에서만 

명시되어있고, 구강건강관리는 강원, 경북을 제외한 14개시도(87.5%)에서 

명시되어있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를 제외

한 11개 시․도(68.8%)에서 명시되어있다.

마.  학교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에서 학교 보건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은 16개 시․도 모두 

있으나,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시간수를 정해 시달한 지역으로 서

울은 주당 6시간 이상, 대구와 경북은 주당 3시간 이상으로 3곳만 명시되

어 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재량시간 또는 기타과목에서 학교자체계획

을 세워 수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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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환경 관리

학교 환경 관리에서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과 학교 교사 내 환경위

생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모두 시달되지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

리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정비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는 분리가 되

어 별도공문으로 시달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학교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위

생관리가 포함되어있다. 

사.  학교 보건실 관리

학교 보건실 관리에 관한 내용 중 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보건실확충은 

16개 시․도 모두 포함되어있다. 학교의사 위촉비는 16개 시․도중 7개 

시․도에서만 명시되어 있으며, 위촉비 지급 방법 또한 시․도마다 차이가 

있다. 학교보건기본방향에 명시된 것에 의해 보면, 지급 방법이 일반의와 

치과의를 각각 지급하는 방법과 일반의와 치과의를 합해서 지급하는 방법

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이 분명치 않은 지역도 있다. 일반의와 치과의를 각

각 지급하는 지역으로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이었으며, 지급방법을 보면 

서울, 인천, 대전은 각각 10,000원/학급당, 10학급미만은 100.000원/1개교를 

지급하며, 부산은 각각 8,000원/학급당을 지급한다. 일반의와 치과를 합해

서 지급하는 지역으로 대구, 경기, 충북 이며, 지급내용을 보면 10,000원/학

급당, 10학급 미만은 100,000원/1개교 이다.

학교 보건실 관리 업무 중에서 순회근무에 대해 서울, 인천, 경남, 전남

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에서 시달되었다. 학교보건기본방향에 제시

된 순회근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전과 제주, 충북은 겸임으로 발령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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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순회근무 횟수는 학교보건기본방향에 제시된 시․도 중에 충북 주 2회, 

울산 주 1-2회, 대구 월 2회 이상, 광주 월 1회 이상 등으로 충북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응급환자 조치 기준에 대해 명시된 지역으로는 

서울, 대구 두 곳뿐이며, 건강기록부 전산관리 방법에 대해 ‘학급담임이 전

산입력하고 보건교사 또는 교육정보부장이 관리 한다’로 업무분장이 명확

히 명시된 지역은 대구 한 곳 밖에 없다. 학교보건업무평가는 서울, 인천, 

충북, 충남,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 (43.8%)가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인천 학교보건기본방향에 학교 급식관리가 포함되어있으며, 기타 

서식 및 학생 질병관리 요령을 수록한 곳은 제주이며, 기본 근거자료와 상세

한 내용이 수록된 지역은 대전, 광주이며, 대구는 작년과 올해에 학교보건기

본방향의 주요변경 내용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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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분석

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한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보건교사의 연령은 31-40세가 54.7%로 가장 많고, 학력은 전문대(간호고등

학교 1명 포함) 28.4%, 대학교졸업 58.9%, 대학원이상 13.6%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교졸업 이상이 70%를 넘고 있다. 교직경력은 전체 대상자의 

35.9%가 6년에서 10년 사이의 교직경력자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 경력은 5

년 이하가 84.8%로 많았으며, 교직이수여부에서는 이수자가 92.3%로 대상

자의 대부분이 교직을 이수한 것으로 나왔다.      

            

<표 2>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                                  N=74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

20-30세 67 (8.9)

31-40세 410 (54.7)

41세 이상 272 (36.3)

교육정도

전문대학(간호고등학교1명 포함) 206 (28.4)

대학교졸업 441 (58.9)

대학원이상 102 (13.6)

교직경력

1-5년 151 (20.2)

6-10년 269 (35.9)

11-15년 146 (19.5)

16년 이상 183 (24.4)

임상 경력
5년 이하 635 (84.8)

6년 이상 114 (15.3)

교직이수 여부
이수 691 (92.3)

미 이수 5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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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 과 같다.

학교 설립의 주체는 국공립이 대상의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급

수는 18-42학급이 47.2%로 가장 많았다. 학생수는 600명 이하(38.2%), 

601-1500명(38.6%), 1501명 이상(23.2%)로 나와 600명 이하와 601-1500명

의 분포가 비슷하 다. 각 지역의 학생수를 비교해 본 결과, 지역과 학생수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경남, 전남, 제주, 전북, 강원, 경북은 학생수가  

600명 이하인 비율이 높았고, 울산은 1501명이상인 경우가 전체학교의 

58.3%나 되었다<표 4>.

<표 3> 학교의 일반적 특성                                       N=74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학교설립의 주체

국공립 740 (98.8)

사립 9 (1.2)

학급수

1-17학급 263 (35.2)

18-42학급 353 (47.2)

43학급이상 133 (17.7)

학생수

600명 이하 286 (38.2)

601-1500명 289 (38.6)

1501명 이상 27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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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지역별 학생수 분포                                     실수(%)

지역
학생수 구분

600명 이하(%) 601-1500명(%) 1501명이상(%)

서울(n=64)
5 32 27

(7.8) (50.0) (42.2)

부산(n=49)
6 28 15

(12.2) (57.1) (30.6)

대구(n=23)
3 13 7

(13.0) (56.5) (30.4)

광주(n=21)
0 13 8

(0) (61.9) (38.1)

대전(n=28)
1 20 7

(3.6) (71.4) (25.0)

인천(n=31)
1 19 11

(3.2) (61.3) (35.5)

울산(n=24)
2 8 14

(8.3) (33.3) (58.3)

경기(n=123)
20 54 49

(16.3) (43.9) (39.8)

강원(n=45)
32 9 4

(71.1) (20.0) (8.9)

경북(n=79)
58 15 6

(73.4) (19.0) (7.6)

경남(n=58)
27 18 13

(46.6) (31.0) (22.4)

전북(n=46)
31 13 2

(67.4) (28.3) (4.3)

전남(n=52)
30 19 3

(57.7) (36.5) (5.8)

제주(n=16)
10 5 1

(62.5) (31.3) (6.3)

충북(n=42)
24 16 2

(57.1) (38.1) (4.8)

충남(n=48)
36 7 5

(75.0) (14.6) (10.4)

계
286
(38.1)

289
(38.6)

17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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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교보건업무분석

1) 학교 보건관리 계획 수립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의 학교보건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분석하

다. 연간 보건계획 수립은 대상자의 99.3%가 연간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며, 월간 보건계획 수립은 매월 수립하는 경우가 50.3%, 필요시만 수립

하는 경우가 36.6%로 나왔으며, 13.1%는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2) 건강검진

건강검진관련 항목에는 신체검사 실시시기, 체격․체질․구강검사 실시

방법, 신체검사 개선방안, 혈액형 검사대상, 뇨 검사 대상, 척추 측만 검사 

대상 및 검사방법, 척추측만검사 개선방안이 분석되었다. 

가) 신체검사실시시기

신체검사실시 시기는 4월(15%), 5월(84.8%), 6월(0.7%)로 나와 5월에 신

체검사를 가장 많이 실시하 다.

나) 체격검사방법

체격검사 방법으로는 ‘보건교사계획 및 관리에 의해 담임교사가 실시하

되 일부 종목은 보건교사가 실시한다’가 50.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모

두 보건교사가 실시한다’가 8.9%로 나와 보건교사가 체격검사 중 한 종목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총 59.6% 로 나왔으며, ‘보건교사가 계획하고 담임

교사가 실시한다’는 37.5%로 나왔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건교사계획 및 관리에 의해 담임교사가 

실시하되 일부 종목은 보건교사가 실시한다’는 항목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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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지역별 체격검사 방법                                                                    실수(%)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강

원

경

기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충

북

충

남

담임실시

37 34 12 13 12 28 13 4 81 9 21 3 5 0 3 6

(57.8) (69.4) (52.2) (61.9) (42.9) (90.3) (54.2) (8.9) (65.9) (11.4) (36.2) (6.5) (9.6) (0) (7.1) (12.5)

보건교사

+담임실시

20 15 11 8 16 2 11 24 39 59 27 33 43 15 31 26

(31.3) (30.6) (47.8) (38.1) (57.1) (6.5) (45.8) (53.3) (31.7) (74.7) (46.6) (71.7) (82.7) (93.8) (73.8) (54.2)

보건교사

전 종목실시

2 0 0 0 0 0 0 16 1 7 4 9 4 1 8 15

(3.1) (0) (0) (0) (0) (0) (0) (35.6) (0.8) (8.9) (6.9) (19.6) (7.7) (6.3) (19.0) (31.3)

기타

5 0 0 0 0 1 0 1 2 4 6 1 0. 0 0 1

(7.8) (0) (0) (0) (0) (2.3) (0) (2.2) (1.6) (5.1) (10.3) (2.2) (0) (0)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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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특히, 제주(93.8%), 전남(82.7%), 충북(73.8%)에서 높게 나왔다. 보건

교사 계획 및 관리에 의해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경우는 인천(90.3%), 부산

(69.4%), 경기(65.9%)순으로 나왔다. ‘보건교사 계획 및 관리에 의해 보건

교사가 전 종목을 실시한다’ 는 항목에 6개 광역시 모두에서는 한 건도 없

으며, 특히 제주에서는 담임교사가 전부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모든 

보건교사가 한 종목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건교사의 연령 및 학

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체격검사를 한 종목이상 실시하는 비율이 높

았다<표 6>.

<표 6> 보건교사 연령 및 학생수별 체격검사 방법                실수(%)

구분

체격검사방법

보건교사계획

담임실시

일부

보건교사실시

전 종목

보건교사실시
기타 계

보건교사

연령

20-30 16 48 3 0 67

(n=67) (23.9) (71.6) (4.5) (0) (100)

31-40 145 207 49 9 410

(n=410) (35.4) (50.5) (12.0) (2.2) (100)

41이상 120 125 15 12 272

(n=272) (44.1) (46.0) (5.5) (4.4) (100)

학생수

1-600 15 200 62 9 286

(n=286) (5.2) (69.9) (21.7) (3.1) (100)

601-1500  151 125 5 8 289

(n=289) (52.2) (43.3) (1.7) (2.8) (100)

1501이상 115 54 0 5 174

(n=274) (66.1) (31.0) (0) (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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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검사 중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종목(중복답변)으로 시력(39.7%)이 가

장 많았고, 가슴둘레(29.5%), 색신(19.1), 청력(14.3%), 키(10.3%), 체중

(10.3%), 앉은키(6.9%) 순으로 나왔다. 가슴둘레는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

사가 남자일 경우 보건교사가 대신 측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색

신, 청력검사는 1차 담임교사가 실시 후 검사결과가 이상으로 나온 경우 

보건교사가 재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키, 몸무게, 앉은키 등은 자동

신체계측기로 동시에 측정이 되고, 건강기록부 전산에 자동입력 되는 것으

로 보건실 컴퓨터에 연결된 경우가 많아 보건실에 설치가 되어있고 이동이 

불편하여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 체질검사실시 방법

체질검사 방법으로 ‘교의가 전교생을 특정 한 두 종목만 검사’하는 방법

(36.4%)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특정항

목만 검사 한다’(31.8%), ‘교의가 전교생을 건강기록부에 표시된 항목 모두 

검사 한다’(15.9%),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건강기록부에 표시

된 항목 모두 검사 한다’(9.9%), ‘학생 개개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결

과지를 가져온다’(4%), ‘기타’(5.6%) 로 나왔다.

지역과 학생수에서 실시방법별 차이가 있었다. 교의가 전교생을 특정 한 

두 종목만 검사하는 경우가 높은 지역을 보면 제주(68.8%), 전남(65.4%), 

충남(58.3%) 순이었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을 종합검진차원의 신체검사

(현재 고1 종합검진과 같음)를 시행하는 제주에서는 보건교사가 1차 스크

린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표 7>. 학생수가 작을수록 교의가 전교생

을 검사하는 방법이 높으며, 학생수가 많을수록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특정항목만 검사하는 방법이 높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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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지역별 체질검사 방법                                                              n=759   실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교의가 전교생 

전 종목실시

5 3 1 4 1 2 1 10 16 18 11 15 9 3 8 12

(7.8) (6.1) (4.3) (19.0) (3.6) (6.5) (4.2) (22.2) (13.0) (22.8) (19.0) (32.6) (17.3) 18.8 19.0 25.5

보건교사 1차스크린 후 

교의 전 종목실시

5 4 6 1 2 5 4 5 17 5 10 1 2 0 5 2

(7.8) (8.2) (26.1) (4.8) (7.1) (16.1) (16.7) (11.1) (13.8) (6.3) (17.2) (2.2) (3.8) (0) (11.9) (4.2)

보건교사 1차스크린 후 

교의 특정항목실시

24 31 9 7 9 13 15 14 50 15 17 9 6 2 11 6

(37.5) (63.3) (39.1) (33.3) (32.1) (41.9) (62.5) (31.1) (40.7) (19.0) (29.3) (19.6) (11.5) (12.5) (26.2) (12.5)

교의가 전교생

특정항목실시

20 7 5 8 10 5 4 15 35 36 17 20 34 11 18 28

(31.3) (14.3) (21.7) (38.1) (35.7) (16.1) (16.7) (33.3) (28.5) (45.6) (29.3) (43.5) (65.4) (68.8) (42.9) (58.3)

학생개별 병원방문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7)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0 4 2 1 3 6 0 1 5 5 3 1 1 0 0 0

(15.6) (8.2) (8.7) (4.8) (10.7) (19.4) (0) (2.2) (4.1) (6.3) (5.2) (2.2) (1.9) (0) (0) (0)

 



- 27 -

<표 8> 학생수별 체질검사방법                                   실수(%)

구분 1-600(n=286) 601-1500(n=289) 1501이상(n=174)

교의실시 231 (80.8) 113 (39.1) 48 (27.6)

보건교사 1차 스크린 후 
교의실시

49 (17.1) 149 (51.6) 114 (65.5)

학생이 병원 방문하여 실시 6 (2.1) 27 (9.3) 12 (6.9)

라) 구강검사 실시 방법

구강검사방법은 ‘치과의가 학교에 방문하여 전교생을 건강기록부 구강검

사 난에 표시된 항목을 모두 검사 한다’가 8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학생 개개인이 지정된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결과지를 가져온다’(7.6%), ‘기

타’(3.1%)로 나왔다. 이는 체질검사에서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종목만 검사는 방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마) 신체검사개선방안

신체검사개선방안으로 ‘고1 학생들처럼 1, 4학년만 종합검진실시 한

다’(75.7%), ‘1, 4학년만 학생 개인이 자비로 병원을 방문하여, 종합검진 후 

결과지 제출(12.7%)한다’로 1, 4학년 종합검진 하자(88.4%)는 의견이 많았

다.

바) 교의수당

교의수당은 학교보건기본방향에 제시되지 않은 시․도도 있으며, 지급금

액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의(체질검사) 및 치과의(구강검사) 

각각 학급당 약 5,000원∼15,000원 또는 10학급 미만인 경우 1개교당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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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역별 일반의(체질검사) 및 치과의(구강검사) 수당             (원)

지역
학교보건기본방향에 제시된 

교의 위촉비 기준

각 학교 평균지급액(학급당)

일반의 치과의

서울
일반의, 치과의 각 10,000원/학급당

10학급 미만 100,000원/전체
10,023 9,907

부산
일반의, 치과의 각 8,000원/학급당

10학급 미만 80,000원/전체
8,877 8,845

대구 10,000원/학급당 8,584 8,584

광주 ․ 9,523 17,832

대전
일반의, 치과의 각 10,000원/학급당

10학급 미만 100,000원/전체
9,259 9,459

인천 일반의, 치과의 각 10,000원/학급당 7,488 8,009

울산 ․ 8,853 8,853

강원 ․ 9,175 9,098

경기
10,000원/학급당

10학급 미만 100,000원/전체
6,666 5,945

경북 ․ 5,903 5,903

경남 ․ 7,757 7,757

전북 ․ 11,471 11,471

전남 ․ 10,030 10,030

제주 ․ 10,509 11,595

충북 10,000원/학급당 6,419 6,697

충남 ․ 8,699 8,699

       

사) 혈액형 및 뇨 검사 대상

혈액형 검사방법으로는 1학년 전체(또는 희망자) 및 6학년 미확인자만 

검사하는 경우가 55.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외 방법으로 ‘1학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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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검사한다’(32.4%), ‘1학년 중 희망자(혈액형 미 확인자 포함)만 검사 

한다’(11.9%) 로 나왔다. 소변검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가 100%

로 나왔다.

아) 척추 측만 검사 대상과 검사방법 및 개선방안

척추 측만증 검사 대상은 5학년(81.0%), 5, 6학년(16.0%), 전교생(1.5%), 

안한다(1.3%) 순이었다. 

척추 측만증 검사방법으로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

하여 개별 정 검사를 하도록 하여 결과지를 가져오게 한다’(37.2%)는 방

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역별로는 인천(80.6%), 대구(73.9%), 서울

(68.8%), 부산(63.3%), 광주(61.9%)등에서 많이 나왔다<표 10>. 다음으로 

‘체질검사 시 교의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 하여 개별 정 검사

를 하도록 하여 결과지를 회수 한다’(21.9%),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

상자만 학교에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 검사 한다’(12.4%), ‘교육청에서 지

정한 곳에서 일괄 검사 한다’(16.4%), ‘학교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1차 

검진 및 정 검사 모두 실시 한다’(7.1%) 순으로 나왔다.

특히, 지역적으로 충북(85.7%), 경남(82.8%)에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

서 일괄검사 한다’ 는 의견이 많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수가 많을수록 ‘보건교사가 1차 검

사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 하여 개별 정  검사를 하도록 하여 결과지를 가

져오게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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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각 지역별 척추측만증 검사방법                                               N=749       실수(%)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강

원

경

기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충

북

충

남

보건교사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개별정 검사

44 31 17 13 12 25 4 25 43 6 0 4 30 8 0 17

(68.8) (63.3) (73.9) (61.9) (42.9) (80.6) (16.7) (55.6) (35.0) (7.6) (0) (8.7) (57.7) (50.0) (0) (35.4)

보건교사 1차 검진 후 

이상자만 학교에서 기관에의뢰

3 0 1 1 4 0 17 3 4 55 1 2 2 0 0 0

(4.7) (0) (4.3) (4.8) (14.3) (0) (70.8) (6.7) (3.3) (69.9) (1.7) (4.3) (3.8) (0) (0) (0)

학교에서 기관에 

의뢰하여 일괄검사

14 0 0 3 2 2 0 1 22 0 3 1 0 0 4 1

(21.9) (0) (0) (14.3) (7.1) (6.5) (0) (2.2) (17.9) (0) (5.2) (2.2) (0) (0) (9.5) (2.1)

교의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만 개별정 검사

1 7 0 4 10 3 2 13 48 10 0 19 19 7 2 19

(1.6) (14.3) (0) (19.0) (35.7) (9.7) (8.3) (28.9) (39.0) (12.7) (0) (41.3) (36.5) (43.8) (4.8) (39.6)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괄검사

1 9 1 0 0 0 0 0 1 3 48 18 0 0 36 6

(1.6) (18.4) (4.3) (0) (0) (0) (0) (0) (0.8) (3.8) (82.8) (39.1) (0) (0) (85.7) (12.5)

안 한다
1 0 2 0 0 0 0 3 1 0 0 1 0 0 0 1

(1.6) (0) (8.7) (0) (0) (0) (0) (6.7) (0.8) (0) (0) (2.2) (0) (0) (0) (2.1)

기타
0 2 2 0 0 1 1 0 4 5 6 1 1 1 0 4

(0) (4.1) (8.7) (0) (0) (3.2) (4.2) (0) (3.3) (6.3) (10.3) (2.2) (1.9) (6.3) (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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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보건교사연령 및 학생수에 따른 척추측만 검사 방법           실수(%)

구분

 보건교사 연령(세) 학생수(명)

20-30 31-40 41이상
X²
(p)

1-600
(n=286)

601-1500
(n=289)

1501이상
(n=174)

X²
(p)

보건교사나 교의가
1차 검진 후, 

병원에 2차 의뢰

48
(71.6)

292
(71.2)

196
(72.1)

9.720
(0.045)

197
(68.9)

209
(72.3)

130
(74.7)

3.783
(0.436)

1,2차 검진
모두의료기관

12
(17.9)

105
(25.6)

59
(21.7)

70
(24.5)

69
(23.9)

37
(21.3)

기타, 안 한다
7

(10.4)
13
(3.2)

17
(6.3)

19
(6.6)

11
(3.8)

7
(4.0)

이에 반하여, 척추 측만증검사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에서 의료기관에 의

뢰하여 1차 검진 및 정 검사 모두 실시한다’(31.0%),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괄검사 한다’(20.6%)로 의료기관에서 1차 검진 및 정 검사를 모

두 하자는 의견(51.6%) 이 많았다. 이 외 방법으로 ‘체질검사 시 교의가 1

차 검진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 하여 개별 정 검사를 하도록 하여 결과지

를 회수 한다’(20.7%),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 하여 

개별 정  검사 하도록 하여 결과지를 회수 한다’(11.6%),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학교에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 검사 한다’(11.7%)로 나

왔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괄검사를 하고 있는 충북, 경남지역에서는 

현행방법대로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괄 검사 하자’(각각 53.4%, 

50.0%)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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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보건교사연령 및 학생수별 학교임의 예방접종               실수(%)

구분
보건교사 연령(세) 학생수(명)

20-30 31-40 41이상 1-600 601-1500 1501-2001

한다
(n=117)

21
(31.3)

67
(16.3)

29
(10.7)

80
(28.0)

25
(8.7)

12
(6.9)

안한다
(n=632)

46
(68.7)

343
(83.7)

243
(89.3)

206
(72.0)

264
(91.3)

162
(93.1)

3) 학생 건강문제 예방

학교임의 단체 예방 접종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84.4%로 실시하는 경

우보다 더 많았다. 지역별로 학교임의 단체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32.6%), 충남(31.3%), 충북(31.0%), 경북(29.1%), 강원

(24.4%), 대전(17.9%), 울산(12.5%), 전남(11.5%), 부산(10.2%), 대구(8.7%), 

제주(6.3%), 경기(3.3%)로 나왔으며, 서울, 광주, 인천지역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며, 보건교사 연령 및 학생수가 적을수록 학교임의 단

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12>.

4) 건강문제관리

건강문제관리 관련 항목에는 시력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 학생

성인병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 여부가 분석되었다.

가) 시력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

중복답변으로 보건교육 및 상담(39.7%)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통신문 발송(39.3%), 조도관리(10.4%), 눈 체조(5.7%), 보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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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식지(5.1%) 순이었으며, 그 외 방송교육, 좌석배치, 게시물, 홈페이지

를 통한 자료제공 등의 방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나) 학생성인병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

중복답변으로 보건교육 및 상담(57.1%), 가정통신(40.3%), 정기적 비만도 

측정(30.8%), 정기적 성인병 혈액검사(17.5%), 운동프로그램(9.8%), 교내 비

만관리 프로그램 운 (4.7%), 방송교육(4.7%)등의 순으로 나왔으며, 그 외 

보건소식지, 게시물,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 등

의 방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실시한다’(57.5%)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지역적으

로 인천은 불소용액양치를 100%로 실시하며, 부산(98.0%), 서울(92.2%), 전

북(78.3%), 충남(75.0%), 전남(67.3%), 강원(64.4%), 충북(64.3%), 광주

(52.4%), 제주(50.0%), 경남(46.6%), 경기(37.4%), 대구(34.8%), 경북

(30.4%), 대전(14.3%), 울산(8.3%) 순으로 나왔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불소

용액 양치 실시율이 높게 나왔다<표 13>.

<표 13> 학생수별 불소양치 유무                               실수(%)

구분

학생수

1-600(n=286) 601-1500(n=289) 1501이상(n=174)

한다 192 (67.1) 155 (53.6) 84 (48.3)

안한다 94 (32.9) 134 (46.4) 90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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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교 내 구강 보건실

지역별 학교 내 구강 보건실 설치 유․무를 보면 설치하지 않은 곳이 

94.0%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설치된 곳을 보면, 제주

(12.5%)가 가장 많았고, 전북(10.9%), 대전(10.7%) 등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지역은 설치율이 10%이하이고, 서울은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 여부와 불소용액양치 실시와의 관계는 X²(p) 

값이 6.358(0.12)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5) 학교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 관련 항목에는 수업형태, 정기적 수업, 비정기적 수업, 보

건수업시간, 보건교육형태 개선방안, 보건수업 담당교사 개선방안, 보건교

사가 실시하는 적당한 주당 보건수업시간이 분석되었다.

가) 수업형태 및 개선방안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형태는 정기적(45.3%), 정기적+

비정기적(33.5%), 비정기적(21.1%) 순으로 나왔으나,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건수업 교육형태는 ‘보건교과로 정규보건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5.1%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나) 정기적 및 비정기적 수업 시 표시과목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실시할 때, 수업표시과목이 

체육(46.2%), 체육+재량(30.3%), 기타(8.9%), 재량(8.4%) 순으로 나와 체육

교과를 수업표시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실시할 때, 수업표시과목이 기타(22.2%), 체육(21.2%), 재량(18.2%), 보결

(18.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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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당 보건수업시간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당 보건수업 시간 수는 1-3시간/

주(38.7%), 4-6시간/주(49.9%), 7-9시간/주(8.8%), 10시간 이상/주(2.7%)로 

평균 1일 1시간 정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급당 연간 총 

보건교육시간의 평균을 보면, 학생수가 600명 이하인 학교는 12.57시간/학

급당/연간, 601-1501명인 학교는 5.61시간/학급당/연간, 1501명이상인 학교

에서는 4.34시간/학급당/연간 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주당 보건수업 시간은 몇 시간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견 또한 1-3시간/주

(18.6%),  4-6시간/주(61.2%), 10-12시간/주(14.0%), 7-9시간/주(5.0%)로 나

와 평균 1일 1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현

재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당 보건수업시간과 유사하 다. 

라) 보건수업 담당교사 개선방안

초등학교 보건수업 담당교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으로, ‘보

건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76.5%),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하여야 

한다’(23.0%) 순이었다. 보건교사 연령 및 학급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고, 보건교사 연령 및 학급수가 많을수록 보건교

사와 담임이 함께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마) 보건수업 주제별 보건교사연령, 학생수, 보건교사 교육정도에 

따른 수업 시간 수

지역, 보건교사연령, 학생수에 대하여 보건수업 주제별 학급당 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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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보건교사 연령, 학생수에 따른 수업주제별 전 학년 연간 학급당 수업

시간

구분

성교육 흡연약물 비만 양 질병위생 안전 구강 총보건

교육 

F(p)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연

령

20-30 26.22±16.45 7.67±1.58 4.85±5.35 7.28±7.09 5.60±6.02 5.46±4.81

3.303

(0.037)
31-40 21.55±16.50 6.91±5.54 3.91±4.73 7.42±9.45 4.88±5.69 4.05±4.56

41이상 20.36±19.99 7.02±6.78 3.11±5.52 6.01±10.59 3.89±5.83 3.89±5.10

학

생

수

1-600 29.46±16.61 9.44±6.31 7.12±5.85 13.53±11.99 8.88±6.44 7.00±5.75

184.780

(0.000)
601-1500 17.87±16.10 5.86±5.29 1.96±3.18 3.15±4.47 2.16±3.06 2.66±2.77

1501이상 14.59±16.18 4.94±5.16 1.00±2.77 2.20±4.37 1.52±3.36 1.78±3.06

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교사의 연령 및 학생수가 적을수록 학급당 

보건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수업주제별로는 성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며 질병위생, 흡연 및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순이다<표 14>.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수업 주제별 수업 시간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전 학년 성교육 수업시수는 서울이 가장 낮고, 전북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 학년 흡연 및 약물오남용 수업시수는 울산이 가장 낮고, 

전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 학년 비만예방 및 양관리, 질병예방 및 

위생, 안전교육, 구강보건 수업시수 모두 인천이 가장 낮고, 충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 학년 총 보건교육 수업 시간 수는 울산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인천, 제주, 경남, 전남, 충북, 강

원, 경북, 전북 순이었으며 충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본 연구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18-42학급 기준으로 학년별 보건교

육주제를 보면 1, 2학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제는 성교육(53.5%), 구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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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 지역에 대한 수업주제별 전 학년 학급당 수업시간 수

성교육
흡연, 

약물오남용
비만예방 질병예방위생 안전교육 구강보건 총 교육

평균 ± S.D 평균 ± S.D 평균 ± S.D 평균 ± S.D 평균 ± S.D 평균 ± S.D 평균 ± S.D

서울 14.51±10.57 6.36±4.27 0.72±1.42 1.86±2.76 1.53±2.75 2.14±3.41 27.14±16.68

부산 15.29±6.67 4.40±2.35 1.80±2.33 2.12±2.79 1.87±2.83 2.10±1.71 27.59±14.70

대구 17.13±16.86 5.91±3.76 1.13±2.20 2.00±3.69 1.04±2.01 1.82±2.27 29.04±25.90

광주 17.19±14.57 6.05±4.82 1.00±1.61 3.38±6.27 1.90±3.03 2.33±1.74 31.86±27.70

대전 19.43±14.62 5.36±3.34 1.00±2.02 1.60±3.37 2.10±3.27 2.25±2.90 31.75±16.93

인천 29.70±33.11 7.39±11.36 0.19±0.60 0.48±1.34 0.6±1.33 1.80±2.97 40.23±43.08

울산 15.46±8.41 2.71±2.31 1.41±2.64 2.75±5.00 1.83±3.37 2.63±3.02 26.79±19.37

강원 26.80±17.32 5.76±5.19 5.31±4.55 8.60±7.84 5.64±5.09 5.42±4.48 58.82±30.71

경기 19.43±21.42 9.09±5.91 2.33±4.68 4.81±6.14 2.86±4.55 3.30±3.98 38.51±37.38

경북 25.34±18.76 7.91±7.53 6.03±5.85 11.00±10.40 7.12±6.19 5.63±5.33 64.22±41.31

경남 22.62±14.62 10.37±5.70 4.50±5.82 6.63±7.30 5.72±6.85 4.93±5.87 52.33±38.58

전북 31.45±16.03 10.37±5.85 5.65±4.40 12.72±16.58 6.13±5.86 5.76±4.40 72.09±40.73

전남 21.29±16.77 6.44±4.42 5.05±6.91 9.37±11.29 5.96±6.81 5.15±5.36 53.27±42.48

제주 20.00±10.17 7.50±4.86 3.69±4.03 8.94±7.85 6.13±5.95 4.18±4.23 50.44±31.55

충북 23.57±15.00 7.05±5.62 5.95±4.81 10.19±10.04 6.80±5.50 4.69±5.02 58.26±38.85

충남 22.65±11.84 10.31±6.49 9.00±5.77 17.15±14.24 12.02±6.55 8.15±7.32 79.27±41.08

계 21.54±17.49 7.02±5.99 3.70±5.10 6.90±9.71 4.58±5.80 4.12±4.79 47.85±38.04

(20.8%), 질병예방 및 위생(8.9%)이 고, 3, 4학년에서는 성교육(42.5%), 질

병예방 및 위생(16.0%), 흡연 및 약물오남용(15.3%), 5. 6학년에서는 성교육

(53.2%), 흡연 및 약물오남용(19.2%), 질병예방 및 위생(9.76%)등이 많이 실시

되었다. 전 학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주제로는 성교육이었다.

바) 개인교육 및 상담

1일 평균 개인교육 및 상담인원수를 학생수별로 비교해 보면, 학생수가  

600명 이하인 경우 3.36±3.69명/1일, 601-1500명인 경우 7.09±8.47명/1일, 



- 38 -

1501이상인 경우는 9.12±14.26명/1일 로 나와 학생수가 많을수록 인원수가 

증가하 다.

개인교육 및 상담의 주제(중복 답변)로는 질병예방 및 위생(21.4%)로 가

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17.5%), 비만예방 및 양관

리(16.1%), 구강보건(11.5%), 안전교육(10.5%), 흡연 및 약물 오․남용

(8.4%), 교우관계(8.39%), 가족문제(3.4%), 진로 및 장래문제(1.1%), 학업

(0.5%), 사제관계(0.38%) 순으로 나왔다. 

6) 학교환경관리

교내환경위생관련 항목에는 저수조(물탱크)담당자 및 개선방안, 먹는 물 

공급방법, 정수기 및 냉온수기 사용학교 관리방법 및 개선방안, 학교소음 

및 진동관리, 학교 일반폐기물 관리, 교실조명도 관리, 교실 온도․환기관

리, 학교방역대책 및 관리 담당자가 분석되었다.

가) 저수조(물탱크)담당자 및 개선방안

저수조 및 위생 점검 담당은 저수조 청소 기안은 보건교사가 하고 나머

지는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36.1%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저수조 청소 

기안 및 확인 등 모든 사항을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29.8%, 모든 사

항을 보건교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27.8%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실에서 모두 담당하는 지역으로는 대전(96.4%), 서울

(85.9%), 인천(71.0%)이었고, 보건교사가 모두 담당하는 경우는 충남

(60.4%), 경남(60.3%), 경북(46.8%)이었다.

보건교사 연령 및 학생수별 관리방법으로는 보건교사연령 및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교사연령 및 학생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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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보건교사 연령 및 학생수별 저수조 청소 담당자, 먹는 물 공급방법, 정수

기관리자                                                        실수(%)

구분

보건교사 연령 학생수

20-30 31-40 41이상 X²(p)
1-600

(n=286)

601-1500

(n=289)

1501이상

(n=174)
X²(p)

저수조

청소담당

보건+

행정실

19 152 100

19.53

(0.003)

97 106 68

63.414

(0.000)

(28.4) (37.1) (36.8) (33.9) (36.7) (39.1)

보건

교사

23 129 56 115 51 42

(34.3) (31.5) (20.6) (40.2) (17.6) (24.1)

행정실
19 102 102 49 121 53

(28.4) (24.9) (37.5) (22.0) (54.3) (30.5)

기타
6 27 14 25 11 11

(9.0) (6.6) (5.1) (53.2) (3.8) (6.3)

먹는물

공급방법

정수기
48 271 192

5.76

(0.450)

146 220 145

90.156

(0.000)

(71.6) (66.1) (70.6) (51.0) (76.1) (83.3)

끓인물
16 110 65 125 46 20

(23.9) (26.8) (23.9) (43.7) (15.9) (11.5)

개별

지참

0 18 10 5 17 6

(0) (4.4) (3.7) (1.7) (5.9) (3.4)

기타
3 11 5 10 6 3

(4.5) (2.7) (1.8) (3.5) (2.1) (1.7)

정수기

관리자

보건+

행정실

13 138 79

16.33

(0.012)

66 112 52

34.983

(0.000)

(22.0) (36.7) (31.5) (26.6) (41.5) (31.0)

보건

교사

38 183 112 141 111 81

(64.4) (48.7) (44.6) (56.9) (41.1) (48.2)

행정실
4 29 36 12 31 26

(6.8) (7.7) (14.3) (4.8) (11.5) (15.5)

기타
4 26 24 29 16 9

(6.8) (6.9) (9.6) (11.7) (5.9) (5.4)

많을수록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16>. ‘저수조(물탱크) 

업무 담당은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기안 및 관리 모두 

행정실에서 처리해야한다’(86.2%)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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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먹는 물 공급 방법 

먹는 물 공급 방법으로는 정수기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 끓

인 물을 제공한다가 25.2%, 개인별 지참이 3.7%, 기타 2.5% 로 나왔다. 학

생수에 따라 공급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학생수가 많을수록 정수기를 사

용하는 경우가 높았다<표 16>.

정수기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보건교사와 행정실이 함께 관리하는 곳으로

는 인천(67.7%), 울산(47.8%), 서울(45.3%), 부산(39.1%), 전북(39.1%) 순이

며, 보건교사가 전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은 충남(83.3%), 전남

(66.7%), 광주(61.9%), 경북(60.6%), 대구(57.1%), 경기(57.0%)순으로 나왔

다. 행정실에서 모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으로는 대전(70.4%), 부산

(26.1%), 서울(21.9%), 강원(12.8%) 순이었다. 끓인 물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으로 경북(70.9%), 경남(63.8%), 제주(56.3%) 다. 

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방법 및 개선방안

정수기 관리담당자로 ‘수질검사 및 필터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보건교사가 관리 한다’(44.5%), ‘수질검사만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관리 한다’(30.7%) 로 나와, 보건교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75.2%로 높게 나왔으며,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는 9.2% 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방법은 연령과 학생수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연령과 학급수가 많을수록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비율이 높아졌

다<표 16>.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으로는 ‘모두 행정실에서 관리

한다’(55.7%), ‘수질검사만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관리

한다’(38.1%) 순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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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내 환경위생관리 담당자

소음 및 진동, 교실 조명 관리, 교실 온도 및 환기 관리담당자에서는 ‘특

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각각 58.3%, 48.6%, 56.9%)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행정실에서 관리 한다’(각각 12.7%, 25.0%, 20.7%)가 

나왔다. 폐기물 관리 담당자로는 행정실(61.1%)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17.9%), 환경부에서 관리(17.6%) 순

으로 나왔다. 학교방역 관리 담당자로는 보건교사(72.8%)가 가장 많았다.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관리 담당자로 환경부(31.4%), 윤리부(30.7%), 

보건교사(28.2%), 행정실(6.5%) 순으로 나왔으며, 학생수별로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을 보면 600명 이하 55.6%, 601-1500명은 14.9%, 1501명 이

상은 5.2%로 나와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 담당 비율이 높게 나왔으

며, 지역별로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을 보면 충남(77.1%), 제주(68.8%), 

충북(64.3%), 경남(56.9%) 경북(40.5%), 전북(19.6%), 대구(8.7%), 대전

(7.1%), 경기(4.9%), 광주(4.8%), 서울(4.7%), 울산(4.2%)순으로 나왔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담당 개선방안을 보면 환경부(39.7%), 윤리부

(31.1%), 행정실(25.4%), 보건교사(0.3%)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나왔다.

7)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 보건실관리 관련 항목에는 보건실의 층수, 방향, 위치, 면적, 보건실 

설치개선방안, 학교에서 직접병원 후송이 필요한 경우 환자후송 담당자, 건

강기록부 전산입력․관리 담당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이 되었다. 

보건실의 위치로는 1층(67.7%), 남쪽(63.8%), 중앙(57.5%)이 가장 많으며, 이 

외 2층(27.8%), 3층(4.5%), 동쪽(16.4%), 북쪽(10.8%), 서쪽(8.9%) 로 나왔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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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 면적에서 교실 반 칸이 78.5%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교실 한 칸(12.0%), 

교실 반 칸 이상 한 칸 미만(9.2%)로 나왔다. 학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실 면적이 좁고, 학생수가 많을수록 보건실 면적이 넓

게 나왔다. 보건실 설치 개선방안으로는 ‘보건교육실이 함께 있는 보건실로 교

실 한 칸 반 이상’(90.5%)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건실에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54.3%로 있는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왔으

며,  난방시설은 71.4%가 있어 난방시설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냉방시

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건실에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를 보면 

전남(84.6%), 강원(84.4), 충북(83.3%), 전북(82.6%), 경남(79.3%), 충남(79.2%), 

경북(75.9%), 제주(75.0%), 부산(67.3%), 울산(50.0%)등이었다. 보건실 냉․난방 

시설에서 학생수에 유의하게 나왔으며, 학생수가 많을수록 설치율이 높게 나왔

다<표 17>. 응급상황 지침마련에서 2002년도에는 응급상황지침이 마련된 경우

가 59.9% 으나, 2003년도에는 77.4%가 마련되어 그 수가 증가했다. 학생수에 

유의하게 나왔으며, 학생수가 많을수록 지침마련 비율이 높게 나왔다<표 17>. 

응급환자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학교에서 직접 병원 후송이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 담당자로 ‘보건교사가 후송한다’(49.4%), ‘담임이 후송하

되 응급상황에 따라 보건교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45.9%) 로 나와 보건교

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왔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후송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표 17>. 제주에서는 담임이 후송하는 경우는 없

고, 보건교사(81.3%), 담임이 후송하되 응급상황에 따라 보건교사가 동행한다

(18.8%)로 나와 보건교사가 후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왔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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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학생수별 보건실 관리업무                               실수(%)

구분

학생수

1-600
(n=286)

601-1500
(n=289)

1501이상
(n=174)

X²(p)

보건실
냉방

있다
64 162 116

106.016
(0.000)

(22.4) (56.1) (66.7)

없다
222 127 58

(77.6) (43.9) (33.3)

보건실 
난방

있다
162 228 145

50.608
(0.000)

(56.6) (78.9) (83.3)

없다
124 61 29

(43.4) (21.1) (16.7)

응급환자
관리지침 
2002

있다
132 166 121

8.726
(0.13)

(56.6) (57.4) (69.5)

없다
124 123 53

(43.4) (42.6) (30.5)

응급환자
관리지침 
2003

있다
198 232 150

20.016
(0.000)

(69.2) (80.3) (86.2)

없다
88 57 24

(30.8) (19.7) (13.8)

응급환자
후송담당

담임
4 4 7

22890
(0.001)

(1.4) (1.4) (4.0)

보건교사
164 131 75

(57.3) (45.3) (43.1)

담임+
보건교사

107 151 86

(37.4) (52.2) (49.4)

기타
11 3 6

(3.8) (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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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지역별 학교에서 직접병원후송이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담당                                     실수(%)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강

원

경

기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충

북

충

남

담임

1 0 0 2 0 0 0 0 4 2 0 2 0 0 0 4

(1.6) (0) (0) (9.5) (0) (0) (0) (0) (3.3) (2.5) (0) (4.3) (0) (0) (0) (8.3)

보건교사

29 36 13 2 18 10 14 25 43 34 44 19 22 13 20 28

(45.3) (73.5) (56.5) (9.5) (64.3) (32.3) (58.3) (55.6) (35.0) (43.0) (75.9) (41.3) (42.3) (81.3) (47.6) (58.3)

담임+보건교사

32 11 10 17 9 19 9 19 72 41 12 24 29 3 22 15

(50.0) (22.4) (43.5) (81.0) (32.1) (61.3) (37.5) (42.2) (58.5) (51.9) (20.7) (52.2) (55.8) (18.8) (52.4) (31.3)

기타

2 2 0 0 1 2 1 1 4 2 2 1 1 0 0 1

(3.1) (4.1) (0) (0) (3.6) (6.5) (4.2) (2.2) (3.3) (2.5) (3.4) (2.2) (1.9) (0)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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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록부 전산 입력 및 관리에서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를 기

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34.2%), ‘입

력․관리 모두 보건교사’(32.7%),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가 한

다’(26.6%) 순으로 보건교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입력․관

리 모두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72.9%), 경북

(67.1%), 제주(62.5%), 강원(62.2%), 전남(59.6%), 충북(57.1%), 전북

(56.5%), 경남(36.2%), 경기(8.9%), 울산(8.3%), 대구(4.3%), 대전(3.6%), 서

울(3.1%)로 나왔다. 입력․관리 모두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가 한건도 없는 

지역은 부산, 광주, 인천뿐이다. 학생수별로 보면, 600명 이하인 경우 보건

교사가 전부 입력하는 경우가 78.3%, 담임 및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경우가 

16.0%, 601-1500명인 경우 보건교사가 전부 입력하는 경우가 9.6%, 담임 

및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경우가 45.6%, 1501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사가 입

력하는 경우 3.8%, 담임 및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경우 39.8%로 나와, 학생

수가 많을수록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하는 비율이 낮고, 담임이 입력하고 

보건교사가 관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건강기록부 전산 입력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으로 ‘입력은 담임, 관

리는 보건교사가 한다’(40.9%),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보건교사가 입력 한다’(31.0%),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

교사 및 정보담당(부장)’(21.4%)로 나와 관리는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의

견(71.9%)이 높게 나왔다.

상담 및 처치를 위한 1일 평균 보건실 방문자수는 평균 24.07명으로 학

생수가 많을수록 방문자수가 많다<표 19>. 2001명 이상인 경우 하루 평균 

90.62명이 방문한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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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학생수별 상담 및 처치를 위한 1일 평균 보건실 방문자수

학생수(명)
1일 평균 상담 및 처치를 위한 보건실 방문자수

평균±SD F p

1-600 8.49±6.33 8.247 0.000

601-1500 22.75±9.43

1501 이상 51.86±23.64

순회근무는 지역별 차이가 많았는데, 같은 지역에서도 순회근무를 순번

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순회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각 지역에서 

현재 순회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 중 연간 평균 순회근무 횟수를 비교

해 보았다<표 20>.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는 순회근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지역(광주, 울산, 경기, 경북, 충북 등)도 있으나, 변함이 없거나(부

산, 강원, 경남, 전남 등), 더 늘어난 지역(대구, 제주 등)도 있다.

 

8) 기타

기타 업무관련에는 안전공제업무담당자 및 개선방안, 보건교사소속, 화장

실관리유무, 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보건업무 중 가

장 자신 있는 업무 및 자신 없는 업무, 동시에 보건업무가 일어났을 때 가

<표 20> 각 지역별 순회근무 하고 있는 보건교사 중 연간 평균 순회근무 횟수

년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강
원

경
기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충
북

충
남

2002 0 9.71 17.6 3 0 0 7.67 10.27 6.86 10.02 39.19 11.97 10.37 57.5 64.96 28.6

2003 0 9.71 19.9 0 0 0 1.5 10.11 0 8.97 39 10.21 10.12 59.38 31.37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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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 보건반 또는 학생 단체활동 조직운 , 교직원 건

강검진 관리방법이 분석되었다.

안전공제 업무담당자로 ‘모든 업무를 행정실에서 한다’(36.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안 및 서류만 담임교사가 하고,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에

서 처리 한다’(27.5%), ‘기안 및 서류만 보건교사가 하고, 그 밖의 업무는 행

정실에서 처리 한다’(19.5%)로 나왔다. <표 21>에서 보면, 울산에서는 ‘모든 

업무를 행정실에서 한다(66.7%), ’기안 및 서류만 담임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에서 한다‘(33.3%)로 보건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제주

에서는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가 한다‘(50.0%), ’기안 및 서류만 보건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에서 한다‘(18.8%)로 68.8%가 보건교사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안전공제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학생수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22>. 

<표 21> 지역별 안전공제업무 담당자                              실수(%)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강

원

경

기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충

북

충

남

행정실
7 4 6 4 10 14 16 21 10 45 32 20 29 2 18 33

(10.9) (8.2) (26.1) (19.0) (35.7) (45.2) (66.7) (46.7) (8.1) (57.0) (55.2) (43.5) (55.8) (12.5) (42.9) (68.8)

보건

교사

8 14 3 0 1 2 0 2 22 4 10 3 4 8 8 3

(12.5) (28.6) (13.0) (0) (3.6) (6.5) (0) (4.4) (17.9) (5.1) (17.2) (6.5) (7.7) (50.0) (19.0) (6.3)

담임+

행정실

29 4 4 13 6 14 8 14 47 22 11 10 12 2 7 3

(45.3) (8.2) (17.4) (61.9) (21.4) (45.2) (33.8) (31.1) (38.2) (27.8) (19.0) (21.7) (23.1) (12.5) (16.7) (6.3)

보건

교사+

행정실

15 27 9 3 10 1 0 6 35 7 4 4 5 3 9 8

(23.4) (55.1) (39.1) (14.3) (35.7) (3.2) (0) (13.3) (28.5) (8.9) (6.9) (8.7) (9.6) (18.8) (21.4) (16.7

기타
5 0 1 1 1 0 0 2 9 1 1 9 2 1 0 1

(7.8) (0) (4.3) (4.8) (3.6) (0) (0) (4.4) (7.3) (1.3) (1.7) (19.6) (3.8) (6.3)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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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학생수별 기타 보건업무                                   실수(%)

구분

학생수

1-600
(n=286)

601-1500
(n=289)

1501이상
(n=174)

X²(p)

안전공제 
담당자

행정실
143
(50.0)

82
(28.4)

46
(26.4)

47.271
(0.000)

보건교사
31

(10.8)
38

(13.1)
92

(12.3)

담임+
행정실

59
(20.6)

95
(32.9)

206
(27.5)

보건교사+
행정실

37
(12.9)

66
(22.8)

146
(19.5)

기타
16

(47.1)
8

(2.8)
34
(4.5)

화장실
관리

한다
190
(66.4)

110
(38.1)

52
(29.9) 73.090

(0.000)
안한다

96
(33.6)

179
(61.9)

122
(70.1)

안전공제회 업무담당 개선방안으로는 ‘기안 및 서류만 담임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 한다’(51.1%), ‘업무 모두 행정실에서 해야 한

다’(41.7%)로 나와 담임교사와 행정실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교사 소속으로는 체육부(61.4%)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14.2%), 교무

부(12.0%), 없다(4.5%), 보건부(4.4%), 환경부(2.0%), 윤리부(1.5%) 순이었

다.

업무분장에 화장실관리가 없다(53.0%), 있다(34.8%), 없지만 한다(12.1%)

로 나와 실제 화장실관리를 하는 경우가 46.9%나 되었으며, 학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22>. 실제 화장실 관리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지역

으로 광주(85.7%), 서울(82.8%), 울산(75.0%), 대전(71.4%), 충북(64.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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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61.7%), 경기(57.7%), 전북(54.3%), 대구(52.2%), 경남(51.7%)순이었으며, 

실제로 화장실 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87.5%), 충남

(85.4%), 전남(76.9%), 경북(68.4%), 부산(51.0%) 등이었고, 학생수가 적을

수록 화장실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업무에서는 보건수업(58.1%),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41.1%)로 나왔

다. 가장 자신 있는 보건업무는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55.4%)가 가장 많았

고, 다음이 보건수업(32.7%), 상담(7.6%), 신체검사(3.9%)로 나왔으며, 가장 

자신 없는 보건업무로 교내환경위생관리(63.4%), 보건수업(19.5%), 상담

(13.5%),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2.3%), 신체검사(1.3%)로 나왔다. 

보건업무 수행 중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처리

하는 것으로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98.8%), 보건수업(0.8%)으로 나왔다. 

보건반 또는 학생 단체 활동 조직 및 운 은 86.1%가 하지 않았고, 지역

과 보건교사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운 을 하는 경우를 지역별로 보

면 충남(45.8%), 충북(38.1%), 강원(17.8%), 경기(17.1%), 인천(12.9%), 경남

(12.1%), 대전(10.7%), 부산(10.2%), 대구(8.7%), 울산(8.3%), 경북(7.6%), 

제주(6.3%), 전남(5.8%), 서울(4.7%), 전북(2.2%)순 이었고, 광주는 한곳도 

운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보건교사 경력 중 6-10년 사이에서 

보건반 또는 학생 단체 활동 조직 및 운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교직원 건강검진 관리방법으로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가 관리(86.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교사는 공지만 하고 모든 업무는 행

정실에서 관리한다가 8.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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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시달되는 학교보건사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보건기본방향’을 16개 시․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지

역별 학교보건의 실태와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보건에 대한 방향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 는데, 인터넷이 보건교

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므로 설문대상자인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인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교사 관련 홈페이지에 

보건교사들만 로그인 하여 들어갈 수 있는 회원 게시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을 통한 설문조사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전국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설문조

사를 한 것에 의의가 크며, 설문조사 참여자가 인터넷을 통한 보건정보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젊은 연령층이 설문에 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존에 연구 대상자와 연령에서 큰 차이가 없

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가.  16개 시․도 학교보건기본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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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16개 시․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역간의 학교보건기본방향의 수준에 차이가 많았음을 확인하

다. 기본업무 외에 서식 및 학생질병관리 요령, 수행방법 및 기본 근거자

료와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지역들은 학교보건관리방향 작성 시 보건교사

와 교육청과의 긴 한 관계로 보건교사의 참여로 내용의 수준이 다른 지역

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

라 학교보건업무의 기본은 동일하게 유지 된 학교보건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각 시․도별 학교보건기본방향의 세부내용별 차이를 보면, 건강검진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이 가장 효율적인 신체검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

는 초등학교 1, 4학년을 대상으로 종합검진하자는 의견과 학교의사 위촉비

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있어 학년 초 학교의사 위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질검사 시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

요한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제주 한 지역에서만 초등4학년을 대상으

로 종합검진차원의 신체검사(현재 고1 종합검진과 같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청에서 난치병예방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도로 대구, 경북 

두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의 난치병 어린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료적 수혜

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척추측만증 검사 검진비를 도, 시, 군에서 예산

을 부담하여 위탁 검진하는 지역은 경남, 충북으로 이 경우 척추측만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추후관리가 쉬우나,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교

사나 담임교사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를 학생자비로 병원진료토록 하는 경

우는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실시함으로써  업무가 가중되고, 병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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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검진하는 경우보다 검진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1차 검진 후 이상

아동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결과 및 추후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난치병예방을 위한 의료비 및 척추측만증 검사 검진비를 각 시, 도, 

군에서 지원하여 16개 시․도 모든 학교보건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

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학교보건교육의 내용 중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시수 및 표시과목

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제로 학교 보건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보

건교사의 수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수업을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보건실 관리에 관한 내용 중 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보건실확충은 

16개 시․도 모두 시달되지만, 실제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 시․도 마다 차

이가 많다. 2002년 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이 

98.15%로 가장 높고, 제주 43.27%로 낮게 배치되어 있어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로 인근 학교 보건교사가 순회근무

를 하는 경우 업무가 과중되고 순회근무 시 업무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순회근무를 실시 할 경우 소속교 및 

순회교에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보건업무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명시하

고, 순회근무 출장비 등을 명시하여 보건교사가 순회근무로 인한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환경관리 내용 중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정비는 환경부나 타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분리되어 별도 공문

으로 시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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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분석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학생수 및 학급수의 기준은 학생수 분류는 7.20 교

육여건개선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2)에서 초․중등학교의 최대 학급당 학

생수 목표를 35명 이하로 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 학급당 학생수기준을 35

명으로 하 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둔 이유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역별

로 한 학급당 학생수가 9.6명에서 46.1명으로 분포되어 차이가 많았기 때문

이다. 학급수 분류는 18학급 미만, 18-42학급, 43학급이상 3집단으로 나누

었는데, 이것의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배치하는 것(33조)과 43학급이상의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2명의 교감을 배치하는 것(36조)을 고려하

다. 총학생수의 분류도 학생수 및 학급수 분류의 기준에 따라 18학급미만

은 600명 이하, 18-42학급은 601-1500명, 43학급 이상은 1501명 이상으로 

분류하 다. 

건강검진 내용 중 체질검사 방법으로 ‘교의가 전교생을 특정 한 두 종목

만 검사한다’(36.4%)와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특정항목만 검사 

한다’(31.8%)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체질검사의 목적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지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보건교사에 의해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아동을 이미 1차 스크린을 한 후 교의가 검진을 하게 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질병을 확인하는 경우 밖에 되지 않고, 어떤 학생은 

건강검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보건교사 업무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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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차 스크린을 위한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가 더 과중 된다. 또한 교의

가 체질검사 종목 중 한두 종목만 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

어 모르고 있던 건강상 문제를 발견할 기회가 적고,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

진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신체검사 개선방안으로 1, 4학년 종합검진 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결과는 김정수(1978)의 연구에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체질검사의 실시와 

안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종합병원을 개별적

으로 연결시키고, 의료요원의 현행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

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김 임(2000)의 연구결과 중 현재 고등학

교 입학 시에 실시되는 종합검진제도를 중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입학 시로 점차 확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척추 측만증 검사 대상은 5학년이 가장 많아 이숙희(1998)의 연구에서 

척추관리는 성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초등 5, 6)부터 관심을 가지고 발견해 

줄 필요성을 갖는다고 한 내용에 부응한다. 척추측만 검사 방법에서 학생

수가 많을수록 보건교사가 1차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교사의 업무

가 과중됨을 알 수 있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학년을 대상으로 종

합건강검진을 실시 할 때 척추측만증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

법으로 사료된다.

학교건강문제예방 내용 중 학교보건관리방향에서 제시된 ‘예방접종은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에 시행하고, 학교 임

의로 병․의원등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단체접종은 일체 금지한다(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 표준예방접종지침 이행 철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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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임의 단체예방접종을 16.6%가 실시하 고, 학생수가 적을수록 실시율

이 높아 학생수가 적은 경우 보건교사가 학교보건관리 방향에 금지시킨 업

무까지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문제관리 내용 중 16개 시․도 학교보건관리 방향에 시력관리에 관

한 내용이 6개 시․도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보건교사 대부분

이 시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학교보건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것은 지침에 없어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보건교육 내용 중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실시

할 때, 수업표시과목을 46.2%가 체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김

임(1998)의 연구결과에서 보건교육교과가 94.2%가 체육인 것 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2000년 1․2학년, 2001년 3․4학년, 

2002년 5․6학년실시) 실시로 인한 ‘창의적 재량활동(재량)’시간이 생기면

서 재량시간을 이용하면서 나온 결과로 보이며,  비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실시할 때, 수업표시과목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은 수업 

시 담임교사와 협의 하에 적당한 교과를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교

과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교육실시율은 99.9%로 일부 초등학교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재희 

재인용, 1996)에서 74%,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 임, 

1998)에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이 98.4%로 나온 것과 비교하

면 보건교육 실시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초등학교 보건교

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건수업 교육형태는 ‘보건교과로 정규보건수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95.1%로 가장 많이 나와 김재희(1998)연구에서 밝힌 

정규보건교과개설 95.0%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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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보건수업담당교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으로, ‘보

건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76.5%),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하여야 

한다’(23.0%) 순이었다. 이 결과는 중등대상으로 연구한 김재희(1996)연구

결과 보건교사가 담당 해야한다는 의견이 93.1%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학급수가 많을수록 보건업무의 과중 및 김 임(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학급수가 많으면 주당 수업시수가 많아져 수업 중 환자 발생 시 어려움으

로 수업을 기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고, 담임위주의 교육방

식인 초등과 교과별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등의 차이와, 초등이 중등

에 비해 학급수 및 학생수가 많아 업무과중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18-42학급 기준으로 학년별 보건

교육주제를 보면, 전 학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성교육이었고, 다음으

로 질병예방 및 위생, 흡연 및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등이었는데, 김 임

(1998)의 연구 결과에서는 1-4학년에서는 구강보건과 개인위생에 관한 교

육을 많이 하 고, 5, 6학년에서는 성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성교육이 고학년인 5, 6학년에서 주로 하던 것이 전 학

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성교육 조기교육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및 처치를 위한 1일 평균 보건실 방문자수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방

문자수가 많아 보건교육 및 상담 등 다른 보건업무의 실시율이 떨어지거나 

보건교사 업무가 과중됨을 볼 수 있다.

개인교육 및 상담의 주제(중복 답변)로는 질병예방 및 위생, 성교육 및 

성상담, 비만예방 및 양관리, 구강보건, 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나와 보건

교육주제 내용과 유사하여 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중학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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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장 희(2001) 연구에서 보면 상담주제로 1위는 학업, 진로문제 2위 

성장발달(키, 몸무게) 3위 이성교제 4위 성문제 상담으로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 급별 상담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보건실관리에서 보건실의 위치가 3층, 동쪽, 북쪽, 서쪽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으며, 면적이 교실 반 칸이 많았고, 보건실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

우가 많아 학교보건기본방향에 의한 조건, ‘보건실의 규모는 일반교실(66

㎡) 1칸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최소한 교실 0.5칸 이상으로 

설치한다. 위치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채광․통풍이 좋은 곳으로 

교문 입구에서 가깝고 교사의 출입구 쪽이면서 남향이며 교사 전체의 중심

부에 위치한 중간층 또는 본관 1층 중앙이나 교사로부터 가까운 별도의 건

물에 위치하여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실 면적이 좁고, 냉난방시설

이 없는 것으로 나와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실 환경이 열악함을 볼 수 있

다. 

2002년도에 학교보건관리방향에 응급상황지침 마련이 제시된 지역은 서

울과 대구 두 지역 뿐 이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침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고,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지침마련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는 응급상황지침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 자체 내에서 마련된 경우가 많

고, 학생수가 많을수록 지침을 마련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율이 높아 효율적인 응급상황처리 방법 모색 및 보건교

사의 법적보호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순회근무는 지역별 차이가 많았는데,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볼 때 순

회근무 횟수가 감소한 경우는 2002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 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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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②항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순회근무를 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의 향 및 보건교사 배치증가 등으로 보이며, 횟수가 

증가한 경우는 학급수가 줄어 보건교사 배치가 감소되었거나, 신설교 중 

18학급 미만으로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증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순

회근무 실시 등 해당 지역교육청의 순회근무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순회근무제도는 보건교사 미 배치교에 학교보건사업을 전문적으

로 수행할 보건교사 부재로 학교보건사업의 대상자인 학생 및 교직원이 전

문적인 학교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되었

는데, 이는 보건교사 1인이 소속학교 및 순회교를 동시에 학교보건업무를 

관리함으로써 시간적, 환경적 제한 및 업무의 과중으로 순회교 뿐만 아니

라 소속학교에서도 효율적인 학교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러한 순회근무의 문제점으로 2003년부터 순회근무실시 횟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않은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학교

보건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밖에 보건업무 수행 중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로 나왔으며, 보건실 개선방안

으로 보건교육실이 함께 있는 교실 한 칸 반 이상으로 나온 것은 박계순, 

정연강, 염순교(1998) 연구결과 문제점으로 제시된 교실수업 중 응급환자 

문제와 관련을 지어보면, 보건실내 교육실이 구비되어 있음으로써 보건교

육시간결손 및 학습자료 준비 상의 시간지체 등을 없앨 수 있고, 보건교육

시간에도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항상 상주 할 수 있어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과 일맥상통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로 보건수업이며, 가장 자신 없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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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건수업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볼 때, 보건수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가.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시달 공문 중 학교보건기본방향 만을 분석하

고, 단일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은 분석되지 않았다. 

나. 설문에 응한 보건교사가 749명이나 되었지만 16개 시․도 별로 각 

지역 보건교사에 대한 응답률이 11.19% ∼ 35.56% 로 지역별 차이가 있었

고, 동일한 시․도내에 각 지역교육청별 분포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응답율

이 전국 초등학교 전체 보건교사의 18.7%밖에 되지 않아 전체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의견이 최대로 반 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

다. 학교 보건 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에 보건교사에 대해서만 조사

되었고, 학교 보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리자 및 일반교사, 행정직등 다른 

직급에 대한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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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 업무

를 분석하여 보건교사 업무표준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 16개 

시․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분석하고,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설문을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2002년 4월 14일부터 4월26일 까지 보건교

사관련 홈페이지에 올려 설문에 응답한 7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

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

균 및 표준편차,  x²- test, t-test, ANOVA 로 분석 하 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2학년도 16개 시․도의 학교보건기본방향 분석

학교보건목표 및 기본방향 중 ‘학교보건의 목표’가 있는 시․도는 서울, 대

전,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으로 16개 시․도 중 1/2이 채 안된다.  

건강검진 내용 중 학생 체격․체질․척추측만검사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모두(100%) 명시되어있고, 학생병리검사는 강원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93.8%)에서 명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신체검사실시 방법 중 16개 시․도 

중 제주 한 지역에서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차원의 신체검사

(현재 고1 종합검진과 같음)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난치병예방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대구, 경북 두 곳이며, 다른 지역은 학교에서 난치

병지원기관에 직접 의뢰하도록 하 으며, 척추 측만증검사 대상이 대전은 5, 

6학년이며 나머지 15개 시도는 5학년이다. 척추 측만증 검진비를 도,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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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위탁 검진하는 지역은 경남, 충북이며 이를 제외한 나

머지 시도에서는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를 학생자비로 

병원진료 하도록 되어있다. 

학교보건교육 내용 중 학교 보건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은 16개시․도 모두 

있으나,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 시간수를 정해 시달한 지역은 서울 

주당6시간이상, 대구, 경북 주당3시간 이상으로 세 곳뿐이고, 나머지 시․도

에서는 재량시간 또는 기타과목에서 학교자체계획을 세워 수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정비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는 분리가 되어 별도공문으로 시달되고 있고, 서울에서

는 학교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위생관리가 포함되어있다. 학교의사위촉비는 16

개 시․도중 7개 시도에서만 제시되어 있으며, 위촉비 지급 방법 또한 시․

도마다 차이가 있었고, 학교 보건실 관리 업무 중에서 순회근무에 대해 서울, 

인천, 경남, 전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시달되었다. 응급환자 조치 기준

에 대해 명시된 지역으로는 서울, 대구 두 곳뿐이며, 건강기록부 전산관리 방

법에 대해 ‘학급담임이 전산입력하고 보건교사 또는 교육정보부장이 관리 한

다’로 업무분장이 명확히 명시된 지역은 대구 한 곳 밖에 없다.

그 밖에, 인천 학교보건기본방향에 학교 급식관리가 포함되어있으며, 기타 

서식 및 학생 질병관리 요령을 수록한 곳은 제주이며, 기본 근거자료와 상세

한 내용이 수록된 지역은 대전, 광주이며, 대구는 작년과 올해에 학교보건기

본방향의 주요변경 내용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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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분석

가.  학교와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

각 지역의 학생수를 비교해 본 결과, 지역과 학생수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경남, 전남, 제주, 전북, 강원, 경북은 학생수 600명이하인 비율이 

높았고, 울산은 1500명이상이 전체학교의 58.3%나 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1-40세 가 전체 보건교사의 1/2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학

교졸업이상이 70%를 넘고 있다. 

나.  학교보건 업무분석

학교보건업무를 크게 학교보건 관리 계획수립, 학생 건강문제 예방, 건강

문제 관리, 학교보건교육, 학교환경관리, 학교보건실 관리, 기타 등 8개 역

으로 나누어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학교보건업무를 요약해 보았다. 

1) 학교보건관리 계획수립

연간 보건계획은 보건교사 대부분이 수립하는 것으로 나왔고, 월간 보건

계획 수립은 50% 정도가 매월 수립하는 것으로 나왔다.

2) 건강검진

건강검진항목에서 체격검사 방법으로는 학생수가 적을수록 체격검사 항

목의 일부 또는 전 항목을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고, 학생수가 

많을수록 보건교사 계획 및 관리에 의해 담임이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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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검사 방법으로는 교의가 전교생을 특정 한 두 종목만 검사하는 방법

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학생수가 적을수록 건강기록부에 제시된 체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 항목을 교의가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고, 학생수가 많

을수록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을 종합검진차원의 신체검사(현재 고1 종합검진과 같음)를 

시행하는 제주에서는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구강검사 방법에서는 학생수와는 관계없이 건강기록부에 제시된 구강검진 

항목을 모두 치과의가 검사하는 것으로 나왔다. 신체검사 개선방안으로는 

1, 4학년을 종합검진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교의수당은 지역별로 차

이가 있으며, 일반의(체질검사) 및 치과의(구강검사) 각각 학급당 5,000원∼

15,000원 또는 10학급 미만인 경우는 100,000원/1교당 을 지급하 다.

혈액형 검사에서는 학생수와 관계없이 1학년 전체(또는 희망자) 및 1-6

학년 중 미 확인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나왔다. 척추측만증 검사

대상은 대부분 5학년을 대상으로 하 다.

3) 학생건강문제 예방 및 건강문제 관리

학교 임의 단체 예방 접종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84.4% 으며, 학생수

가 적을수록 학교임의 단체예방접종 실시율이 높았다. 시력관리를 위해 보

건교육 및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조도관리, 눈체조 등의 방법을 실시하

고, 학생 성인병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해 보건교육 및 상담, 가정통신, 정

기적 비만도 측정 등의 방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57.5%의 실시로 다소 높게 나왔으며, 학생수가 적

을수록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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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보건 교육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형태는 정기적, 정기적+비정기적, 

비정기적 순으로 나왔으나,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건

수업교육형태는 ‘보건교과로 정규보건수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95.1%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실

시할 때 체육교과를 수업표시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정기

적으로 보건수업을 실시할 때는 정기적인 수업과는 달리 체육과 재량보다 

기타 과목이 더 많았다.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건수

업시간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보건수업 시간 수가 4-6시간/주 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학급당 연간 총 보건교육시간을 보

면 학생수가 적을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인교육 및 상담인원

수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보건수업 담당교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으로 보

건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수업주제별로는 성교육

이 가장 많이 실시되며, 질병위생, 흡연 및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순이었으

며, 보건수업주제별 수업 시간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전 학년 총 보건

교육수업시수는 울산이 가장 낮으며, 충남이 가장 높게 나왔다. 

5) 학교환경관리

저수조, 정수기 관리 및 학교 환경 위생 정화 담당자로는 학생수가 적을

수록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왔다. 먹는 물 공급 방법으로는 

정수기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수가 많을수록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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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보건실 관리

보건실에 냉난방시설 및 보건실 면적에서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설치율 

및 면적이 높게 나왔다. 

응급상황 지침마련에서 2002학년도에 비해 2003학년도에 지침을 마련한 

경우가 더 많았고, 학생수가 많을수록 2003학년도 응급환자 관리지침마련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응급환자 발생시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후송

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건강기록부 전산 입력 및 관리에서 보건교사 연령 및 학생수가 많을수록 

담임이 입력하고 보건교사가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담 및 처치를 위한 1일 평균 보건실 방문자수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방

문자수가 많았다. 보건교사 중 연간 평균 순회근무 횟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02학년도에 가장 많이 하는 지역으로 충북, 제주, 경남, 충남 등이었다. 

2002학년도에 비해 2003학년도에는 순회근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지역(광

주, 울산, 경기, 경북, 충북 등)도 있으나, 별 차이가 없거나(부산, 강원, 경

남, 전남 등), 더 늘어난 지역(대구, 제주 등)도 있다. 

7) 기타

안전공제 업무담당자로 업무를 모두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에서는 대부분의 보건교사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업무분장에 보건교사가 화장실관리를 하는 경우가 46.9%나 되었으며, 학

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화장실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서는 보건수업,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로 나왔다. 가장 자신 있는 보건업무는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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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았고, 가장 자신 없는 보건업무로 교내환경 위생관리 다. 보건

반 또는 학생 단체 활동 조직 및 운 은 86.1%가 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

교사 경력 중 6-10년 사이에서 보건반 또는 학생 단체 활동 조직 및 운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교직원 건강검진관리방법으로는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가 관리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학교보건업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지역과 학생수 는데, 각 지역에 따라 학생

수 분포 차가 크게 있었으므로 지역별 차이보다는 학생수의 차이에 의해 

학교보건업무수행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측면에서 보면 학교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학교보건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으나, 보건교

사 측면에서는 시설관리, 행정적인 업무 및 환경정화관리 등 타부서에서 

수행해야할 업무 등 고유의 보건업무이외 업무를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실 환경 또한 열악하 으며, 학생수가 많은 경우 보건실관리 업

무 증가로 인하여, 보건교육 및 상담의 횟수는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학교 내의 유일한 보건전문 인력인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학교

보건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학교보건사업의 대상자인 학

생 및 교직원이 질적, 양적으로 균등한 학교보건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학

생수에 따른 학교보건업무 표준화 지침이 있어야 하며, 전 학교에 보건교

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학생수에 따른 적정한 수의 보건교사 배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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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수별 학교보건업무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야겠다.

둘째, 보건교사가 고유의 보건업무이외 주어지는 시설관리, 행정적인 업

무 및 환경정화관리 등 타 부서에서 수행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을 배제하

여 보건교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근

거하여 43학급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교감2인을 두는 것과 같이 학생

수가 1501명 이상인 경우 1교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보건 사업의 

대상자인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보건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균등히 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넷째,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수행 및 

평가를 하기위해 장학지도 및 감독을 할 학교보건전문가로 보건교사출신의 

보건 전문직(장학사)이 16개 시․도 및 각 지역교육청에 1인 이상 배치되

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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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 송포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입니다. 현재 연

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이번 설문은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실

시하는 것입니다.

전국 16개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되는 학교보건기본방향이 일관적이지 않고 다

양하며, 보건교사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및 방법이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교사업무 표준정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

달되는 학교보건기본방향 및 보건교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업무를 분

석하여, 보건교사 업무개선 및 업무표준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의견이 꼭 필요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선생님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업무개선 및 

업무표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이 정 렬

연 구 자 전 소 은

※연구결과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maroz@kebi.com 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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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2002년(작년)업무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보건교사 인구사회적 특성

  1. 현재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광주 ⑤ 대전 ⑥ 인천 ⑦ 울산 ⑧ 강원 

   ⑨ 경기 ⑩ 경북 ⑪ 경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제주 ⑮ 충북  충남

  2. 선생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세

  3. 선생님의 최종 졸업하신 학교는?

   ① 간호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간호대학 및 학사과정 

   ④ 대학원재학    ⑤ 대학원졸업이상

  4. 보건교사 현재 총 경력은?(2003년3월1일자기준)        년       개월

  5. 보건교사 근무 전에 임상이나 다른 업무 경력은?       년       개월

  6. 교직을 이수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학교특성

  1. 학교설립의 주체는?

   ① 국공립  ② 사립

  2. 학급수는?            학급

  3. 총 학생수는?           명

 

C.학교보건관리 계획 수립

  1. 연간 학교보건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월간 학교보건관리계획을 매월 수립합니까?

   ① 매월 수립한다. ② 필요시만 수립한다. ③ 수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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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건강검진

  1. 체격․체질․구강검사는 평균 몇 월에 실시합니까?

   ① 3월  ② 4월  ③ 5월  ④ 6월  ⑤ 7월

  2. 체격검사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① 보건교사 계획 및 관리에 의해 담임교사가 실시

   ② 보건교사 계획 및 관리에 의해 담임교사가 실시하되 일부종목은 보건교

사가 실시

   ③ 보건교사 계획 및 관리에 의해 보건교사가 전 종목 실시

   ④ 기타

    2-1 체격검사 중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종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3. 체질검사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① 교의가 전교생을 건강기록부에 표시된 항목을 모두 검사한다.

   ②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건강기록부에 표시된 항목은 모두 검

사한다.

   ③ 보건교사가 1차 스크린 후 교의가 특정항목만 검사한다.

   ④ 교의가 전교생을 시진 또는 청진 등 한두 종목만 검사한다.

   ⑤ 학생개개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결과지를 가져온다

   ⑥ 기타 

  4. 구강검사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① 치과의가 학교에 방문하여 전교생을 건강기록부 구강검사 난에 표시된 

항목을 모두 검사한다.

   ② 학생개개인이 지정된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결과지를 가져온다.

   ③ 기타

  5. 학교신체검사실시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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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1 학생들처럼 1, 4학년만 종합검진실시 

   ② 전교생이 학생개별로 자비로 병원 방문하여 종합검진 후 결과지 제출

   ③ 1,4학년만 학생개별로 자비로 병원 방문하여 종합검진 후 결과지 제출

   ④ 현행처럼 학교에서 교의가 검진

   ⑤ 기타 

  6. 교의(체질검사) 및 치과의(구강검사)수당은 각각 얼마 지급합니까?

     교의       원/학급당 또는           원/전체

     치과의       원/학급당 또는           원/전체

  7. 학생병리검사 중 혈액형 검사는 몇 학년 대상으로 합니까?

   ① 1학년 전체 ② 1학년 중 희망자(혈액형 미 확인자) 

   ③ 1학년 전체 및 2-6학년 중 미 확인자 ④ 안 한다.

  8. 뇨 검사는 몇 학년 대상으로 합니까?

   ① 전교생 ② 희망자 ③ 특정질병이 있는 학생 ④ 특정학년만 ⑤ 안 한다

  9. 척추측만증검사 대상은?

   ① 5학년 ② 5,6학년 ③ 전교생 ④ 안 한다

  10. 척추측만증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①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하여 개별 정 검사를 하여 

결과지를 가져오게 한다.

     ②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학교에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 검사를 

한다

   ③ 학교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1차 검진 및 정 검사 모두실시

     ④ 체질검사 시 교의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하여 개별정 검사를 

하여 결과지를 가져오게 한다.

   ⑤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괄검사 한다.

   ⑥ 안 한다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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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척추측만증 검사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하여 개별 정 검사를 하여 

결과지를 가져오게 한다.

   ② 보건교사가 1차 검사 후 이상자만 학교에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 검사를 

한다

   ③ 학교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1차 검진 및 정 검사 모두실시

     ④ 체질검사 시 교의가 1차 검진 후 이상자만 가정통신하여 개별정 검사를 

하여 결과지를 가져오게 한다.

   ⑤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괄검사 한다.

   ⑥ 안 한다

   ⑦ 기타

E. 학생건강문제예방

    1. 학교에서 학교 임의로 병․의원 등과 협의 실시하는 단체예방접종(예:독감, 

일본뇌염등)을 실시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 건강문제관리

  1. 시력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모두 써주세요.

    (                                                               )

  2. 학생성인병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모두 써

주세요. 

    (                                                               )

  3.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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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학교 내 구강보건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G. 학교보건교육

 a. 보건교육(성교육포함)

  ※ 정기적 보건수업이란 학교연간교육계획에 수립되어 시간표에 짜여져서 일정

시간 정해진 보건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

※ 비정기적 보건수업이란 정기적 보건수업을 제외한 모든 보건수업을 의미

  1. 보건수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③ 정기적+비정기적  ④ 안 한다 

  2. 수업할 때 표시 과목

    2-1 정기적 수업할 때 어느 과목시간을 이용합니까?

     ① 체육  ② 재량수업  ③ 체육+재량수업  ④ 기타

    2-2 비정기적 수업할 때 어느 과목시간을 이용합니까?

     ① 체육  ② 재량수업  ③ 보결  ④기타

  3. 보건수업을 실시한다면 수업 시수는 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시간/주

  4. 다음 수업 주제에 대해 학년별 연 간 학급당 실시하는 수업 시간에 ∨표해

주세요. (수업을 안 하는 경우 0시간으로 기재) 

학년 성교육
흡연 및 

약물오남용

비만예방 

및 

양관리

질병예방 및

위생
안전교육 구강보건

1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2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3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4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5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6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시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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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건교육방법은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건교과로 정규보건수업 실시          ② 보건교과로 비정규보건수업

   ③ 타 교과로 정규보건수업실시            ④ 타 교과로 비정규보건수업

   ⑤ 기타 

  6. 보건수업 담당교사는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건교사  ② 담임교사  ③ 보건교사 + 담임교사 

   ④ 체육전담교사           ⑤ 기타

  7.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보건수업은 주당 평균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시간/주 

 b.  개인교육 및 상담

  1. 개인교육 및 상담은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합니까?(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 포함)        명/1일

  2. 다음 중 가장 많이 하는 개인교육 및 상담주제를  5가지만 선택하세요.

   ① 성교육 및  상담 ② 흡연 및 약물 오․남용 ③ 비만예방 및 양관리 

   ④ 질병예방 및 위생 ⑤ 안전교육 ⑥ 구강보건 ⑦ 교우관계 ⑧ 사제관계 

   ⑨ 학업 ⑩ 가족문제 ⑪ 진로 및 장래문제

H. 학교 환경 관리

 a. 교내 환경위생관리

  1.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위생점검은 누가 합니까?

   ① 저수조 청소 기안은 보건교사가 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처리

   ② 저수조 청소 기안 및 확인 등 모든 사항을 보건교사가 처리

   ③ 저수조 청소 기안 및 확인 등 모든 사항을 행정실에서 처리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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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수조 관리방법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저수조 청소 기안은 보건교사가 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처리

   ② 저수조 청소 기안 및 확인 등 모든 사항을 보건교사가 처리

   ③ 저수조 청소 기안 및 확인 등 모든 사항을 행정실에서 처리

   ④ 기타 

  3. 먹는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①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  ② 학교에서 끓인 물 

   ③ 개인별 지참           ④ 기타 

   3-1. 정수기 및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학교 중 정수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① 수질검사만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관리

   ② 수질검사 및 필터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보건교사가 관리

   ③ 수질검사 및 필터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행정실에서 관리

   ④ 기타 

  4. 정수기 및 냉, 온수기 관리방법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수질검사만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관리

   ② 수질검사 및 필터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보건교사가 관리

   ③ 수질검사 및 필터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행정실에서 관리

   ④ 기타 

  5. 학교 소음 및 진동관리업무 담당자는?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특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⑤ 기타

  6. 학교 일반 폐기물관리 업무 담당자는?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특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⑤ 기타

  7. 교실 조명도 관리 업무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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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특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⑤ 기타

  8. 교실 온도․환기관리 담당자는?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특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⑤ 기타

  9. 학교방역 대책 및 관리 담당자는?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특별히 정해진 부서가 없고 관리하지 않는다 ⑤ 기타

 

 b.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및 유해업소 관리 담당자는?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윤리부  ⑤기타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및 유해업소 관리는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환경부  ② 행정실  ③ 보건교사  ④ 윤리부  ⑤기타

I. 학교보건실관리

  1. 보건실은 몇 층 입니까?

   ① 1층  ② 2층  ③ 3층  ④ 4층  ⑤ 5층  

  2. 보건실 방향은 어느 쪽 입니까?

   ① 동쪽  ② 서쪽  ③ 남쪽  ④ 북쪽 

  3. 보건실이 건물에서 위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건물 중앙  ②건물 좌측  ③ 건물 우측  ④ 기타

  4. 보건실 면적은 얼마입니까?

   ① 교실 반 칸  ② 교실 반 칸 이상∼한 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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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실 한 칸  ④ 교실한 칸 반 이상

  5. 보건실에 전용냉방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학교중앙통제시스템 냉방시설

  6. 보건실에 전용난방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학교중앙통제시스템 난방시설

  7. 보건실 설치에 대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보건교육실이 함께 있는 보건실로 교실 한 칸 반 이상 

   ② 보건교육실이 없는 보건실로 교실 한 칸 이상

   ③ 보건교육실이 없는 보건실로 교실 반 칸 

   ④ 기타

  8. 상담 및 처치를 위한 보건실 방문자수는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명/1일

  9. 선생님께서 소속된 지역교육청에서는 순회근무를 합니까?

    2002년 기준 → ① 한다  ② 안 한다

    2003년 기준 → ① 한다  ② 안 한다

   9-1. 순회근무를 하신다면 년 간 몇 회 나가십니까? 

    2002년 기준 →       회/년

    2003년 기준 →       회/년

  10. 응급환자 관리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지침을 마련하 습니까?

    2002년 기준 

      ① 학교자체 내 지침 내부결재  ② 교육청지시전달 지침  ③ 없음

    2003년 기준 

      ① 학교자체 내 지침 내부결재  ② 교육청지시전달 지침  ③ 없음

    11. 응급환자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학교에서 직접 병원후송이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은 누가 합니까?

   ① 담임   ②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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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담임이 후송하되 응급상황에 따라 보건교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 

   ④ 기타

  12. 건강기록부 전산 입력 및 관리는 누가 합니까?

   ①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  ② 입력은 담임, 관리는 정보부장 

   ③ 입력, 관리 모두 보건교사  ③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 및 정보부장

     ④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⑤ 기타

  13. 건강기록부 전산 입력 및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  ② 입력은 담임, 관리는 정보부장 

   ③ 입력, 관리 모두 보건교사  ③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 및 정보부장

     ④ 입력은 담임, 관리는 보건교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보건교사가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⑤ 기타 

J. 기타

  1. 안전공제회업무는 누가 합니까?

   ① 업무 모두 행정실 에서 처리  ② 업무 모두 보건교사가 처리  

   ③ 기안 및 서류만 담임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 

   ④ 기안 및 서류만 보건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  

   ⑤ 기타

  2. 안전공제회업무는 누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무 모두 행정실 에서 처리   ② 업무 모두 보건교사가 처리  

   ③ 기안 및 서류만 담임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 

   ④ 기안 및 서류만 보건교사, 그 밖의 업무는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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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3. 보건교사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체육부  ② 교무부  ③ 환경부  ④ 윤리부  ⑤ 보건부  ⑥ 기타   

  4. 업무분장에 화장실관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업무분장에는 없지만 한다.

  5. 다음 보건업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 ② 보건수업 ③ 상담 

   ④ 신체검사(체질, 체격, 병리 등)⑤ 교내환경위생관리

  6. 다음 보건업무 중 가장 자신 있는 업무는?

   ①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 ② 보건수업 ③ 상담 

   ④ 신체검사(체질, 체격, 병리 등)⑤ 교내환경위생관리

  7. 다음 보건업무 중 가장 자신 없는 업무는?

   ①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 ② 보건수업 ③ 상담 

   ④ 신체검사(체질, 체격, 병리 등)⑤ 교내환경위생관리

  8. 다음 업무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는?

   ① 환자치료 및 응급처치 ② 보건수업 ③ 상담 

   ④ 신체검사(체질, 체격, 병리 등)⑤ 교내환경위생관리

  9. 보건반 또는 학생단체활동조직 및 운 하십니까?

   ① 한다 ② 안 한다

  10. 교직원건강검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① 보건교사는 공지만 하고 모든 업무는 행정실에서 관리

   ②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가 관리

   ③ 모든 업무를 행정실에서 관리

   ④기타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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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services and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systems in Korea

So Eun Jeon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Yul Lee, R.N, Ph.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analyze the direction of school 

heath systems and school health services. The directions, which were 

used in this research, were instructions from Departments of Education 

in major cities and provinces (n=16), and school health services are 

current job descriptions for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Basic 

data has been obtained to support the need for a standard for health 

teachers. Suggestions are also made for improvements in the way 

services are structured. For this study, a sample of 749 teachers from 

4016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was selecte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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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from April 14, 2003 to April 26, 2003.. Temporary teachers and 

new teachers were not included. Of the 749, 17 were dropped, as data 

were not inappropriate. Analysis was done with the SPSS program. A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ing.

1.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nstructions and working methods 

for the 2002 school year directions for the school health system. 

A. Instruction Method: The Departments of Education in Seoul, 

Kyungnam, Kangwon, Junnam, Taegu and a few other 

provinces gave a brief description for school health services 

and for reporting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but in Jeju, 

Taejun, and Kwangju they gave specific instructions including 

methods for school health services, documentation forms for 

health services, and methods of case management for 

students.

B. Working method: The rate for assignment of school health 

teachers was different by region. The highest assignment rate 

for school health teachers was 98.15 % for Seoul and the 

lowest was 43.27 % for Jeju. The regions that had rotation 

work to additional posts were Taejun, Jeju, and Choogpook. In 

some regions rotation work was the rule. The regions that 

most frequently had additional positions were Choongpoo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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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a week and Woolsan for once or twice a week. 

C. Physical examinations: The Jeju Department of Education 

gave fourth graders comprehensive medical testing. The 

Departments of Education in Seoul, Taegu, and Kyungpook 

stated that the number of classes for health education by 

school health teachers was set. For school environment 

management, Pusan, Taegu, Taejun, and Woolsan had 

instructions given separately as official documents for sanitary 

clean areas in schools and consolidation of toxic environments 

near schools. 

2. Analysis of school health services managed by current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work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chool. 

A. For examination of physique, school health teachers generally 

performed all or parts of the examination in schools with 

smaller numbers of students. For schools with  large numbers 

of students, the class teacher performed the examination and 

the health teacher managed it.

B. For health examinations, school health teachers usually did 

each item in the examination in schools where enrollment was 

small. For schools with a large enrollment, the schoo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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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screened the students and then the school doctor 

examined the test.

C. When the number of students was small, rates for preventive 

innoculation, fluorine tooth brushing and annual health classes 

for each class were high.

D. When the number of students was small, health teachers 

often worked on school environment control, emergency 

patient transport,  documentation of student health, safety 

control, and management of cleaning rest rooms.

E. The number of students visiting the dispensary per day for 

consultation and primary care, or personal education, and the 

number of consultants were high when there was a large 

enrollment.

F.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dispensaries, such as size and 

facilities, were inferior in schools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was small.  

Therefore, if the enrollment of a school is small, each student in the 

school receives better health services, such as health examination, 

health education and consultation compared to students in larger 

schools. However, health teachers usually have extra work besides 

health care and also have to work in the dispensary that is inferior to 

thse ones in larger schools. In larger schools, the number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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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s is larger. Therefore the health management job is increased, 

and health services for students, such as physical examinations. are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re is a need for a 

standard for school health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udents. It is 

also necessary for health teachers to concentrate on school health and 

be excluded from duties other than school health. Each school in the 

country must have a health teacher and if there are more than 1501 

students, two health teachers are needed. This is similar to the 

requirements of the educational law for schools with more than 43 

classes to have two acting principles. More than one expert in health 

education, should be appointed to each Department of Education as a 

school commissioner to support health teachers in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health care effectivel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guidelines of school health services,  

heat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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