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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공 개발원조에서 상향식 사업개발 용사례 연구

- 페루 찬차마요 건강증진모델학교 사업을 심으로 -

본 연구는 개발 력에서 문제 으로 두되는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해 상향식 방식을 용한 학교보건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도

상국에서의 상향식 보건사업개발을 한 추진 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페루

일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모델학교 사례를 상으로 문헌고찰과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존 개발사업의 문제는 정부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하향식(top-down) 개발방식으로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

만, 수혜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일방 이며, 단편 이다. 반면,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의 경우 자발 참여를 제로 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며

역량강화를 목표로 문성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자발 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

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분야 공 개발원조는 건축 기자재 지원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학교보건도 역시 건축, 질병퇴치를 한 단일 로그램과 일회성 교육

을 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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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WHO지침에 근거한 상향식 개발방식을 용하여 건강증진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페루의 공 개발원조(ODA)사업을 상으로 상향식 개발방식의

용사례를 통해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분석 실시하 다.

도출된 개발도상국에서의 상향식 보건사업개발을 한 추진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회 구성이다. 상향식 사업개발의 추진을 해서는 수혜자를 심으로

원회가 구성되어야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각의 요구도에 다른 맞춤형 로그램 실시이다. 주어진

환경 자원에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참여형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실시이다. 단편 인 정보의 달이

아닌 상호 계 정보의 공유를 실시하여 동기부여, 자신감 향상을 통해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트 쉽 구축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보건시스템 구축이다. 학교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해 포 학교보건 로그

램을 실시하여 통해 학생 교사의 건강증진 효과를 증 시키고자 한다.

상향식 사업개발의 성과로는 참여형 역량강화를 통한 동기부여 흥미유발 로

자발 인 참여를 증진시키고, 자신감의 향상은 정보의 인지로 인한 지식과 태

도가가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개지역의 사례

로 다른 국가로 확 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향후 개발도상국에

서의 사업수행 시 공 개발원조의 오랜 과제인 지속가능성 효과성 제고를

해 상향식 사업개발의 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핵심어 : 상향식 개발, 지속가능성, 공 개발원조, 건강증진학교,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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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세계경제의 발 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는 더욱 확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빈곤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빈곤의

문제 외에도 환경 괴 자원고갈, 염병 발생, 테러, 난민발생, 후 복구지원

등 로벌 이슈(global issue)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계화의 진 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한 나라만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 되었다.1)

이에 국제사회는 다자간의 력을 목 으로 하여 생겨난 국제개발부흥은행

(IBRD)과 국제통화기 (IMF), UN UN의 산하기구들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의 공생 발 을 추구하며 다양한 방식의 국제 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은 1945년 해방이후 국제기구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지 에서 1987년 외경제 력기 (EDCF)2)을 조성하고,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 력단(KOICA)3)을 1991년 창립하면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환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이양수, 2014). 이 후 1990 부터 본격 으로 발

하여 2016년도에는 공 개발원조(ODA)4)의 규모가 2조 4394억원으로 년 비

약 2775억원 증가하며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비 ODA비율(ODA/GNI)이 0.14%

를 차지하며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ODA/GNI 비율 0.20% 달성을

1) www.odakorea.go.kr

2) 외경제 력기 (EDCF):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 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의 경제 력을 증진하기 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기 .

3) 한국국제 력단(KOICA): 외무상 력사업을 담하는 외교부 산하 기 으로, 「한국국제

력단법」에 따라 1991년 4월 1일 설립되었다.

4) 공 개발원조(ODA): 선진국의 정부 는 공공기 이 개도국의 발 을 해 개도국에 공여

하는 증여 양허성 차 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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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규모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5) 한 보건, IT, 농 개발운동, 교육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범 를 넓 가며 문성 역시 차 강해지고 있다.

2005년 리선언6) 이후에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성과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의 외부자산에 의한 물리 개발을 심

으로 하는 일방 으로 수행하는 하향식 개발(top-down)에서 효과 이며 지속가능한

원조를 한 새로운 방식 도입에 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발원조는 더 이상 물리 원조, 일방 인 교육실시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인식변화 역량강화에 을 맞춘 사업들이 개발되고 시행

되었다(이은지, 2013).

보건사업에서의 인식변화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식변화는 행동변화의

단계로 지속 인 교육과 자극으로 이루어진다. 보건사업의 주요목표인 건강상태

개선 삶의 질 향상은 인간의 행동변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것이므로 인식

의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보건사업의 부분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일방 인 주입식 교육으로는 목표를 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 개발원조에서의 보건사업은 단순 지식의 증가 뿐 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통한 태도와 행동을 조직 으로 변화시키기 한 시스템에 한

이해, 상호 계성, 문제를 스스로 도출해서 해결해나가는 과정, 지역사회와의

동원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의 능력향상을 의미한다.

5) ODA KOREA(2016), 2017년 국제개발 력 종합시행계획

6) 2005년 2월 리에서 개최된 OECD/DAC '원조효과성 고 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채택된 문서로, 원조의 5 주요원칙 제시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② 수원국의 개발 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③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④ 결과 심 이고 효율 인 자원 활용 의사결

정(Managing for results), ⑤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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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2013)는 공 개발원조분야에서 자조능력과 역량을 제고하는데 유효한

략이자 사업의 필수요소를 참여라고 하 으며, 차성란(2011)은 지역을 기반

으로 한 보건사업은 수행방식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수직 , 하향식(top-down)

근으로는 지속성 유지 주민참여의 확산이 어려우므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bottom-up)개발방식으로의 환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

들이 공 개발원조분야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의 필요성에 해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 인 안 실행방안에 한 제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한국국제 력단(KOICA)의 지원

으로 페루 찬차마요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일환인 학교보건

로그램을 사례로 연구를 시행하 다. 페루 찬차마요 사업은 WHO의 ‘건강증

진학교’ 개념을 바탕으로 상향식 근방법을 통해 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사례사업의 각 수행 단계별 분석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ODA사업에서 자발 참여 확산을 이끌어내기 한 상향식 사업개발

용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

본 연구는 상향식 방식을 용한 학교보건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페루 ODA

사업사례를 심으로 사업수행과정과 성과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상향

식 보건사업개발을 한 추진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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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선행연구자료
각종간행물
학 논문자료
각종보고서
통계자료
인터넷자료

심층면

연구 상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찰

연구 상사업

공 개발원조 황

학교보건 선행연구

페루 학교보건정책

페루 황

상사업 수행 황

사업성과

주요 향요인

상사업 수행과정

사업성과

상향식 학교보건

성공요인, 장애요인

도출

수행단계 성과

비교분석
결론

ODA 보건사업

한계 도출

상향식 개발방식

필요성 도출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페루 농 지역에서 ODA의 일환으로 KOICA의 원조를 받아 수행

되고 있는 국제보건사업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이 연구의 디자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틀.

가. 연구 상

본 연구는 2013년 12월부터 재까지 약 3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페루 찬차마요

지역의 ‘보건의료역량강화사업’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6개 학교를 주요 상으로 한다. 6개 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500명 이상의 규모

를 가진 공립학교이며, 이 4개교는 2015년, 2016년 각각 1차와 2차년도 건강

증진모델학교 로그램이 수행되었고, 2개교는 조군으로 2016년에 1차년도

사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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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 방법

1) 문헌고찰

자료수집을 해 선행연구자료, 국내외 단행본, 학회 논문자료, 련보고서,

국제개발 력 수행기 의 간행물 보고서, 통계자료, 연구 상 사업과 련된

자체보고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 다. 특히, 사업의 수행

에 실시한 기 선조사(baseline survey), 간조사(midterm survey)의 결과

를 비교분석하여 학생들의 건강 실태 학교보건교육의 황을 분석하 다.

기 선조사 간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에 한 지식, 태도, 행동(KAP) 측정을

해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GSHS7)의 질문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한 결과에 해 빈도를 분석한 통계자료로, 사업 상학교 6개교의 학생 교

사 수를 상8)으로 실시하 다.

2)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면 은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

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식으로 진행하 으며,

그 상자 수는 학생 6명, 학부모 3명, 교사 17명으로 총 26명이다. 학생들은

등학생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남자 4명, 여자 2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 으며, 학부모는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등학생 자녀를 둔 30∼40

의 학부모회 임원을 상으로 하 다. 교사의 경우 1차년도 보건운 원회

교사 9명과 2차년도 보건운 원회 교사 8명을 상으로 각각의 그룹별로

7) GSHS: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

8) 등학생 약 3700명, 등학생 약 3700명, 교사 약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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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구성은 남자 10명, 여자 7명으로 20 에서 60 의 연

령분포를 보이며, 직책은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보건교사, 심리상담사, 체육교

사 등의 다양한 직책을 포함한다.9)

3) 찰

찰은 본 연구자가 사업 내 연구원으로 투입되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 2회 지에 견되어 사업의 수행 간평가, 결과평가를 담당

하면서 연구 상사업의 과정에 개입하여 찰이 이루어졌다.

다. 연구 분석방향

연구는 먼 참고문헌을 통해 공 개발원조에 한 개념과 사업개발의 정

의, 상향식 개발방식과 하향식 개발방식의 특징을 고찰하여 앞으로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상향식 사업개발에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 다. 한 공

개발원조에서의 하향식 사업개발의 한계를 고찰해 으로써 상향식 사업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

다음으로는 연구 상사업의 사례분석에 앞서, 주요사업내용인 학교보건사업

의 발 동향에 한 고찰을 통해 상향식 사업개발에서의 건강증진학교의 의

의에 해 연구해 보았으며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운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건강증진학교 운 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도출

하 다.

9) 면담 상자 련 세부사항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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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 으며, 먼

사례사업과 상향식 근방식을 용한 한국형 건강증진학교와의 수행단계 비

교 하향식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건강증진학교사업의 수행단계 단계별

특징, 사례사업 선정의 의의를 찾고자 하 고, 다음으로 이론 고찰을 통해

도출한 건강증진학교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이 페루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용되었고 극복되었는지 수행자의 인터뷰결과 찰을 통해 그 성과를 분석

해 보았으며, 성과 평가의 기 은 OECD/DAC의 5 평가기 10)을 지표로 하

여 분석을 시행하 다.

10) ① 성(Relevance) ②효율성(Efficiency) ③효과성(Effectiveness) ④ 향력(Impact) ⑤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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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 개발원조(ODA)와 상향식 사업개발

본 장에서는 공 개발원조와 상향식 사업개발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공

개발원조의 동향 상향식 사업개발의 기본 개념에 해 고찰하 다.

1. 공 개발원조(ODA)

가. 공적개발원조 동향

국제사회는 변하는 정치·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빈곤, 기아, 질병,

양성평등 새롭게 인류를 하는 기후변화 등의 범 한 문제에 응하기

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논의의 핵심은 원조규모 증가의 필요

성과, 원조의 효과 인 집행이었다.

2000년 이후 공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한 다양한 노력과 원조의

개발효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여국 개발도상국 표들이 모여 2003

년 로마 제1차 고 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리에서 개최된 고 포

럼에서 원조 효과성 제고를 한 핵심원칙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 원조성과 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강화를 제시하 다(김명선,2014).

이후 2008년 9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리선언의

요성을 재확인하고 목표달성을 한 이행 노력을 강조하 으며,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고 회의(HLF-4)에서는 이 까지의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효과성’11)으로 개념을 확 하고 원조에 참여하는 기업 등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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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인권, 젠더, 평등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 의 의보다 훨씬 많은 개발

행 자의 범 를 포 하 다.12)

이러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발 을 거듭하면서 개발 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성장을 달성하고 발 을 이루기 한 효율 인 수단이라는

본래의 목 을 넘어서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포 인 력(Partnership)체제 구축을 통해 로벌과제

에 공동으로 응하기 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정상희, 2015).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인류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경제 복지, 사회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과제가 제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해 ‘ 로벌

트 십’, ‘주인의식’, ‘공여국의 원조일치’ 등이 강조되었다(김명선, 2014).

특히, 보건 분야 원조효과성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한 지속 이고 실질 인

개발성과 달성을 해서는 공여국 심의 원조체제에서 탈피하여 트 국가의

요구(needs)에 근거한 사업의 계획과 지역사회가 주체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트 국가의 극 인 참여

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보건체계 반에 걸쳐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13)

11) 개발효과성 : 다양하고 포 인 근을 요구하는 국제원조 환경에 응하는 개념. 개발과

상호 연 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는 물론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 자를

포 하는 근방식 www.odakorea.go.kr

12) ODA Watch. 리선언을 넘어서: 원조효과성 심화를 한 제언, 2012.

13) 국제개발 력시민사회포럼(KoFI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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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공 개발원조 동향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꾸 히 원조의 규모를 증가시켜 2016년도에는

ODA의 규모가 2조,4394억원까지 성장하 다. 특히 해방이후 공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환한 유일한 나라로 성공 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빈곤퇴치 등 국제사회의 발 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 상을 더 제고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공 개발

원조분야는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다(최 진, 2013). 이러한 노력은 2012년

OECD/DAC에 가입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지원방식 역시 남북 력에서

남남 력, 민 력, 다자 력으로 ODA의 행 주체가 변화되었다.

한, 국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 에 부합된 ODA 수행을

해 국별지원 략(CPS)14)을 수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도 새로운 보건사업모형이 제시되는데, 지 까지의 하드웨어 심의

인 라 구축사업에서 지역사회기반 통합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한

로그램형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어, ODA사업의 략 원조모델 개발의 요성

뿐 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한 요구되고 있다.

14)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국가 력 략, 국별지원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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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개발원조와 사업개발

한국의 공 개발원조의 실시체계는 양자 간 력 기술 력을 포함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 KOICA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

은행의 EDCF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다자간 력은 국제개발 융기 등에

한 출자는 기획재정부가, UN 등 국제기구에 한 분담 출연은 주로 외교

통상부가, 기타 공 자 지원에 해당되는 해외투자 공 수출신용 지원 등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다(KOICA, 2014).

공 개발원조에서 사업개발은 사업의 비,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의

단계를 말하며, 우리나라 표 인 ODA 수행기 인 KOICA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개발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사업의 비단계로 국가별 력 략(CPS)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에

한 추 과 수원국의 필요사정에 기반을 둔 잠재 사업개발의 단계이다.

2단계는 문제분석의 단계로 문제의 요성과 우선순 에 의해 과제

사업의 략 활동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사업 기획의 단계로 사업이 궁극 으로 목표로 하는 결과에 따른 투

입,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에 사용될 지표의 결정과 사업의 반 인 시행방법

을 기획하는 단계로 문가들의 타당성조사, 실시 의단 견을 통해 이루어

진다. 한, 참여 기획(participatory planning)의 시작 이기도 하다. 즉, 수원국이

문제분석의 주체로써 사업의 참여 기획을 달성하도록 하며, 이 단계에는

수원국의 장기 인 보건의료계획을 악하고, 이에 따른 해당 사업과 련된

정책을 수원국 담당자와 함께 악해야 한다. 한, 수원국이 사업시행과 시행

결과에 한 책임을 주도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권순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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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사업의 확정이다.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국 수원기 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력을 약속하며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이 후

로그램 수행자를 심의를 거쳐 수행자를 선정하며, 보통 사업의 형성 확정의

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의 기획단계로 보기도 한다.

5단계는 사업수행 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험 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에 한 안을 제시하고, 모니터링과 성과 리 간평가

를 실시하여 효과 이고 효율 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단계는 사업종료 단계로 종료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평가와 환류단계로, 이 과정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종류는

평가의 상, 시기,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한

성과평가와 결과평가가 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후 리까지 포함

한다.

그림 2 . ODA 사업수행단계.15)

15)권순만(2010),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사업 수행체계 로그램 개발 결과보고서: 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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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개발원조에서의 상향식 사업개발의 의의

가. 상향식(bottom-up) 개발과 하향식(top-down) 개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상향식 방식의 도입은 지역개발과 련된 이론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역개발은 ‘ 로부터의 하향식(Top-down)’

개발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특성

을 통해 상향식개발과 하향식 개발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1) 하향식(top-down) 개발

하향식 개발은 정책목표의 설정과 략의 추진이 앙정부, 료 문가

집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개발 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 이 까지 성장

거 이론을 필두로 한 하향식 개발이 정책 수행 과정을 주도하 으며, 자원

의 재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앙정부의 개입을 필수 인 요인으로 단하고, 경제

규모의 확 를 우선 인 목표로 하 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규모의

확 가 가장 우선 인 목표이므로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발 략으로 하향식 개발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하향식 개발은

외부의 기술이나 자본의 의존도가 상 으로 높아진다는 과, 자원의 활용,

개발추진과 효과의 배분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 삶의 질 향상

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와 문제 을 갖는다(이은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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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향식(bottom-up) 개발

상향식 개발방식이 하향식 개발방식과 비되는 요한 특징은 지역이 지닌

자산의 활용을 극 화하고 이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 연결시키는 데

있다. 지역이 지닌 잠재자원의 활용극 화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배분을 요구하

고, 공동의 이익을 이하여 모둔 분야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통합과정을 의

미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의 등장으로 상향식 지역개발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개발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이 부각되는 것은 지방분

권, 주민참여, 주민의 권능부여, 사회 자본 등과 같은 상향식 근방법의 핵

심 요소들이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론은 물론 실 사례를 통해

서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용웅, 2003).

상향식 지역개발은 한, 외부 의존하는 하향식 개발이 외형 인 성장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외부의 자원이나 기술은 지역의 발 보다는 자체의 수익

에만 치 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발 을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의 향상

과는 큰 계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 지역의 발 이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향식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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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하향식 상향식

개발의 주체 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제조건 정부의 시스템
주민의 자발 참여

역량강화

개발목표 경제규모 확 , 성장 불균형 해소

특징

장

효율성

주변 효과

단기간 내 빠른 효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자원 동원능력 네트워크 형성

문성 시장

단
지역격차

주민참여 미흡

시간, 노력 필요

내, 외부 피드백 지원 미흡

표 1. 상향식 vs 하향식 개발방식 비교분석16)

나. 공 개발원조에서의 상향식 개발

상향식과 하향식 개발의 개념은 공 개발원조(ODA)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하향식 방식(top-down)은 1990년 , 2000 반까지 우리나라에

서 시행했던 원조의 통 인 방식을 말하며 물리 자원 제공으로 이루어지

는 일방 인 원조방식을 말한다. 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 간 시행되는

정부주도형 원조를 일컬어 하향식 개발원조라고 표 하기도 한다. 반면, 새로

운 원조방식으로 표 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은 정부의 정책에 그 뜻을

같이하되 보다 수혜자들의 요구에 이 맞춰지는 형태로 로그램형 원조

(PBA)17), 지역기반의 주민주도 사업으로 표 되기도 한다.

16) 김용웅(2003), 이은지(2013), 백남진(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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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를 통해 상호 계 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사

회 구성원들이 목표를 해 함께 노력하고 변화에 해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에 도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여러 표 을 포 하는 개념으로 상향식

(bottom-up)사업개발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상향식 개발은 공 개발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주민의 자발 참여에 의해 주민주도 으로 수행되

는 로그램형 근방식의 원조를 의미한다.

그림 3. 상향식과 하향식 개발방식의 개념비교.

17) 로그램형 근법(PBA: Program-based Approach) : 수원국이 주도해서 수립한 개발

로그램을 공여국의 조율된 지원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이 지는 개발 력 근법 는 과정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2_S02_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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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향식 사업개발의 의의

1) 하향식 사업개발의 한계

제 2차 세계 이후 국가 재건을 해 1940년 부터 시작된 개발원조는

1950년 와 1960년 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 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 했다. 1970년 원조는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빈곤 감소 등을 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1970년 말 오일 쇼크와

함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1980년 에는 시장 세력, 민간 분야의 역할 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차 축소되었다.

1990년 부터는 개발원조가 끼치는 향에 한 비 인 시각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원조를 지원했음에도, 세계 다수 개도국의 빈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선진국과 삶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에 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Tarp, 2009)18), 이에

지난 수십 년 간 원조 효과성에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UNDP, DAC, World bank등 주요 원조기 들의 보고서는 공여국이 수많은

문가를 견하고 교육 로그램과 교과서 컴퓨터를 제공해주었으나 지

사회와 기 들의 역량은 강화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기술 향상 한 국가개발

의 원동력으로 발 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OECD/DAC, 1991; UNDP, 1993;

World Bank, 2005). 그 원인은 기존의 개발원조가 수혜자의 수요보다는 원조

제공자의 공 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지식의 습득보다는 공여국의 문가를 통

한 일방 인 지식 달에 을 두는 하향식 원조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

과를 이루어 내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한 효과 인 지식의

습득을 해서는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주도하

18) Trap F (2009). Taxation in a Low-income Economy: The case of Mozambique. p. 3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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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움과 격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Parr F et al.,

2002). 이러한 개발 력의 근본 인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은 개발원조에 한

지의 주도 인 참여 장기 인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구했다(KOICA,

2008).

2) 상향식 사업개발의 필요성

기존 하향식 개발원조의 한계로 개발 력은 수원국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립 신념과 능력을 키워 수 있는 자체 인 역량강화와

주민주도형 상향식 방식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방식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 다(허윤정, 2014). 수원국의 필요와 지 황에

맞는 사업개발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공여자와 수혜자가 동등한

트 로서 력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수원국 지에 새로운 재원과

노하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 지에 이미 존재하는 역량을 확

강화하는 것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역량개발과 근본 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KOICA, 2008). 한, Cox(2003)는 상향식 개발방식은 하향식 구조의 원

조로 이끌어 내기 어려운 시스템의 정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며,

으로부터의 극 참여와 정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개발방식은 보건사업에서 특히 더 요하다. 보건사업의 경우

인식개선은 올바른 건강행 에 한 지식을 주고 행 로 바꾸는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되고 있기에 더욱 요하다(World Bank,

2014).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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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이란 인구집단을 상으로 특정 보건문제, 혹은 반 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된 보건의료 활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구집단의 건강문제를 결정

하는 요인들은 유 특징, 성, 연령과 같은 생물학 인 요인에서부터 행태

요인, 지역사회의 사회 , 환경 요인 등 수많은 요인들의 향을 받는다.

그만큼 보건사업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것인가를 짐

작하게 해 다.19)

보건사업은 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

하거나 정부가 보건의료 문가를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민간부분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정부의 개

조치를 통한 사회구조의 근본 특성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해 계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은

인구집단을 상으로 여러 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상자들의 극

참여는 사업목표이자 운 원리, 략이다.

상향식 개발방식 도입의 필요성은 강조된 반면 구체 인 안이나 방법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로, 상향식 개발방식의 핵심 략인 자발 참여

역량강화, 인식변화가 보건사업에서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개발도상국가

에서 수행 임 학교보건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 인 용사례를 보고자

한다.

19) 정백근(2016). 참여형 보건사업에서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나?-보건 분야에서 참여 개념과

의미-제 1차 지역건강토론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20 -

Ⅲ. 공 개발원조에서 상향식 건강증진학교 사업개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수행 인 학교보건사업을 상으로 하고 있기에

사례분석에 앞서 공 개발원조분야에서의 학교보건사업의 수행 황 상향식

건강증진학교사업 개발에 해 고찰하 다.

1. 공 개발원조에서 학교보건사업 개발동향

가. 학교보건사업의 개념

학교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심으로 그 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사업

상자인 등학생에서부터 학생까지의 인구가 총 인구의 략 25%를 차지하

고 있고, 보건 교육을 통해 가장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학습한 내용이 생애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학

교보건(School health)이란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보건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습성을 길러 스스로 건강을 리할 수 있게 하며

쾌 하고 안 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보건활동을 말한다(한동운, 2014)20). 이러한 학교보건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사업을 학교보건사업(school health program)이라고 하며 그 시 의 필요

와 그 나라의 교육보건체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학교보건사업은 학교보건서비스, 학교보건교육, 학교환경 리, 지역사회 연계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학교보건서비스는 건강평가와 방사업이 있다.

건강평가란 신체검사, 구강검진, 생상태 검, 교사 건강에 한 사업을 말

20)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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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방사업에는 각종검사, 염병 방사업, 응 처치, 구강보건, 학교 식

에 한 것이 포함된다. 둘째, 학교보건교육은 정규 인 는 계획 인 보건교

육과, 련 교과목 연계된 보건교육, 실제 학교의 행사 는 개인의 경험, 교

실생활과 련한 보건교육, 그리고 학생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학교환경 리는 교내외 환경오염, 교지 선정, 교실크

기, 정화구역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지역

사회와의 긴 한 계 속에서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성선우, 2003).

나. 학교보건사업의 발달

각 나라들은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와 필요성에 따라 학교보건사업을 개 해

왔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학생의 신체검사를, 국에서는 보건교육 주의

학교 보건사업을 개하 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보건의료 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1951년 신체

검사규칙을 제정하고 신체검사와 염병 방 주의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해

오다가 1967년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의 개념이 학교주

변의 교육환경과 학교 식을 포함하는 범 까지 확 되었다. 1970년 에는 주

로 개인 생 건강검사 실시, 환경 련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1980년

에는 생활습 학교환경에 한 사업이 1990년 에는 보건소 심의 건강

증진시범사업(1998년)이 시작되면서 학교가 건강증진사업의 상이 되었다.

2006년 이후의 학교보건사업은 교육환경개선 학교안 사업을 시작으로 건

강증진시범학교(2009∼2010년), 건강증진연구학교(2010∼2011년), 건강증진모델

학교(2012)등 신 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장창곡, 2012). 그러나 시 상황

의 변화에 따라 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보건문제 한 지속 으로 발

생되고 있어 이에 한 학교보건사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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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증진학교의 개념

1) 기본개념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on School)는 1980년 오타와 헌장에 근거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학교에서의 건강증진을 한 효과 인 근법으로 건

강증진학교의 실천 략을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 다. 건강증진학교는 학

교와 지역사회의 력된 노력을 통하여 체계 이고 포 인 서비스를 지속 으

로 제공하는 총체 이며 포 인 근법으로 실천 략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능동 참여, 학교보건정책, 물리 환경 등의 지지 인 구조, 참여,

민주 , 포 성을 포함하는 가치의 실 이 있다(WHO, 2009).

따라서 포 학교 근(whole school approach)인 건강증진학교 수행은

교과과정, 학교 환경 지역사회 등의 다면 재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건강 련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한 건강증진학교는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학교의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하

며, 이는 건강과 교육의 결과를 모두 성취하는 데 가장 요한 기여 요인으로

고려된다(이은 , 2012).

2) 가치 장

건강증진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가치는 첫째 학생의 민주 참여보장,

둘째, 개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능력 강화, 셋째, 학교를

배우고, 일하며, 생활하는 하나의 생활터 개념으로 근, 넷째 학교의 건강정

직을 통해 실 하는 것이다(장창곡, 2014).

WHO에서는 이러한 건강증진학교를 한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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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정책, 학교의 물리 환경, 학교의 사회 환경, 지역사회 상 계,

개인의 건강기술, 보건서비스가 건강증진학교의 6 주요 구성요소이다. 이는

학생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도 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 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건강증진

학교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의 육체 , 정신 , 그리고 환경 측면들 간의 상 계를 포함

하는 건강의 체론 모형(holistic model)을 제공한다.

둘째, 가족들이 그들의 어린이들의 건강 기술과 지식의 개발에 차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어린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리 환경의 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학생들의 건강한 상호 계와 정서 안녕이 강조되며, 정 인 학습

환경을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의 사회 기풍의 요성을 인식한다.

다섯째, 학생들에 향을 미치는 측정 보건문제를 다루기 해 학교가 지역

지방 보건당국와 연결한다.

여섯째, 일련의 장기 건강 련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기 해 공식 교과

과정에 학생의 활발한 참여에 을 맞춘다.

일곱째, 지역사회의 소녀들의 양호한 건강을 하여 교육과 건강에의 공평성을

강화시킨다.

여덟째, 학교 직원을 한 정 이고 력 인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아홉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들,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이득

이 되는 건강 련 제안들에 해 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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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학교와 상향식 개발

가. 건강증진학교의 의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학교보건사업은 건강증진학교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

에서 변화를 보 다.

첫째, 그 상이 학교를 심으로 기자재 지원 인 라를 구축하는 사업

에서 학생을 심으로 하는 로그램 심의 사업으로 바 었으며, 둘째, 교육

부에서 학교로 하달되는 하향식 방식의 학교보건정책이 개별 학교의 학생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의사결정 역시 학교장의 일방 지시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반

된 민주 방식으로 변하 으며, 넷째, 학교보건의 범 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

지던 기존의 사업과 달리 교내와 교외의 트 쉽을 이용한 지역사회 연계사

업으로 변화하 다.

다섯째, 보건교육의 목표가 일방 인 정보 달을 통한 지식 습득에서 상호

계를 통해 지식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향상을 보이는 역량

강화로 변화하 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내용이 하나의 질병 하나의 카테고

리 만을 다룬 부분 학교보건사업에서 개인 생, 양, 신체활동, 환경 등을

반 으로 다루는 포 건강증진사업으로 변화하 다.21)

이 듯 건강증진학교는 포 학교보건 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생활양식과 의사결정을 진시키며, 보건서비스에

한 근성를 향상시켜 해에 하게 반응하도록 도움을 수 있다. 한

이러한 포 학교보건 로그램은 학생들의 건강요구 체를 다룬다.

21) 장창곡(2014) 학교보건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보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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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으로 정서 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안 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보다 잘 생활을 하며,

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통 학교보건교육이 교사 심의 단순한 건강에 한 지식, 태도, 행

도의 변화를 일방 으로 강요했다면, 건강증진학교는 학생들로 하여 로그

램에 능동 이고도 극 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며 건강 잠재력을 지속 으로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근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나. 공 개발원조 학교보건사업 방법별 비교

이러한 변화는 공 개발원조 사업수행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로 KOICA에서 시행한 혹은 시행 인 사업 가운데, 학교보건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을 바탕으로 학교보건사업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분의 학교보건사업이 모자보건사업이나, 결핵사업, 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사업에서의 일부로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교의 건강증진을

한 단일 로그램으로는 재 인도네시아에서 시행 인 등학생 건강증진

학교와 피지에서 WHO와 함께 착수할 학교보건증진 로그램이 있다.

로그램 세부 내용을 보면 먼 , 페루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한-페

보건소 건축과 함께 무상 력사업이 함께 시행된 사업으로, 보건소 인력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한 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도록 계획되

었다.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

었으나, 보건소 건축이 연기되며 학교보건사업을 주요 로그램으로 시행 이

며, 6개 학교를 상으로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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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운 원회를 구축하고 지역보건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검사

보건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 으로 보건문제를 악하고 로

그램을 제안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로그램을 시행 에 있다. 한, 교사와 학

부모를 상으로 하여 워크 형태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개인 생 양, 생활습 정신건강에 하 보건교육 뿐 만 아니라 안

한 환경을 포함하는 포 인 학교보건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구강보건에 을 맞추어 학교에서의 기자재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상으로 기본 생교육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경우

보건소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청소년의 생식보건개선을 목표로 홍보 교육활

동을 시행하 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건국, 교육국, 교장과 보건교사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

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 으며, 기 선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빈

기생충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 다. 학생 건강증진을 한 체계

인 학교보건시스템 구축을 해 보건실 장비 기자재 제공 학생 건강생

활실천 보건교육, 학교보건 로그램 수행을 통해 교사 학생 역량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에콰도르 피지의 경우 아직 착수단계라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

나, 지역 내 국제기구와의 력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포

인 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상향식 학교보건사업의 주요조건에 부합하는

페루 찬차마요 사업을 상으로 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상향식 개발방식의 용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7 -

상향식 학교보건사업

주요요인
1 2 3 4 5 6

보건운 원회 √

맞춤 로그램 시행 √ √

역량강화 √ √ √ √ √ √

참여형 의사결정 √

지역사회 참여 √ √ √ √ √

포 학교보건사업 √ √ √ √

No. 기간 상국가 사업지역 사업명 특징

1 2013-2016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 건강증진학교

2 2014-2016 라오스 비엔티안

등학교어린이

구치 우식경험자

감사업

구강보건교육

수도시설 지원

3 2015-2017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보건역량강화를 통한

모성보건 청소년

생식보건 증진

지역사회 연계

인식 개선 활동

4 2015-2017 인도네시아 아체베사르
등학생 건강증진

지원
건강증진학교

5 2016∼ 에콰도르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PAHO/WHO

력 시행 정

6 2016∼ 피지 수바
WHO 학교보건

증진사업
시행 정

표 2. KOICA　학교보건사업 황22)

표3. 상향식 학교보건사업 요인별 비교

22) ODA 정보포털 정보검색을 통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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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학교의 국가별 운 사례 비교

가. 국내 운 사례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WHO 건강증진학교 개념을 받아들여 학교

보건 발 방향으로 추진하여 201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각 1개 학교씩

총 16개 학교를 선정하여「건강증진학교시범사업」을 실시하 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2010년과 2011년에는 시, 도 교육청별로

각 2개 학교씩 총 31개 학교를 지정하여 2년 동안 「건강증진학교 모형개발 연구

학교」를 운 하 다. 2012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운 하는 창의경 학교

의 한 종류에 포함시켜 국 으로 공모한 98개 학교를 「건강증진모델학교」

로 선정하여 운 하 다(장창곡, 2012).

즉,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주도하에 WHO개념의 건강증진학교가 2009년

‘건강증진시범학교’ 16개로부터 시작되어 2012년 ‘건강증진모델학교’라는 이름

으로 98개교까지 양 으로 크게 확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미주, 2013).

1) 건강증진학교 운 단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학교는 부분 다음과 같은 운 단계를 거친다.

첫째, 건강증진학교를 실행하기 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의 구성원

이 참여하는 추진 을 구성한다. 사업의 코디네이터와 함께 지역사회 보건

문가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지원을 받는다.

둘째, 학교, 학생 교사의 보건문제와 보건수요에 한 황 악을 해

건강검사결과의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의 우선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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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각 학 학교는 건강증진학교의 비 과 목 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사업 내용을 개발한다.

셋째, 건강증진학교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목표를 정의하고 효과의 평가

를 한 지표를 개발한다.

넷째,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개별 로그램과 이를 실행하기 한

세부 액션 랜을 개발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트 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다.

여섯째, 로그램을 실행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

인을 분석하여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그림 4. 한국형 건강증진학교 운 매뉴얼.23)

23) 행복을 가꾸는 건강증진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15 : 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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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학교는 민주 차를 통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특생

있는 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건강교육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건강증진학교 개념을 용한 학

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건강한 식이 신체활동 증진에 정 인 결과

를 보고하 다(Stewart_Brown, 2006).

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효과평가에 의하면, 학교 학생들에

비해 개인 생 식습 개선을 비롯하여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 응에

이르기까지 학생 건강 생활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구체 으로

학교 내 분 기가 좋아지고, 학생-교사의 인간 계 증진 학생 상호간 원만

한 교우 계가 형성되면서 학교 내 왕따와 학교 폭력이 에 띄게 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나. 국외 운 사례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한 건강증진학교는 그 구성요소는 같으나 운 에서 다

양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운 유형의 비교를 통해 각 국의 학교보건 실태

연구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에는 지난 15년간 건강증진학교의 유럽 네트워크(ENHPS) 내 개발된

SHE 이니셔티 가 있다. Simovska(2007)는 보건 건강 증진에 한 학습에

아이들의 극 인 참여가 학교가 기 건강 증진의 요한 작업이라고 말한

다. 자신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의 변화를 진시키거나 래시킨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은 참여수단과 홍보의 효과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 보건 교육 내에서 교육과 학습 략의 주요 구성 모두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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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n 외 (2010)의 연구에서 건강증진과 어린이의 참여는 건강한 행동 즉,

건강한 생활습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효과 인 개입은 일반

으로 학교의 환경과 부모의 참여에 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즉, 체 학교

의 참여, 학교 심리 사회 환경 변화, 개인 능력 개발, 부모의 참여와 더 넓

은 지역 사회의 참여 등이 향을 미치며, 이러한 로그램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시행할 경우 효과가능성이 더욱 높다. 즉, 학교교장, 지역사회 계자,

로젝트 코디네이터의 참여와 력은 아주 처음부터 근의 주요기능으로 인식

되어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네덜란드

단기간 교실 내에서만 행해졌던 기존의 건강증진 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해, 2001∼2010년 동안 네덜란드 지역 학교를 상으로 시행한 학교

보건 요구사정(need assessment)을 기 로 하여 4-19세 소아 청소년을

상으로 학교, 부모, 학생, 지역사회, 건강증진기 , 지역정부 간 장기 으로 지

속가능한 조체제를 구축하여 건강 험행태 감소를 목 으로 하는 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다. 그 한 로 “School Beat Approach(Leurs MT 등, 2005)”

를 들 수 있는데, Maastricht 지역의 5개 건강증진기구(약물 독, 정신건강,

공 보건, 청소년보건 사회복지)가 상자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해

공동으로 조직구조 개선 역량을 배양하고, 사업 개시 후 18개월 동안 교육

가 보건 문가들은 개별 학생의 건강증진을 하여 업무를 분담함으로 상

호 수용 가능한 력 체계를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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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European Network of Health Promoting Schools (ENHPS)의

일부로 1997년 건강증진학교 로그램을 수행하 다. 운 방식은 학교선정, 요

구도 조사, 수행계획, 수행 평가로 기본운 메뉴얼 로 시행하 으며 주제

는 학교의 양을 테마로 시행하 다. 시범학교로 4개 학교를 선정하고, 요구

도 조사는 1년간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학

생, 학부모, 교사를 상으로 양문제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 으며,

4년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료를 이용하 다.

이후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이해 계자들과 논의하여 우선순

로젝트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후 시범 상 학교들은 로젝트의 목표에

맞게 세부실행계획을 개발하여 수행한다. 평가는 과정 평가와 결과평과로 진

행되며, 과정평가는 조사도구 보고서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심층면담을 통

해 실행하 으며, 결과평가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baseline survey

의 결과와 비교분석을 시행하 다.

스코틀랜드의 사례에서는 력교육 제공이 건강증진학교의 설립에 필수 인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른 필수요소는 건강증진의 우선순 를 정부의

교육과 건강분야 모두와 의견을 나 어 도출했다는 이다. 주정부로 명확한

목표를 수 있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문성을 인식하여 계층 근을 방

지하고, 지방단체에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하 다. 이 는 트 쉽 근 방식

이지만, 주요 실행자가 학교로 학교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의 지속가능한 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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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학교 성공요인 장애요인 분석

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은 ‘건강증진학교’에 한 다양한 시도가 시행되

었고 지역사회, 정부와의 트 쉽을 바탕으로 건강증진학교가 정착되어, 지속

가능한 근방식을 도입하 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학교 역시 참여를 기반으

로 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한 학교보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 시범사

업, 모델사업을 거쳐 평가의 단계에 어들었다(장창곡, 2013). 평가결과 건강

증진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건강한 식이, 신체활동 증진 등에 정 인

결과가 있었고(이은 등, 2009), 건강증진학교를 운 하는 담당교사들에 의

해 이러한 학교보건시스템이 학교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평가하 다(김

미주, 2013).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러한 건강증진학교의 성공요인, 장애요인을 분석하

고 이러한 요인들이 재 페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모델학교 사업에서

어떻게 용이 되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성공요인

Barnekow(2006)은 연구에서 학교 리더쉽의 지원 구성, 구성원 교육을

성공요인으로 말하고 있으며, 체조건으로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

고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amdal(2011)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성과 력에 한 내용을 표 인 성공요인으로 뽑았으며,

이들의 문성고양을 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성공요인을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 인 이용이 건강증진학교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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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ley(2007), Mukamana, Johri(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교의 주인의식

과 참여, 교사의 역량강화를 주요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성공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내용은 원회 구성과

력에 한 내용이었고 이를 해 정기 인 모임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 고 주체 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질 경우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 학교 리더쉽

의 지원여부도 건강증진학교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리

더쉽의 참여여부에 따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사뿐 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 성공을 이끄는 요한 요소라고 하 다.

즉, 내용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해보면 1) 원회 구성 력 2)자발

참여 3) 교사 역량강화 4)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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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성공요인

Barnekow (2006)

� 학교리더십의 지원

� 구성

� 책임과 권한 부여

� 구성원 교육

�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Inchley 외 (2007)

� 리더쉽과 의 력

� 구성

� 구성원 주인의식

� 교사 역량강화

Samdal 외 (2011)

� 교사의 문성

� 교사 교육

� 구성

� 정기 인 모임 개최

한국교육개발원(2015)

� 민주 차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

� 특색 있는 로그램 계획 수행

� 자율 으로 참여

� 지역사회 자원 활용

Mukamana 외(2016)

� 교사 역량강화

� 교사의 극 인 참여

� 학생과 학부모 상 교육

표 4. 건강증진학교의 성공요인

나. 장애요인

건강증진하굑의 장애요인 한계 역시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술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먼 , 학생과 교사의 반 인 건강행태 개선에 이르기 해서

는 향후 정부차원에서 지속 으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이다. 건강증진학교란

인식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로젝트성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 다른 건강증진 로그램에 비해 지역사회 연계가 어렵다는 역시 장애

요인으로 뽑힌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자원의 획득이라고 이해하고 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Leg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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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장애요인

박순우
� 단기사업

� 재정 , 행정 , 기술 지원과 인센티 필요

이인숙 외 (2009)

� 문인력 부족

� 인식부족

� 낮은 인지율과 참여의지

� 자원의 부족

� 학교시설의 열악함

고 외 (2013)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실패

한 수행기 수행 인력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지부족과 업무의 증가

로 인한 참여의지의 부족이다. 이는 지속 인 재정과 행정 , 기술 지원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문 인력의 부족의 경우 지역사회의 문 인

력 활용 수행 인력을 상으로 하는 지속 인 역량강화 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수행 인력의 문성은 장애요인인 동시에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

단기간의 사업수행이나 자원의 부족의 경우 근본 인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

이다. 하지만 연구 상사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 인력 역량강화의

방법에서 단순한 지식의 달이 아닌 방법론 달과 지속 인 컨설 을 이용

하 고, 학교보건 수행에 있어 시청, NGO, 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참여유

도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트 쉽 구축 등이 한계를 극복하기 한 수단으로

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근이 향후 공 개발원조에 있어

학교보건을 수행하는 데 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건강증진학교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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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 보건지표 (WHO, 2015)

목표 지표
페루 칠

2000년 2015년 2015년

3 5세이하 아사망률 (1000명당) 80 17(2013년) 8(2013년)

4 모성 사망률 (10만명 당) 250 68 22

5

HIV/AIDS 사망자 수 (10만명 당) 14.8 5.6(2013년) 2.4(2012 )

말라리아 사망자 수 (10만명 당) 0.5 0.1(2014년) 0

IV. 페루 ‘건강증진모델학교’ 사례분석

1. 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1) 페루의 보건의료 황

MDGs통해 보건의료 황을 보고자 한다. 먼 2000년에 비해 2015년 달성

도가 속하게 증가하 으나 여 히 WHO region 평균에는 못 미치며, 주변

나라인 칠 와 비교해 보아도 5세 이하 아사망률 모성사망률, HIV/AIDS

사망자 수 모두 2배 내지 3배 높은 상태이다.

표6. 페루 보건 련 MDGs 달성 황24)

24) www.who.in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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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루 공 개발원조 황

페루는 KOICA의 남미 최 의 수원국이지만 수원국 만족도 평가에서

지문화를 고려의 정도 는 안문제 해결에 기여 항목에서 상 으로 낮은

수를 받았다.

두되는 문제 으로는 첫째, 남미 국가에서 문제 으로 지 되는 미성년

자의 임신문제가 사업 상지역에서도 특징 인 사회문화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문화 안을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보건 로그램은 없

었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열병이 많고 림의 석유 채취과정에서 강물 오

염으로 인한 원주민 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한 특별한

지원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허윤정, 2014).

둘째, 지역역량에 맞지 않는 의료기자재가 제공되고 있었다. 지역역량에 맞

지 않는 고가의 첨단의료기기가 지원되어 일차의료 수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건소의 기능에 부 합했다(허윤정, 2014).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다. 지역의 의료센터 건

립사업을 통해 오지에 보건소들이 많이 건립되었으나 제 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KOICA, 2010)

페루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어 체 인구의 10%가 연간 총수입의

33%를 차지하고 하고 50%가 총수입의 13%만을 차지한다. 게다가 산층의

부재로 인해 빈부격차의 체감도가 다른 국가에서보다 훨씬 높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교육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페루는 교육에 한 형평성이 많

이 악화되어 있어, 도시와 농 지역의 등교육 이수 비율이 도시의 학생들이

농 토착지역의 학생들보다 3배 이상 많이 이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등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이 주는 사회 격차는 결국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지역 간 격차는 훨씬 심해질 것이다(허윤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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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루 학교보건정책

페루의 학교보건을 2005년 페루 보건부(MINSA)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페루의 학교보건보건의 시스템은 보건부에서 할하며 각 지역의

학교 역시 지역 보건국에 학교보건 이 구성되어 있어 할구역의 학교를 담

당한다. 정책을 살펴보면, 1998년 Kallpa 회에서 쿠스코와 야야쿠 , 이키토

스의 등 교육기 에서 개인 생 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유니세

(UNICEF)와 교육부 함께 진행한 “에스꾸엘라스 아미가스(Escuelas Amigas)”25)

등 페루의 보건부와 교육부는 지속 으로 MOU를 맺고 학생의 건강증진을 해

다양한 로그램을 시행해왔으며, 표 으로는 2003년 보건부의 건강학교

(Escuelas Saludabes) 로그램으로 이 로그램은 약 3,250개의 교육기 과

약 500,000명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되었다(최윤아, 2015).

페루 건강증진 계획의 일부로 제시된 2005년 보건부의 학교건강 리 가이

드라인26)에서는 통합 건강증진 활동을 해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삶, 보건서

비스와 양 로그램의 3가지 활동을 제시하 고, 이후 실행된 건강 등학교

계획(Plan Salud Escolar)은 종합 건강평가와 건강행 와 건강환경의 증진

을 포함하고 있다.27)

한, 2011년 지속가능한 학교건강증진 가이드라인28)에서는 지속가능한 학

교건강증진을 해서 지역사회 교육, 교사 역량강화, 학생 지식· 태도·행태 변

화, 학부모 참여 활동을 포함하 다(Ministerio de Salud, 2011).

25) 학교 교실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보건을 포함한 통합 교육 로그램

26) Ministerio de Salud(2005) Promocion de la Salud en las Instituciones Educativas

27) Ministerio de Salud(2013)

http://www.minsa.gob.pe/portada/Especiales/2014/aprende/index.html

28) Guia Tecnica De Gestion de Promocion de la Salud en Instituciones Educativas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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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상 황

1) 상지역 황

본 연구 상사업의 사업수행지역은 페루의 찬차마요지역으로 후닌(Junin)주

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은 후닌주의 북쪽, 평균고도 770m 치해 있으며, 아마

존강으로 이어지는 강을 끼고 있어 연 24. 5℃~38℃의 과열 의 습한 기후

를 보이는 정 (Selva)지역이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차량으로 8-9시간 소

요되는 거리에 치하며, 이동 시 해발 5,000m의 안데스 산맥을 넘어야하는

외딴 지역으로 의료의 근성이 좋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인구의 증가29)로

이에 따른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학교, 일자리 등 기본 인 라가 부족하여

상 으로 타 지역에 비해 보건, 교육 등 여러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한 많은 수의 원주민이 피차나키, 페 네 근처 숲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의

료시설의 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분포도 큰 상태이다(최윤아, 2015).

이러한 지역 , 지리 특성, 사회 특성 상 사업 상 지역은 정부의 혜택

에서 우선순 가 려 앞서 말한 학교보건 정책이 지역 내에서 제 로 시행되

지 못하고 있다. 주요 학교문제는 정 이라는 지역 특성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양불균형으로 인한 빈 이며, 지역주요 산업으로 농장일이 많아 오

랜 시간 집을 비우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 약물 독도 지역특성에

따른 건강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생 성교육, 양교육을 포함한

여가활동 개선을 한 신체활동 증가까지 다방면에서 포 으로 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부는 의지는 있지만, 정부로부터의 보조를 받지 못해 다음

해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29) 찬차마  중 피차나키(전체  32.2%), 네(전체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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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지역 학교보건 황

이러한 이유로 KOICA는 상지역에서 보건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학교를 심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

진모델학교 로그램을 개발하 다.

앞서 페루 학교보건 황에서도 설명했듯이, 재 국가 학교보건계획 (Plan

de Salud Escolar)으로 ‘건강 등학교 계획 2013-201630)’이 시행 으로, 이는

학교보건문화를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기본 인 건강한 삶과 건강의 사회 결

정 요소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부(MINSA)와 교육부(MINEDU), 사회

개발부(MIDIS)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학생들이 건강할 권리를 하여 “건강한

배움”이라는 테마로 학교보건 랜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양 로그램인 ‘QALI WARMA’가 함께 시행 으로 학생들의 아침 식사와

생 련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최윤아, 2015).

하지만 이러한 국가 학교보건계획은 산과 인력의 문제로 인해 피차나키

지역까지 정책이 수행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제 으로 정부정책이 지역

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 이 역시도 반 인 로그램의 시행이

아닌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변화하고, 꾸 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기 로그램은 지역 내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국에서 학교보건 을 구

성하여 건강검사 교사 상 보건교육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지역 보건국

(RED Pichanaki) 학교보건 자료에 의하면 작년 로그램 시행 상학교 수

는 198개 으며, 올해는 유치원 10개, 등학교(Secundaria) 8개가 늘어나 총

216개교를 상으로 사업을 진행 이다. 차 으로 그 범 가 확 되고 있

으나, 상은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여 히 원활한 정책수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0) 세부내용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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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학교 황

연구 상학교의 황은 사업수행 에서 6개의 건강증진모델학교 시범학교를

상으로 2014년 실시한 기 선조사(baseline survey)의 내용을 바탕으로 WHO

건강증진학교의 6 구성요소31)에 의거하여 악하고자 한다.

먼 , 첫째 학교보건정책(School health policies)을 살펴보면 상가니 피차

나키 지역의 연구 상학교 6개 학교보건에 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건으로, 단 1개의 학교만이 안 ·환경에 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는

찬차마요 보건국에서 제공한 학생 건강 지침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학교의 물리 환경(School physical environment)을 살펴보면 학교의

부가 보건실도 없을뿐더러 보건교사도 정책 으로 지원되지 않아 응 처치

도 학교 내에서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단 1 개교만이 보건교사가

상주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리하고 있었다. 학교별로 심리상담사나, 치과의사

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꾸 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산

사정에 따라 부재하기도 하 다. 학교 내 매 의 경우 탄산음료와 과자, 사탕,

콜릿 같은 단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 학교는 소시지와 햄버거를

매하고 있다. 한 학교의 안 ·환경은 6개 학교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반 시설이 열악하며, 안 ·환경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발생의 험이

있었다.

셋째, 학교의 사회 환경(School social environment)을 살펴보면 피차나키

지역의 3개교는 피차나키 지역교육국에 속해있으며, 학교보건의 담당은 피차

31) ①학교보건정책 ②학교의 물리 환경 ③학교의 사회 환경 ④지역사회와의 연계 ⑤개인

의 건강기술 ⑥보건서비스

(http://www.who.int/school_youth_health/gshi/hp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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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키 지역보건국(RED Pichanaki)가 담당한다. 피차나키 지역보건국에는 건강

증진부와 학교보건 으로 나뉘어 있으며 건강증진 은 주로 교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보건 은 연 1회 있는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담당하고 있

다. 상가니 지역은 상가니 지역의 3개교는 같은 지역교육국에 속해 있으며,

학교보건의 경우, 지역이 속해있는 페 네 지역 보건소 내 학교보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School-community relationships) 계를 살펴보면

재 학교 안에서 보건활동이 무한 가운데 이와 련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찬차마요 내에는 아이들의 건강교육을 해

활동하는 NGO 들이 있었고, 시청 역시 아이들의 건강에 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는 개인의 건강기술 (Personal health skills & action competencies)

이다. 사업 수행 연구 상학교의 , 등학교 약 7,220명 수를 상으로

건강문제, 개인 생, 생활습 , 성건강과 련한 지식, 태도, 행동(KAP)32)

학교보건교육 황조사를 해 실시한 기 선조사 결과33)에 따르면, 등학생

들의 손씻기 행 는 식사 , 화장실 사용 후 부분 씻음이 28.04%, 항상 씻

음이 36.67%로 약 64%정도의 학생만이 제 로 된 손씻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양치질의 경우 1일 2회가 39.42%, 3회가 44.47%로 비교 잘 수행하고 있었

다.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는 성건강에 한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에 따르면 HIV/AIDS에 한 인식도는 67.97%인 반면 피임과 임신, 육아에

한 부분은 30% 후로 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32) KAP: Knowledge, Attitude, Practice

33) 연구 상 사업인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시한 기 선조사는 ‘건강증

진모델학교’ 6개교 등학생 3516명, 등학생 3706명 수를 상으로 2014년 7월에서 9월에

걸쳐 시행되었음. 설문지는 WHO의 GSHS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 으며, 지 학생들의 건강

문제, 개인 생 생활습 , 성건강 련한 KAP와 학교보건교육 황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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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서비스(Health Service)의 경우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보건국에서 정기 으로 교사나 학부모를 상으로 개인 생 성교육을 주제

로 집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보건교과서도 없을뿐

더러, 체계가 잡 있지 않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개인 생에 한 교육을 받은 등학생은

제 84.81%, 성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 78%이다. 하지만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식도나 수행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으로 미루

어 보아, 제 로 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강검사도 사업수행 시에는

부재하 지만 2013년 계획된 건강 등학교계획 2013-2016의 일환으로 2014년

부터 일부 등학교를 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Ministerio de

Salud, 2013a). 하지만 기록시스템이 없어 결과에 한 추 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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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N=2504)

N %

손씻기

(식사 ,

화장실 사용 후)

안씻음 73 3.5

거의 안씻음 53 2.5

가끔 씻음 618 29.3

부분 씻음 591 28.0

항상 씻음 773 36.7

손씻기 인식도
맞음 - -

틀림 - -

양치질 횟수/일

0 회 52 2.5

1 회 280 13.6

2 회 812 39.4

3 회 이상 916 44.5

양치질

인식도

맞음 1001 49.6

틀림 1017 50.4

1년 내 생

교육여부

1737 84.8

아니오 311 15.2

2014년 7월 (N=2839)

N %

성교육

여부

2020 73.1

아니오 744 26.9

HIV/AIDS 교육여부
2370 85.6

아니오 399 14.4

성건강

인식도

성병 방법 알고 있다 450 16.2

피임법 알고 있다 866 31.3

임신과 산 리 알고 있다 871 31.4

아기 양육법 알고 있다 729 26.4

HIV/AIDS 인식도
맞음 11200 68.0

틀림 5277 32.0

표 7. 등학생의 개인 생 행태와 인식도 조사34)

표 8. 등학생 성건강 인식도 조사35)

34)한국국제 력단.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 PMC사업_BLS 결과보고서’, 2015년 3월

(미발행물)

3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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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주요내용

연구 상 사업은 학교의 체 교육과정 내에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을 목표로 상향식 방식의 근방식을 통해 학교가 스스로 건강문제를 도출하

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 으로 건강

한 생활과 올바른 건강지식 달을 통한 학교인구의 반 인 건강증진에 기

여하고자 한다.

사업수행의 단계는 기본 인 건강증진학교 수행체계를 따라 이루어졌다.

첫 번째, 지조사를 통해 페루 사업 상지역의 주요건강문제 정책

황, 학교 황 등을 시행하 으며, 지역사회 내 원회를 구축하여 논의를

통해 주요 건강문제를 도출하 다. 이후 시범학교의 상이 되는 6개 학교를

선정하 다.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6개 학교는 공

립학교로, 등학교 등학교가 함께 운 되고 있으며 찬차마요시 페 네

군 상가니 지역 3개교와 피차나키군 피차나키 지역 3개교를 상으로 한다.

두 번째, 시범학교 교사 293 명과 학생 7,222 명 수를 상으로 하는 기

선조사(baseline survey)를 시행하여 건강문제를 악하 다. WHO의 GSHS36)

를 바탕으로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기 선조사는 건강문제

를 악할 뿐 만 아니라 이후 사업시행 간에 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해

시행할 간조사(midterm survey), 종료조사(endline survey)의 기 가 될 자

료로 실험설계37)를 통한 사 , 사후테스트를 용하여 1, 2차년도 참여하는

비교군과 2차년도에 참여하는 조군의 차이를 보는데 의의가 있다.

36)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

37) Quasi Experimental Desig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ith Pretest-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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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건강증진학교 실천계획을 수립하 다. 한국형 ‘건강증진학교’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 으며, 지에 요구도가 높은 건강검사, 보건교육, 구 함

비치, 학교환경개선에 을 두어 로그램을 기획하 으며, 학교가 스스

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학교가 특별 로그램을 기획하여 제

안하도록 하 다. 이것이 페루 건강증진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해 건강증진학교의 개념이해, 제안서 작성

법, 문제분석 해결방안 도출방법,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 교육법 등 건강증

진학교 운 을 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한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이 함께

기획되었다.

네 번째, 건강증진학교 수행이다. 교장, 교감선생님, 교사, 학부모, 학생 표

로 구성된 보건운 원회를 구성하고 이 원회에 의해 사업이 수행된다. 사

업 은 건강증진모델에 한 기본개념 틀만 제시하고 학교가 각각 문제분

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 다.

사업 은 기 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도출 제안서 작성에 한 컨설

을 담당하고 검토 후 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환류이다. 평가는 학교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 간

평가회를 통해 각 활동을 평가하고 각종 서식지 지표 리 평가표를 만들어

과정을 평가한다. 사업의 최종평가 2017년 2월 정으로 그 결과를 기 선조

사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성과를 보고자 한다. 환류는 각 과정에서 지속 으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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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업의 주요내용 성과.

2. 사업수행 단계별 비교분석

가. 한국형과 페루 건강증진학교사업 비교분석

연구 상사업의 진행단계 분석을 통해 수행 략을 도출하고자 하며, WHO

지침과 한국형 건강증진학교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세부내용과 특징을 보

기로 한다. 한국에서 실시한 건강증진학교 모델은 경기도 Y군 보건소에서 교

육청 주 하에 한 등학교를 건강증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한 후 수행한 연

구를 바탕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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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학교 추진체계 구축

WHO ‘건강증진학교 구축을 한 지역 활동’에 따르면, 건강증진학교 수행을

하여 먼 학교보건 원회와 지역사회 자문 원회 소집을 실시한다. 학교보

건 원회는 학교구성원(교사/교직원, 학생, 학부모)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자문

원회는 학교에 자문과 도움을 수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원

회가 구성되면 모든 구성원은 건강증진학교의 목 을 지향하고 추진하기 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참여, 주인의식, 그리고 동을 구축하고 각 구성원은 교

내외 의사소통을 통하여 건강증진학교 구 을 하여 노력한다(WHO, 2000).

한국형 사업의 경우 교내 건강증진운 의회를 구성하 으며 군, 교육청,

시범학교 간에 “건강증진 선포식 의식“을 시행하여 교내외 건강증진학교

추진체계를 구축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든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지

도자들의 건강증진학교에 한 인식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 으며, 건강증

진학교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증진학교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가 주체

가 되면서 지역사회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내·외 지원체계를 구축하 다

(이은 등, 2009).

페루 사례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 보건국과 주 교육청, 지역 보건국과

지역교육국 시청에 건강증진학교를 제안하고 사업 설명회 약식(MOU)

을 통해 교내외 지원체계를 마련하 다. 선정학교는 기 을 통해 6개 학교를

선정하 으며, 자발 인 참여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상으로 하 다. 학교선정

후 설명회 교사 상 워크 을 통해 건강증진학교에 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교장, 교감선생님 보건교사, 심리상담사, 체육교사가 주축이 되어 보건운

원회를 구성하 다. 이들의 활동은 주기 인 원회모임과 제시된 체크리스트의

자가평가를 통해 활동이 평가되어지며, 각 역량강화에 우선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50 -

2) 건강문제와 요구도조사

WHO에서는 다음 단계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건강 로그램에

한 분석을 실시한다. 즉, 건강증진을 하여 학교에서 시행했던 로그램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건강문제는 방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문

제에 극 응하기 하여 우리가 이용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건강증진학교 활동의 우선순 결정을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WHO, 2000).

한국형사업은 지역과 학교의 건강문제를 악하고자 학생과 교사용 설문지

를 개발하고 조사하 다. 조사 결과는 워크 을 통하여 보건소, 교육청, 시범

학교 그리고 자문 원들과 공유하 다. 이는 학교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한 시도 다.

페루 사례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착수 건강문제 악을 해 학생과 교사

용 설문을 시범학교 상 수로 시행하 으며, 그 설문지는 GHSH를 수정,

보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한 페루 지역의 보건정책 수

행 로그램들을 조사하여 각 로그램과의 업을 도모하고자 하 다. 이러

한 문제분석을 통해 기존 수행하는 로그램들을 지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이해 계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학교의 요구

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개인 생, 양, 환경, 정신건강, 안 등 통합된 학교보건 로그램이 필요

하며, 특히 지역 내 청소년 임신률이 높으므로 성교육에 한 요구도가 높다.

학교별로 연간 보건계획 수립 운 을 통해 학생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

민,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 1차로 교사를 먼

훈련시키는 방법이 효율 이다. 한 학생건강 리를 한 정기 인 건강

검사 실시 수행을 한 지원과 교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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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학교 실천계획 수립

WHO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건강 련 요구와 기획에 한 지식과 정보

를 수집한 후에는 실천계획(목 , 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변화를 유도한다.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자문 원의 인스토 (brainstorming) 과정을 통하

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논의하여 학교의 목 과 보다 구체 인 측정 가능

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방법을 결정한다(WHO, 2000).

한국의 경우, 건강증진학교 목 , 목표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8회

차 총 24시간의 교사/학부모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 다.

이에 반해, 페루 사례사업의 경우 구성된 보건운 원회를 상으로 로

그램 기획 실행에 한 몇 차례 역량강화 워크 을 진행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제안서 컨설 을 통해 학교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로그램은 기본 로그램과 특별 로그램으로 나 어

실행하도록 하며, 먼 기본 로그램은 페루의 보건정책의 실행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상학교 체가 건강검사, 보건교육, 구 함 사용 기록, 학교안

환경 리 등 공통 으로 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 로그램은 학교

가 스스로 도출한 문제를 학교의 인력, 환경 등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각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로그램을 기획 할 수 있도록 하 다.

4) 포 인 건강증진학교 사업 수행

WHO의 지침에는 계획 수립까지 제안은 하고 있으나 수행과 평가부분에

한 자세한 언 은 없다.

한국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 건강증진 로그램에서 나온 건강증진학교 목 ,

목표 그리고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운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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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로그램을 확정하고 수행하 다. 건강증진 로그램은 지역사회, 민- -학

의 극 인 지원 하에 학교가 주인이 되어 수행되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 다(이은 등, 2009).

페루 사례사업의 경우 사업 에서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산을 지원하고 건

강검사 구 함 구축을 한 기본 장비를 지원하 으며, 학교 보건운 회가

주축이되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학교 로그램을 수행하 다. 각각의 로그램

은 인력 지원 필요시 지역 내 보건기 시청의 지원을 받아 교육 홍

보를 실시하 으며, 행정 처리에 한 부분은 지역교육국과 지역보건국이 극

으로 조해주었다. 로그램의 상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으

며, 교육 활동을 통해 반 인 건강에 한 지식, 태도, 행동(KAP) 증진

하고자 하 다.

5) 평가와 환류

한국형 사업의 경우, 진단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계획하여 진행하 으

며, 진단평가는 상자들의 건강문제와 요구도 악을 해 시행되었으며, 과

정평가는 각 로그램의 수행지수와 만족도조사를 수행하여 로그램이 의도

한 로 진행되었는지 평가하 다. 결과평가는 로그램 실시 직후나 종료 후

에 로그램의 성과를 단하기 해 실시하 으며, 로그램의 결과로 발생

한 변화를 확인하고 이것이 원래의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분

석하는데 그 목 이 있으며, 매년 결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학교구성원 스스로 건강증진학교 목 , 목표 실천계획 수립에 반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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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사례사업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방버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 선조사, 간조사, 종료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에 한 KAP(인식,

태도 행동)의 , 후 비교를 통해 그 향 효과를 보고자 하 으며. 운

원회 체크리스트, 학교환경 체크리스트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

크리스트와 각 로그램의 수행 후 만족도 조사, 각 학교의 수행결과보고서를

통한 과정평가를 실시하 다. 한 수행과정 간평가 최종평가 등 단

계별 평가회를 통해 각 활동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 며 즉각 인 환류

(feedback)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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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건강증진학교 페루 건강증진모델학교 WHO 지침

1)

건강증진학교 추진체계구축

� 보건소와 교육청에 제안

� 지원 선정

� 사업설명회 워크샵 개최

� 운 원회 구성

� 선포식 약식

� 주 보건국과 교육청에 제안

� 지원 선정

� 사업설명회 워크샵 개최

� 운 원회 구성

� 선포식 약식

� 학교 운 원회 구축

� 지역사회 자문 원회 구성

� 구성 네트워킹

2)

건강문제와 요구도 조사

� 설문지 개발

� 건강문제 요구도 분석

� 지역사회와 건강문제 공유

� 설문지 개발

� 건강문제 요구도 분석

� 황 건강문제 공유

� 학교건강증진 사업 검토

� 지역사회 정책 자원평가

� 건강증진학교 제안

3)

건강증진학교 실천계획수립

� 워크 통해 건강증진학교의

목 , 목표, 실천계획 수립

� 운 원회 역량강화 실시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리뷰 피드백

� 제안서에 따른 산지원

� 목 설정

� 목표설정

� 실천계획 개발

4)

포 인

건강증진학교 사업 수행

� 교사, 학부모, 학생 상

로그램 실시

� 각 학교별 로그램 시행

� 교사, 학부모 역량강화
� 제시된 내용 없음

5)

평가와 환류

� 진단평가

� 과정평가

� 결과평가

� 설문조사 , 후 비교

� 과정평가 & 피드백

� 평가회통한 결과평가

� 제시된 내용 없음

표 9. 건강증진학교 수행단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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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

학교수
목표 상그룹 활동

탄자니아 80
당뇨에 한 방

근성 향상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 보건인력

교사 트 이닝

교재개발

보건커리큘럼 개발

남아 리카 16
건강한 생활과

당뇨 방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노 상인

교사 건강검사

보건커리큘럼 개발

캄보디아 49
당뇨와 고 압 방

한 인식개선

교사,

지역사회리더

교사 상 설문실시

험요인 인지도 체크

나. 상향식과 하향식 사업별 비교분석

앞서 분석한 유럽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포 학교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학교를 수행하 고, 평가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반면,

개도국의 학교보건에 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며 학교

보건과 련된 정책이나 인 라가 미흡한 상태로 주로 원조에 의한 단기간 사

업에 의존하고 있다. Skar M. 등(2015)이 실시한 체계 문헌고찰의 내용을

토 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한 학교보건사업의 내용을 분석하 다.

표 10. 개발도상국 학교보건사업 분석38)

탄자니아, 남아 리카,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한 학교

보건 로그램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사례의 부분이 당뇨병과 고 압과 같은 비 염성질환의 방을 해 학교

를 기반으로 시행한 로그램으로 그 상은 학교 교사와 학생 외 학부모,

38) M. skar E. Kirstein, A. Kapur. Lessons learnt from school-based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2014, John Wiley & Sons Ltd,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1(6): 1114–1123.



- 56 -

커뮤니티 리더, 매 계자 등 다양하다. 로그램의 목표는 비 염성질환

방 건강증진에 한 인식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수행활동은 교사

훈련을 기본으로 보건교육 커리큘럼 개발, 건강증진활동 기획 교사 건강검

사, 지역 의료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Skar M. 등(2015)은 학교보건사업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식습 의 요

성에 해서는 배웠지만, 실제 수행까지의 연결에는 많은 요소들이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따라서 재 개발도상국 내에서 진행하는 학교보건의 한계

으로는 모든 활동이 로그램 주로 단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과 자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을 들었다.

이에 반해, 상향식 사업개발의 근은 상 하달식의 명령구조가 아닌 교사

들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교사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그들의 사기 진작과

학교 조직에 한 헌신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직무만족과 련이 있으

며, 많은 교사들이 학교의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Hoy & Miskel,

2007). 기존의 연구들을 볼 때 학교에서 교사의 참여 의사결정은 학교의 효

과성, 교육 목 달성과 교사 개인 만족도를 높이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애(2015)는 교사들이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그들의 의견이 반 된 학교

경 이 이루어진다면 교사들 스스로가 학교에 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직생

활의 응력을 더 높여 나갈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사들로 하여 직무에 한

만족을 높이게 된다고 하 다. 즉, 의사결정 참여를 극 유도하고 그 의견을

반 하여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목표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향식 학교보건사업의 특징을 더 명확히 보기 해 기존의 공 개발원조사

업 사례와 사례사업의 각 요소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교분석의 틀은 장

창곡(2014)의 새로운 학교보건패러다임에 소개한 분석틀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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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하향식 상향식 

특
(개도 사업) (사 사업)

사업수행
PMC 혹  

보건전문가
보건운 원회 발적 참여 

프 그램 수행
단  프 그램 

수행

학  특 에 맞는 

프 그램 개발 및 

수행

문제

지역 원동원

다양

역량강화 강 식, 방적 워크샵, 참여형 실습, 신감

사결정 방적 상호적
PMC-학  지 적  

컨

프라 PMC
PMC, 학 , 

지역사회

발적  참여 

지역 네트워크 

전략 적 통합적
지역사회 포함, 

포 적  접근

먼 사업사례의 수행단계를 보면 사업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보건운

원회임을 볼 수 있다. 자발 으로 조직된 보건운 원회는 참여형 워크

샵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학교의 건강문제를 도출해내고

해결방향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직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건운 원회의 자신감 향상

심 증 , 인식개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활동에 지역사회 자원 인력을 동원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한 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에서 공 개발원조 사업개발에 있어서 상향식 방식의 근

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1. 공 개발원조에서 학교보건사업 비교

* 출처: 장창곡, 2014 ; 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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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성과분석

사업의 주요성과는 주로 인식변화 자발 참여, 심증가와 학교환경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터뷰 참여 찰을 통해 분석하 다. 랑

스에서 건강증진학교 일럿 로그램 시 사용하 던 내용39)을 참고로 인터뷰

주제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OECD/DAC

5 평가기 을 사용하여 평가하여 공 개발원조 사업에서의 성과를 연구해보

았다.

사례사업이 아직 진행 에 있어 그 성과를 논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

나, 1차년도 수행 인력과 2차년도 수행 인력들의 태도 심을 통해 그들의

인식이 변화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수행 성과 분석

1) 인터뷰 결과

가) 동기부여 흥미 (Motivation and interest)

건강증진학교의 각 활동을 통해 교사는 아이들의 건강에 한 심이 생겼

다는 을 알 수 있었고, 학부모는 학교에 한 신뢰가 증가하는 상이 나타

났다. 학생들의 경우 아직 건강증진이라는 단어 자체에 한 인식이 부족하지

만, 건강교육의 방식이나 주제에 한 의견을 보이며, 흥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9) Jeanine P, Guevel MR, Jourdann D. Evaluation of health promotion in school: a realistic

evaluaton approach using mixed methods. BMC public health 2010;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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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보건운 원회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배

운 내용을 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교사, 남성)

“학교가 아이들이 건강에 신경쓰고 아이들이 학교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

다”’ (학부모, 남성)

“학교에 보건실이 생기고 아이들이 아 면 집이 아니라 보건실에 간다. 학부모회에서

는 구 함 의약품을 보충하고 학교에 보건실은 담인력 충원을 해 노력할 것이

다.’(학부모, 남성)

실제로 한 학교는 보건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운 원회와 학부모회

의 논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자발 으로 자 을 모아 보건실을 건축한 도 있

다. 한 인터뷰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보건인력의 채용의 한 의지가 있음을 있었다.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기 보

다는 학부모 스스로 보건교사의 필요성에 한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듯 학부모의 참여는 매우 유익하며, 학부모회는 보건운 원회의 일부

로서 개입을 하게 되고, 이는 인 자원의 활용 뿐 만 아니라 학교의 포

개입이 가능하게 한다. 한 학부모의 개입이 많아지면 자연스 학교 문제에

여하게 되고 학교활동에 열정을 갖게 된다.

한 선행연구에서 보면, 보건운 원회의 원활한 사업이행 의사소통을

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했다. 보건운 원회는

건강증진학교 로그램 수행을 해 교육, 역량강화, 학생 리 부분에서 학부

모와 지역커뮤니티와 함께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부분 으로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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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사의 역할부담에 한 우려가 있는데, 이 질문에 한 답은 1차년

도 보건운 원회 교사와, 2차년도 보건운 원회 교사의 답이 차이를 보

인다.

“추가 인 업무로 업무로드가 심하다. 보건운 원회 교사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1차년도 참여교사)

“운 원회 교사 모집이 처음에 가장 어려웠다. 시도를 많이 했지만 회의를 많이 진

행하지 못햇다,.” (1차년도 참여교사)

“ 보건운 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1차년도 참여교사)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일이 무 많고 외부사업도 많아 많은 신경을 쓰기 어렵다. ”

(1차년도 참여교사)

“내년엔 모든 교사들이 이 로그램에 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1명이 담

하여 업무로드가 많았던 것 같다.” (1차년도 참여교사)

“내년엔 보건에 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교사들로 운 원회 구

성을 바꾸고 싶다.”(1차년도 참여교사)

같은 질문에 해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운 원회 교사들의 답은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인다.

“어려운 은 없다. 신체검사 이상자 시 잘 처치해야할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지 크

게 어려운 은 없다.” (2차년도 참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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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사업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2학기에는 더욱 잘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 (2차년도 참여교사)

“각 교사들이 담당 주제를 맡아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보건지식에 해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2차년도 참여교사)

“교장선생님이 사업을 반 으로 리를 하고 을 나 어 세명이 등학교, 등학

교 담당할 정이다.” (2차년도 참여교사)

“ 재는 앞으로 교사 체에게 교육을 시행해서 보건운 원회가 바 더라도 모두가

같은 보건지식을 가지고 있고 운 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차년도 참여교사)

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 참여하는 보건운 원회 교사의

경우 과다한 업무에 한 부담에 한 이야기보다는 향후 개선방안에 한

답을 주로 하고 있으며, 1차년도가 주로 보건운 원회에 의존하여 수행된

사업이었다면, 2차년도의 경우 보건운 원회 뿐 만 아니라 교사들이 사

업에 참여하여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학교들이 많음을 알 수 있

다.

나) 건강증진에 한 인지(Perception of HP)

건강증진에 한 인지의 정도는 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 감을 가지고, 각 개별 활동에 한 수행의 필요성은 잘 인지하

고 있는 반면, 건강증진과 잘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연 성에 한 지속 인 정보 달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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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몸무게 쟀을 때 키의 경우 작년에 몇 센티가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몸무게

의 경우 여성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살이 쪘나? 왜 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여학생)

“작년에 비해 4cm이 자라서 무 좋았고 그 을 알게 되어 기뻤다.” (남학생)

다) 개인능력의 발 (Development of personal skill)

인터뷰에 참여한 부분의 보건운 원회 교사들이 건강에 한 지식증가

보건문제 해결에 한 역량강화에 해 언 하 다.

“응 교육이나 신체검사법 교육을 통해 지식이 생기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생겼

다.”(교사, 남성)

“ 응 처치와 약품사용에 한 기본지식이 없었는데, 교육을 받고나서는 그 부분에

해 심이 더 생기고 학생들의 건강에도 더 심이 생긴다. 엔 지식이 없어

심이 없었다면, 지 은 알기 때문에 심이 더 생긴다.”(교사, 여성)

“교육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작년엔 뛰어놀다 다치면 교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치해두었는데, 지 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직 달려가서 도움

을 수 있게 되었다. “ (교사, 남성)

이러한 역량강화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을 불어일으키

는 매역할을 한다. 즉, 지속 인 역량강화는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은

인식을 행동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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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기효능감 자신감 증진(Perceived self-efficacy)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의 증진은 자원의 이용과 그들의 행 를 통해 나타난다.

교육을 받은 보건운 원회의 자신감은 에 띄게 증가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배운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상자들도 있었다.

“시력검사에서 올해 이상이 있는 학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게 검사를 통해 학생

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어 좋았다.” (교사, 여성)

“보건실이 잘 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그리고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기

된다.” (교사, 여성)

“책자는 없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과학시간에도 성

련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교사, 여성)

“ 양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 쌓인 느낌과 자부심, 자신감이 생겼다. 교육을 통

해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직 실천하고 있다.” (교사, 남성)

“최근에 농구경기를 하다가 골 이 생겼는데, 응 처치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

로 붕 로 응 처치 후 병원으로 보낸 경험이 있다. 강의가 유용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쉬운 내용이어서 좋았다.” (교사, 남성)

“많은 학생들이 조기임신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

런 아이들에 심이 생겼고 성교육을 시행하고 싶다. 부모가 농장에 가서 아이혼자

집에 있다가 임신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

하고 싶다.” (교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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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찰 결과

찰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학교의 환경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 먼 , 각

학교마다 보건실이 설치되었던 이다. 구 함과 구 함일지 제공으로 지의

요구도에 의해 각 학교마다 보건실이 구비되었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보건교

사 배치 교사마다 담당을 정해 보건실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

을 하고 있었다. 한, 기록양식의 개발을 통해 건강검사 구 함 사용기

록을 기록하고 매월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생들의 주요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 다.

개인 생 교육을 해 공동수도 세면 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손씻기 행

동실천을 해 노력하 으며, 학교환경 개선을 해 쓰 기 분리수거를 실시

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학교환경미화를 시행한 학교도 볼 수 있었다. 이

듯 사업의 직 인 활동이 아니지만, 요구에 의해 자발 으로 개선된 학교환

경을 찰을 통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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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내용 향요인

동기부여 흥미

건강에 한 교사의 심증가

학교에 한 학부모 신뢰증가

보건실 구축

운 원회 발 방안 마련

구 함 사용기록

건강검사 결과통보

학부모와 운 원회 네트워크

건강증진에

한 인지
건강 인지도 증가

역량강화

건강검사 결과통보

개인능력의

발

지식증가 → 심증가 →

자기효능감 증가

역량강화

학부모와 운 원회 네트워크

자기효능감

자신감 인식

자기효능감, 자신감 증가 →

행동변화

역량강화

련 기자재 인 라 공

환경변화 인식의 변화 → 행동변화 역량강화

표 12. 사업수행 성과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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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향식과 하향식사업 수행성과 비교

OECD/DAC 평가기 에 따라 하향식 사업개발과 상향식 사업개발의 성과를

비교해보았다.

상향식 개발방식의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성에 있다. 공 개발원조

에서 지속가능성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출구 략 마련이나 사후

리가 모두 지속가능성 제고를 한 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상향식 근은 공

개발원조 분야에서 효과 인 개발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국가 발 략과 지역

주민들이 욕구를 하게 반 하고 있는 사업의 형성과 추진으로부터 시작되

어야 한다. 즉, 지의 참여가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부의 정책과의 부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의

요구에 맞는 로그램 개발로 상자들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일반화된 모

델과 검 목록을 통한 사업 보다는 개발도상국 각각의 사회문화 특수성과

지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로그램의 개발이 요하다(허윤정, 2014).

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상자가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보건사업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건강의 수 이 단기간의 사업의 성과로는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한

성과측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사들이 사업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의 문제 을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방법

을 결정하는 주체가 학교와 교사 자신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참여형

워크 을 통한 역량강화는 일방 인 교육이 아닌 실습 주의 문제해결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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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도입은 자심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여기에 지역사회 문 인력의

활용으로 컨설 이 이루어진다면 효과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향식 개발방식의 경우 착수 실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 에 철 한 비가 필요하며, 효과를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

된다면 그 의미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트 쉽 구축은 물 지원, 인 지원의 의미로도

큰 도움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단계 나아가 역량강화의 시행주체가 지

역사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에도 향을

미치지만, 지역사회와의 신뢰도 증가에 향을 다. 즉, 지속 인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심과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공동체 의식고양을 통해 지역사

회와 학교가 건강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사업의 효과 지

속가능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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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하향식 상향식

성

(Relevance)

정책과 부합

학교요구도와 목표상이

정책과의 부합

학교요구도에 맞는 사업개발

효율성

(Efficiency)

비용 비 효과성이 하

은시간, 다수혜택

자원동원능력 향상

비용 고효율 사업

효과성

(Effectiveness)

단기간 내 성과도출

일회성

단시간 내 성과도출 어려움

지속가능성

향력

(Impact)

문성 하

참여도 하

지역 내 심증가

지역정부 심 참여증가

지식 달 의지 증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사업종료에 의한 해산 가능성

일회성

문성 하

자발 참여

문제인식 해결능력 향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부정책방향 일치

표 13. 상향식과 하향식사업 수행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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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결론

1. 고찰

가. 방법론에 한 고찰

학교보건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상, 내용 활동에 있

어 상당히 포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 인 학교보건의 수행을

해 제시된 건강증진학교는 통합 인 학교보건사업으로서 무엇보다 교사의

참여가 요한 성공요인이 된다. 특히, 건강증진 학교는 보건교사 한 개인이

추진할 수 없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의체가

필요하며 그들의 자발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라

고 할 수 있다(WHO, 2000). 건강증진학교의 시행 연구는 선진국을 상으

로 많이 수행되어지고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 히 단편 인

학교보건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

고, 따라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향식개발이라는 개념이 정치, 지역개발 측에서만 사용되었던 포 인 개

념이라 학교보건에서 그 로 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공 개발원조에서

의 상향식 개발방식이란, 자발 참여와 자율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자원 인력을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자발 참여에 의해 수행되었을 때 상향식 개발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개발 력분야에서 보건, 과학, 교육 등 여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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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통합 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학교를

상으로 공 개발원조의 문제 인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상

향식 사업개발 사례를 제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용사례에 한 고찰

기존의 공 개발원조 분야에서 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

에서는 참여에 한 정의를 일축하고, 보다 넓은 개념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개발방식이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살펴보았다.

참여는 정보 제공과 획득을 통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며, 참여를 통한 이익

이 획득될 때 더욱 활성화 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교

보건사업에서는 자신감 동기부여가 수행 인력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 동기부여는 역량강화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가 운 원

회를 구성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워크

을 통한 문제분석 과정을 통해 교사 지역사회가 학교보건 문제를 도출해

내고 심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에 한 인식에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실습 워크 으로 구성된 교육 역시 자신감을 향상시켜 건강에 한

심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심의 증가가 결국 참여로 직결됨을 수행 인력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학교의 요구에 의한 사업기획이 기존 정책

과 일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가져올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

일 수 있음을 선행사례(이은 , 2009; 권은주, 2016; 안동 2009)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해서 페루에서 진행 인 건강증진학교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의 시범사업으로 충분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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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은 한국형 건강증진학교를 모델로 WHO의

건강증진학교 원칙에 충실하고, 지의 학교정책에 방향을 같이하며 지 요

구도를 잘 반 하 으며, 학생보다는 교사에게 더 정 인 효과를 나타내었

음을 볼 수 있었다. 즉, 교사들의 건강에 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자발 인 참여와 극 인 개입 등을 볼 수 있다. 한 학생건강 리에 한

자신감 향상은 건강증진학교 수행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었다. 교사들의 자발

인 참여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학교나 학부모의 지지가

에 띄게 증가하 음을 인터뷰 참여 찰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향식의 개발방식이 사업의 기획 수행과정에서의 략을 비교해

보고 인터뷰를 통해 사업수행성과에 향을 요인을 도출하여 사례사업의

략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향요인은 기본 기자재 지 을 통한 건강검사 실시 구 함 설치

이다. 이를 통해 학생 교사가 학생 자신 혹은 담당학생의 건강에 해 심

을 갖게 되었고, 향후 건강 리에 한 비젼을 제시하기도 하 다.

두 번째, 참여형 워크샵을 통한 역량강화 컨설 으로 학생건강 리에 직

결되는 정보의 달을 일방 인 아닌 상호 계를 통해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

식이 개선되고, 자신감이 증진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학부모와 보건운 원회 네트워크, 지역인력 동원을 통해 지역사

회 네크워크를 구축한 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심을 증가시켜 향후 지속가

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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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공 개발원조 학교보건사업에서의 상향식

사업개발의 실증 시사 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연구이며, 면담에 기반을 둔 연구이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 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페루의 일개지역에 국한된 연구로

다른 문화권의 국가나 다른 환경에 일반화하여 용하는데 제한 이 있다. 따

라서 향후 본 사례를 용한 다른 나라 지역에의 확산을 통해 지속 으로

한계와 제한 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 진행 인 사업을 상으로 한 연구로, 명확한 효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내 지속 인 사업의 수행과 성과 평가를

통해 교사의 역량강화가 학생에게 달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건강에 한

지식, 태도, 행 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후속연구로 그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보건사업의 경우 평가에 한 표 지침이 없다. 본 연구는 연구

상사업이 WHO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라 설계되었고 수원국의 요구 황에

따라 수정, 보완된 내용이라는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평가에 한 표 지

침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를 연구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가기

마련을 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ODA 분야에서의 사업

수행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한 평가기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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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공 개발원조에서의 상향식 보건사업개발에 한 사례연구이다.

1990년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발 해온 우리나라 공 개발원조는 그

동안의 물리 원조의 방법에서 벗어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근방식으로의 상향식 사업개발을 용한 페루 건강증진 사

례를 통해 수행단계에서의 용 략을 보고자 하 다. 한 참여자의 인터뷰

와 찰을 통해 도출한 상향식 사업개발에 한 성과를 기존의 하향식 사업과

의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수행 략으로는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회 구성과 책임과 권한

을 통한 자발 인 의사결정, 둘째 각각의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로그램 실시,

셋째 참여형 교육을 통한 상호 계 역량강화 실시, 넷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트 쉽, 마지막으로 포 학교보건 로그램 실시이다.

공 개발원조에서의 한계 은 제한된 기간과 산으로 사업을 지에 정착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 원조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자발

인 수행이 어렵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OECD/DAC의 5

평가기 을 통해 하향식 사업과 비교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상향식 사업

개발이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 특징이 강조되며 개발 력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과 심, 지속가능한 사업개발의 측면과 일치함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상향식 사업개발의 수행 략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이끌어낸 자발

인 참여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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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구성원이 주체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상향식 개발방식은 자

발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성 제고로 향후 공 개발원조에서 오는 많은 문

제 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페루의 단편 인 사례이지만, 공 개

발원조에서 학교보건사업에 한 분석을 통해 수행 략 사업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75 -

참고문헌

고 , 이인숙. WHO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근거한 국 ·고등학교의 건강증

진학교 운 유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3;24(3):282-291.

김미주. 우리나라 건강증진모델학교 운 시 학교 장의 애로 과 개선과제.

한보건연구 2013;39(1):57-67.

김명선. 우리나라 공 개발원조(ODA) 모자보건 분야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략 연구: 에티오피아 아르시존 모자보건사업 사례. [석사학 논문].

서울: 연세 학교 보건 학원; 2014.

김 목. ․ 등 교육분야 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ODA. 한국국제 력; 2015.

김 애. 등교사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와 직무만족도와의 계분석. [석사학 논문].

진주: 진주교육 학교 교육 학원; 2015.

김용웅. 지역발 론. 개정 . 주: 한울, 2003.

김창엽.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개발 력- 황과 과제. 보건학논집 2014;51(1): 13-19.

김평국. 국가 교육과정의 용 단계에서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과 문성 신장: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14;32(3):95-122.

권은주, 나은희, 정헌우, 정후근. 지역사회 기반 참여형 학교 건강증진 로그

램 개발: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등학교 용사례. 한보건연구 2016;

42(1):15-27.

민석기. 남미 ODA 추진체계 연구. 기획재정부; 2015.

박선희. 한국 공 개발원조 보건사업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석사학 논문].

서울: 연세 학교 보건 학원; 2013.

박한규. 세계빈곤 문제 해결을 한 상향식(bottom-up) 근법으로서의 ‘역량

강화’(Empowerment). OUGHTOPIA 2013;2(2):5-35.



- 76 -

성선우. 외국의 학교보건. 한의사 회 2003;116-123.

신선미. 학교보건지표의 해외 동향과 국제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1; 24(2):181-189.

신혜정, 김의숙, 유병욱, 이 경. 일차보건의료 역량 개발을 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형 국제보건사업 모델 개발: 에콰도르 일개 지역을 심으로 한 사례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10;21(1):31-42.

안동 . 여러 생활터를 통합하는 건강증진 략 사업 개발: 지역사회 학교를

심으로. 학교보건연구센터; 2009.

양순옥, 권명순, 정 희, 이승희. 보건교사의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요성 인지도,

실천정도 지각된 수행능력정도에 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9;20(1):96-104.

유승 . 건강증진을 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용 방안.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2009;26(1):141-158.

윤희상. 다균형모형을 통한 보건분야 국제개발력의 지속가능성에 한 연구:

우간다 사례를 심으로. 한국아 리카학회지 2014;43:139-167.

이명수. ‘ODA 개도국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보건의료분야 ODA를

심으로-. 국정감사 정책백서; 2015.

이부옥. 열린교육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모형 개발. [박사학 논문]. 강원도:

인제 학교 학원; 2000.

이양수. 새마을운동 공 개발원조(ODA) 모형의 개도국 용을 한 략 근

-제도 , 비제도 설명변수를 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014;58:657-694.

이은 , 박경옥, 신 , 최보율. 등학교와 ·고등학교 건강증진학교 수행

황과 련요인: WHO 건강증진학교 지표를 심으로. 한국건강증진

교육학회지 2012;29(1):109-120.

이은 , 최보율, 신 , 김석 , 손애리, 안동 . 건강증진학교 수행 효과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9;26(2):87-10.



- 77 -

이은 , 최보율, 손애리, 안동 . 학교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학교 평가,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09;26(3):85-96.

이은지. 지역사회개발을 한 상향식 커뮤니티 개발모델에 한 연구-서 문구

마을만들기 사례를 심으로-. [석사학 논문]. 서울: 명지 학교 학원;

2013.

이인숙. 건강증진학교 운 을 한 문가 양성 교육과정 평가체계 개발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서울: 서울 학교 간호 학; 2009.

이 주. 한국의 남미 무상원조방안 연구, 한국국제 력단 정책연구실; 2008.

이훈상. 보건의료분야 무상 ODA 황 향후 개방향 보건산업 동향; 2015.

장창곡. 학교보건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보건연구 2014;40(4):133-139.

장창곡.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제도와 학교보건사업의 발달: 1945∼2010년. 한국

학교보건학회 2012;25(2):143-146.

정백근. 참여형 보건사업에서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나?-보건 분야에서 참여

개념과 의미-제 1차 지역건강토론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

정상희. 새로운 ODA행 주체와 지원방식에 한 재고– 남미 국가의 사례를

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015;18(1):103-122.

차성란.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한 주민역량강화 방안: 살기좋은 마을 만들

기를 한 주민역량강화 로그램 분석을 기 로. 한국가족자원경 학회지

2011;15(3):23-42.

최 진. 한국형 공 개발원조 모델의 국가 력 략 연구. [박사학 논문]. 부산:

동아 학교 학원; 2013.

최윤아. 페루 정 지역 아동 청소년 학교 비만 리 황 개선 방안: 페루

찬차마요 학교 사례. [석사학 논문]. 서울: 연세 학교 보건 학원; 2015.

한국국제 력단. 국제개발 력의 이해. KOICA; 2014.

한국국제 력단. 국제개발 력 첫걸음. KOICA; 2013.



- 78 -

한국국제 력단. KOICA 사업기획. KOICA; 2012.

한국국제 력단. 페루 6개 보건의료사업 사후종합평가 보고서. KOICA; 2010

허윤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ODA 력 지역문화 연계 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2014;(4):63-103.

황 , 박순우. 학교보건사업 발 을 한 부문간 력 방안.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013;30(4):41-56.

Andrew J, Faith A, Donald Stewart. Health promoting schools: Consensus,

strategies, and potential. Health Education 2014;114(3):170-185.

Chen Y, Yeh C, Lai Y, Shyu M, Huang K. & Chiou H. Significant effects

of implementation of health-promoting schools on schoolteacher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intake in Taiwan. Public Health

Nutrition. 2009; 13(4): 579-588.

Cox SM. In the Pits: Teaching from the Bottom Up. APSA 2003;36(1):75-76.

Hoy WK, Miskel CG.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2007.

Inchley J, Currie C, Young I. Evaluating the health promoting school: a

case study approach. Health Education 2000;100(5):200-206.

Jeanine P, Guevel MR, Jourdann D. Evaluation of health promotion in

school: a realistic evaluaton approach using mixed methods. BMC

public health 2010;10(43):12.

Leger L, Kolbe L, Lee A, McCall D. & Young I. School health promotion.

Global perspectives on health promotion effectiveness. New York,

NY: Springer. 2007;107-124.



- 79 -

Skar M, Kirstein E, Kapur A. Lessons learnt from school-based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015:41(6); 1114–1123.

Monica C. Conceptualizations of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schoo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2016;116(5):489–509.

Mukamana O, Johri M. What is known about school-based interventions

for health promotion and their impact in developing countries? A

scoping review of the literature. Health education reserch 2016;

31(5):587-602.

Park S. Health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the rural area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09;

34(2):202-213.

Parr F, etc. Capacity for Development-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Health 2002;13(4):427.

Sohyun Park, Eun Young Lee, Joel Gittelsohn, etc. Understanding school

health environment through interview with key stakeholders in Lao

PDR, Mongolia, Nepal and Sri Lanka. Health education reserch

2014;30(2):285-297.

Stewart-Brown S. What is the evidence on school health promotion in

improving health or preventing disease and specifically, what is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promoting schools approach? Copenhagen,

Denmark.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6.

Simovska V. Case study of a participatory Health-promotion intervention in

school. Democracy & education 2012;20(1):1-11.

Tarp F. Taxation in a Low-income Economy: The case of Mozambique.

Thomas Channing Arndt; Routledge 2009;328-340.



- 80 -

부록 1.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가. 면담 상자 분석

교사 면담 참여자는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

가니, 피차나키 지역을 상으로 시행 인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의 6

개 시범학교의 교사로 구성되었다. 2015년 1차년도 사업과 2016년 2차년도 사

업에 보건운 원회의 교사로 참석하여 교사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한 교사를

상으로 하 으며, 건강증진학교가 학교 학생, 교사 자신에게 끼친 향

성과, 운 시 어려운 ,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 다. 면담결과를 통해 건

강증진학교의 성과 수행 략을 도출하고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교사 참여도

심의 정도를 비교하여 건강 보건문제에 한 인식의 변화를 도출한

다.

학부모 면담 참여자는 상기 6개 학교의 학부모회 일원을 상으로 하여 면

담을 실시하 으며, 건강증진학교의 향 성과, 학부모회의 참여정도 향

후 활동계획 등을 조사하 다. 면담결과를 통해 건강증진학교의 성과 건강,

보건문제에 한 인식의 변화를 도출한다.

학생 면담 참여자는 상기 6개 학교의 등학교 학생들 건강증진학교 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무작 로 선발하여 면담을 진

행하 다. 건강에 한 인식, 건강증진학교 로그램의 향, 보건교육에 한

의견 등에 해 면담을 실시하 으며, 면담결과를 통해 건강증진학교의 성과

건강, 보건문제에 한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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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연령 담당 비고

1 남 30
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학부모

2 남 40
등학교 6학년

남학생 학부모

3 여 40
등학교 3학년

남학생 학부모

번호 성별 연령 학년 비고

1 남 13세 등학생 2학년

2 남 12세 등학생 1학년

3 남 14세 등학생 3학년

4 남 14세 등학생 3학년

5 여 16세 등학생 5학년

6 여 17세 등학생 5학년

번호 성별 연령 담당 비고

1 남 50 교감

1차년도

보건운 원회

2 남 20 심리상담사

3 여 40

4 남 30 체육교사

5 여 50 교감

6 남 40 교장

7 여 60 교장

8 남 50 교감

9 남 50 교장

10 남 20 심리상담

2차년도

보건운 원회

11 여 40

12 남 50 교장

13 여 50 보건실담당

14 남 40 체육교사

15 남 40 교감

16 여 50 교감

17 여 40

표 14. 교사 면담 참여자 특성

표 15. 학부모 면담 참여자 특성

표 16. 학생 면담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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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지

❍ 면담의 방식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정이며 2015년 페루 찬차

마요 지역 ‘건강증진모델학교’에 학교운 원회로 활동했던 실무자를 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각 학교별 실무자 1~2명씩 총 10~12명을 상으로 하며 건강증진모델학교 로

그램 수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리, 교사들의 건강 리를 한 행태변화

정책변화, 환경변화에 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 주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년 건강증진 모델학교 로그램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 으며 얼마나 참여하

는지요?

2. ‘건강증진학교’ 실행하면서 어려웠던 은 무엇인가요?

3. ‘건강증진학교’ 실행하면서 좋았던 은 무엇인가요?

4. 본인의 학교에서 극 으로 실행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5. 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요?

6. 2016년 ‘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요?

7. 참여한다면 1차년도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참여하실 계획이신지요?

8. 추후 사업이 지속되기 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나. 면담 질문지

1) 교사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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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지

❍ 면담의 방식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정이며 2015년 페루 찬차

마요 지역 ‘건강증진모델학교’ 6개 상학교의 학부모회 구성원들을 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각 학교별 1명 내외로 총 5명 이내를 상으로 하며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

램 수행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 학부모의 변화, 향후 활동계획에 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 주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 모델학교 로그램에 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2. 학부모회는 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3. 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4. 로그램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 추후 사업이 지속되기 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6. 향후 어떻게 로그램에 참여하실 계획인가요?

2) 학부모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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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지

❍ 면담의 방식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정이며 2015년 페루 찬차

마요 지역 ‘건강증진모델학교’ 6개 상학교의 학부모회 구성원들을 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각 학교별 1명 내외로 총 5명 이내를 상으로 하며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

램 수행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 학부모의 변화, 향후 활동계획에 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 주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 모델학교 로그램에 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2. 학부모회는 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3. 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4. 로그램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 추후 사업이 지속되기 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6. 향후 어떻게 로그램에 참여하실 계획인가요?

3) 학생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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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 내용

1) 교사 인터뷰

� 그룹1 (1차년도 보건운 원회)

� 면담시간 1시간 30분

� 면담장소: 학교 까페

Q1.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 역할 참여도

-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코디네이터, 학생 리, 의약품 리, 심리교육, 건강검사

리를 맡고 있다.(남자, 20 )

- 행정도움, 환경 리, 생, 청결 학교 물품 리, 사무용품 구매 리, 교사들 모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여자, 40 )

- 건강기록부 작성, 구 일지 작성하고 있다.(남자, 30 )

- 보건운 원회 결성, 모임 주도, 회의 개최, 건강한 식단 신체검사 책임, 교사건강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여자, 50 )

- 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캠페인 주 , 치과의사, 심리상담사 연계교육, 각 역

할 잘 할 수 있도록 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남자, 40 )

- 교장으로써 보건운 원회의 조직 역할분담을 담당하 고, 보건 원회 코디네

이터 역할 보건실 운 , 학생 구 일지 리를 맡고 있다.(남자, 50 )

Q2. 건강증진모델학교를 실행하면서 어려웠던 과 좋았던

- 보건분야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결석부를 기록함으로서 결석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건교육하면서 학생들이 알콜섭취 감소에 기여하 다. 학생 임신을 사

방하고 보건의 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손씻기의 요성도 알 수

있었다. 어려웠던 은 처음엔 추가 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로드 교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리가 되면서 안정이 되었다.(남자, 20 )

- 어려운 은 많지 않았다. 보건운 원회 교사 모집이 처음에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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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들이 맘을 열고 조해주었다. 회

의를 많이 시도하 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많이 시행하지 못해 아쉬웠다. 좋았

던 음 학생들이 구 함을 사용하고 의약품을 제공하면서 결석이 고 화장실에

화장지를 구비하면서 생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어 좋았다.(여자, 40 )

- 보건운 모집 조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 같이

회의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이 어려웠다. 좋았던 은 생 면에서 화장실이 개

선되고 의약품이 제공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남자, 30 )

- 질병 방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부터 보건에 신경을 쓰고 보건실 운 을

하고 있었지만 코이카사업이 들어와서 보건 분야가 더욱 강화되었다. 에는 교육

만 진행했다면 학습과 활동을 같이 실행함으로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변화도 볼 수 있었다. (여자, 50 )

- 작년 학교에 많은 발 이 있었다. 건강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로그램 시행 에는 아 아이들이 있어도 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 은 생리통

이나 두통에 약을 지 해 수 있다는 이 가장 좋다. 어려운 은 교사들의 모임

이 내부 으로 많지 않았다는 이다. 혼자서 운 을 할 수 없는데 코디네이터

1명에 집 이 되다보니 운 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아직 보건운 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에 많은 심을 갖지 않았다는 도 아쉽다. 이런 은 국가 차원

에서 교사들에게 강의를 더욱 극 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남자, 40 )

- 주어진 산으로 리마에서 심리상담사를 빙하여 학년 성교육을 진행하 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여자, 60 )

Q3. 로그램 시행 후 학교의 변화

- 구 일지작성을 통해 학생들이 왜 결석을 하는지 정확히 악할 수 있었고, 의약

품 제공으로 결석률이 하됨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도 의약품 보건실의 필요

성을 인지하여 에는 심이 없고 존재도 몰랐지만 지 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교육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보건교육을 통해 수업을 빠지고 무단

결석하는 학생의 수도 었다.(남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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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처음에는 결석률이 50%정도 으나, 의약품 제공을 통해 결석률 낮아졌다.

보건교육을 함으로써, 가정폭력이나 왕따가 많이 어들었으며, 결석부를 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결석과 질병과의 연 성에 해 찾을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여자, 40 )

- 학생들도 의약품을 찾기 시작했고 일지를 기록하면서 교사에 한 신뢰감이 생겼

다.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은 다시 의약품을 찾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홍

보하는 걸 볼 수 있었다.(남자, 30 )

- 결석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구 일지를 작성하면서 많은 발 이 있었다. 일지

를 쓰니까 간단하게 머리가 아 거나 감기 등 간단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감소

되었다. 교내 학 보건 원회를 결성하여 학생들이 아 면 보건실에 데려다주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은 학생수가 2000명 이상으로 무 많아 의약

품제공 자 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실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 한 상황에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다 인력이 없어 아쉽다. (여자, 50 )

- 그동안 열이 나거나 치통으로 보통 집에 가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 의약품 제공으

로 아이들이 수업에 빠지는 횟수가 었다. 다만, 보건실에 상주하는 보건교사를

통해 구 함 리가 필요하다. 모든 학교가 보건교사가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건강증진모델학교 로젝트 통해 교사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보건 지식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남자, 50 )

- 병원과의 력이 가장 요하다. 아이들이 아 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사들은

아이디어가 없다. 교사들이 보건지식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하지

만 의약품 제공과 함께 보건 련 역량강화를 시행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

로, 체육교사가 수업 시 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다리가 다친 학생을 들것을 이용해

이송한 경험이 있다. (남자, 40 )

- 보건실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한다. 리는 지 은 행정 담

당하는 분이 주로 리를 담당하며 보건운 원회에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

로 보건실을 지킨다.(남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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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향후 활동계획

- 보건운 원회와 같이 일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삶의 질의 개선을 해

보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학교의 목표이며 건강한 삶, 건강한

신체 정신이 가족한테도 해져서 부모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의

모토도 건강한 학교로 나가려고 한다. 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여자, 50 )

- 이 사업은 의무 으로 해야 하는 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기본 으로 학생에게 제공

되어야 하는 로젝트다. 양개선 뿐 아니라 신체활동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이 로젝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 코이카의 지원의 유무와

상 없이 이 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남자, 40 )

- 2학기에 학교가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2차년도에는 안정화되어 잘 할 수

있다. 보건운 원회 구성원을 변경할 정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성원

으로 변경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무 좋은 로그램이다. 녹색공간 조성

생 문제, 신체활동 강화를 한 운동장 개선 등을 활성화 할 것이다. 한 양

개선을 한 학부모 연계사업을 하고 싶다(여자, 40 )

- 한 해 동안 그 결과를 직 체험했기 때문에 요성을 자연스 알게 되었다.

서류작업이 많고 학교에서 외부사업도 많아 많은 신경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하고 싶다. 특히 양부분에서 강의를 많이 늘리고 싶다.

건강 방활동에도 힘쓰고 싶다. 통합 인 보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부모, 가족까

지 연계된 보건을 계획하고 싶다. 학부모 참여가 어렵긴 하지만 함께 포함하는 보

건을 하고 싶고 학생리더를 선정하여 그들을 통한 보건도 시행하고 싶고, 학생, 부

모, 교사 등 역할을 잘 나눠서 통합 인 보건을 시행하고 싶다.(남자, 20 )

- 내년엔 운 원회를 바꿀 생각이다, 보건교사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책임

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채용하여 극 으로 활동할 정이다. 모든 교사들이 이

로그램에 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1명이 담하여 로그램을 시행하

여 업무로드가 많았던 것 같다.(여자, 60 )

- 농구골 와 배구네트 등을 구매하여 체육활동을 진하 다. 우리학교는 체육에

특성화된 학교로 많은 회에서 우승하 고 훌륭한 체육교사들이 많다. 내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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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해 체육활동을 증진 로그램을 실시할 정이다. 재 페

루의 아동, 청소년들은 심각한 약물, 마약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방과 후 남은 시간

을 활용하지 못하고 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간에 체육활동을 시

행함으로써 약물 마약에 심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뿐

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남자, 50 )

Q5. 제안

- 보건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에서 시행하니 각 학교에 맞는 로그램을 통해 실

질 으로 도움이 된다. 앞으로 보건부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투입이 더 많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내 더 많은 지역사회 기 들이 학교와 연계하여 일하려

고 한다. 문제는 교사들이 업무에 치여 보건에 소홀하다는 이다 학습에만 비

을 두기 때문에 보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에 보건

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발달이 잘되려면 교육과 보건이 병행되

어야 한다. 그래서 지 시행하는 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여자, 50 )

- 경제 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작년처럼 구 함 물품지원을 통해 보건 로그램

을 더 쉽게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운 원회 역할 분담을 통해 로그램

활성화와 에 보이지 않지만 학교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남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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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2 (2차년도 보건운 원회)

� 면담시간 2시간

� 면담장소: 학교 회의실

Q1.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 참여도

- 학생들을 상으로 개인 생과 성에 한 보건교육을 시행하 다. 아직은 짧은 시

간이지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여자, 50 )

-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직 시행하 다. 학생들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

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여자, 40 )

- 1차년도와 2차년도 보건운 원회에 참여 이다. 1차년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했다면 지 은 아이들의 건강에 해 알아가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여자, 50 )

- 작년 응 처치와 건강검사법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도 지난번보다

많은 교사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다.(남자, 40 )

Q2. 건강증진모델학교를 실행하면서 어려웠던

- 어려운 은 없다. 신체검사 이상자가 나올 경우 학교에서 잘 리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다.(여자, 40 )

- 어려운 이 있다면, 교사들 간의 정보교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 교사들이 어떤

교사는 임신, 어떤 교사는 약물 오남용 등에 해 각각 담당 주제를 맡아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보건지식에 해 알아

야한다고 생각한다.(여자, 40 )

Q3. 로그램 시행 후 학교의 변화

- 우리학교는 올해 처음 참여하 다. 보건운 원회도 없었고, 건강기록부도 없었

다. 첫 번째로 역량교육을 통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제일 변화된 이다. 응

교육이나 신체검사법 교육을 통해 지식이 생기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코이카 로젝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젝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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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개인에게 건강기록부를 주고 있는데 그것만

으로도 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건강기록부를 들고 키, 색맹, 소변검사,

체 , 시력 등을 검사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작년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 듣고 가는 경우라면 올해는 공부가 나를 한 것,

학 을 한 것, 학교를 한 것이라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한다.(남자, 20 )

- 건강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이 달라졌다. 작년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도, 알 수가 없었다. 학생들이 안보여도 쑥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 검사를 통해 그런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다.(여자, 40 )

-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활동하며 정기 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다. 학생 건강검사를 시행하며 학부모들이 이 사

업에 해 더 잘 알게 되었다.(남자, 50 )

- 학부모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의약품 제공이라던지, 건강검사 등을 희가 신해

서 시행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믿음이 더욱 커졌다. 자발 으로 보건실을 담당하

시는 선생님이 생겼다.(여자, 50 )

-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동안 학생들이 아 면 집으로 갔지만 지 은 아 면 일단

보건실로 온다. 의약품제공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 배탈 생리통 등

을 한 약물 제공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여자, 50 )

- 경제 으로 어려운 이 있어 보건실 건축이 지연되었었지만, 학부모회 주변의

도움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려운 이 많긴 하지만 한명이

일이 있을 경우 다른 한명이 체하여 진행하고 있다.(남자, 40 )

- 학부모와 학생을 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개인 생습 강화를 시행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 세면 를 화장실 밖으로 빼어 학생들을 상으로 개인 생교육

실시하기 편리하게 했다.(남자, 50 )

- 의약품 제공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검사는 교사에게도 건강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시력검사에서 올해 이상이 있는 학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게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어 좋았다.(여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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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로그램 시행 후 교사 본인의 변화

- 응 처치에 한 기본지식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좋았고,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제공하는지에 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 로 잘 달해 수 있고, 이런 교육을 받고나서는 그 부분에 해

심이 더 생기고 학생들의 건강에도 더 심이 생긴다. 엔 지식이 없어 심이

없었다면, 지 은 알기 때문에 심이 더 생긴다.(여자, 40 )

- 양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 쌓인 느낌과 자부심, 자신감이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수 없었는데, 올해는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직 실천하고 있다. 의약품을 제공에 한 강의, 건강기록부 작성, 건강이상 학생들

의약품으로 해결이 안되는 학생들은 보건소로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 농구경기

를 하다가 골 이 생겼는데, 응 처치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 로 붕 로 응

처치 후 병원으로 보낸 경험이 있다. 강의가 유용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쉬운 내용

이어서 좋았다. 작년부터 참여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남자, 20 )

- 변화된 은 골 시 어떻게 응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이고, 체육

교사이기 때문에 놀다가 골 된 경우가 많은데 작년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 은

응 처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남자, 50 )

- 우리학교의 경우 작년엔 뛰어놀다 다치면 교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치해두었는데,

지 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직 달려가서 도움을 수 있게 되었다.

(남자, 40 )

Q5. 향후 활동계획

- 많은 학생들이 조기임신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

5년 정도 근무했는데, 조기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을 많이 왔다. 이

런 아이들에 심이 생겼고 성교육을 시행하고 싶다. 임신의 과정교육 방방

법에 해 교육하고 싶고, 부모가 농장에 가서 아이혼자 집에 있다가 임신하는 경

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여자,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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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보건운 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다 알 수 있도

록 배운 내용을 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건강증진학교의 목표가 학교

가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2학기에

는 더욱 잘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 (M 20 )

- 교장선생님으로써 반 으로 리를 하고 교장선생님, 세 명이 한 으로 등학

교, 한 이 등학교 담당할 정이다.(남자, 50 )

- 보건실이 잘 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보건실운 이나 의약품

제공, 로그램 수행을 한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기 된다. 작년엔 응 처치에 해 몰랐지만 올해는 교육을 통해 배운 지

식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남자, 50 )

- 재는 보건운 원회만 교육을 받았다면 앞으로 교사 체에게 교육을 시행해서

보건운 원회가 바 더라도 모두가 같은 보건지식을 가지고 있고 운 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남자, 50 )

- 제안서에도 써 놓았듯이 배운 내용에 해서는 학생들에게도 달하고 싶다.(여자, 50 )

Q6. 제안

- 다른 학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남자, 50 )

-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은 의약품 수 보건실 강화이다.(여자, 40 )

- 지난 평가회가 끝나고 뉴스기자와 건강증진학교에 해 인터뷰를 하 다. 인터뷰

후 기자가 무 좋은 로그램이 이 지역에서만 실시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

내었다. 더욱 홍보를 하여 다른 많은 학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보건국, 교육

국에서 이러한 로그램을 시행했으면 좋겠다.(여자, 50 )

- 우리 보건운 원회, 교사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차나키 지역이 모든 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확산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론만 잘 된다면 우리학교가 훨

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남자,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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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인터뷰

� 면담시간 1시간

� 면담장소: 학교 근처 식당학교 회의실

Q1. 학부모회 참여 황

- 학부모회 임원들은 주 2∼3회 모여 학교일을 논의한다. 부분 농장에서 일하시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학부모회에 잘 참여하는 편이다.(남자, 30 )

- 보건실에 제공한 의약품 외에 학부모회에서도 그 요성을 알고 따로 제공하여 보

해두고 있다. 심리상담사가 월 도 학부모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사는 등,

등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 심리상담사는 학생의 왕따 가족문제, 성폭력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남자, 30 )

- 체 학부모회의는 일년에 3회를 시행하고 1700명 정도 된다. 운 진 모임은 더

자주 있으며, 5명의 운 진은 거의 한달에 1회 정기 으로 모인다(남자 40 ).

- 운 진은 반 인 행정일을 주로 논의한다. 교실 수 부족으로 인한 건물확장, 재고나

기자재 문제 등을 논의한다.(여자, 40 )

Q2. 학교의 보건문제

- 정신건강에 한 교육 리가 필요하다. 기생충 문제도 있다.(남자 40 )

-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확립이 안 된 학생들이 많다. 약물 독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투입되어 일하고 있다. 마리화나의 경우 구하기 쉽기 때문에

독에 빠지기 쉽다. 이 지역 가까운 곳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여자 40 )

Q3.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에 해 알고 있는 내용

- 나무심기 등 학교환경 가꾸기와 작년에 시행한 성교육이 기억에 남는다. 체육활

동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 담임들이 손씻기 양치질교육을 학

안에서 시행하고 있다.(남자, 30 )



- 95 -

- 건강증진학교에 해 알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어 그분이 담당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남자, 40 )

- 질병 방 캠페인정도는 알고 있지만, 학부모회가 보건운 원회와 아직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에 해서는 모른다.(여자, 40 )

Q4. 건강증진모델학교 로그램으로 인한 변화

- 배탈이나 두통이 심한 학생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다친 학생들도 바로 처치가 가

능해서 아 아이들의 귀가가 어들었다. 학교가 아이들이 건강에 신경쓰고 어

해주며, 아이들이 학교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학교와 아

이들의 건강을 함께 생각해 본 이 없지만, 지 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

낼 수 있다.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 교육 뿐 만 아니라 환경, 먹거리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남자, 30 )

Q5. 향후 계획 제안

- 양 가족계획에 한 내용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계획의 경우 매우 요

하다고 생각한다. 양의 경우는 성인을 해서는 비만 리나 건강을 한 양섭취에

해 알고 싶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양식단을 제공해야하는지, 그리고

가족구성원에게 어떤 양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해 알고 싶다.(남자, 30 )

- 앞으로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에 보건실은 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기 해 노

력할 것이다. 치과의사나 심리상담사의 월 도 학부모회에서 어느 정도 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남자, 50 )

- 올해도 의약품 제공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 앞으로 보건실을 활성화하고 가꾸는

데 학부모회도 극 으로 힘쓰겠다.(남자, 30 )

- 앞으로 보건실에서 일할 문가를 학교를 통해 학부모회에서 극 요청할 계획이다.

(남자, 30 )

- 약물 독에 한 꾸 한 교육이 필요하다. 약물 독이라는 것이 학교가 수업이 일

찍 끝나다 보니 할 것 없는 학생들이 더 쉽게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약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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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함께 진행해야 한다. 한 방과 후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남자 40 )

- 학부모회는 학부모나 학생 상 강의를 학교가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싶

고, 강의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싶다. 정신건강은 교육으로 해결되지만, 신체강화

의 측면은 강의로 안되기 때문에 조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여자, 40 )

3) 학생인터뷰

� 면담시간: 1시간 30분

� 면담장소: 학교 내 쉼터

Q1. 건강증진모델학교에 해 알고 있는 내용과 참여도

- 학생건강개선을 해 시행하는 건강증진 로젝트로 알고 있다.(여자, 등 5학년)

-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남자, 등 3학년)

- 운동회에 참여했고, 신체검사, 보건교육에 참여했었고, 그 때 배운 내용으로 토론을

시행했던 기억이 있다. 주제는 건강검사가 왜 필요한지에 한 내용이었고,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해 시행하는 것이 목 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여자, 등 5학년)

- 학교에서 학생건강개선을 해 하는 모든 로그램에 다 심이 있다.(남자, 등 3학년)

- 병원에서 사람을 빙해서 보건교육을 시행했었다.(여자, 등 5학년)

- 매 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자, 등 5학년)

- 성교육을 들어본 기억이 있다. 성병 방에 한 내용이었고, 외부 문가가 와서 교육했다.

(여자, 등 5학년)

- 건강증진모델학교 로젝트를 통해 건강검진을 시행했다.(남자, 등 3학년)



- 97 -

Q2. 학생들의 건강문제

- 양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사가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자, 등 5학년)

- 밥 신 쉽게 할 수 있는 과자나 콜렛 등을 먹고, 쉽게 피곤해지고, 집 도 잘

되지 않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남자, 등 3학년)

- 시력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부모도 교사도 그 상황에 해 잘 모르고 있다.

(남자, 등 1학년)

- 시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남자, 등 2학년)

- 학교에서 자거나 집 을 못하는 의욕부족의 문제도 있다.(남자, 등 3학년)

Q3. 건강모델학교를 통해 변화된

- 키 몸무게 쟀을 때 작년에 내 키가 몇 센티가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신기했다.

(남자, 등 3학년)

- 몸무게의 경우 여성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살이 쪘나? 왜 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여자, 등 5학년)

- 학 친구들이 키가 몇 센티 자랐는지 알아보는 것이 재 있었고 몸무게도 가 많

이 나가고 게 나가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남자, 등 3학년)

- 작년에 비해 4cm이 자라서 무 좋았고 그 을 알게 되어 기뻤다.

(남자, 등 3학년)

Q4.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한 학교의 역할

- 매 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건강을 한 교육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남자 등 1학년)

- 건강한 삶에 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여자, 등 5학년)

- 교육이 한번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기 으로 시행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에

게까지 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

육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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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이나 재료를 사용한 체험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여자, 등 5학년)

- 체육활동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남자, 등 3학년)

Q5. 건강증진을 한 학생의 역할

- 양에 신경 쓸 것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해 노력할 것이다.(남자, 등 2학년)

-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 에 씻어먹을 것이다.(남자 등 1학년)

- 개인 생습 개선할 것이다.(남자, 등 3학년)

- 신체활동 증가할 것이다.(여자, 등 5학년)

- 양개선과 개인 생을 해 노력할 것이다.(여자, 등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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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세부사항

건강상태

평가

기록

- 양 평가: 키, 체 분석 통해 양 부족과 체 과, 비만여부 확인

- 헤모 로빈 검사: 빈 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함.

- 방 종: 등학교 5학년 여학생 상 HPV 방 종 실시함.

- 시력검사: 근시,원시 진단, 필요시 안경 제공함.

- 치아검진: 각 학교에 치과시설을 설치하고 치과의사를 배치하여 학생

들의 치아 리를 통해 충치 방함. 2015년부터 의무시행이나 재

일부 학교만 시행 임.

- 정신건강평가: 2015년도부터 심리상담사가 각 학교마다 배치되어 교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 정서 문제를 진단 (아직 실행되지 않

고 있음)

- 2015년부터 평가결과를 결과기록지에 기록하여 지역 보건국에서

리하도록 함.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되어 보호자가 학생의 건강상태

를 악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함.

건강활동

평가

- 손 씻기

- 건강한 식습

- 건강한 공동체생활

- 건강한 신체활동

- 시력 건강

- 치아 건강 : 양치질 교육, 충치 방법에 해 각 학 상으로 치과

의사가 교육실시 함.

- 호흡기계 건강 증진: 다음 지역만 해당 (Amazonas, Ancash,

Arequipa, Callao, Ica, Junín, Lima, Loreto, Madre de Dios,

Moquegua, Lima Metropolitana)

건강환경

개선
- 건강한 매 간식 식단

부록 2. 페루 국가 학교보건계획(Plan de Salud Escolar)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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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ase Study of Bottom-up approach Project

Development in ODA

-Focused on Health Promotion Model School Project in Peru-

Soo-Yeo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Yoon Kim, M.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development method

through case analysis of health-promoting school adopting a bottom-up

approach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observation from health-promoting school in Peru.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existing development projects which

adopt top-down development method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is method leads to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often

one-sided and shows low level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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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bottom-up development method requires voluntary

participation, aims to improve diversity and equity. Also,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ability, bottom-up development helps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The greatest advantage of

the development method is that it raises sustainability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he public health sector

has been focused on the support of construction method and equipment.

School health projects have also centered mostly on construction, one-time

disease control and education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and results from a

health-promoting school in Peru which adopted a bottom-up development

method based on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uidelines. The following

are proposed strategies for bottom-up development methods in emerging

countries.

First, forming a committee. In order to promote a bottom-up development

method, a beneficiary committee must be formed. The committee needs to

have specific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to enable open decision-making.

Second, implementation of customized programs suitable for different

environment. This allows to develop program that best suits each

environment and given resource which leads to increase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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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trengthening capacity through programs that encourages

voluntary participation. A mutual information-sharing relationship helps to

enhance motivation and self-confidence. This, as a result, induces cognitive

and behavioral change.

Fourth, improv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by creating partnership

within communities.

Lastly, building a school health system to promote the health of students

and teachers through comprehensive school health programs.

Bottom-up development method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motes

voluntary participation by enhancing motivation and interest. It also helps

to build self-confidence which encourages participants to use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to show improvement in their performanc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to other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a bottom-up approach in ODA to enhanc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Key words: bottom-up, Health Promoting School, ODA, particip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