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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제도 현황 및 

내실화 방안 고찰 

- WHO 새로운 건강증진학교 모형 중심 -

  건강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좋은 교육은 건강을 증진하고, 

좋은 건강은 교육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학교보건 프로그램은 교육과 

건강을 동시에 향상하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 전략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

계보건기구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요인의 개선에 교육 분야를 참여시키는 방법으

로 학교보건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8년 유네스코와 함께 건강증진

학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 초반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였고, 이제는 초등교육의 

질적 측면과 그 일환인 건강한 학교 환경 구축을 고려할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증진학교 모형을 기준으로 현재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양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베트남 아동법, 교육법,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및 타인호아성 지역정부 

설문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지 설문 결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

소, 현 보건소의 관계자 모두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공

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학교 모형에 대한 인식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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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황이었다. 특히 교육청 초등학교 담당 부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

하여,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권 실현을 위

해 거버넌스의 인식 증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건강

검진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으며, 건강검

진기록 관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내용 보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법적 구속력 강화 및 내용 보완, 둘째, 정부 부처 간 협력 강조, 

셋째,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 강화 및 전산화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이 적용된

다면, 베트남 초등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및 학생 건강검진의 효과로 학생 스

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습관 형성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는 

학생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학생 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질

의 학생 건강검진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 보건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측면에서는 보건 ODA 사업 구성 시, 설문에 참여한 현지 지역 정부 관계

자들이 건강검진기록 활용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응답하였던 건강검진기록

의 전산화를 반영한다면, 파리선언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협력대상국과 공여

국의 원조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베트남, 초등학생 건강검진, 학교보건, 건강증진학교,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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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 인구 중 취학 연령 아동, 청소년은 23억 명 이상이며, 그중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의 90%는 하루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

다.1) 취학 연령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서 내외부의 위험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 시기의 건강 위험으로 인한 후유증은 성인기까지 이

어진다. 반면, 성장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건강 관련 지식, 태도 및 행동은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된다(장창곡, 2014). 따라서 학교는 아동들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 양식 확립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학교보건은 취학 연령 아동

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교보건이란 학생,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및 보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쾌

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이 낮은 산간지역 및 저소

득지역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이다(WHO, 2020a).

  이러한 학교보건의 중요성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오타와 헌장에 따라 건강한 

학교 생활터 구축 방안으로 건강증진학교(HPS) 개념을 제안하였다. 1995년 글

로벌 학교보건 이니셔티브(GSHI)를 출범하였고, 건강증진학교 개념을 구체화, 

실행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건강증진학교란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건강

증진이라는 보건학적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생활하고, 학습하며 일하기 위한 

건강한 환경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학교이다. 또한, 포괄적 학

1) www.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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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접근 방법으로 물리적, 사회 정서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공

동체의 건강 및 교육 증진을 목표로 한다.2)

  이후 201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는 건강증진학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를 출범하였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건강증진학교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 및 지표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23억 명의 취학 연

령 아동, 청소년 중 10억 명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WHO, 2020a).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건강증진학교는 8개 표준 요소로 1) 정부 정책 및 자원 

2) 학교 정책 및 자원 3) 학교 거버넌스 및 리더십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

트너십 5) 건강 및 웰빙을 위한 학교 커리큘럼 6) 학교의 사회·정서적 환경 

7) 학교의 물리적 환경 8) 학교보건서비스로 구성된다(WHO, 2020a). 8번째 표준

인 학교보건서비스는 신체 검진, 정신건강 서비스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기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교기반 또는 학교와 연계된 서비스이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새로

운 이니셔티브의 제시와 같이 건강증진학교는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분야이다.

  베트남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9년 기준 8,741,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1%에 해당한다(Viet 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2020). 특히 교사

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10%가 하루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초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교육 및 보건 분야는 2000년 초반 보편적 초등교육

을 달성하였고, 이제는 초등교육의 질적 측면과 그 일환인 건강한 학교 환경 

구축을 고려할 시기이다.

2) https://www.iuhpe.org/index.php/en/



- 3 -

2. 연구 목적

가. 연구 목적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증진학교 모형을 기준으로 현재 베트남 초등

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확인한다. 베트남 타인호아성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인식도 및 

현실적인 제약점을 분석하고,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양

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 보건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시 학교보건 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수행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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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법·제도의 집행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1) WHO 건강증진

학교 전략을 기준으로 한국 학생건강검사규칙과 비교하여 베트남 법·제도의 

완성도를 분석 2) 지역 정부 설문을 통해 인식도 및 집행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비교제도론적 고찰

  첫째, WHO 건강증진학교 관련 문헌 연구로, 학교보건서비스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베트남 정부 부처 홈페이지, 베트남 교육, 보건 분

야 관련 학술지 등에서 확인한 문헌을 통해 베트남 법, 제도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현재 베트남의 법·제도 완성도 측면을 한국 학교보건법,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참고하여 비교 연구한다. 

나. 지역 정부기관 설문

그림 2. 설문 과정.

1) 설문 설계

  베트남 초등학교기반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의 정부기관 역할 및 실제 집행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 설문을 설계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 IRB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참여자별 WHO의 건강증진학교 모형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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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중요성 인식도, 현재 학생 건강검진 실시 현황,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중요 요소 및 학생 건강검진에서 중요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3)

2) 지역 선정

  지역 정부기관 설문은 베트남 타인호아성 교육청, 보건청, 보건소 관계자로 

선정하였다. 베트남 중북부에 위치한 타인호아성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행정구역은 수도 하노이를 포함하여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성

(Province)으로 구성되며, 타인호아성은 중앙직할시를 제외하고 2019년 기준 

58개 성 중에서 초등학교 수,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성이다. 또한, 표 10

과 같이 전체 63개 지역 기준으로도 총인구수가 호치민, 하노이 다음으로 많

으며, 초등학생 수 역시 하노이, 호치민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Viet 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2020). 따라서 타인호아성은 베트남 지역 정부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설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총 인구 초등학교수 초등학생수 초등학생 성비

인구 비율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남 여

베트남 

전체
96,484,000명 100% 13,093개교 100% 8,741,545명 100% 52.3% 47.7%

1위
호치민

9,038,600명
9.4%

하노이 

754개교
5.8%

하노이 

765,571명
8.8% 53.4% 46.6%

2위
하노이

8.093.900명
8.4%

타인호아성

641개교
4.9%

호치민 

655,406명
7.5% 51.9% 48.1%

3위
타인호아성

3,645,800명
3.8%

호치민 

500개
3.8%

타인호아성 

319,366명
3.7% 52.5% 47.5%

표 1. 2019년 베트남 통계

3) 부록2~3. 설문지 (국문/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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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선정

  설문 기관은 베트남 초등학교 보건서비스의 주요 실무 정부 기관인 타인호아

성 교육청, 타인호아성 보건청, 보건소로 선정하였다. 보건소의 경우 현보건소

(Quang Xuong District Health Center)와 마을 보건소(Quang Thach Commune 

clinic) 두 계층을 모두 포함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각 기관의 상위 결정자급, 

학교보건서비스 관련 부서의 실무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표 2와 같다.

4) 수행 과정

  2021년 5월 18일부터 20일 동안 베트남 타인호아성 교육청, 보건청, 현 보건소, 

마을 보건소 총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으로 약 20~30분 

정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자가 현장에 참여할 수 없어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이 

아닌, 구조화된 설문과 기타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 전 

한국에 있는 연구자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설문 요원에게 사전 교육을 하였다. 

사전 교육은 설문 요원의 설문 내용 이해도 향상과 설문 과정에 개입하지 않

도록 설문 참여 및 진행 주의사항을 위주로 하였다.

  모든 설문은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취득한 후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응답

하고 싶지 않은 문항은 거절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설문지에도 내용을 기

재하였으며, 답변을 N으로 기재할 수 있게 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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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부서 인원 선정 이유

타인호아성 

교육청

(Thanh Hoa DoET)

상위 결정자급 1 베트남 타인호아성 교육 전체 총괄

초등학교 부서

(Primary school)
2 초등학교 교과정 및 학교보건 관리

중등학교 부서

(Secondary school)
2

초등학교 진급 과정으로 교육 및 

학교보건 과정의 연속성 확인

정책부서

(Politics and 

ideology)

2 정책 및 지역사회 NGO기관 협력

타인호아성 

보건청 

(Thanh Hoa DoH)

상위 결정자급 1 베트남 타인호아성 보건 전체 총괄

학교보건 

담당 부서

(School health)

2 교육청 협업 및 학생 건강 관리

재정 계획 부서

(Financial 

planning)

1 예산 및 지역사회 NGO기관 협력

Quang Xuong 

현 보건소

(District Health 

Center)

상위 결정자급 1

마을 보건소의 상위 기관으로 관할 

현 내 지역 학교 학생 건강검진 

관리

Quang Thach 

마을 보건소

(Commune Clinic)

상위 결정자급 1 지역 내 학교 학생 건강검진 관리 

의료진 2 학생 건강검진 수행 

총 인원 15

표 2. 설문 대상자 및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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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 아동의 학습권과 건강권

1.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 (Health Promoting School)

  본 장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학교 도입 배경을 이해하고, 2018년 

새롭게 제시된 건강증진학교 표준 요소 8개 분야를 분석하다. 또한, WHO에서 

효과적인 표준 요소 도입을 위해 제시한 전략 13가지를 검토하여, 학교보건 

서비스 표준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이후 도출할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 도입 배경

  건강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좋은 교육은 건강을 증진하고, 

좋은 건강은 교육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학교보건서비스는 개인, 집단, 

환경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교육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체발달상황을 관리하여 건강 및 교육 결과를 개선하고

자 한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4). 따라서 학교보건 프로그램

은 교육과 건강을 동시에 향상하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 전략 중의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요인의 개선에 교육 분야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보건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4)

  이러한 중요성으로 세계보건기구는 1995년 지역, 국가, 세계의 교육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글로벌 학교보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이는 학교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생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며, 건강증진

4) www.wh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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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념을 도입하는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의는 상황에 따

라 다를 수 있지만, 건강증진학교는 생활하고, 학습하며 일하기 위한 건강한 

환경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학교이다.5)

나.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 모형 및 학교보건서비스

  건강증진학교는 신체 건강에 국한되거나, 단편적 프로그램 접근이 아닌 포

괄적 학교 접근 방법으로 학교 전체에 중점을 두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2018년 이전까지는 건강증진학교를 6개 표준 요소

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2018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는 건강증진학교의 글

로벌 표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지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Making 

every school a health promoting school by 2023)를 출범하였다. 또한, 건강

증진학교 표준 요소를 기존 6개에서 8개 표준 요소로 구체화하였다(WHO, 

2020a).

No. 기존 6개 표준 현재 8개 표준

1 학교보건정책 정부 정책 및 자원

2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 정책 및 자원

3 학교의 사회적 환경 학교 거버넌스 및 리더십

4 지역사회 유대관계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5 개인건강기술 건강 및 웰빙을 위한 학교 커리큘럼

6 학교보건서비스 학교의 사회·정서적 환경

7 학교의 물리적 환경

8 학교보건서비스

표 3. WHO 건강증진학교 표준 요소 변경 비교

5) www.who.int



- 10 -

No. 표준 요소 선언 내용

1. 정부 정책 및 자원 
Ÿ 모든 학교를 건강증진학교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자

2. 학교 정책 및 자원
Ÿ 건강증진학교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 학교 

접근법의 노력 

3. 학교 거버넌스 및 리더십
Ÿ 건강증진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거버넌스 

및 리더십의 포괄적 학교 모형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Ÿ 건강증진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5.
건강 및 웰빙을 위한 

학교 커리큘럼

Ÿ 학교 커리큘럼은 학생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지원

6. 학교의 사회·정서적 환경
Ÿ 학교는 안전하고 사회·정서적 지원 환경을 

조성

7. 학교의 물리적 환경
Ÿ 학교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보안이 확보된 

물리적 환경을 조성

8.  학교보건서비스

Ÿ 모든 학생들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및 교육적으로 필요한 건강관리를 포괄적 

학교 기반 또는 학교 연계 보건서비스로 이

용할 수 있음

표 4. WHO 건강증진학교 새로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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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새롭게 제시된 건강증진학교 모형의 8개 표준 요소는 다른 요소

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그림 3과 같다(WHO, 2020a).

그림 3. WHO 건강증진학교 표준 요소 간 관계(WHO).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학생은 보건 교육 및 학교보건서비

스를 통해 통합적 건강증진을 성취할 수 있으며, 건강한 교육 참여 기회를 얻

게 된다.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 및 지역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며, 국가는 더 건강하고 잘 교육받은 구성원을 확보

함으로써 사회 경제 발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또한, 2015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 효과에 대해 처음으로 메타분석 연

구를 발표한 Rebeca Langford에 따르면, 건강증진학교 모형이 학생들의 건강 

일부 측면에서 증진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신체 활동의 개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체질량지수(BMI)6) 감소가 있었다(Langford et al., 2015). 

  

6) BMI: Body Mass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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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의 새로운 8개 표준 요소 중 한 분야인 학교보건

서비스는 학교기반 건강증진의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는 학

교보건서비스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춰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학생이 학습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하고, 기존 1차 의료 시스템의 보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4). 

  학교보건서비스 활동 중 하나인 학생 건강검진으로 취학 연령 아동의 객관

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 건강검진의 효과로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동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김양희, 2019), 

정부는 학생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본 연구는 건강증

진학교 표준 요소 중 하나인 학교보건서비스에서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 서

비스의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 건강증진학교 8개 표준 요소 도입 전략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건강증진학교 모형의 8가지 표준 요소의 실행을 위해 

13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각 전략은 표준 요소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며, 전략 선택은 해당 국가 이해관계자의 가치,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에 맞춰 

실행되어야 한다. WHO는 표 5와 같이 전략 13개를 제시하고 있다(WHO, 2020b).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 요소와 전략 간 관계 및 순서는 그림 4와 

같다. 연구 관심 분야인 8번째 표준 요소인 학교보건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전략 7번 학교 인프라 투자, 전략 10번 학교보건서비스 실행, 전략 11번 학생

들의 참여, 전략 12번 학부모,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WHO, 2020b). 하지만 이 4가지는 직접적인 전략이며, 사실상 앞서 단계별로 

다른 전략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다. 즉, 성공적인 표준 요소의 도입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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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HO 건강증진학교 표준 요소와 전략간 관계(WHO).

No. 전략 내용

1. 정책 개발 
Ÿ HPS를 구현을 위한 국가, 지방,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 및 보건 정책 개발

2. 정부 부처 간 협력

Ÿ 모든 학교의 지속 가능한 HPS 구현을 위한 보건, 

교육 및 기타 부문의 국가, 지방, 지역 정부 

간 협력 및 촉진

3.
학교 리더십, 

정부 시스템 구축

Ÿ 지속 가능한 HPS 구현을 위한 정부 시스템 구축 

및 학교 리더십

Ÿ 시민사회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는 국가, 지방, 

지역 정부가 포함될 수 있음

Ÿ NGOs, 개발협력단체, 민간 부분이 국가 체계에 

포함될 수 있음

4. 자원 연계

Ÿ 지속 가능한 HPS의 모든 구성의 구현을 위해 

자원 연계

Ÿ 애드보커시, 우선순위 선정 등의 HPS 시스템의 

정치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

표 5. WHO 건강증진학교 8개 표준 요소 도입 13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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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전략 내용

5.  근거기반 활용

Ÿ 근거기반의 HPS 활동 계획 및 설계

Ÿ 구성요소로 자원 연계, 보고 과정, 모니터링과 

평가가 포함됨

6.
 학교,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Ÿ 지속 가능한 HPS의 구현을 위해 국가, 지방, 

지역 정부 간,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지역기

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

7.  학교 인프라 투자

Ÿ 물리적 환경 (학교 부지 및 주변 시설, 공간)

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사회 정서적 

환경 지원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 학교 인프라 

개발 및 유지 보수

8.
 자원 연계 및 

커리큘럼 개발

Ÿ 커리큘럼을 개발, 검토, 구현하고 학문 영역에

서의 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

9.
교사 교육 및 

전문 학습 접근성 보장

Ÿ HPS 커리큘럼의 준수를 위해 전문 학습 과정과 

기초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장함

Ÿ 외부기관의 CPD(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인증 참여 기회 보장

10. 학교보건서비스 실행

Ÿ 학생,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웰빙, 교육 

결과를 지원하는 포괄적 학교기반 또는 학교 

연계 보건서비스를 제공

11. 학생 참여

Ÿ 학교 및 지역사회의 HPS 도입, 계획, 실행 및 

평가 활동에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학생 참여 

기회를 제공

12.
학부모, 보호자 및 

지역사회 참여

Ÿ 지역사회의 HPS 도입, 계획, 실행, 평가 활동

에 학부모, 보호자, 지역기업을 포함한 지역사

회의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

13.  모니터링 및 평가

Ÿ HPS 시스템 적용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보고서 생성 및 결과 공유 계획 설계

Ÿ 평가 역량 강화 활동 포함

※진한 글씨: 표준 요소8. 학교보건서비스 도입을 위한 직접적인 전략



- 15 -

2. 베트남 아동 학습권과 건강권

  본 장에서는 베트남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 

시행 및 내실화 방안을 위해 현재 상황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보건 관련한 아동법, 교육법을 확인하여, 베트남에서 정의

하고 있는 초등교육 및 아동의 건강권, 정부 부처의 의무를 분석한다. 

가. 베트남 기본 법률체계

  

  베트남 학생 건강검진 시행의 거버넌스 측면의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기본 법률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법률체계는 헌법, 책령, 법-

법령, 의정, 결정,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법률의 공포는, 국회, 총리, 

부총리, 각 부 및 성·시 인민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각 법률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한국행정연구원, 2013).

  첫째, 헌법(The Constitution)은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 법

이다. 둘째, 법률(Law)은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헌법의 

특정한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권한과 임무에 속한 특정한 문제를 규정

하기 위한 법규범이다. 셋째, 법령(Ordinance)은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고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이다. 넷째, 명령(Order)은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법규범으로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섯째, 의정

(Agreement by Conference)은 특정한 범위에 속한 법적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 또는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공포하는 법률 하위의 법률 문건이다. 여섯

째, 통자(Legal Notice, Circulars)는 우리나라의 시행규칙, 시행세칙 급에 

해당하는 용어로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 직속 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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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는 법률 문건이다. 마지막으로 결정(Decision)은 각 기관, 그 기관 직

속 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한 법률 문건이다.

  위에 기술한 법률체계는 제정 기관과 함께 표 6으로 정리하였으며, 한국행정

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정부의 시행령, 총리령, 교육부령 그리고 보건부령에 해당된다.

법률체계 제정 기관 비고

· 헌법 (The Constitution)

· 법률 (Law, Codes)

· 의결 (Resolutions)

국회 예산, 정책

· (위임)법률 (Ordinances)

· 의결 (Resolutions)
국회상임위원회 의안, 청원 심의 및 심사

· 명령 (Order)

· 결정 (Decision)
국가주석 대통령령

· 시행령 (Decrees)

· 의결 (Resolution)
정부

· 결정 (Decisions)

· 지시 (Directive)
수상 총리령

· 시행규칙 (Circulars)

· 결정 (Decisions)
각부장관, 부급기관장 부령

표 6. 베트남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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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 아동법 (102/2016/QH137))

  

  베트남의 16세 이하 아동은 아동법 14조, 16조에 의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

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법은 2016년 4월 5일 베트남 국회에서 

제정되고, 2017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 보장을 위해 80조, 84조, 85조에서 정부, 보건부, 

그리고 교육부의 의무 역시 명시하고 있다. 즉, 베트남 아동은 정부의 의무 

하에 교육을 받고,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보건서비스는 이러한 

권리 실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에서 아동법 영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8) 아동법에 

의하면, 교육부 주요 책임하에 보건부와 협력하여 학교보건 활동 및 학교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역시 관련 법 제도를 제정하고, 관계 기관의 

조정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법에서 학교보건서

비스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표 7로 정리하였다.

7) 아동법령명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법이다.

8)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44

조항 구분 주요 내용 발췌

1조 아동의 정의 Ÿ 아동은 16세 이하로 정의한다.

4조 1항
용어 해석

(아동 보호)

Ÿ 아동 보호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아동 학대 행위

를 하지 않으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조 2항
용어 해석 

(아동 발달)

Ÿ 아동 발달은 신체 강화, 지능, 정신, 도덕성 및 사

회성과 같이 모든 면에서의 발달을 의미한다.

14조 건강관리 권리
Ÿ 아동은 최상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질

병 예방,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의 우선권을 가진다.

표 7. 베트남 아동법(102/2016/QH13) 주요 조항 정리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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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구분 주요 내용 발췌

16조 1항
교육, 학습 및 

재능 개발 권리

Ÿ 아동은 모든 면에서 발달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

대한 증진하기 위해 교육과 학습할 권리가 있다.

43조 1항
아동의 

건강관리 보장

Ÿ 국가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정책을 채택하여, 

모든 아동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소외 계층 아동, 빈곤 가정의 아동, 산간지역, 소수

민족 아동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43조 5항
아동의 

건강관리 보장

Ÿ 국가는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연령별, 

범주별 그리고 사회 경제 여건에 적합하게 아동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지원한다.

44조 1항
아동의 

교육 보장

Ÿ 국가는 모든 아동이 학교에 갈 수 있으며, 중도 탈

락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44조 3항
아동의 

교육 보장

Ÿ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아동의 연령대에 적합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의 발달에 충족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 해야 한다.

80조 1항 정부의 의무

Ÿ 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 법,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

해 통합적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아동의 권리 행사 

및 아동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 장관급 기관, 

정부 관리 기관 및 지역 간 조정, 조치한다. 

84조 1항 보건부 의무
Ÿ 법률에 규정된 대로, 아동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

근성과 건강검진 및 치료의 평등을 보장한다.

84조 2항 보건부 의무
Ÿ 아동 연령대에 따른 건강 모니터링 및 정기 건강검

진 기록 관리를 안내한다. 

84조 4항 보건부 의무
Ÿ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건강관리

를 보장하고, 학교보건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85조 1항 교육부 의무
Ÿ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아동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85조 5항 교육부 의무

Ÿ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아동의 건강관리를 보장

하고, 학교보건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함에 있어 주

요 책임을 가지며, 관련 정부 부처, 정부 기관과 협력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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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트남 교육법 (38/2005/QH119), 44/2009/QH1210))

  

  현재 효력이 있는 베트남 교육법은 2005년에 채택,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38/2005/QH11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개정 조항을 담은 

44/2009/QH12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1) 베트남 교육 목표

 

  베트남 교육의 목표는 베트남인이 도덕적 자질, 지식, 건강한 신체, 미적 

감각, 전문성을 갖추고,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발전된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가 교육 제도는 교육법 

제 4조에서 크게 아동교육, 일반교육, 직업전문교육, 대학교육으로 정의하며, 

일반교육은 초등, 중고등교육을 의미한다.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한 베트남은 

2010년 교육법 제 11조 1항을 개정하여, 5세 아동의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보편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초

등학생은 교육법에 따라, 보편적 교육인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

육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베트남 초등교육

  초등교육이 포함된 일반교육은 제 27조 2항과 제 28조 1항을 통해 일반교육의 

목적, 구성, 그리고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적절하

고 장기적인 도덕적, 지적, 신체적, 미적 감각 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고, 

중등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본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

9)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6918&Keyword=38/2005/QH11

10)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0486&Keyword=44/2009/Q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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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교육은 학생들이 자연,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에 대해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와 계산 능력, 신체 단련 및 위생 습관 형성, 노래, 

춤, 음악 및 미술에 대한 기초 이해를 포함한다.

  흥미로운 점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교육법 제 84조 1항에서 법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권리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외 학생은 법적 권리로써 건강검진 권

리를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베트남 초등학생의 교육권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8로 정리하였다. 

조항 구분 주요 내용 발췌

2조 교육 목표

Ÿ 베트남인이 도덕적 자질, 지식, 건강한 신체, 미적 

감각, 전문성을 갖추고,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 이

념에 충실한 발전된 사람으로 교육한다.

4조 1항 국가 교육 제도 Ÿ 국가 교육 제도는 정식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 구성된다.

4조 2항 국가 교육 제도

Ÿ 교육 단계는 

- 취학 전 교육: 유치원

- 일반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 전문 교육: 직업 교육

- 대학 및 대학 후 교육: 학사, 석사, 박사

10조 시민의 학습 권리

와 의무

Ÿ 학습권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Ÿ 모든 시민은 그들의 민족, 종교, 신념, 성별, 가정 

환경, 사회적 지위,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진다.

11조 1항 보편적 교육

Ÿ 5세 아동의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보

편화되어야 한다.

Ÿ 정부는 보편적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인 교

육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표 8. 베트남 교육법(38/2005/QH11, 44/2009/QH12) 주요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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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구분 주요 내용 발췌

26조 1항 일반교육

Ÿ 일반교육 구성은

- 초등교육은 1~5학년의 5학년 제이며, 입학 연령은 

6세이다. 

- 중등교육은 6~9학년의 4학년 제이며, 입학 연령은 

초등교육을 완료한 11세이다.

- 고등교육은 10~12학년의 3학년 제이며, 입학 연령은 

중등교육을 완료한 15세이다. 

27조 2항 초등교육 목적

Ÿ 초등학생들이 적절하고 장기적인 도덕적, 지적, 신

체적, 미적 감각 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고, 중등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본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8조 1항 

일부

초등교육 구성

Ÿ 초등교육은 학생들이 자연,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에 

대해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Ÿ 이는 기본적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와 계산 

능력, 신체 단련 및 위생 습관 형성, 노래, 춤, 음

악 및 미술에 대한 기초 이해를 포함한다.

84조 1항 미취학 아동의 

권리

Ÿ 미취학 아동의 권리

- 교육부의 유아 교육 목표 및 계획에 따라 보살핌, 

교육을 받을 권리

- 공중보건시설에서 1차 의료, 무료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권리

- 공공 오락 서비스의 요금 할인

86조 1항 학습자의 권리

Ÿ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으로부터 존중받고 동등하게 

대응 받고, 학습 및 훈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86조 5항 학습자의 권리

Ÿ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 문화, 신체 단

련, 운동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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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학교 건강검진 관련 

법제도 비교

  앞서 WHO 건강증진학교 이해 및 베트남의 아동법, 교육법 분석을 통해 초등

학교 학생의 정기적인 학교 건강검진 서비스 시행에서 정부의 수행 역할 및 의

무를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1)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분석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

다. 이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이 받는 정기적인 학교 건강검진 서비스 

시행에서 정부의 수행 역할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한다. 2) 한국 건강검사규칙 

분석하여 한국 학생들이 보장받고 있는 건강권을 확인한다. 3) WHO 건강증진

학교 전략1 정책 개발 단계(그림 4)를 한국 학생건강검사규칙과 베트남 현재 

법·제도의 완성도로 비교하고 보완점을 도출한다. 

  WHO 건강증진학교 전략 13개 중 전략 1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 및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다른 구성요소 도입 및 전략이 실현되기 때

문이다(WHO, 2020b). 그리고 베트남은 이미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초등

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이를 법·제도 유무만이 아니라 

완성도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건강문제는 의료적인 측

면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장창곡,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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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13/2016/TTLT-BYT-BGDDT) 11)12)

  베트남 아동법에서 확인했듯이 학교보건서비스는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력은 

각 부서의 의무 조항이다. 따라서 두 부처는 함께 학교보건서비스에 대한 시행

규칙을 공표하였으며, 시행규칙 내 조항에서도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조를 명시

하고 있다.

  제 1조에서 정의한 적용 범위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초등

학교와 학생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실에서의 

1차 의료, 보건 교육, 보건인력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제 9조는 

학교기반 학생 건강검진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학교기반 학생 건강검진의 항목 및 주요 기관의 의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베트남 초등학생의 권리 및 제도적 환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 건강검진 항목

 

  베트남 초등학생은 본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매 학년 초 키, 몸무게, 혈압, 

심장박동수,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월별, 분기별로 키, 몸무게를 

측정하여 신체발달 기록을 작성하고, 학년 중 최소 2회 체질량 지수(BMI) 측정

하고 영양 및 신체 활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적절한 

학습 환경과 신체 운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시력, 척추 측만, 구강, 정신 

건강 검진을 해야 한다고 제 9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학교 의료진은 최소 

PA (Physician Assistant) 학위를 보유해야 하며, 학교는 이들을 고용하거나, 

보건소나 건강검진 시설의 적임자를 계약해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1) Joint Circular, Regulations on healthcare activites in schools. 2016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유효

12) 부록 1. 시행규칙 (영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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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베트남 초등학생은 아동법, 교육법,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에 따라 

학습권, 건강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구분 항목 시행 시기 관리

건강 검진

(Health examination)

신체 및 영양 상태

(키, 몸무게, 혈압, 

시력, 심장박동수)

매 학년 초
시행규칙 

별첨 양식1 

작성, 관리 

(Student 

health 

record form)

신체발달 검진

(Monthly and quartely 

measure)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BMI)

월별 또는 분기별

(체질량지수는

학년 중 2회)

정기 검진

(Regular examination)

신체, 시력, 구강, 

척추 측만, 정신건강
학년 중 1회

※초등학교는 학교보건 전반에 대해 매년 5월 10일까지 마을 보건소와 지역 교육청

에 보고 (시행규칙 별첨 양식 2 School health report form)

※초등학교는 학교보건 전반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학년 말에 상위기관에 

보고 (시행규칙 별첨 양식 4 Assessment of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

표 9. 베트남 초등학교 건강검진 정리 (13/2016/TTLT-BYT-BGDDT 제 9조)

나. 주요 기관의 의무

  베트남 초등학생의 학교보건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지역의료기관, 지역 정부, 중앙정부 및 인민위원회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명시된 각 기관의 역할을 확인하여, 현재 베트남 학교보건

의 제도적 환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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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지역 실무 기관 도식도 (연구자 작성).

 

  

  첫째, 학교의 의무는 제 1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교보건의 실

행을 위해 관리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 당국에 학교보건 

서비스를 위한 의료진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진이 학교보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시행규칙 

별첨1에 따라 학생 건강기록부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학교검진통계가 포함

된 학교보건 통계 및 보고를 시행규칙 별첨2 양식으로 마을 보건소와 지역 교

육청에 매년 5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체 학교보건 평가를 실시

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첨4 양식으로 학년 말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마을 보건소의 의무는 제 13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마을 보건계획 

수립 시 학교 보건계획을 포함하고, 학교보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학교보건

을 감독해야 한다. 본 시행규칙에 규정된 학교보건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인을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학교보건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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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역 교육청의 의무는 제 14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은 

학교보건 계획을 작성, 촉진, 감독하고, 관할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을 시행하

기 위해 인민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학교 의료진을 모집하고,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학교 의료진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지역 당국과 협력

하여 매년 학교보건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학교보건 통계 및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지역 보건청과 현병원의 의무는 제 15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보건 계획을 준비하고, 관할 지역에서 실시하기 위해 인민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교 의료진에게 보건 교육, 건강관리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 보건교육, 학교 건강 환경 및 기타 건강 관련 분야

를 검사하고 감독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학교보건 통계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민위원회의 의무는 제 17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가 수

립한 연간 학교보건 계획을 승인하고, 사전에 학교에 관련 재원, 인력, 시설

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법규정에 따라 자원을 동원하여 학교 환경, 학습 

여건 및 건강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행정 기관이 학교보건서비스에 참여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보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민위원회, 교육

당국, 보건당국, 재무부서, 내무부서, 사회보험부서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는 인민건강위원회를 지정하여 학교보건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 학교 자체 평가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상위 교육기관에 보고하는 연간 자체평가서의 항목과 

비중을 확인하였을 때 학교보건서비스를 9개 분야 총 100점으로 평가하며(표 

10), 학교보건 및 관리 (학교기반 학생 건강검진)는 그 중 2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학교보건서비스 중 건강검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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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보건 및 관리의 세부 13개 평가 분야는 표 11로 작성하였으며, 앞서 

확인한 건강검진 항목, 시기, 관리 등이 해당된다.

분야 점수 분야 점수

1. 학교보건 계획의 준비 및 실행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school health plans)

5점
6. 학생 건강 관리

(Student health care) 10점

2. 시설

(Facilities) 10점

7. 학교보건 및 관리

(School healthcare 

and management)

20점

3. 식수 공급, 하수도 및 환경 위생

(Water supply and drainage 

and environmental hygiene)

10점

8. 보건 교육

(Health education) 15점

4. 식품 안전

(Food safety)
10점 9. 보고 및 평가

(Report and assessment)
10점

5. 학교보건정책 실행 및 학교 지역사회 간 관계 개발

(Execution of school health policies and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hips within schools and community)

10점

표 10. 베트남 학교 자체 평가 항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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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 (총 20점) 점수

1. 학년 초 학생 건강검진 실시 (키, 체중, 혈압, 심장박동수, 시력) 2.0

2. 체질량 지수(BMI),영양 상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이요법과 

신체 활동에 대한 적절한 조언 제공
2.0

3. 정기 검진 (신체, 시력, 척추 측만) 시행 및 적절한 전원, 

학습 환경 및 신체 운동 제공
2.0

4. 전문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의료시설 간의 협력 1.0

5. 필요 시, 보건부 규정에 따른 응급 처치 실시 1.0

6. 학생, 보호자 및 교사에게 질병 및 학생의 신체,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 제공. 장애 학생에 대한 포용 교육 지원.
1.0

7. 학생 연령 그룹에 맞는 건강 식이 지침 제공 

(기숙 학교, 준 기숙 학교 해당)
1.0

8. 백신 접종을 위한 지역 의료시설과의 협력 1.0

9. 학생 보호자에게 학년 중 최소 1회 이상 학생 건강 상태 안내 1.0

10. 학생 건강검진 기록 및 관리 2.0

11. 학교 위생 환경, 식품 안전, 식수 및 손 위생의 관리 감독 2.0

12. 보건부 및 기타 의료 당국 지침에 따른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적극적 시행 (Cricular No.46/2010/TT-BYT dated by 12.29.2010)
2.0

13. 보건 프로그램 및 위생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한 식이요법, 

금주, 금연, 신체 활동 캠페인에 참여
2.0

표 11. 베트남 학교 자체 평가 중 학교보건 및 관리의 세부 분야



- 29 -

2. 우리나라의 건강검사규칙

가. 한국 학교보건 정책 변화

  현행 한국 건강검사규칙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학교보건 정책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학교보건 정책은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보건문제 

변화에 맞춰 발전해왔다(표 12). 발전사의 과정에서 1950~60년대는 영양불량

과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이 대부분이었고, 1970~80년대는 

개인위생과 관련된 구강, 시력 및 환경 보건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는 

척추 측만증 및 약물 문제, 2000년대는 학교 전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

를 포함한 학교 안전 문제, 새 건물 증후군, 천식,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문제, 

왕따, 낙인,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와 같은 정서 및 정신 보건문제 

등으로 변화되었다(장창곡, 2014). 이에 맞춰 학교보건 정책 방향은 환경개선 

및 질병 관리 중심의 소극적 학교보건에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중심의 적극적 

학교보건으로 발전하였다(박소영,2019).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권에 대한 의식이 증가

하였고 둘째, 학교가 학생의 건강을 단순히 보호, 예방, 관리하는 차원을 넘

어 건강증진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학교에서 부족한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하였고, 마지막으로 학교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과 보건, 환경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으로 학교 역할이 재정립되었다(장창곡,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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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당

GDP 13)
학생 보건문제 정책 방향

1950~60

년대

$244 

미만

영양불량, 

결핵, 전염성 질환, 

기생충성 질환

Ÿ 1950년대 학교보건사업과 보건교육 

발동

Ÿ 1960년대 학교보건의 교육적 기능 축소, 

학교보건 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

1970~80

년대

$5,820 

미만

개인위생, 

구강, 시력, 

환경 보건문제

Ÿ 1970년대 방역사업 도입, 감염질환 

및 환경 위생 관리 중점

Ÿ 1980년대 보건교육 재등장, 학교보건 

사업 확장

1990

년대

$13,400 

미만

약물 문제,

척추 측만증

Ÿ 1990년대 교육환경개선 정책 강화, 

예방중심 학교보건사업 방향

2000

년대 

$32,000

미만

식중독, 환경성 문제,

정서/정신 보건 문제 

Ÿ 2000년대 중반: 예방중심 학교보건

사업, 학교보건 장학체계 마련

Ÿ 2000년대 후반: 보건교사 역할 전환, 

보건교육 중심 학생건강관리 정책 개편

※ 2019년 베트남 1인당 GDP $2,715.28  ※ 2019년 한국 1인당 GDP $31,846.22 

※ 1986년 한국 1인당 GDP $2,834.90

표 12. 한국의 학생 보건 문제 및 정책 변화

나. 한국 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198호, 시행 2020.03.01.)14)

  한국은 학교보건법으로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

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있으며, 건강검사 및 국가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으로 학교 건강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World Bank open data: www.worldbank.org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 http://asq.kr/1eCBvrGdfvAF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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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사는 신체 발달상황, 신체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및 건강검

진으로 구분된다. 신체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 측정이며,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형태 등의 조사이며, 건강검진은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을 의미한다. 또한, 별도의 검사인 소변 검사 및 

시력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별도의 검사 

중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만 해당된다.

구분 항목 시기 실시 기관 관련 법

신체 발달 

상황

키, 몸무게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

학교장

지정된 검진기관

Ÿ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 3조

신체 능력 체력요소

(초5,6학년)

필수평가

: 매 학년 초

선택평가: 자율

학교장 Ÿ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 3조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

학교장 Ÿ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 3조

정신건강 

상태 검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 

(교육정보시스템)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학교장 Ÿ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 3조

Ÿ 초중등학교법 

제 30조의 4

건강검진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검진기관 방문 지정된 검진기관

(2개 이상 검진

기관 선정)

Ÿ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 3조, 5조

Ÿ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

별도의 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교육감 

지정 학년)

교육감이 정함 교육감이 정함 Ÿ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 6조

Ÿ 학교보건법

제 7조의 제 3항

표 13. 한국 학교건강검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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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책 비교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의 학교보건서비스 중 학생 건강검진이 베트남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의 

법적 구속력, 실행, 기록 관리 측면에서 베트남 아동법, 교육법, 학교보건서

비스 시행규칙의 정부 정책과 한국의 학교보건법, 학생건강검사 시행규칙을 

비교 분석한다.

가. 건강검진의 법적 구속력

  법적인 정의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관련 

법률은 시행규칙으로 부령에 해당한다. 상위 법, 시행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의

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부령으로 건강검진 실시가 정의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이 정의되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은 학교보건법을 정의하여 구속력이 높으며, 학생건강검사만 정의한 시행

규칙을 공표하여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항목 한국 베트남

법으로 정의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
Ÿ 학교보건법 Ÿ (없음)

시행규칙으로 정의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수행 기관 의무 정의
Ÿ 학교보건법 Ÿ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건강정보 비밀누설금지 

및 벌칙 규정

Ÿ 초·중등교육법 

Ÿ 학교보건법
Ÿ (없음)

표 14. 한국과 베트남의 초등학생 건강검진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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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한국 베트남

신체발달상황 검사 정의, 실시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건강검진 검사 정의, 실시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신체능력검사 정의, 실시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없음)

건강조사 정의, 실시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없음)

정신건강상태 검사, 실시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없음)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실시 및 보고 시기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건강검진기록 작성 관리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없음)

전학 시 건강검진 기록 

전달 조항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없음) 건강검진 기록

양식에 언급

최종 졸업, 중퇴 시 

건강검진 기록 제공 조항

Ÿ 학교보건법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Ÿ (없음) 

건강검진 기록 양식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별표

Ÿ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별첨

건강검진 기록 관리 방법
Ÿ 전산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Ÿ 수기

신체발달상황 측정 지침
Ÿ 학교건강검사 

시행규칙 별표
Ÿ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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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검진의 실행

1) 건강검진 구성 차이

  한국과 베트남 실행 비교에서 우선 건강검진 구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국은 

학생건강검사로 명명하고 신체발달상황, 신체능력 검사,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으로 구성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은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만 받을 수 있었다. 

  포함되지 않은 3개 구성에서 신체능력 검사는 학생들의 심폐 지구력, 유연

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을 검사하여 체력요소를 평가하는 목적이다. 건강

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형태를 조사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의 정서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이러한 다면

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학생 개인은 건강상태 확인 및 필요한 건강생활습관에 

대해 조언을 얻어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보건 정책을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건강검진 구성이다.

2) 신체발달상황 측정 방법

  양국의 초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발달상황 측정과 관련

하여 베트남은 정확한 측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베트남의 경우 시행 

규칙상 보건소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도 있지만, 키, 체중, 체질량 지수(BMI)는 

학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방법 안내가 있어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일관된 방법으로 정확한 신체발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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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

(BMI)를 성별ㆍ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

2. 비만도의 표기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 한국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표 15. 한국의 신체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항목 및 방법

다. 건강검진의 기록 관리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은 실시 만이 아니라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완성되며, 건강검진기록은 작성, 관리, 보고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통일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 

건강검진기록을 작성, 관리하고 매년 통계 내용을 상위기관으로 보고한다. 

  차이점으로 한국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조항으로 작성·관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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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는 궁극적으로 학생 개인정보로 일반교육과정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생이 고등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건강검진기록 작성 관리에 대한 시행규칙 조항이 없으며, 

전학 시 전달 내용만 건강검진 기록 양식에 언급되어 있다. 기록 작성 관리 

관련 조항이 없기에 건강검진이 실제로 수행되더라고, 정확한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가 수반되기 어렵다. 또한, 초등학교 5년 및 중등학교까지 아동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분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현재 수기로 관리

되고 있는 체계에서는 기록의 중복과 누락 등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어 현재 

베트남 법·제도에서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는 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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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베트남 지역 공무원의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인식도

  앞서 현재 법·제도의 집행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WHO 건강증진학교 전

략을 기준으로 한국 학생건강검사규칙과 비교하여 베트남 법·제도의 완성도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 타인호아성 (Thanh Hoá Province) 지역정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된 역할과 학교보건서비스, 학생 건강검진 실행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의 정기적인 학교 건강검진 서

비스가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9.4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변수 

간 관계는 먼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상

자가 15명으로 수가 적었고, 5보다 적은 기대빈도를 가지고 있어 카이제곱 검정

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셔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연령 그룹과 타인호아성 내 학교기반 건강검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같이 일부 변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함을 확인했지만, 중요

한 관계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설문 결과는 기관별 빈도 분석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1) 학교보건서비스 필요성 2)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필요성 3) 타인호아성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현황 4) 거버넌스 역할 및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중심

으로 기관별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대상자 특성

  4개 기관, 15명의 설문 대상자의 특성은 소속, 성별, 연령대, 직급, 현재 

기관 근무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성별은 남성 13명, 여성 2명으로 남성이 80%



- 38 -

였다. 연령대는 40~49세 그룹이 9명 60%로 가장 많았다. 직급은 실무자가 8명 

약 53.3%로 많았으나, 각 기관의 상위 결정자를 포함하여 설문한 점이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설문 대상자의 현재 기관 근무 연수는 4~5년 그룹을 제외하고는 

1년~3년 그룹부터 15년 초과 그룹까지는 20% 이상으로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

었다(표 16).

특성 범주 N %

소속 타인호아성 교육청 7 46.7

타인호아성 보건청 4 26.7

Quang Thach 마을 보건소 3 20.0

Quang Xuong 현 보건소 1 6.7

성별 남성 12 80.0

여성 3 20.0

연령대 30-39세 2 13.3

40-49세 9 60.0

50-59세 4 26.7

직급 실무자 

(Officer)
8 53.3

부서장 
(Head of department)

2 13.3

부 결정권자 
(Vice director)

2 13.3

최고 결정권자 
(Director)

1 6.7

마을 보건소 의사 

(Doctor at commune clinic)
1 6.7

마을 보건소 간호사 
(Nurse at commune clinic)

1 6.7

현재 기관 

근무 기간

1-3년 4 26.7

4-5년 1 6.7

6-7년 4 26.7

8-15년 3 20.0

15년 초과 3 20.0

표 16. 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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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보건서비스 필요성

가. WHO 건강증진학교 이니셔티브 인식

  베트남 타인호아성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보건소에서 WHO 건강증

진학교 이니셔티브의 구성요소를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설문 대상자가 없었다. 총 15명 중에서 40%인 6명은 아

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33.3%는 타이틀만 알고 있고, 26.7%는 

컨셉은 알고 있다고 하였다(표 17).

  즉, 거버넌스의 WHO 건강증진학교 인식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청 역시 인식도가 낮았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담당 부서

에서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표 18).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

해 거버넌스의 인식 증진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다른 사람에게 

설명 할 수 있음
- - - - -

（2）구성 요소를 알고 있음 - - - - -

（3）컨셉을 알고 있음
2 

(28.6%)
1

(25.0%)
1

(33.3%)
-

4
(26.7%)

（4）타이틀만 알고 있음
2 

(28.6%)
2

(50.0%)
-

1
(100%)

5
(33.3%)

（5）들어본 적 없음
3 

(42.9%)
1

(25.0%)
2

(66.7%)
-

6
(40.0%)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6번. WHO HPS 이니셔티브를 들어본 적 있는가?

※ % = 칼럼 비율

표 17. WHO HPS 인식도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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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
（1）
설명가능

(2) 
구성요소

(3)
컨셉

(4)
타이틀

(5)
모름

합계

교육청 상위 결정자급 - -
1

(25.0%)
- -

1
(6.7%)

교육청 초등학교부서 - - - -
2

(33.3%)
2

(13.3%)

교육청 중등학교부서 - -
1

(25.0%)
1

(20.0%)
-

2
(13.3%)

교육청 정책부서 - - -
1

(20.0%)
1

(16.7%)
2

(13.3%)

보건청 상위 결정자급 - - -
1

(20.0%)
-

1
(6.7%)

보건청 학교보건 담당부서 - -
1

(25.0%)
-

1
(16.7%)

2
(13.3%)

보건청 재정 계획부서 - - -
1

(20.0%)
-

1
(6.7%)

마을 보건소 - -
1

(25.0%)
-

2
(33.3%)

3
(20.0%)

현 보건소 - - -
1

(20.0%)
-

1
(6.7%)

합계 - - 4 5 6 15

※ 설문문항 6번. WHO HPS 이니셔티브를 들어본 적 있는가?

※ % = 칼럼 비율

표 18. WHO HPS 인식도 (근무 부서별)

나.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현황 인식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보건서비스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보건교육, 보건실에서의 1차 의료, 정기 학생 건강검진, 건

강한 학교 환경, 기타로 설문 보기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것과 안 되는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

스 분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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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정기 학생 건강검진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보건교육으로 20%의 응답이 있었다(표 19). 보건청의 

경우 근무 부서,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정기 학생 건강검진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분야로 답변이 나뉘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보건교육, 보건실, 정기 학생 건강검진, 건강한 학교 환경 모두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표 20).

  베트남에서 가장 운영이 안 되는 분야로 보건실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의견과 정기 학생 건강검진 순이었다(표 21). 교육청의 경우 

가장 운영이 안 되는 분야로 정기 학생 검진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특히, 

교육청 상위 결정자급은 가장 운영이 안 되는 분야로 정기 학생 건강검진을 

선택하였다. 교육청 초등학교 부서는 가장 운영이 안 되는 분야로 정기 학생

건강검진, 가장 잘 운영되는 분야로 보건실로 답하였다(표 22). 

  학교보건서비스 현황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설문 대상자 

수가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므로 기관 간 비교보다는 빈도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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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보건교육 2
(28.6%)

-
1

(33.3%)
-

3
(20.0%)

（2）보건실 2
(28.6%)

- - - 2
(13.3%)

（3）정기 학생 건강검진 1
(14.3%)

4
(100%)

2
(66.7%)

1
(100%)

8
(53.3%)

（4）건강한 학교 환경 1
(14.3%)

- - -
1

(6.7%)

（5）기타 1
(14.3%)

- - -
1

(6.7%)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7번. 베트남의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은?
※ % = 칼럼 비율

표 19. 베트남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분야 (기관별)

근무 부서
（1）
보건교육

(2)
보건실

(3)
학생검진

(4)
학교환경

(5)
기타

합계

교육청 상위 결정자급 1
(33.3%)

- - - -
1

(6.7%)

교육청 초등학교부서 -
2

(100%)
- - -

2
(13.3%)

교육청 중등학교부서 1
(33.3%)

- -
1

(100%)
-

2
(13.3%)

교육청 정책부서 - -
1

(12.5%)
-

1
(100%)

2
(13.3%)

보건청 상위 결정자급 - -
1

(12.5%)
- -

1
(6.7%)

보건청 학교보건 담당부서 - -
2

(25.0%)
- -

2
(13.3%)

보건청 재정 계획부서 - -
1

(12.5%)
- -

1
(6.7%)

마을 보건소 1
(33.3%)

-
2

(25.0%)
- -

3
(20.0%)

현 보건소 - -
1

(12.5%)
- -

1
(6.7%)

합계 3 2 8 1 1 15
 

※ 설문문항 7번. 베트남의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은?
※ % = 칼럼 비율

표 20. 베트남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분야 (근무 부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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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보건교육 -
1

(25.0%)
- -

1
(6.7%)

（2）보건실 2
(28.6%)

3
(75.5%)

- -
5

(33.3%)

（3）정기 학생 건강검진
3

(42.9%)
- - -

3
(20.0%)

（4）건강한 학교 환경 - - - - -

（5）기타 1
(14.3%)

-
2

(66.7%)
1

(100%)
4

(26.7%)

（6) 무응답 1
(14.3%)

-
1

(33.3%)
-

2
(13.3%)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8번. 베트남의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잘 안되고 있는 것은?
※ % = 칼럼 비율

표 21. 베트남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안 되는 분야 (기관별)

근무 부서
（1）
보건교육

(2)
보건실

(3)
학생검진

(4)
학교환경

(5)
기타

(6)
무응답

합계

교육청 상위 
결정자급

- -
1

(33.3%)
- - -

1
(6.7%)

교육청 
초등학교부서

- - 2
(66.7%)

- - - 2
(13.3%)

교육청 
중등학교부서

-
2

(40.0%) - - - -
2

(13.3%)

교육청 
정책부서

- - - -
1

(25.0%)
1

(50.0%)
2

(13.3%)

보건청 상위 
결정자급

-
1

(20.0%)
- - - -

1
(6.7%)

보건청 학교
보건 담당부서

1
(100%)

1
(20.0%)

- - - -
2

(13.3%)

보건청 재정 
계획부서

-
1

(20.0%)
- - - -

1
(6.7%

마을 보건소 - - - -
2

(50.0%)
1

(50.0%)
3

(20.0%)

현 보건소 - - - -
1

(25.0%)
-

1
(6.7%)

합계 1 5 3 - 4 2 15

※ 설문문항 8번. 베트남의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잘 안되고 있는 것은?
※ % = 칼럼 비율

표 22. 베트남 초등학교 학교보건서비스 중 가장 안 되는 분야 (근무 부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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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필요성

   먼저 학교보건서비스 분야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번에는 초등

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교육청, 보건

청, 마을 보건소, 현보건소 모두 초등학생의 정기 건강검진 필요성을 공통적

으로 인지하고 있었다(표 23).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아주 필요 5
(71.4%)

4
(100%)

2
(66.7%)

1
(100%)

12
(80.0%)

（2）필요
2

(28.6%)
-

1
(33.3%)

-
3

(20.0%)

（3) 보통 - - - - -

（4）덜 필요 - - - - -

（5）필요 없음 - - - - -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9번. 베트남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 = 칼럼 비율

표 23.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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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필요성

가.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요소

  앞서 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이렇게 필요한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2장 내용 중 WHO 건강증진학교 표준 요소와 전략간 관계에서 확인한 전략 

에서 학교보건서비스 요소를 위한 직·간접적인 전략으로 설문 문항 보기를 

구성하였다. 국가 정책(법,제도), 정부 부처 간 협력, 예산 및 자원, 학교 참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중 53.3%가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표 24). 반면 교육청 상위 결정

자급은 국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상적이었다(표 25).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는 예산 및 자원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이 33.3%로 

동일하게 빈도가 가장 높았다(표 26). 정부 부처 간 협력의 경우, 가장 중요

한 요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모두 답변이 가장 높아 현지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학생 건강 

이력 관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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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국가 정책
1

(14.3)
1

(25.0%)
- -

2
(13.3%)

（2）정부 부처 간 협력
2

(28.6%)
2

(50.0%)
3

(100%)
1

(100%)
8

(53.3%)

（3）예산 및 자원 4
(57.1%)

1
(25.0%)

- -
5

(33.3%)

（4）학교 참여 - - - - -

（5）학교, 지역사회 파트너십 - - - - -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1번. 베트남에서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 = 칼럼 비율

표 24.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기관별)

근무 부서
（1）
국가정책

(2) 
부서협력

(3)
예산

(4)
학교참여

(5)학교,
지역사회

합계

교육청 상위 결정자급 1
(50.0%)

- - - -
1

(6.7%)

교육청 초등학교부서 - - 2
(40.0%)

- - 2
(13.3%)

교육청 중등학교부서 - -
2

(40.0%)
- -

2
(13.3%)

교육청 정책부서 -
2

(25.0%)
- - -

2
(13.3%)

보건청 상위 결정자급 -
1

(12.5%)
- - -

1
(6.7%)

보건청 학교보건 담당부서 1
(50.05)

1
(12.5%)

- - -
2

(13.3%)

보건청 재정 계획부서 - -
1

(20.0%)
- -

1
(6.7%)

마을 보건소 -
3

(37.5%)
- - -

3
(20.0%)

현 보건소 -
1

(12.5%)
- - -

1
(6.7%)

합계 2 8 5 - - 15

※ 설문문항 11번. 베트남에서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 = 칼럼 비율

표 25.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근무 부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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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국가 정책 -
1

(25.0%)
- -

1
(6.7%)

（2）정부 부처 간 협력 4
(57.1%)

1
(25.05)

- -
5

(33.3%)

（3）예산 및 자원 2
(28.6%)

2
(50.0%)

1
(33.3%)

-
5

(33.3%)

（4）학교 참여 - - - - -

（5）학교, 지역사회 파트너십 1
(14.3%)

-
1

(33.3%)
1

(100%)
3

(20.0%)

（6) 기타 - -
1

(33.3%)
-

1
(6.7%)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2번. 베트남에서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
인가?
※ % = 칼럼 비율

표 26.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기관별)

  추가적으로 대상자별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순위에 따른 2순위 항목을 확인하였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8명 중 5명(62.5%)은 두 번째 요소로 예산 및 자원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이 2명, 기타 의견이 1명 있었다. 예산 및 

자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5명 중 4명(80.0%)은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두 번

째로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27). 이를 통해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을 위해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예산 및 자원이 중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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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범주
1순위 범주

국가
정책

부서
협력

예산
학교
참여

학교,
지역사회

기타 합계

1순위 1위

정부 부처 간 협력
- -

5
(62.5%)

-
2

(25.0%)
1

(12.5%)
8

(100%)

1순위 2위

예산 및 자원
-

4

(80.0%)
- -

1

(20.0%)
-

5

(100%)

1순위 3위

국가 정책

1*
(50.0%)

1
(50.0%)

- - - -
2

(100%)

합계 1 5 5 - 3 1 15

※ 설문문항 11번, 12번 조합 결과
※ % = 행 비율
※ *1,2순위 모두 국가 정책으로 응답한 1건: 설문지 원본 확인하였으며 참여자 실제 응답임

표 27. 1순위에 따른 2순위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 요소

나.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구성 요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검진 

항목 역시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 보기는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년 초 건강검진(Health examination)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53.3%로 시력이 1위였고, 다음으로 46.7%로 

키, 몸무게, BMI가 2위였다(표 28).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구강이 53.3%로 1위였고, 시력이 33.3%로 2위였다(표 29). 공통적으로 시력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혈압은 1,2순위 항목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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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키, 몸무게, BMI
3

(42.9%)
2

(50.0%)
1

(33.3%)
1

(100%)
7

(46.7%)

（2）혈압 - - - - -

（3) 시력
4

(57.1%)
2

(50.0%)
2

(66.7%)
-

8
(53.3%)

（4）청력 - - - - -

（5）구강 - - - - -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6번. 베트남 초등학생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

※ % = 칼럼 비율

표 28.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항목 (기관별)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키, 몸무게, BMI
1

(14.3%)
- - -

1
(6.7%)

（2）혈압 - - - - -

（3) 시력
3

(42.9%)
2

(50.0%)
5

(33.3%)

（4）청력 1
(14.3%)

- - -
1

(6.7%)

（5）구강 2
(28.6%)

2
(50.0%)

3
(100%)

1
(100%)

8
(53.3%)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7번. 베트남 초등학생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

※ % = 칼럼 비율

표 29. 두 번째로 중요한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항목 (기관별)

  추가적으로 대상자별 1순위에 따른 2순위 항목을 확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시력이라고 답한 8명 중 6명이 2순위로 구강을 선택하였다. 

그 외 2명은 각각 키, 몸무게, BMI와 청력을 선택하였다. 가장 중요한 건강검

진 항목을 키,몸무게,BMI라고 답한 7명 중 5명이 2순위로 시력을 선택하였다. 

그 외 2명은 구강 검사를 선택하였다(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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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범주
1순위 범주

키,몸무게,
BMI

혈압 시력 청력 구강 합계

1순위 1위

시력

1
(12.5%)

- -
1

(12.5%)
6

(75.0%)
8

(100%)

1순위 2위

키, 몸무게, BMI
- -

5
(71.4%)

-
2

(28.6&)
7

(100%)

합계 1 - 5 1 8 15

※ 설문문항 16번, 17번 조합 결과

※ % = 행 비율

표 30. 1순위에 따른 2순위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항목

다.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이후 기록 관리까지 전체 수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건강검진 기록 활용도를 확인하였다. 기록 활용도가 

보통인 경우가 5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6.7%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

였으며, 그 중 75%가 교육청 소속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31).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기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없었다.

  학생 건강검진 기록의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국가 정책, 학교 

보고 역할 강화, 지역 정부 관리 역할 강화, 기록의 전산화, 그리고 중요하지 않

음을 보기로 의견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설문 대상자 중 60%가 기록의 전

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정부 역할 관리 강화, 국가 

정책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 51 -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아주 잘 활용 - - - - -

（2）잘 활용 3
(42.9%)

1
(25.0%)

4
(26.7%)

（3）보통 2
(28.6%)

3
(75.0%)

2
(66.7%)

1
(100%)

8
(53.3%)

（4）그저 그렇다 - - - - -

（5）활용 안함 - - - - -

（6) 무응답 2
(28.6%)

-
1

(33.3%)
-

3
(20.0%)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8번. 학생 건강검진 기록을 소속 기관에서 잘 활용하는가?
※ % = 칼럼 비율

표 31. 소속 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기록 활용 (기관별)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국가 정책 1
(14.3%)

1
(25.0%)

- -
2

(13.3%

（2）학교 보고 강화 -
1

(25.0%)
- -

1
(6.7%)

（3）지역 정부 관리 강화 1
(14.3%)

1
(25.0%)

-
1

(100%)
3

(20.0%)

（4）기록의 전산화 5
(71.4%)

1
(25.0%)

3
(100%)

-
9

(60.0%)

（5）중요하지 않음 - - - - -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9번. 학생 건강검진 기록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 = 칼럼 비율

표 32. 학생 건강검진 기록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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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호아성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현황

  먼저 설문 대상자들의 건강증진학교,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베트남 초등

학교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면, 이번에는 관할 지역인 타인

호아성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가. 타인호아성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 인식도

  검진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검진이 잘 되고 있는지와 학년 초 건강검진

(Health examination)과 정기검진(Regular examination) 항목을 각각 명시한 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타인호아성에서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보건소 모두 보통 이상으로 답변하였고, 보통

인 66.7%로 가장 많았다(표 33). 아주 잘 운영된다는 의견도 1건 있었다.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아주 잘 운영됨 -
1

(25.0%)
- -

1
(6.7%)

（2）잘 운영됨 1
(14.3%)

2
(50.0%)

1
(33.3%)

-
4

(26.7%)

（3）보통 6
(85.7%)

1
(25.0%)

2
(66.7%)

1
(100%)

10
(66.7%)

（4）그저 그렇다 - - - - -

（5）운영 안됨 - - - - -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0번. 타인호아성에서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 % = 칼럼 비율

표 33. 타인호아성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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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초 실시되는 키, 몸무게, 혈압, 심박동, 시력 검진의 정기 검진15)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저 그렇다와 운영 안된다는 의견이 각각 1건, 아주 잘 운

영된다는 의견은 없었고, 보통이 46.7%로 가장 많았다(표 34). 

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아주 잘 운영됨 - - - - -

（2）잘 운영됨
2

(28.6%)
2

(50.0%)
1

(33.3%)
1

(100%)
6

(40.0%)

（3）보통 5
(71.4%)

2
(50.0%)

- -
7

(46.7%)

（4）그저 그렇다 - - 1
(33.3%)

- 1
(6.7%)

（5）운영 안됨 - -
1

(33.3%)
-

1
(6.7%)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3번. 타인호아성에서 학년 초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키, 몸무게, 혈압, 심박동, 시력 검진)

※ % = 칼럼 비율

표 34. 타인호아성 정기적인 학년 초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기관별)

  

  연 1회 시력, 척추 측만증, 구강, 정신건강 등을 검사하는 정기 건강검진16) 

실시는 보통이 60%로 가장 많았고, 운영 안된다는 의견이 2건 있었다(표 35).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질문에 비해 건강검진 항목이 명시된 경우 

그저 그렇다와 운영 안된다는 마을 보건소의 의견이 있었다. 마을 보건소는 

실제로 학교와 함께 학생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의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5)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용어 정의) 건강검진 (Health examination)

: 신체 및 영양상태 검진(키, 몸무게, 혈압, 시력, 심장박동수)으로 학년 초 실시

16)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용어 정의) 정기검진 (Regular examination)

: 신체, 시력, 구강, 척추 측만, 정신 건강 상태 검진으로 학년 중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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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아주 잘 운영됨 - -
1

(33.3%)
1

(100%)
2

(13.3%)

（2）잘 운영됨 -
2

(50.0%)
- -

2
(13.3%)

（3）보통 7
(100%)

2
(50.0%)

- -
9

(60.0%)

（4）그저 그렇다 - - - - -

（5）운영 안됨 - -
2

(66.7%)
-

2
(13.3%)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5번. 타인호아성에서 연간 초등학생 정기 건강검진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시력, 척추측만증, 구강, 정신건강)

※ % = 칼럼 비율

표 35. 타인호아성 초등학교 학생 정기검진 실시 (기관별)

나. 신체발달 건강검진 측정법 제공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시 표준화된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측정방법이 표준화되었

는지를 설문하였다. 제도적으로 제공하며 측정이 표준화되었다는 답변이 40%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도적으로 제공하나 측정자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33.3%로 많았다. 반대되는 의견으로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으나 측

정은 표준화되었다는 답변도 2건 있었다(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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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합계

（1）제도적으로 제공하며, 

측정 표준화 됨
3

(42.9%)
1

(25.0%)
1

(33.3%)
1

(100%)
6

(40.0%)

（2）제도적으로 제공하나,

     측정자에 따라 다름
2

(28.6%)
2

(50.0%)
1

(33.3%)
-

5
(33.3%)

（3）모름 -
1

(25.0%)
- -

1
(6.7%)

（4）제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나, 측정 표준화 됨
1

(14.3%)
-

1
(33.3%)

2
(13.3%)

（5）제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측정자에 따라 다름
- - - - -

（6) 무응답 1
(14.3%)

- - -
1

(6.7%)

합계 7 4 3 1 15

※ 설문문항 14번. 타인호아성에서 연간 초등학생 신체 발달상황 건강검진을 위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제공하는가? (키, 몸무게, 혈압, 심박동, 시력)

※ % = 칼럼 비율

표 36. 신체발달 건강검진 측정법 제공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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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버넌스 역할 및 건강검진제도 개선

  설문 대상자 4개 기관 15명 중 4개 기관의 7명이 12개의 기타 의견을 기재

하여 적극적인 설문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기타 의견은 정부 정책, 부서 간 

협력, 지역 정부 역할, 검진 횟수 증가, 검진 항목 집중, 예산 및 자원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타 의견 중 3명이 연 1회 초등학생 건강검진을 2회로 증가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뿐

만 아니라, 활성화를 원하는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답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법, 제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기관의 상위 결정자급의 의견

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시행규칙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수행 주체 등의 

이유로 각 기관의 의무와 활동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검진 항목에 대해서 키, 몸무게, 혈압, 시력으로 선택, 집중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통해 학생 건강

검진 수행을 위한 베트남 지역 정부의 의지와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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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정부 정책 정부의 학생 건강검진 법, 제도 명확화

중앙부터 지역 정부까지 관련 기관에 기준 제공

부서 간 협력 보건부(청)와 교육부(청) 간 긴밀한 협력

지역 정부 역할 연간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을 위해 지역 정부 참여

검진 횟수 증가 연 2회 학생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활동 비용 포함)

연 2회 학년 초, 마지막에 학생 건강검진 실시

연 2회 학생 건강검진 실시 

검진 항목 집중 건강검진 항목을 키, 몸무게, 혈압, 시력으로 집중

예산, 자원 학교에 예산 및 인적 자원 추가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진에 대한 비용과 물품 지원

기타 정기적인 건강검진 활동 및 기록 작성 강화

학교는 가정과 협력하여 학생 병력 확인

※ 설문문항 20번.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기재

표 37.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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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제도 내실화 방안

  앞서 분석한 한국 건강검사규칙과의 비교를 통한 베트남 정책 완성도와 베

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거버넌스 인식도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 초등

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WHO에서 건강증진학교 

모형의 표준 요소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학교보건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도록 

학생 건강검진 제도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법적 구속력 강화 및 내용 보완

  16세 이하의 베트남 아동은 아동법 14조, 16조에 의해 건강관리를 받을 권

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법 11조에 따라 보편적 교육인 초

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법과 교육법에는 학교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다. 

즉,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건부와 교육부에서 공표한 부령으로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이 존재하였다. 

  정책 개발의 측면에서는 베트남은 법·제도가 존재하지만, 정책 개발은 유무

만이 아니라 완성도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학교보건법을 

비교,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관련하여 두 국가의 

법·제도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구속력 차이. 한국은 법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다. 둘째, 건강검진 구성 

차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체발달 건강검진, 정기검진 외 한국의 경우 

신체능력 검사,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구성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신체발달상황 측정 방법과 건강

검진 기록 관리에 관한 지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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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해 현재 부령인 시행규칙을 총리

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내용이 보완된다면 더 실질적인 학생 건강검진 수행이 

기대된다. 총리령이 필수 요소는 아닐 수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헌법에서는 

국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한국법제연구원, 2009), 

국가가 공공정책을 제안하나,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한 인민의 이익을 위한 방

안은 베트남 공산당의 당 노선, 전략 및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한국행

정연구원, 2013). 즉, 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인 총리령으로 제정된다면 법적 구

속력 및 실질적인 실행력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타인호아성 정부기관 설문 

결과에서도 정기적인 초등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는 

교육청 상위 결정자급의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에서도 정부의 학생 건강

검진 법 제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중앙부터 지역정부까지 관련 기관에 기준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도 초등학생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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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부처 간 협력 강조

  WHO는 모든 학교의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학교 구현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

력을 도입 전략으로 제시하며 보건, 교육 및 기타 부문의 국가, 지방, 지역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WHO, 2020b). 베트남 아동법에서도 교육 기관

에서 아동의 건강관리 보장을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7)18) 학교보건서비스에 대한 시행규칙 조항에서도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타인호아성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 대상 설문에서도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부 부처 간 협력

이 53.3%로 1위를 차지하였다. 즉, 양질의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을 위해서 

관련 정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함을 현지 기관 관계자

들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앙부터 지방 정부까지 관련된 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감, 참여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체계적인 협력 구조 강화

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17) 베트남 아동법 84조 4항 보건부 의무: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건강관리를 

보장하고, 학교보건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18) 베트남 아동법 85조 5항 교육부 의무: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건강관리를 보장

하고, 학교보건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함에 있어 주요 책임을 가지며, 관련 정부 부처,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61 -

3.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 강화 및 전산화

  한국 학교보건법과 비교 분석하였을 때 베트남 교육법 및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에서 학생 건강검진 관련한 완성도 측면에서 건강검진 기록 관리 측

면이 가장 미흡하였다.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진급 후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받는 학생 건강검진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체

발달 파악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록 관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학생 건강검진기록은 작성, 관리, 보고 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베트남 

역시 국가 통일된 양식을 제공하고 학교는 기록을 작성, 관리할 의무가 있으

며, 매년 통계를 상위기관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규칙 내 작성 및 

관리 조항이 없어 정확한 학생 건강검진기록의 관리가 어렵다. 또한, 건강정보

는 민감정보로 비밀유지가 필수적으로 관련 조항 역시 필요하다. 현재의 수기 

관리는 기록의 중복, 누락, 학교 간 기록 분절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이를 분석하여 학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에 학생 건강검진기록은 중요한 자원이다. 

타인호아성 설문 결과 학생 건강검진 기록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록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학생 건강검진 작성 및 기록 관리 조항을 시행규칙에 추가하여 관리

하고, 기록을 전산화한다면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가 기대된다.



- 62 -

VI. 고찰 및 결론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건강증진학교 모형 표준요소 중 학교보건서비스의 한 부분인 정

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를 주제로,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

검진 제도 현황과 거버넌스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학생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확인이 가능할 시, 빠른 회복능력 

및 생활 습관의 변화 가능성이 충분한 시기로 학교기반 학생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조기범, 이호준, 김승용, 2020). 또한, 학생 건강검진

은 학생 신체발달상황, 질병이환 등 학생 건강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 건강지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교육부, 2018).

  학생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가장 일반적인 중재 방법으로 건강증진학교 모

형은 학교기반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Tao Xu et al., 2020). 

효과적인 학교보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보건 및 교육 부문의 협력을 바탕으

로 교육, 사회, 경제 및 정치 여건이 변해야 한다(WHO Western Pacific 

Region,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의 법·제도 분석을 포함하여, 현지 

정부기관인 지역 보건청, 교육청, 보건소 대상 설문을 통해 현황 및 인식도를 

분석하여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제공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보건과 교육 부문이 모두 해당하는 분야이며 대상 국가가 

베트남으로 관련 선행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가

진다.

  하지만 WHO 건강증진학교 모형의 표준요소 학교보건서비스 전체를 주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보건서비스 중 대표적인 활동인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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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학생 건강검진 내실

화 방안을 학교보건서비스 전체 내실화 방안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는 2018년 새로운 건강증진학교 모형을 제

시하며, 포괄적 학교 접근 방법으로 학교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생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WHO, 2020a). 하지만 본 연구

는 일반 초등학생 대상 연구로 장애학생, 학교 밖 아동과 교직원 건강검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베트남 교육법에서도 이는 따로 구분하여 보고 있기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장애학생, 학교 밖 아동,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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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비교제도론적 분석과 현지 설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베트남 초등

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적 구속력 강화 및 

내용 보완, 둘째, 정부 부처 간 협력 강조, 셋째,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 

강화 및 전산화이다. 

  거버넌스 접근의 내실화 방안은 WHO의 새로운 건강증진학교 표준 요소 도입 

전략에 부합한다. 건강증진학교 8개 표준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다. 

WHO는 건강증진학교 모형 중 표준 요소 1로 정부 정책 및 자원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이는 표준 요소 8 학교보건서비스와 연관 관계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

서비스 도입 전략을 위한 가장 선제되어야 하는 전략으로 정책 개발을 제시하

고 있다(WHO, 2020b). 

  설문 결과 참여 대상자 모두가 정기적인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부처 간 협력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부처 간 협력은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요소 도입 전

략(WHO, 2020b) 중 하나로 효과적인 학교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전

략으로 적절하다.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 전산화의 경우 현지 정부기관의 설

문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검진 기록 관리 활용방안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설문의 경우 타인호아성 지역정부에 소속된 설문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부기관 대표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 일부 제한점이 있다. 또한, 타인호아성은 

호치민, 하노이 다음으로 초등학생 수가 많아 지역 정부의 대표성을 가지나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호치민, 하노이, 다른 지역을 포함하

여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설문대상에서 학생 건강검진 수행 주체 중 인민위원회와 학교가 포함되지 않

았다. 학교 설문은 타인호아성 내 641개 초등학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제외하였고,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참여가 불가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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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대 및 인민위원회와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규모의 설문이 포함된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현황 

분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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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증진학교 모형을 기준으로 현재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양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베트남 아동법, 교육법,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 및 타인호아성 지역정부 

설문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지 설문 결과 교육청, 보건청, 마을 보건소, 

현 보건소의 관계자 모두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공감하

고 있었다. 하지만 WHO의 건강증진학교 모형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을 확인하

였고, 특히 교육청 초등학교 담당 부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여,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권 실현을 위해 거버넌스의 

인식 증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은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으며, 건강검진기록 관리 조

항이 규정되지 않아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법적 구속력 강화 및 내용 보완, 둘째, 정부 부처 간 협력 강조, 

셋째, 학생 건강검진 기록 관리 강화 및 전산화이다. 

  또한, WHO의 새로운 건강증진학교 모형에서도 학교보건서비스 실현을 위해

서는 학교보건서비스 향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및 자원, 학교 

정책 및 자원, 학교 거버넌스 및 리더십, 학교와 지역 사회 간 파트너십 같은 

다른 표준 요소들의 역할이 수행될 때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베트남 초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이 베트남

에 적용된다면, 베트남 초등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및 학생 건강검진의 효과로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습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학생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학생 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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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학생 건강검진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 보건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측면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현지 지역 정부 관계자들이 건강검진기록 

활용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응답하였던 건강검진기록의 전산화를 반영한 

ODA 사업을 구성한다면, 파리선언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협력대상국과 공여국의 

원조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8 -

참고문헌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2018-2020, 2018.

김미주, 김석환. 한국형 건강증진학교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대한보건연구 

2018;44(4):111-20.

김양희. 한국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현황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19(7):546-58.

박소영. 우리나라 학교보건정책 변화의 패러다임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019;5(1):69-10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보건 기본 방향 학교 보건 분야, 2020.

장창곡. 학교보건의 새로운 패러다임: 건강증진학교. 대한보건연구 2014;40(4):

133-9.

조기범, 이호준, 김승용. 학교기반 학생 건강검진 참여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

융합학회논문지 2020;11(5):289-97.

한국건강증진재단. 초등학교용 건강증진학교 운영 매뉴얼, 2012.

한국법제연구원.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2009.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연구VI:베트남, 2013.

Langford R, Bonell C, Jones H, Pouliou T, Murphy S, Waters E, Komro K, 

Gibbs L, Magnus D, Campbell R. The WHO’s health promoting 

schools framework: a cochran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2015;130(15).

Tao X, Sachi T, Ernesto G, Jr, Priya M, Mari N, Howard S. School-based 

interventions to promote adolescent health: A systematic review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of WHO Western Pacific 

Region. PLOS ONE 2020;15(3).



- 69 -

Viet 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19, 2020.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European framework for quality 

standards in school health services  and competences for school 

health professionals, 2014.

WHO Western Pacific Region. Health Promoting Schools Experiences from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17.

WHO. Global standards and indicators for health promoting schools draft 3, 

2020a.

WHO. Implementation guidance for health promoting schools draft2, 2020b.

베트남 교육법(LAW 38/2005/QH11).

URL: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6918&Keyw

ord=38/2005/QH11 (마지막 접속일: 2021.05.30.)

베트남 교육법(LAW 44/2009/QH12).

URL: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0486&Key

word=44/2009/QH12 (마지막 접속일: 2021.05.30.)

베트남 아동법(LAW 102/2016/QH13).

URL: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44

(마지막 접속일: 2021.05.30.)

한국 초중등교육법. 

URL:http://asq.kr/xKyWa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접속일: 2021.03.20.)

한국 학교건강검사규칙.

URL:http://asq.kr/zfVFor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접속일: 2021.05.30)

한국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URL:http://asq.kr/yTKfqn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접속일: 2021.05.30)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6918&Keyword=38/2005/QH11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0486&Keyword=44/2009/QH12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44
http://asq.kr/xKyWa
http://asq.kr/zfVFor
http://asq.kr/yTKfqn


- 70 -

한국 학교보건법.

URL:http://asq.kr/yyeVX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접속일: 2021.03.20)

http://asq.kr/yyeVX


- 71 -

부록

부록 1. 베트남 학교보건서비스 시행규칙(13/2016/TTLT-BYT-BGDDT)  

 영문 번역본

MINISTRY OF HEALTH -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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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2016/TTLT-BYT-BGDDT Hanoi, May 12, 2016
 

JOINT CIRCULAR

REGULATIONS ON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Pursuant to the Government’s Decree No.63/2012/ND-CP on functions, 

entitlement, responsibiliti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Ministry of 

Health dated August 31, 2012;

Pursuant to the Government’s Decree No.32/2008/ND-CP on functions, 

entitlement, responsibiliti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dated March 19, 2008;

Pursuant to the Directive No.23/2006/CT-TTg on healthcar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dated July 12, 2006 by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er of health and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hereby issues 

this Joint Circular stipulating regulations on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and regulated entities

1. This Joint Circular stipulates regulations on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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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s of facilities, equipment, environment and other healthcare services 

for students.

2. This Joint Circular applies to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 upper secondary school, combined 

schools,  specialty schools excluding reform schools or schools for the 

disabl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 and relevant entities.

Article 2. Interpretation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Joint Circular, terms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follows:

1. School hygiene refers to conditions of the study environment, facilities in 

schools and classrooms, teaching tools, hygienic conditions for teaching, 

studying, physical practice and healthcare .

2. Compulsory schooling disease re fers to a disease that student mat suffer 

from due to poor hygienic conditions in schools.

Article 3. Sources of financing for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1.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are financed from:

a) Annual funding for  health and education allocated according the current 

budget of the organization;

b) Funding from student health insurances under current regulations of laws;

c) Funding from domestic and overseas entities and other legal earnings 

under regulations of laws.

2. The funding for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shall be properly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s current regulations of laws.

3. The estimation, allocation and finalization of such fun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current regulations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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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REQUIREMENTS FOR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Article 4. Requirements for  classrooms, student desks, chalkboards, lighting 

systems and toys in schools

1. Classrooms

a) For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Every classroom of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school”) shall satisfy the design requirements stipulated in item 5.2 of 

the Vietnam Standards 3907: 2011( hereina fter re ferred to as “TCVN” )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on publishing national 

standards dated August 23, 2011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No.2585/QD-BKHCN);

b) For primary schools, primary classrooms in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Every classroom in above-mentioned schools shall satisfy the design 

requirements stipulated in item 5.2 of TCVN 8793: 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c) For lower secondary schools; upper secondary school; and classrooms 

for  upper and lower high school students in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Every classroom of above-mentioned school shall satisfy the designed 

requirements stipulated in item 5.2 of TCVN 8794: 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2. Student desks and chairs

a) For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The dimension of student desks shall conform to  TCVN 1993: Desks and 

chairs for preschoolers – general requirements;

b) For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upper secondary school,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The dimension of student desks and chairs shall conform to the Joint 

Circular No.26/2011/TTLT-BGDDT-BKHCN-BYT on guidelines for standards 

of student desks and chairs in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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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pper secondary school.

3. Chalkboards in high schools

a) Every classroom shall have anti-glare chalkboards; dark green boards or 

blackboards (if white chalks are used) or whiteboards (if markers are used);

b) Every chalkboard shall be 1.2 – 1.5 m in width and 2.0 – 3.2 m in 

length;

c) Every chalkboard shall be put up in the middle of the wall, the distance 

from lower edge of the chalkboard to the classroom floor shall be 0.8 – 

1.0m (for lower secondary schools and upper secondary school) and the 

distance from the chalkboard to the first-row desk shall be at least 1.8 m.

4. Lighting systems

a) For preschools:

The lighting system shall be designed in  conformity with  the TCVN 

3907: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b) For primary schools, primary classrooms in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The lighting system shall be designed in  conformity with  requirements in 

item 6.2 of  the TCVN 8793: 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c) For lower secondary schools; high schools; classrooms for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The lighting system shall be designed in  conformity with  requirements in 

item 6.2 of TCVN 8794: 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5. Preschool toys

Every preschool toy shall be conformable to the Circular No.16/2011/TT-BGDDT 

on provis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preschool toys  dated April 13, 

2011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Article 5. Requirements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 and environmental 

hygiene in schools

1. Drinking water and domestic water supply

a) Every school shall supply  sufficient drinking water  in a quantity of at 

least 0.5 liter per student/class in summer and 0.3 liter per student/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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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inter;

b) Every school supply sufficient domestic water in a quantity of at least 5 

liters per student/class. If the domestic water is distributed through 

pipelines, each nozzle shall be designed to meet the need of not 

exceeding 200 students per class;

c) Every boarding school shall  supply sufficient drinking water and domestic 

water in the minimum quantity of 100 liters per student per 24 hours;

d) The water shall be bought from facilities that are eligible to supply 

domestic and drinking water. In case of self-sufficiency of drinking water, 

the quality of drinking water shall satisfy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QCVN 6 -1:2010/BYT) dated June 17, 2009 by the Minister of Health on 

drinking water quality; the quality of mineral water and bottled water  shall 

satisfy the QCVN 6 -1:2010/BYT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

34/2010/TT-BYT dated June 02, 2010 by the Minister of Health on 

introduction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on mineral water and bottled 

water; and the quality of domestic water shall satisfy the QCVN 

02:2009/BYT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05/2009/TT-BYT  on 

introduction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on domestic water quality 

dated June 17, 2009 by the Minister of Health.

2. Sanitation infrastructures

a) With respect of design:

- a)For preschools:

Every sanitation infrastructure shall be designed in conformity with 

standards stipulated in item 5.2.7. and 5.5.8 of TCVN 3907: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 b) For primary schools, primary classrooms in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Every sanitation infrastructure shall be designed in conformity with 

standards stipulated in items 5.6.1 and 5.6.2   and 5.6.3 of TCVN 

8793: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 c) For lower secondary schools; upper secondary school; classrooms 

for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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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sanitation infrastructure shall be designed in conformity with 

standards stipulated in item 5.6 of TCVN 8794:2011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2585/QD-BKHCN.

b) With respect of hygienic conditions of latrines:

Every latrines shall conform to the QCVN 01:2011/BYT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27/2011/TT-BYT on issue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on 

latrines –hygienic conditions dated June 24, 2011 by the Minister of Health.

c) Every hand wash area shall be provided with clean water,  soap or 

antiseptics.

3.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a) Every school shall have combined drainage systems, and separate 

drainage systems in laboratories, practice rooms, first aid rooms, restrooms 

and animal raising areas.

b) Every school shall cooperate with qualified facilities to collect and treat 

wastes. In case that the school wishes to collect and treat wastes on their 

own,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lause 4, section VII, part II of QCVN 07:2010/BYT- sanitation and hygiene 

for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national education system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46/2010/TT-BYT  dated December19, 2010 

by the Minister of Health on issue of the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on 

sanitation and hygiene for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national 

educ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rcular No.46/2010/TT-BYT ).

Article 6. Requirements for food sa fety

1. For schools with canteens for boarding students or semi-boarding students

a)The canteen shall have its facilities met all requirements for food safety 

prescribed clauses 1, 2 and 3, Section VI and hygiene requirements for 

food processing and storage promulgated in clause 5 of the QCVN 

07:2010/BYT-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 schools 

within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issued together with the Circular 

No.46/2010/TT-BYT;

b) Every canteen in schools shall meet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Circular No.30/2012/TT-BYT on food safety and hygiene for food and 

beverage services and street vendors dated December 05, 2012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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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Health.

c) Every canteen staff shall meet health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Circular 

No. 15/2012/TT-BYT dated September 12th 2012 of the Ministry of Health 

on the general conditions for  food safety applicable to establishments 

that produce and trade food.

2. For schools without canteens for  boarding students or semi-boarding 

students entering into contracts with others that is certified satisfactory for 

food safety to provide meals for students; the canteen shall satisfy 

requirements in point b, clause 1 of this Article.

Article 7. Execution of school health policies and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1. The Student Health Advisory Committee shall clarify member’s responsibilities 

and hold meetings at least once a semester.

2. Comply with  policies and regulations on healthcare in schools.

3. Deepen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between students , 

create healthy study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4. Create school-parent and school – community relationships to facilitate 

school healthcare.

Article 8. Requirements for school’s first aid rooms and medical staff

1. For first aid rooms

a) Every school shall have their own first aid room that is situated in a 

convenient location and covers a required standard areas to facilitate the 

school health services.

b) Every first aid rooms of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upper 

secondary schools,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shall be 

equipped with at least 01 sick bed, working desk, chair, cabinet, scale, 

ruler, sphygmomanometer, thermometer, eye chart, splint and essential 

drugs for first aid and emergency administration and student healthcare 

under the Decision No.1221/QD-BYT  on lists of essential drugs and 

equipment used for first at rooms of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upper secondary schools and combined schools  dated April 07, 

2008 by the Minister of Health. Every preschool shall be provid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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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equipment and essential drugs according to students’ ages;

c) Every first aid room shall have health examination records using the form 

A1/YTCS  prescribed in the Circular No.27/2014/TT-BYT on medical 

reporting forms for  medical facilities of provinces, districts and 

communes, health records for students using the form 01 and integrated 

health record using the form 02 in the Annex 01 herewith.

2. For school’s medical staff

a) Every medical staff shall acquire at least an associate degree in physician 

assistant. According to the reality, every school shall hire medical staff 

who meet the qualifications requirement or sign contract for school health 

with general medical stations 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b) Medical staff shall regularly attend health seminars, or training courses 

held by health and education authorities;

c) Medical staff shall consult school board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and other tasks assigned by the school board.

Article 9. School health management and education

1. Carry out health examination at the beginning of every academic year to 

assess student’s physical and nutritional status by measuring the  height and 

weight of students of under 36 months; and measuring the height and 

weight,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visual acuity of students of older 36 

months.

2. Monthly and quarterly measure  the height and weight and record  physical 

developmental milestone charts of under-24- month students and 

above-24-month students, respectively; measure BMI at least twice an 

academic year to provide advices on nutrition and physical exercises for 

high school students.

3. Regularly examine student’s health, visual acuity, curvature of spine, oral 

diseases, metal health and other diseases to cure and apply a proper 

learning environment and physical exercises.

4. Cooperate with qualified medical facilities to carry out specialty examination 

and treatment.

5. Administer first aid and emergency treatment under current regula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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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Health.

6. Provide students, their parents or guardians and teachers with advice on  

common diseases, student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and healthcare; 

in case of disabled students, assist them in inclusive education.

7. Provide instructions on healthy meal and diversified foods according to 

student’s age ( for boarding schools and semi-boarding schools)

8. Cooperate with local medical facility  to administer vaccines to students.

9. Notify students’ parents or guardians of their child’s health at least once an 

academic year or where necessary. Medical staff shall assess students’ 

health status by the graduation as the basis for health recording in the 

higher level.

10. Record the student health in health examination record, health record and 

integrated health record.

11. Regularly inspect and supervise the study environment, school hygiene, food 

safety, drinking water and hand wash. Implement measures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diseases under the Circular No.46/2010/TT-BYT  and other 

instructions of medical authorities.

12. Conduct medical programs and hygiene campaign, participate in physical 

exercises, healthy meal, and create smoke-free, alcohol-free and 

addictive-free schools.

Article 10. Health education

1. Compile and use documents on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student age 

and the local reality.

2. Educate students, their parents or guardians about infectious disease and 

food poisoning prevention measures ; nutrition, physical exercises, cigarette 

and alcohol effect, compulsory schooling diseases, oral health, eye  

diseases and other injuries; propagate and participate in health education 

programs launc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Ministry of Health and 

Training.

3. Include health education in lectures.

4. Get students participate in personal hygiene, school and environment 

cleaning, infectious healthy meal, physical exercises, prevention of tobacco 

and alcohol adverse effects, compulsory schooling diseases, ey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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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juries via proper models and methods

Article 11. School health reporting and assessment

1. Periodic and irregular reports

a) Submit annual reports using the form in Annex 02 herewith to the medical 

station of the commune, Di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by May 10 of every academic year.

b) Submit irregular reports at request of superior authorities.

2. Assessment of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Every school shall carry out self-assessment of school health performance by 

the end of academic year  using the form 03 in the Annex herewith (for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or the form in the Annex 04 herewith (for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high schools, combined schools 

and specialty schools).

Chapter III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Article 12. Responsibilities of schools

Every school shall:

1. Comply with provisions of healthcare in schools as stipulated in this Circular.

2. Supervise, inspect and provide instru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health.

3.  Provide necessary facilities, equipment and drugs for medical staff to 

conduct school health services.

4. Request competent authorities to provide medical sta ff for school healthcare.

5. Set up Student Health Advisory Board in which the school board’s 

representative plays as the Chief, Head of  medical station of commune as 

Deputy chief, school medical staff as standing members, physical teachers, 

teacher in charge of Ho Chi Minh Young Pioneer Organization of the school 

(for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and representatives of Communist 

Youth Union of Ho Chi Minh City, school’s red cross and Parent-Teacher 

Association a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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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sult competent authorities about current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case of construction, renovation, purchase of equipment, teaching tools, 

preschool toys, medical facilities and drug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of medical stations of communes

Every medical station of communes shall:

1. Include school health plans in the general health plan of the commune.

2. Assign personnel to supervise the school health and support school’s 

medical sta ff in medical profession to fulfill responsibilities stipulated in this 

Circular.

3. Submit statistics and reports on school health under regulations of laws.

Article 14. Responsibilities of Divisions and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Every Division and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hall:

1. Cooperate with health authorities of communes and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to draw up school health plans and execute such plans within their 

jurisdiction.

2. Expedite, supervise and inspect school health implementation under this Joint 

Circular.

3. Cooperate with health authorities to provide school’s medical staff with 

training courses in school health.

4. Cooperate with local authorities to carry out annual assessment of health 

school within their jurisdiction.

5. Submit statistics and reports on school health under regulations of laws.

6. Have school’s medical staff recrui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competent authorities.

7. Consult competent authorities about current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case of construction, renovation, purchase of equipment, teaching tools, 

preschool toys, medical facilities and drugs.

Article 15. Responsibilities of medical centers of districts and preventive medical 

centers of provinces and  Departments of Health

Every medical center of districts and preventive medical center of provi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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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shall:

1. Take charge of and cooperate with education authorities to assist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in preparation of school health plans and provision 

of instruction on plan execution within their jurisdiction.

2. Cooperate with education authorities to provide school’s medical staff with 

training courses in school health and instructions on management, 

propagation  and education of healthcare.

3. Inspect and supervise the school and environmental hygiene, student health 

education and other relevant aspects.

4. Submit school health statistics and reports under regulations of laws.

Article 16. Responsibilities of affiliat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1. The General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s the focal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tudent Affairs as the focal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shall take charge of executing provisions hereof.

2. Every affiliat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Ministry of 

Health shall prepare school health plans, execute such plans and report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Article 17. Responsibilities of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Every People’s Committee shall:

1. Approve annul school health plans prepared by schools within their 

administration, proactively provide schools with funding, personnel and 

faculties for healthcare.

2. Establish Steering Committees of school health in which the Head of the 

People’s Committee plays as the Chief, Head of education authorizes and 

health authority play as deputy chiefs, heads of departments of finance, 

department of homer affairs,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lanning, 

departments of social insurances, preventive medical centers of provinces 

and destructs and relevant agencies play as members; or assign People’s 

Healthcare Committee of the same level to take charge of school health, and 

defin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members. 

3. Mobilize resources to upgrade facilities and school environm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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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and health conditions within their administration under regulations 

of laws.

4. Direct regulatory authorities to participate in school health services within the 

administration.

5. Approve and provide instructions on planning, renovation and purchase of 

equipment, teaching tools, medical facilities according to current regulations 

and standards.

6. Introduce preferential policies on school's medical staff.

Chapter IV 

IMPLEMENTATION

Article 18. Reference clauses

In the event that legislative documents re ferred to this Joint Circular is amended 

or replaced, the new ones shall prevail.

Article 19. Entry into force

1. This Circular enters into force from June 30, 2016.

2. As its effective date, this Joint Circular replaces Article 4 of the regulation of 

healthcare in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58/2008/QD-BGDDT dated October 17, 2008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Article 4 of the regulation in healthcare in primary 

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high schools and combined schools issued 

together with the Decision No.73/2007/QD-BGDDT  dated December 04, 2007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Decision No.1221/2000/QD-BYT 

dated April 28, 2000 by the Minister of Health; Joint Circular 

No.18/2011/TTLT-BGDDT-BYT on assessment of healthcare in primary school, 

lower secondary schools, high schools and combined schools  dated April 

18, 2011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Minister of Health; 

Joint Circular No.22/2013/TTLT-BGDDT-BYT on assessment of healthcare in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dated June 18, 2013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Minister of Health, and relevant provisions of 

assessment of healthcare in preschools, lower secondary schools an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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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prescribed in the Joint Circular No.03/2000/TTLT-BYT-BGDDT dated 

March 01, 2000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Minister of 

Health.

Article 20. Transitional provisions

Every operating school shall have satisfied requirements for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according current standards and regulations by January 01, 

2020.

Any issue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Circular should be reported to 

the Student Affairs –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General Depar tment 

of Preventive Medicine- Ministry of Health./.

 

 

LIST OF ANNEXES

(Issued together with the Joint Circular 13/2016/TTLT-BYT-BGDDT on 

regulations on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dated May 22, 2016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Minister of Health)

Annex 01. Forms for    health records and integrated  health records

Form 01. Health record

The health record is made in A5 size (14.8cm x 21cm). The school shall 

select one of the following health record forms according to student age:

- Health record for  students from 03 months to under 06 years old

- Health record for  students  from first grade to fifth grade.

- Health record for  students from sixth grade to ninth grade.

PP. MINISTER OF EDCUATION AND 

TRAINING

DEPUTY MINISTER

Nguyen Thi Nghia

PP. MINISTER OF HEALT

DEPUTY MINISTER

Nguyen Thanh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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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record for  students from tenth grade to twelfth grade.

Form 02. integrated health record

Annex 02. School health report form

Annex 03. Assessment of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for preschool 

education institutions)

Annex 04. Assessment of healthcare activities in schools  (for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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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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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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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ways
of the health examination system 

for primary school students in Viet Nam
- Focused on WHO new Health Promoting School model -

Mi-Ji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Yoon Kim, M.D., Ph.D.)

  Background: Health and education are intrinsically linked. Good 

education promotes better health and good health is a precondition for 

reaching education goals. School health program can be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national strategies to simultaneously improve health and 

education. Therefore, WHO promotes school health programs as a strategic 

means to prevent important health risks among youth and to engage the 

education sector in efforts to change the educational, social,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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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tical conditions that affect risk. In 2018, WHO and UNESCO 

launched a new initiative “Making Every School a Health Promoting 

School” through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Global Standards for 

Health Promoting Schools. Vietnam achieved universal primary education 

in the early 2000s, and now is the time to consider the qualitative 

aspect of primary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school 

environmen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advance ways to strengthen 

school-based high quality health examina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in 

Viet Nam. 

  Methods: 1) Institutional approach in comparative politics in legal 

system and governance between Viet Nam and Korea based on WHO/UNESCO’s 

new health promoting school. 2) Survey Thanh Hoa provincial governance 

such as DoET, DoH, Commune Clinic and District Health Center.

  Results: As a result of the local survey, all of participants agreed 

on the need for school-based health examination for students. However, 

the awareness of the health promoting school is low, and in particular, 

officials who are from the department of primary school at DoET 

answered they never heard of it. So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governance not only for primary school students' health 

examination, but also for realization of the students' health right at 

school. In addition, there is also legal system, but it is less legal 

binding power and has no article for managing student health records. 

As a consequence, this study analyzed the considered ways to strengthen 

school-based high quality health examina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legal binding force and compens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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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econd, emphasizing inter-sectoral government coordination. 

Third, strengthening student health records management and turn to be 

e-based records.

  Conclusions: This study, therefore, provide a stepping stone that 

primary school students could be guaranteed their health right and 

manage their own health by themselves and making healthy habits by the 

effects of student health examin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make student health promotion plans and effective student health 

promotion programs using high quality student health records. 

Additionally, in Korea health ODA sector, when building projects, if 

reflects the local needs of turning to be e-based health records, which 

the survey participants from local government selected as the most 

necessary factor in using student health record, it is expected to meet 

“Alignment”, one of th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Key words: Vet Nam, Primary school, Student Health Examination, 

 School Health Service, Health Promoting School, 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