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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W.H.O ‘

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에, ’

의해 결정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치료가 아니라 해당 인구집

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 방식

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인.

간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는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소 즉 교육자원의 이용가능성, GNP, ,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및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구조 등이다(Kar, 1993).

따라서 건강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이상의 건강 개념에

포함된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다원적 시각의

노력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 하겠다.

이상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아동의 건강증진 또한 개,

인적인 접근에 의한 의료서비스 만으로는 불가능한 목표

이다 이에 지역사회적 접근을 통한 아동에 대한 건강관.

리 서비스는 포괄적인 개념의 건강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매우 크다고 하

겠다강영미 그러나 현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 1998). ,

시행되어지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단순의료서비스 및

실적 위주의 서비스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지역사회적 접근을 통해 얻고자하는 포괄

적인 건강이용수 을 달성하는 데에는 이를 보완( , 1994)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즉 지역사회적. ,

접근법을 통하여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되 대상자들

의 개인적 및 가족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평택시보건소 을 마련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아( , 1999)

동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성인 건강의 초석이 되는,

아동기의 건강을 최적의 수준 에 이를(Brubaker, 1983)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의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년도 북제주군보건소의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1) 1999

북제주군보건소 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 , 1999)

는 아동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분석평가한다.

년도 북제주군보건소의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2) 1999

북제주군보건소 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 , 1999)

는 아동건강관리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년도 북제주군보건소의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3) 1999

북제주군보건소 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 , 1999)

는 아동건강관리사업의 개선점을 확인한다.

이상을 반영한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한다4) .

Ⅱ 본 론.

제주 한라대학 간호과*

주요개념 아동건강관리 모형개발: ,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북제주군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을 중심으로- -

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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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아동건강관리사업1.

년 기준 군 전체인구 약 만 백 여명 중 만1999 10 9

세 미만의 아동이 약 북제주군 를 차지12 15%( , 1999)

하는 북제주군은 농촌지역으로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의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아동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한 보건서

비스의 제공은 아동의 건강증진이정렬 박신애( , , 1996)

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북제주군보건소는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선정되

어 북제주군 산하의 개의 보건지소 및 개의 보건진7 23

료소로 조직된 보건조직 체계망을 통한 연계사업의 활성

화를 통해 대상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역사회 대상자,

중심 홍천군보건소 의 새로운 아동 건강관리 프( , 1999)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과 같이 아동< 1>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성장발달 단계에 따.

라 중점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사

업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그림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아동 건강관리< 1>

중점사업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아동 건강관리 중점사업

사 업 신생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

혈색소 검사 ...........

성장발달 스크리닝 ............

장애아동 지원 관리사업 ............ ............ ..............

건강진단 .............

불소도포 및 구강관리 .............

아동 안전교육 .............

아동가꾸기 시범사업 .............

이상의 각 세부사업의 추진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은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선천,

성 대사이상아 가족들의 대처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

였다.

우선 검사 후 추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따라,

차 검사를 받는 과정을 지지하고 대사이상으로 판1, 2 ,

명된 경우 등록 후 카드화하여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화,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하여 투약관리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총 스크리닝 실적은 표 과 같으며 그 결과 등록< 1> ,

후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갑상선 기능저하증 아

동 명으로 윤 여는 년 월 일생으로2 , ( ) 1999 9 16○○

서울연합의원에서 채혈하여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 전,

남지부에서 차 검사 시행하고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차1 , 2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판명되어,

현재 분말을 투약 받고 있으며 월 회 이Synthyroid , 1

상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김 여, ( )○○

는 년 월 일생으로 제주의료원에서 채혈하여1999 3 31 ,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 전남지부에서 차 검사 시행하1

고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차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갑상, 2

선기능저하증으로 판명되어 현재 분말을, Synthyroid

투약 받고 있으며 월 회 이상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관, 1

리하고 있다.

영유아 혈색소 검사는 이유기 및 특히 모유수유아들,

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철분결핍성 빈혈(Whaley

의 발견 및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and Wong,1993)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에 의뢰함은 물론 적절한,

영양지도를 통하여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

김제시보건소 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1999) .

총 명을 대상으로 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결과는134

다음의 표 와 같이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2> ‘ ’ .

성장발달 스크리닝오가실 은 영유아의 성장발( , 1998)

달 지체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모자보건 대상자들과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계속적인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보건소 사업에서 실시해보지 않은

것이어서 이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었다 이.

에 모자보건요원 명을 대상으로 성장발달의 이해, 39 ,

검사의 목적 검사영역 보건사업에의 의의DDST , , ,

검사 방법 성장발달 평가 및 기록방법 성장발달DDST , ,

에 대한 부모상담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또한 처음. ,

표 스크리닝 실적< 1>

검사기관 보건소 애월지소 구좌지소 조천지소 한경지소 추자 우도 계

인수 201 292 156 203 63 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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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검사대상자를 개월과 개월 아6 18

동에게만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지도,

편의상 개월과 개월용으로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였6 18

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

간지 북군정 소식지 및 북군관내 유선방송을 통한, TV,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은 개월과 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로 보건소6 18

및 보건지소에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내소한 아동에게 한

하였으며 개월 영아 명 개월 유아 명으로, 6 202 , 18 98

총 명을 스크리닝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으300

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판정결과는 다음 표 과, < 3>

같다.

취학전 아동 건강진단 서비스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취

학 전 아동의 각종 질병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치

료의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일반적인 발달력 일반적 건, ,

강상태 사회문화정서적 환경 을 파악, (Lusk, 1992)

하여 이에 적절한 보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

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상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리포항시보건소 할 수 있도록 하며 모자보건( , 1999) ,

대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

표 혈색소 검사 실적< 2>

항 목 지 역
개월6 개월18

인 수 백분율(%) 인 원 백분율(%)

지 역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13

20

22

39

2

2

13.3

20.4

22.4

39.8

2.0

2.0

7

2

5

17

4

1

19.4

5.6

13.9

47.8

11.1

2.8

계 98 100 36 100.0

혈색소 수치
정 상 98 73.1 36 26.9

비정상 - - - -

표 스크리닝 판정결과 및 실적< 3>

항 목 구 분
개월 유아6 개월 유아18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성 별

남 96 47.5 53 54.1

여 106 52.5 45 45.9

계 202 100.0 98 100.0

지 역

한 림 33 16.3 16 16.3

애 월 58 28.7 6 6.1

한 경 28 13.9 14 14.3

조 천 59 29.2 38 38.8

구 좌 16 7.9 12 12.2

우 도 6 3.0 2 2.0

추 자 2 0.9 10 10.2

계 202 100.0 98 100.0

어머니 나이

20-24 17 8.6 5 5.4

25-29 84 42.6 34 37.0

30-34 78 39.6 44 47.8

35-39 18 9.1 7 7.6

40 2 1.0 2 2.2

계 197 100.0 92 100.0

어머니 직업

유 31 18.8 7 9.5

무 134 82.2 67 90.5

계 165 100.0 74 100.0

판 정
정 상

의 심

202

-

100.0

-

9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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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계속적인 보건서비

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검진 후 추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였으,

며 이에 따라 신체계측 후 저체중아에게는 가정통신문,

을 통한 영양지도 및 건강관리 지도 비만아에게는 가정,

통신문을 통한 비만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검사,

후 치료할 치아가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1

발송 후 관리결과를 확인하였고 소변검사 후 당뇨검사,

결과 양성 혹은 단백뇨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는 재검사를 의뢰하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전문치료기

관에 의뢰 및 필요 시 방문간호를 지원하였으며 시력검,

사 후 대상자 전원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시력검사

결과 통보 및 시력관리 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이, 0.4

하인 경우에는 시력 교정할 것을 가정에 통보 후 관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혈액검사 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혈액형 통보 특히 인 경우 부모에게 확인토록 하였, , Rh-

으며 철분 결핍성 빈혈혈색소 이하인 경우에는, ( 10.9 )

철분제제 공급하였고 기타 전반적인 영양상태와 순환기

계의 기능에 대한 재관찰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투약 및

영양관리 지도를 하였으며 간염검사 결과 항원 양성인,

경우 항원 검사 시행 후 가정에 통보 및 정밀검사, E- )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경우는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 E-

후 관리하였고 검사결과 항체 음성인 경우 접종여부 확, ,

인 후 미접종시는 접종을 시행하였다.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아동 총 명을 대상으, , 3,331

로 실시하여 추구관리한 실적은 표 와 같다< 4> .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및 구강관리 서비스는 불소도포

와 같은 전문적인 치아관리를 통하여 취학전 아동에게,

필수적인 유치관리를 적절히 하고 구강위생 및 충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한 구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므로써 영구치가 건강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구강보건교,

육을 시행하므로써 올바른 칫솔질과 효과적인 구강관리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다.

우선 구강보건 교육은 어린이집 등의 시설아동,

명에게 비디오로 제작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2,996

실시하였으며 불소도포는 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3,257 ,

및 놀이방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취학전 아동 안전교육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

시기의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

하였다.

부모교육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 우리아이(‘

안전하게 키우기 부를 제작하여 어린이집 및 놀이’) 1200

방 예방접종 대상 부모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성장발달단, ,

계에 따라 흔히 노출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이

에 대한 예방법 및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인식시

켰다.

아동가꾸기 시범사업은 시범시설인 북군청 어린이집‘ ’

을 통하여 보육료를 실비로 제공하여 북제주군 내 맞벌

이 부부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

이 항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아

동에게 철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 발달을 증진시키,

표 추구관리 실적< 4>

문 제 대상자수 관리방법 및 내용

저체중 명351 가정통신문을 통한 영양지도 및 건강관리 지도

비만 명122 가정통신문을 통한 비만관리 지도

치료할 치아 명1634 가정통신문 발송 후 관리결과 확인

당뇨 명1 재검사 의뢰

단백뇨 명3 재검사 의뢰

시력문제

오른쪽

이하(0.4 )
명27

시력 교정할 것을 가정에 통보 후

관리 결과 확인왼쪽

이하(0.4 )
명1

Rh- 명5 부모에게 확인

철분 결핍성 빈혈 명312 철분제제 공급

간염 항원 양성 명26 항원 검사 시행E-

항원 양성E- 명16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

간염 항체 음성 명2,995 접종여부 확인 후 미접종시는 접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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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되는 양손쓰기 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아동‘ ’ ,

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있다.

장애아동 자조그룹관리사업은 장애아동의 생활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충주시 보건소 시키기 위하여( , 1999) ,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

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 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이었다.

우선 장애아 시설과 연계되어 적절한 사업을 실시하,

고 있는 민간조직인 자원봉사단과의 체결 후 이를 통해

장애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

한 결과 장애아들의 불량한 자가간호 수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구강보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규명되었고,

이에 지체부자유아시설인 제주 영송학교와 아가의 집, ‘ ’ ‘ ’

에 구강건강관리 재료를 지원하였다.

아동건강관리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2.

년도 아동건강관리사업 실무자들이 수행현장에서1999

직접 파악하거나 대상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한 결과

확인된 사항들을 자문위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평가 후

향후 아동건강관리 사업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선천성대사이상 스크리닝에 있어서의 평가내용은 첫

째 홍보 면에 있어서 단순한 기존 홍보자료로는 대상자, ,

들에게 선천성대사이상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고취가 어려웠다는 것 둘째는 사업의 방향이 스크리,

닝 실적에 치우쳐 실제로 선천성 대사이상아 및 그 가,

족에 대한 질적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출생축하카드를 이용하여 선천선, ,

대사이상 검사의 내용 및 선천성대사이상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홍보할 것과 추구관리에 있어서 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지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담계획 및

가정방문 계획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자 관리카드에 기재,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효율적,

예방과 치료 및 더 나아가 선천성 대상아 및 그 가족의

질적 삶을 위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선결,

되어져야하는 사항은 모자보건인력의 확충 및 가족상담,

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으로 갖추

어져야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혈색소검사에 있어서의 평가내용은 첫째 이 시기의,

빈혈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검진대상자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

다는 것과 둘째 이 시기의 빈혈평가를 혈액검사로 한다,

는 것은 비용 면이나 접근방법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개월 개월 예방접종 대상자를, 6 , 18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충하고 빈혈 평가절차를 단계적으,

로 구축 즉 일차적으로 피부 및 점막색깔의 관찰 활동; , ,

상태 등 심맥관계의 신체검진 후 이상이 의심되는 영유에

게만 선택적으로 혈색소 검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혈색소 검사를 통하여 평생건강을 좌,

우하는 이 시기의 건강상태를 최적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선결되어,

져야하는 사항은 모자보건인력의 확충 및 영유아 신체,

검진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할 것이 지적되었다.

성장발달 스크리닝에 있어서의 평가내용은 첫째 기존,

의 질병예방이나 치료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한

대상자 부모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표하는데 성공적이었

으며 둘째 실무자들의 기술훈련의 미숙 시간부족 등의, , ,

이유로 발달이상의 진단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셋,

째 대상을 일부 개월 개월 아동에만 국한시킴으로, 6 , 18

써 대상자의 폭이 너무 제한적이며 또한 평가가 회로, , 1

만 그침으로 계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넷째 사업수행 중이나 사업 평가기에 다양한 지역언론,

을 활용 및 협조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시행한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었으며 다섯째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 ,

한 본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은 질병예방이나 치료와 관

련된 사업을 행하는 위협적인 환경과는 다른 안락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아동이 최적수준의 성장발달에 이,

를 수 있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방법에 대한 교

육 및 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DDST

로 이루어져야 할 것과 둘째 표준화된 진단도구의 사용, ,

셋째 모자보건 인력 스크리닝 기술의 훈련 넷째 기타, , ,

다른 성장발달 환경의 평가 출산력 과거력 환경력가( , , )

병행되어야 하며 다섯째 출생에서 취학 전의 전체 월, ,

년 령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일정한 주기를 계획하여( )

계속적으로 시행 이를 근거로한 성장발달과 관련된 개,

별적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여섯째 홍보가 더, ,

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홍보자료 및 기사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 혹은 사례 등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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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번째 성장발달실가칭 과 같은 이 사업만을 위한 안, ‘ ( )’

락한 공간이 확보되어 아동이나 부모들에게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크리닝 사업을 통하여 발달이상을 조, DDST

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출생에서 취학 전까지 정상적인 성,

장발달을 꾀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

선 선결되어져야하는 사항은 모자보건인력의 확충 및 아,

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를 위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건강검진에 있어서의 평가내용은 대상자를 대폭 확대

하여 북군관내 취학전 아동 전체인구 명 중, 4,175 3539

명 에게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진단의 기초자(84.8%) ,

료로 활용될 수 있는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건강진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나 인력,

및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아동 건강증진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장이나 시설의 아동관리 인력에 대한 아동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건 교육 서비스의 수행은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는 것과 검진결과 및 건강관리

방법을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전달 교육한 전략은 시간,

이나 인력 면에서 경제적인 반면 질적인 관리는 어려웠,

다고 것과 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진 의뢰나 추

구관리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들,

이 검진과정이나 치료과정에 대처해나가는데 필수적인

건강관리지침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정서적지원은 미흡하

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검진대상자 수를 보건서비,

스의 혜택에 있어서 취약한 집단으로 국한시키는 대신,

시설을 통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아동관리인력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사업을 실행

할 것과 추구관리 전략에 있어서 가정통신문과 같은 간,

접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직접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통

한 질적관리 내용을 보강하여야한다는 것과 검진결과 이

상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 지침서와 상담기록 양식을 갖

추어 철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구관리체계

를 마련해야 하겠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의 통합적 건강검진서비스를 통하,

여 취학 전까지 정상적인 성장발달 및 질적인 건강관리

을 꾀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되어져야하는 사항은 모자보건인력의 확충 및 아동,

의 성장발달과 가족접근에 대한 이해를 위한 훈련 및 교

육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으로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불소도포 및 구강관리의 평가내용으로는 불소도포의

유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소도포 사업실,

적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나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사업,

에 필수적인 보건교육 서비스의 수행은 단순하고 일괄적

인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는 구강보건 교육 내용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시설을 통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아동관

리인력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강화사업을 실행하여야 하

겠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의 불소도포 및 구강관리 서비스,

를 통하여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보건사

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되어져야하는 사항은, ,

모자보건인력의 확충 및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할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아동안전교육에 있어서의 평가내용은 지침서 내용이

성장발달단계 별에 따른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된 면

은 부모에게 교육적 접근 시 매우 타당하나 내용의 깊,

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약물

남용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침서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전 사고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계획 에는 지침서의 내용을 안전사고의,

유형 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이용,

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여 배포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망률의 가장 높은 원인인 안전 사,

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사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

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와 병행하,

여 안전사고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뒤따

르게 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동가꾸기 시범사업에 있어서의 평가내용은 아동의

특성 및 가족 문화적 특성에 따라 양손 쓰기 훈련에 대

한 효과가 다르므로 아동의 년령 및 특성에 따른 개별적

훈련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양손쓰기에만 적

용되는 특별한 교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

동에 있어서 양손을 번갈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 가정 및 사회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원아 부모들이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양손 사용『

생활 습관 관찰기록부 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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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계획에는 부모들에게 양손쓰기 훈련의 강,

점을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과 어린이집과 가정의 양손쓰

기를 위한 환경조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양손 사용 생활습관 관찰기록부 의 활용을 강화할 수『 』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장애아동지원관리사업의 평가내용은 단순한 물질적 지

원이나마 장애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실질적인 지,

원이 되었다는 것과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에 협력해 줄 민간단체 및 자원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에 본 사업에서 실시한 지원은 민간,

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이들과의 연계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의 원활한 연계의 기

초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대상자 현황에 대한 파악이므,

로 이에 대한 것과 현재 북군관내 장애아에 대한 현황,

및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요구도에 대한 조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

선되어져야 하겠다는 것과 장애아동의 치료나 재활에 직

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장애아

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

동 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부모들

의 자조그룹을 구성하여 이들의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이를 통한 자조그룹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개발3.

년도 아동건강관리 사업을 이상에서와 같이 분1999

석평가한 결과 향후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지침이될

수 있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모형의 주요 개념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망구축과

사업시행 평가 및 반영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통해 보,

다 효율적인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

지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의 최,

적의 성장발달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을 위1)

한 연계망구축

이는 대학 및 자문기관 을 두어 전문적인 정보수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건강관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 및 민간 단체들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병의원 및 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사회,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자조그룹 및 지역사,

회 유지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시행 평가 및 반영을 위한 연계망 구축2)

이는 주로 사업 수행의 대상이 되는 각 보육복지,

시설이나 민간단체 및 자조그룹의 사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계속적

인 사업을 행하기 위함이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반영내. ,

용들을 구상하기 위하여 자문대학을 둔다.

효과적인 아동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지지 및 지원3)

확충

이는 지역사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를 통,

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동관리사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고 또한 모자보건요원들의 질적 서비스 수행을 위,

하여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과 관련된 상담능력 및 기술

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아동들에 대한 계속적인 건강,

관리 사업의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보육복지시설의 아

동관리인력에 대한 보건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관,

리사업의 효과나 실태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아

동시설 방문 및 직접서비스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

에 대한 질적 관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Ⅲ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년도 북제주군보건소의 모자보1999

건선도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는 아동건강관

리사업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현행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반영하여 향후 성인 건강의 초석이 되는,

아동기의 건강을 최적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

는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북제주군 보건소의 아동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홍보 면에 있어서 단순한 기존 홍보자료 및 홍보방법1.

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아동건강관리 인력 및 이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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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및 교육의 기회가 적었다.

아동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3.

환경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

하는 환경과 구분되지 못하여 대상자들에게 위협적,

이었다.

사업수행에 있어서 여전히 질적 관리보다는 실적위주4.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아동건강

관리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도출하였다 모형의.

주요 개념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

견 수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망구축과 사업시행 평

가 및 반영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지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의 최적의 성장발달,

을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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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hild Health Management, Model

Development

A Study for the Model

Development of 'Child Health

Management Program'

Kang, Hee Kyeung*

The aim of the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hild Health Management Service

that was promoted as a part of Mother-Child

Health Guidance Project by the Public Health

Center of BukCheju-gun in 1999, to reflect the

problems needed to be improved, and, thus, to

present the integral program model for the Child

Health Management Service that guides

childhood health, regarded as the foundation of

that of the adulthood period, to the optimum

level.

The common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Child Health Management Service of

BukCheju-gun public health center are as

below:

1. In the aspect of public information, the

existing simple material and method of

public information was not effective.

2. The opportunities for the necessary training

and education to develop the persons

concerned and their ability for the Child

Health Management were not enough.

3. The environment under which the service,

aimed to promote Child's health, was carried

out was not clearly divided from that of the

services related with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And the service

environment for the child health was

threatening to the clients.

4. Still, the actual result was pursued more

than the quality management, while carrying

out the project.

With the reflection of the above result, the

research has presented the program model of

Child Health Management Program for the next.

The main concept of the model i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for information

offerings and effective convergence of a variety

of opinions for the community around the Public

Health Center and for the correct evaluation of

the project and the reflection of the result from

it,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optimal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hood by

expanding the support necessary for carrying out

Child Health Management Program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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