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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health problems and health services in child day care cent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15 teachers at 16 child day care centers in Seoul city.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which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Most teachers had experienced various child health 
problems such as colds, hand․foot․mouth diseases, chicken pox, skin injuries, nasal bleeding, vomiting and diarrhea. 
Furthermore, they even experienced some serious ones including dysentery, measles, asthma and seizures, which 
demand professional skill. However, there were no registered nurses and most teachers requested that parents take a 
child home when these health problems happened. Only 31.3% of the child care centers had a teacher with CPR 
training. Approximately half of the centers kept child health records which included reports on allergic substances, 
and medical history but only 18.7% of the child care centers offered regular immunizations for the children. 
Conclusion: Various health problems were found in child day care centers. To maintain the children's health,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make provisions for health services and programs in child day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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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 양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

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4년 국

내 보육시설의 수는 26,903개소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서 

930,052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지난 1991년, 8만 9천여 명의 보육아동 수에 비하여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보육수요

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04). 이제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일반적인 양육 환경의 한 요소가 되었

고 이곳에서 아동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조건들에 노출

되고 있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로 이 시기

의 건강은 일생에 걸쳐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은 자신이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행

동을 취하는데 능동적이지 못하며 면역계의 불완전한 발달로 

감염에 민감하다(홍창의, 2000). 게다가 보육시설은 많은 아이

들이 밀집해 있어 직접 접촉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영유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미숙한 반면, 환경을 탐색하려

는 자연적인 호기심으로 위험상황이나 사건에 도전하려는 발

달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해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기회

가 증가된다(김신정과 이정은, 1997; Sewell & Gaines, 1993). 

따라서 건강관리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집단생활로 인한 건

강위험 요소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영유아를, 장시간 부모를 

대신해 보육해야 하는 보육시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오경숙, 2001). 그

러나, 보육아동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에만 간호사 근무가 의

무화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아동의 건강관리는 실제적

으로 담당 보육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아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신지현(1998)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시설선택에 있어 건강, 안전, 

영양을 가장 우선 순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질병발

생과 영양섭취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응답해 보육시설을 이

용하는 부모들이 대체로 보육시설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

서는 우려와 불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으나 보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수(1998)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30%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현선

(1993)의 연구에서도 약 72%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서 건강

검진 시, 3가지 이하의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구비하고 있는 응급처치용 구급약에 대해, 

박은미(2000)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응답을 각각 분석한 결

과, 응급처치용 구급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이 시설장 5.3%, 보육교사 16.0%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제

시하였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구급약품은 반

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또한 보육시설 아동의 전염성 질환에 관한 몇몇의 선행연

구(Kashiwagi et al., 2001; Masuda et al., 2002; Thacker, 

Addiss, Goodman, Holloway & Spencer, 1992)에서는, day-care 

center에 참여하는 아동의 호흡기 감염률과 병원체 감염 빈도

가 일반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사고와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율을 비교한 Kopjar와 Wickizer(1996)는 보육시설이 가정보다 

더 안전하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다. 영유아기 흔히 발병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식별 및 

관리, 예방접종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

관리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기는 일생을 통하여 성장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

이며 따라서 이 시기에는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영유아들에게 영양 요구량과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박은미, 

2000; 정인수, 1998)에서 과반수이상의 보육시설은 영양사가 

아닌 시설장에 의해 식단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식단 작

성,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설 운영과 점검 및 건강교육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관리에 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아직까지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영유아를 직접 돌보지 않는 시

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배상수, 민영희, 백윤미 및 

전창훈, 2000)가 있으나, 보육시설 영유아의 실제적 건강관리

자인 보육교사 측면의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장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을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영유아 건강문제와 건강관리 실

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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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

육시설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

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체계 및 현

황을 파악한다.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을 파

악한다.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시설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질병

을 파악한다.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건강문제 발생 시 보육교사의 대

처사항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와 보육교사들

이 경험한 영유아 건강문제 및 건강문제 발생 시의 대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의표출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임의 선정

된 서울시 1개 구의 구립 보육시설 총 16곳의 시설장과 그 

곳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2급 이상의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고 현직 보육시설에서 1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영

유아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 조사 결과

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간호학 교수 

2인, 관할 보건소 보육시설 담당 계장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한 후 보육시설장 1인과 주임교사 1

인, 보육교사 2인에게 사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본 

설문지는, 보육시설 전반의 구조적인 건강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15문항(시설장용)과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한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구조화된 도구이다.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 보육시설을 관할하는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여 연

구자가 보육시설의 시설장에게 본 설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 보육교사에게 전달하게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

수하였다. 2003년 3월부터 한 달간 자료 수집하였으며, 서울

시 1개 구에 있는 16곳 구립 보육시설의 전체 149명 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15부(77.2%)의 설문지

가 수집되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현황,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문제 

및 건강관리 실태의 내용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리 현황
연구 대상 보육시설의 영유아 수는 시설별로 평균 101(SD= 

32.5)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었으며 100명 이상의 영유아

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 수는 5곳(31.3%)으로 조사되었으나, 

간호사가 상주하는 보육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보육시설 내 

연령별 영유아 수는 3세 - 4세 미만(68.4%)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3.6세(±0.1)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 보육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모두 법적기준에 타당하였다. 양호실이 

별도로 있는 보육시설은 2곳에 불과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수

행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5곳

(31.3%)이었다<표 1>.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 

연구대상의 모든 보육시설은 년1회 이상의 영유아 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건강기록부 또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검진 항목은 평균 5가지였지만, 80% 이상의 시설에서 

신체사정,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의 일반적인 항목만을 실시

하고 있었으며,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4곳(25.0%)에 불과

했다. 건강기록부 내용에 영유아의 알레르기 물질이나 과거 

병력에 대해 기록하는 있는 보육시설은 40%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비치되어야 하는 비품 중에서 혈

압계, 부목, 더운물 주머니, 찬물 주머니 등은 거의 갖춰져 있

지 않았으며 구급약품은 5가지에서 13가지가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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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                                                                                    (N=16)
항 목 구 분 N(%) or M±SD

보육시설* 1세 미만 28 ( 1.8)
아동연령 1세 - 2세 미만 143 ( 9.2)

2세 - 3세 미만 299 (19.2)
3세 - 4세 미만 1067 (68.4)
4세 이상 23 ( 1.5)

보육아동 수 50 - 100 11 (68.8)
100- 150  3 (18.8)
150- 200 2 (12.5)

보육교사 1인당 1세 미만  3.3±1.1
아동 수 1세 - 2세 미만  4.1±1.1

2세 - 3세 미만  6.4±2.9
3세 - 4세 미만 14.9±6.5
4세 이상 19.0±5.9

양호실 양호실이 별도로 있다 2 (12.5)
사무실과 병행하고 있다 8 (50.0)
교실에서 쉬도록 한다 6 (37.5)

CPR을 실시할 수  있다 5 (31.3)
있는 교사 없다 8 (50.0)

모르겠다 3 (18.7)
건강관리 연계획 한다 13 (81.3)

하지 않는다 3 (18.7)
영유아 건강관리자 담임교사 9 (56.3)

지정된 교사 1 ( 6.3)
시설장 5 (31.3)
기타 1 ( 6.3)

시설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13 (81.3)
비정기적 실시 3 (18.7)

전염성 질환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학부모에게도 알려져 있다. 13 (81.3)
규정 규정은 있으나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다. 2 (12.5)

정해진 규정이 없다 1 ( 6.3)
* N = 1560

<표 2> 보육시설에서의 건강관리 현황                                                                              (N=16)
항 목 구 분 N (%)

건강검진 항목* 신체사정 15 ( 93.8)
시력검사 14 ( 87.5)
구강검사 13 ( 81.3)
소변검사 12 ( 75.0)
대변검사 11 ( 68.8)
혈액검사 11 ( 68.8)
청력검사 4 ( 25.0)

건강기록부 내역* 신장, 체중 16 (100.0)
예방접종 13 ( 81.3)
치아상태 12 ( 75.0)
건강검진 결과 10 ( 62.5)
혈액형 9 ( 56.3)
알레르기 물질 7 ( 43.8)
과거 병력 6 ( 37.5)

고 응답해 시설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급 간식 계획을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닌 어린이집 자체에

서 한다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 학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보육시설

(37.5%)이 가장 많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보육

시설(6.3%)도 있었다<표 2>.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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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육시설에서의 건강관리 현황(계속)                                                                         (N=16)
항 목 구 분 N (%)

비치된 의료비품* 체온계 16 (100.0)
체중계 15 ( 93.8)
핀셋 12 ( 75.0)
신장측정기 11 ( 68.8)
부목 2 ( 12.5)
더운물 주머니 1 (  6.3)
얼음 주머니 1 (  6.3)
혈압계  0 (  0.0)

비치된 의약품* 소화제 16 (100.0)
반창고 16 (100.0)
해열제 15 ( 93.8)
소독약 15 ( 93.8)
소독솜 15 ( 93.8)
외상 연고 15 ( 93.8)
붕대 14 ( 87.5)
카라민 로션 12 ( 75.0)
거즈 10 ( 62.5)
바셀린 거즈 10 ( 62.5)
압박붕대 6 ( 37.5)
지혈제 4 ( 25.0)

급 간식 계획* 보육정보센터의 식단표를 이용 8 ( 50.0)
어린이집 자체에서 식단을 계획 7 ( 43.8)
영양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식단이 계획된다 5 ( 31.3)

예방접종 학부모가 신청하는 아동에게만 실시 6 ( 37.5)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아동 전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 3 ( 18.7)
보건소에서 실시하라고 할 때 실시 3 ( 18.7)
아동 전원에게 부정기적으로 실시 2 ( 12.5)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만 실시 1 (  6.3)
실시하지 않는다 1 (  6.3)

* 다중 응답임

보육교사의 연령은 평균 25.5세였으며, 교육경력은 평균 3.4

년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90.5%가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표 3>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N=115)
항 목 구 분 N(%) or M±SD 

연령 25.5±4.0
교육경력  3.4±2.7
최종학력 보육교사 교육원 19 (16.5)

전문대 71 (61.7)
대졸 이상 26 (21.7)

자격소유 유치원 교사 57 (49.6)
보육교사 47 (40.9)
사회복지사 11 ( 9.6)

최근 3년간 건강관련 있다 35 (30.4)
교육수혜 없다 80 (69.6)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강관리
전염성 질환

보육교사의 96.5%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전염성 질환을 가

진 영유아를 경험했으며, 경험한 질환의 종류로는 감기가 가

장 많았고, 수족구병, 수두, 이질 등의 순 이었다. 전염성 질

환의 영유아에 대해서 80.9%의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보육시

설에 오지 않도록 권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표 4>.

질병 안전사고

보육교사의 97.4%가 현재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경험한 영유아의 

질병 증상으로는 코피가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로는 피부상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들은 가장 먼저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적절한 처치, 부

모와의 마찰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논    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보육의 질, 특히 건

강, 안전, 영양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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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육교사의 영유아 전염성질환 경험 및 관리                                                                (N=115)
항 목 구 분  N (%)

전염성 질환의 종류* 감기 109 (94.8)
수족구병  46 (40.0)
수두  39 (33.9)
바이러스성 설사, 구토  31 (27.0)
유행성 결막염  27 (23.5)
홍역  21 (18.3)
무균성 수막염  13 (11.3)
요충  12 ( 5.2)
농가진, 볼거리, 풍진   6 (10.4)

전염성 질환아에 대한 관리* 어린이집에 오지 않도록 부모에게 권유한다.  93 (80.9)
위생교육을 강화시켜 질환의 확산을 막는다.  73 (63.5)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보호한다.  53 (46.1)
방역을 하거나 사용한 물건을 소독한다.  26 (22.6)
병원에 의뢰한다.  10 ( 8.7)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 3.5)
기타   2 ( 1.7)

* 다중 응답임

<표 5> 보육교사의 영유아 질병․사고 경험 및 관리 (N=115)
항 목 구 분 N (%)

증상 또는 코피 63 (54.8)
질병* 설사/구토 60 (52.2)

고열 52 (45.2)
피부 질환 47 (40.9)
두통 40 (34.8)
복통 39 (33.9)
기관지염 25 (21.7)
천식 19 (16.5)
간질 10 ( 8.7)
편도선염, 심장질환, 요도염  4 ( 3.5)

안전사고* 피부상처 98 (85.2)
삐임 10 ( 8.7)
출혈 10 ( 8.7)
화상  7 ( 6.1)
골절  7 ( 6.1)
잘못 삼킴/이물질 삽입  7 ( 6.1)
교통사고  3 ( 2.6)

건강문제 부모에게 연락한다. 48 (41.7)
발생 시 조치* 응급처치를 한다. 42 (36.5)

시설의 응급약을 이용한다. 38 (33.0)
병원에 데려간다. 38 (33.0)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지켜본다. 23 (20.0)
기타  1 ( 0.9)

건강문제 적절한 처치 43 (37.4)
발생 시 부모와의 마찰 37 (32.2)
어려운 점* 지식(정보) 부족 24 (20.9)

병원으로의 후송 12 (10.4)
기타  1 ( 0.9)

건강일지 사고 한다 47 (40.9)
일지 기록 하지 않는다 68 (59.1)

* 다중 응답임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영유아 건강문제와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

적인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 1개 구의 구립 보육시설을 조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건강

관리 실태를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의 모든 보육시설은 건강기록부를 소장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시설별로 그 수준과 항목은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므로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모든 건강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건강기록양식을 통해 영유아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

진단 항목은 평균 5가지로 조흥식과 신화식(1995)의 평균 3

4개 항목을 실시한다는 결과보다는 많았으나 역시 시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육시설의 영유아 건강관리가 체계

화되어 있지 않는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영유아기 흔히 발병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중 

하나는 예방접종이다. 그러나 영유아 모두에게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은 37.5%에 불과하였다. 전염성 질

환이 유행할 시, 예방접종이 되어있지 않은 영유아들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많은 아이들이 밀접해 있어 직

접적 접촉이 잦은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전염성 질환에 쉽게 

이완될 수 있다.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는 보육시설

은 31.3%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21.6%의 보육시설에 심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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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술을 실시할 줄 아는 보육교사가 있다고 보고한 배상수 등

(2000)의 연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구대상 보육

시설의 81%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보육교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Bassoff와 Willis(1991)의 연구 결과와는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이것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훈련된 

교사가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의 정책(Bassoff & Willis, 

1991)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상황을 위해 

보육시설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상

주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교육기관의 영유아 건강관련 교과목에는 반

드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가 포함되어야겠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문제에 관한 선행연구(Huskins, 

2000; O'Mara & Chambers, 1992)에서는 전염성 질환을 주요 

건강문제로 규명하며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약 97%가 보육시

설에서 전염성 질환이 있었던 영유아를 경험했으며, 질환의 

종류도 감기 외에 수족구병, 수두, 이질 등의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

지 보고 된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호흡기, 소화기 감염 발생

(Nafstad, Hagen, Oie, Magnus & Jaakkola, 1998; Thacker et 

al., 1992)이외도 다양한 전염성 질환이 보육시설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양호실 부재와 입소 차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에서의 전염성 질환관리에

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Roberts 등(2000)은 

감염예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호응이 높을 때, 감기 이완율

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전염성 질

환에 대한 예방행위에 따라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

이 예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염

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강교육에는 전염성 질환의 증상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의 전염성 질환 예방프로그램의 개발도 적극 추진되

어야겠다. 또한 전염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에 대한 조치로 

80.9%의 보육교사는 감염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오지 않도

록 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설장이 전염성 질환

을 가진 영유아가 발생했을 시, 예방교육을 하거나 보육시설

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배상수 등(2000)의 결과와는 차

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설장이 보육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요구가 있다(박은미, 2000)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영

유아의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보다 타당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의 96.5%에 해당되는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에서 다

양한 영유아의 질병, 증상,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여기에는 기관지염, 천식, 간질, 심장질환과 같은 전

문지식 없이는 돌보기 어려운 질환의 영유아도 상당수 있었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 보

육교사는 가장 먼저 부모에게 연락한다고 하였는데,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정인수(1998)의 연구에서 약국이나 병원에 데려

간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이것 또한 시설장

과 보육교사라는 연구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

며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을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에 위탁된 영유아의 건강문제가 

여전히 부모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흡함과 함

께 보육시설에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없는 관

계로 책임소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환자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적절한 처치, 부모와

의 마찰을 꼽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서는 다양한 건강문제

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

결하고 영유아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서는 건강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건강관리는 대부분 

보육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

인 시설에서도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 장기 안목에서 고려한다면, 건강관리를 위한 기술적 측면

과 함께 의사결정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에서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인력에 의해 그 책임이 수행되어야 한다.

보육의 질에 있어 중요 요소는 건강, 안전, 영양이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www.naeyc.org).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면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를 건강관리의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파악

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보육시설 영

유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시설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서울시 1개구의 구립 보

육시설 보육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문헌을 토

대로 개발한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 보육시설은 평균 10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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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없었다. 양호

실이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2곳(12.5%)이었으며,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보육

시설은 31.3%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의 모든 보육시설은 년 1회 이상의 영유아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건강검진 항목은 평균 5(SD= 

1.7)개로, 신체사정,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의 일반적인 내

용에 국한되어 있었다. 건강기록부에 영유아의 알레르기 

물질, 과거병력을 기록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과반수에 불

과했다.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3곳에 불과하였고, 급 간식 계획은 주로 보육

정보센터의 식단표를 이용하거나 보유시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으로는 

감기가 가장 많았으며, 수족구병, 수두, 이질, 유행성 결막

염, 홍역 등의 전염성이 강한 질환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전염성 질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보육교사(80.9%)가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오지 않도록 권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시설 영유아의 질병 증상으로는 

코피가 가장 많았고, 구토나 설사, 고열, 피부질환 등이 있

었으며, 사고로 인한 상해로는 피부상처, 삐임, 출혈, 화상 

등이 있었다. 환자 발생 시, 보육교사들은 가장 먼저 부모

에게 연락하거나, 응급처치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때 어

려운 점으로는 적절한 처치, 부모와의 마찰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건강문제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발생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책임이 부모에게 돌

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1개

구의 구립 보육시설에 국한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국 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직장 보육시설 그리고 놀이방까지 대

상을 확대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한 후 효과적인 

건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반드시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모

든 보육시설에는 반드시 보건실을 두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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