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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school health grow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utilization of the nurse's office of an elementary school in an urban area and the nurse's 
office of an elementary school in a rural area, and to provide the data for the planning of construction of a nurse's office 
convenient for students to use after grasp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method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interview and the survey conducted to the heath teachers after visiting 20 
nurse's offices in 13 eups and myeons,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utilization of the nurse's office of elementary schools in an urban area and the nurse's office of an elementary school.  

The nurse's offices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Cheongwon, a rural area, are worse in access to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in the connection to the placement than those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urban areas, so most of eups and myeons 
were not allowed for easy access to medical service. Depending on the bad personal surroundings of each elementary 
student, mental stress and the lack of heal care of each student should be taken care of along with the educating of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lso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access to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it is suggested that a lot 
of support and interest should be provided for the nurse's offices and that a lot of changes with functions should occur to 
the nurse's offices so that the nurse's office of an elementary school can play the role as a local health care institution. 
Besides, the health teachers also should be able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medical services by taking in-service training 
courses.

키워드 : 초등학교, 보건실, 공간배치, 특성

Keywords : Elementary School, Nurse's Office, Space Layout, Characteristic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는 급속도로 지식정보화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보건사업도 지식정보화시대에 맞

도록 변화 발전해가고 있다. 학교보건이란 학교인구인 학

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은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스스로 자신

의 건강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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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

이와 같은 배경하에 초등학생들의 보건 및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초등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초

등학교 보건실 및 보건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촌지역인 청원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초

등학교 보건실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기능 외

추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원군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공간구성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원군 초등학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지역인 청

원군 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공간구성 및 특성을 파악

1) 김화중, 학교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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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하였다.2)

이와 같이 보건 및 학교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

고 있는 시점에서, 도심지역의 초등학교 보건실과 농촌

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특성 및 이용실태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과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

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건실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건축 계획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은 청원군지역 14개 읍․면(2개읍, 12

개면)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낭성면의

초등학교를 제외한 13개 읍․면의 초등학교 중 보건교사

가 배치되어 있는 총 20개 초등학교의 보건실을 선정하

였다.3)

본 연구의 방법은 13개 읍․면내 20개 초등학교 보건

실을 모두 방문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심지역의 초등학교 보건실

과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특성 및 이용실태의 차

별성을 조사․분석하였다.

2. 초등학교 보건실의 일반사항

2.1 보건교육의 정의 및 목적4)

(1) 보건교육의 정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보전하여 사회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학문인 관

계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이해․태도․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

루는 요소이며, 나아가 건전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보건교육의 목적 및 목표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본법 제

27조에서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 체육과의 목표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교육의 정의와 목적에 따라 지향해야

할 보건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건강한 생활과 집단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킨다.

2) 도시지역인 청주시 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조사연구 내용은 본

논문에는 포함하지 않음

3) 청원군 지역의 초등학교는 총 29개(분교 제외)이며, 그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있는 총 20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방문

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낭성면에는 초등학교가 NS초

한 곳만이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이기에 조사대

상에서 제외하였음

4) 손현석,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보건교육 내용 비교 분석, 2006.

pp.5-6

둘째, 건강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

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자

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보건실의 운영목적과 면적 및 시설기준

(1) 보건실 운영목적

보건실 운영의 기본 목적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생들

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능률을 높이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일생동

안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다.5)

또한 상담실, 처치실, 안정실의 기능을 하며, 학생 및 교

직원의 건강관리실 역할도 하고, 학생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록부를 전산처리 및 기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운

영된다.

(2) 보건실의 면적 및 시설기준

학교 보건실 설치 근거는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제2조의 2(보건실의 설치기준) 법 제3조의 규정에 제시되

어 있다.

보건실의 위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면적은 66m
2
(1.0실)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간

층 또는 본관 1층 중앙이나 교사로부터 가까운 별도의

건물에 위치하여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또

한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실의 기능은 처치기능, 상담실, 교육기

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보건실 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간구성은 안정실, 처치공간, 상담실, 업무공간,

대기공간, 수납공간, 수세공간, 기타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6)

3. 청원군 초등학교 보건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3.1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현황

본 조사의 연구대상으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청원군 13개 읍․면의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설문

조사 및 보건실의 공간구성, 배치, 위치 및 규모등을 조

사하고, 도시지역과는 다른 특징 등의 유무를 조사․분

석하였다.

5) 박동권, 초등학생의 학교보건관리 만족도와 태도에 관한 연구,

2001. p.8

6)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기본 매뉴

얼, 2007, pp.3-4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제12권 1호 통권36호 2010년 2월 11

읍·면 학교명 주소 학급
수

학생수 교사수
남 여 계 교원직원

옥산면 OS초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 25 401 379 780 45 28

강내면
GN초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 8 65 61 126 12 12
WG초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230 26 328 340 668 34 4

내수읍
BS초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200 6 35 34 69 11 8
NS초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77 28 377 398 775 39 18
SS초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263-1 28 431 375 806 47 28

남일면
SS1초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 6 26 26 52 12 7

NI초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 19 195 180 375 28 20

남이면 GW초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6 7 87 76 163 13 18

오창읍
GR초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2 57 1,120 1,021 2,141 76 22
BB초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 34 573 550 1,123 44 20
OC초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38 18 216 211 427 32 15

부용면 BG초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88-1 17 261 219 480 28 19
문의면 MU초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 6 78 74 152 12 10
미원면 MW초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2-2 12 133 119 252 21 16
가덕면 GD초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 6 50 41 91 11 12
현도면 HD초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 6 43 38 81 12 7

강외면
GY초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 15 201 196 397 23 5
SB초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 6 64 61 125 12 9

북이면 PI초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 6 35 27 62 13 10

표 1.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 현황

분류항목 설문주제 초등학교 수(%)

(1)인적
일반사항

1.1 성별 여 20(100%)

1.2 연령(세) 41-45세 11(55%)

1.3 총근무년수(년) 11-15년 13(65%)

(2)보건실의
위치 및
면적

2.1

면적

66m2 8(40%)

2.2 33m2 10(50%)

2.3 기타 2(10%)

2.4

위치

1층 남향 위치여부 8(40%)

2.5 실외에서 직접 출입가능 여부 8(40%)

2.6 구급차량 접근용이 여부 13(65%)

2.7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의 여부 15(75%)

2.8 교사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12(60%)

(3)처치공간

3.1

침대

침대의 남녀 구분 설치여부 구분한다 19(95%)

3.2 침대의 개수 2개 15(75%)

3.3 침대와 침대사이에 협탁
배치여부 4(20%)

3.4

위치

업무공간옆 19(95%)

3.5 입구쪽 1(5%)

3.6 안정실옆 1(5%)

3.7 출입구옆 1(5%)

(4)업무공간

4.1 출입구와 안정실을 바라볼 수 있는
보건실의 중심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18(90%)

4.2 칸막이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
및 사무기기 확보여부 18(90%)

4.3
낮은 칸막이를 이용하여 업무대응 원활

및 공간의 융통성 고려여부 11(55%)

4.4 처치공간과 가까워 동선상 편리한
위치여부

16(80%)

(5)수세공간

5.1

위치

출입구근처 5(25%)

5.2 업무공간근처 6(30%)

5.3 처치공간근처 9(45%)

5.4

순간
온수기

설치

출입구근처 1(5%)

5.5 처치실근처 2(10%)

5.6 업무공간근처 2(10%)

5.7 미설치 15(75%)

5.8
세면대
수족대
설치
여부

세면대가 있다 19(95%)

5.9 세면대가 없다 1(5%)

5.10 수족대가 있다 9(45%)

5.11 수족대가 없다 11(55%)

(6)수납공간

6.1 다용도실과 연계하여 위치하는지 여부 연계한다 10(50%)

6.2 응급처치도구의 육안식별 가능여부 가능하다 11(55%)

6.3
응급처치도구를 출입구 가까운 곳에

노출배치 하는지의 여부
노출배치
한다

12(60%)

6.4 내부가 보이는 방식과 안 보이는
방식을 적절히 배치하였는지 여부 그렇다 8(40%)

(7)보건
대기실

7.1 보건대기실의 유무 있다 10(50%)

7.2 대기실 근처에 신체검사기구등의
배치여부

배치한다 19(95%)

(8)보건교육
및
교육실

8.1 보건교육의 실시여부 20(100%)

8.2 보건교육실의 유무 없다 19(95%)

8.3 보건교육의 담당교사 유 20(100%)

8.4 보건교육실의 배치위치 분리
배치 2(100%)

(9)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 특징

9.1
보건실을 의료기관처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가의

여부
그렇다 18(90%)

9.2
도시지역 초등학교 보건실보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은가의 여부

그렇다 12(60%)

9.3 현재 보건실의 규모가 적당한지 여부 작다 11(55%)

9.4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내 보건실을
개방하는지 여부 그렇다 4(20%)

9.5 학생 및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한다 5(25%)

9.6지역 보건소 및 의료봉사활동과 연계한
활동이 있는지 여부

연계하였
다 12(60%)

(10)도시지
역초등학교
보건실과의
차별성

10.1
기타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이 도심지역 보건실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혹은 어떠한 점과 차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표 2. 설문조사 항목 및 분석내용

그림 1. 청원군지역 조사대상 초등학교 위치 

청원군지역 총20개 조사대상 초등학교 위치는 <그림

1>과 같으며,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은 <표 1>

의 내용과 같다.

오창읍의 대부분 학교가 학급 수 규모 및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오창읍이 일반적인 농촌지

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청주시와 인접해 청주시를 근거

지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

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오창읍의 GR초의 경우는 학생 수

가 2000명을 넘는 규모이며, 청원지역에서 가장 학생 수

가 많은 초등학교이다.

이에 반해서 총 학생수가 10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의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청원군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및 학급 수 규모는 큰 차이점을 보이

고 있고 주변 환경 및 여건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3.2 보건교사 설문조사 일반사항

조사대상 학교 보건실의 특성 및 시설활용적 측면에서

보건교사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주제별

항목을 선정하여 20명의 조사대상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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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각 분류항

목별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3.3 이용실태 조사분석

일반현황으로 보건실운영 및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학

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

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문제는 일정규모

를 정한 시행령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또한 보건교사 배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교사의 인원의 부족과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초등학

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청원군지역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

학교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표 2>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적일반사항, 처

치공간 및 업무공간, 수세공간 및 수납공간, 보건대기실

및 보건교육․교육실로 포괄적으로 묶어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1) 인적일반사항

보건교사의 성별 및 연령(세), 총근무년수(년)로 분류하

여 인적사항을 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의 보건교사는 모

두 여자교사이었으며, 41∼45세의 교사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 분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근무년수 에서도 11∼15년 근무한 보건교사들이

13명으로 조사되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처치공간 및 업무공간

침대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침대의 개수는 2개가 배치된 학교가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협탁의 배치는 대부분의 학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공간은 보건실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칸막이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 및 사무기

기를 확보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처치공간과 가깝게 위치하여 동선상 편리한 위치

에 배치된 경우가 제일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3) 수세공간 및 수납공간

수세공간은 처치공간 근처에 배치된 경우가 제일 높은

분포를 보였고, 순간온수기는 대부분의 학교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족대의 설

치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수납공간은 다용도실과 연계하여 위치하는 학교가 과반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급처치도구도 대부

분의 학교에서 육안식별이 가능하게 배치하였다. 응급처치

도구를 출입구 가까운 곳에 노출배치 하는 학교도 높게 나

타났으며, 내부가 보이는 방식과 보이지 않는 방식을 적절

히 배치한 학교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4) 보건대기실 및 보건교육․교육실

조사한 청원지역 초등학교 보건실 중 보건대기실을 과

반수의 학교만이 배치하고 있었다. 대기실 근처에 신체검

사기구등을 대부분의 학교가 배치하고 있었으며, 보건교

육은 개정된 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

었다. 반면 보건교육실이 배치된 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모두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생 이용상의 특징

농촌지역인 청원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은 도시화가 많

이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등학교 보건실이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학생들

이 집에 있다가도 몸이 아플 경우에 학교 보건실을 찾아

와서 진료를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파악되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보건실을 지

역의료기관으로서 생각하고 학교보건실을 많이 믿고 의

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다수 보건교사들의 응답에 의하면 개개인 학생

들이 가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꾀병

을 부리며 보건실을 방문하여 의지하고 싶어 하는 학생

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보건실에 대

하여 많이 의지하며 믿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각종

시설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실의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4 보건실의 공간구성 및 시설

(1) 보건실의 위치 및 면적

보건실의 위치가 1층 남향에 배치된 학교들은 많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층에 보건실이 배치된 학교도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외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학교도 8개 학교로 OS

초, HD초, GD초, NS초, GY초, GR초, PI초, MW초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보건실이 구

급차량의 접근성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

교사 전체의 중심부에 보건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남이면 GW초 현도면 HD초 남일면 SS1초

표 3. 보건실의 배치평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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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교

명

각 공간별 사진
구

분

학

교

명

각 공간별 사진

옥

산

면

OS

초

오

창

면

BB

초

수세공간 대기공간 상담실 수납공간 수세공간 안정실

강

내

면

GN

초

OC

초

수납공간 대기공간 안정실 처치공간 업무공간 안정실

WG

초

부

용

면

BG

초

수세공간 업무공간 안정실 업무공간 처치공간 안정실

내

수

읍

BS

초

문

의

면

MU

초

상담실 업무공간 안정실 수납공간 업무공간 상담실

NS

초

미

원

면

MW

초

수납공간 수세공간 안정실 수납공간 업무공간 구강보건실

SS

초

가

덕

면

GD

초

발코니 처치공간 안정실 수납공간 업무공간 대기공간

남

일

면

SS1

초

현

도

면

HD

초

수세공간 업무공간 안정실 대기공간 업무공간 안정실

NI초

강

외

면

GY

초

수납공간 수세공간 처치공간 수납공간 업무공간 수세공간

남

이

면

GW

초

SB

초

수납공간 업무공간 안정실 수납공간 수세공간 안정실

오

창

면

GR

초

북

이

면

PI

초

수납공간 업무공간 대기공간 수납공간 업무공간 안정실

표 4. 조사대상 학교 보건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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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면 강내면 남일면
OS초 GN초 WG초 SS1초 NI초

내수읍 남이면 부용면
BS초 NS초 SS초 GW초 BG초

오창읍 문의면 미원면
GR초 BB초 OC초 MU초 MW초

가덕면 현도면 강외면 북이면
GD초 HD초 SB초 GY초 PI초

표 5. 조사대상 학교 보건실의 공간구성

<표 3>는 청원군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배치평면 사

례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보건실이 배치된 경우가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며, 구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는

OS초, BG초 등을 포함하여 13개 학교였으며,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PI초,

WG초 등을 포함하여 15개 학교에 이르렀다. 교사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우인 학교는 BG초, GW초 등의 12

개 학교로 조사되었다.

보건실의 면적이 66m
2
(1.0실)인 초등학교는 OS초, BG

초, NS초, GY초, GR초, GN초, MU초, NI초의 8곳으로

조사되었으며 33m
2
(0.5실)인 초등학교는 10곳으로 GW초,

HD초, GD초, BS초, PI초 WG초, SB초, OC초, MW초,

SS1초가 해당되었으며, 기타 면적인 사례는 SS초와 BB

초의 2곳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1.0실 규모보다 0.5실 규

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학급 수․학생 수에 비하여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층 남향에 보건실

이 위치한 학교는 8곳 이었으며, 실외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보건실도 8곳으로 조사되었다.

(2) 보건실 공간구성 분석

<표 5>는 조사대상 학교 보건실의 공간구성이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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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1.0실 규모와 0.5실 규모, 그리고 기타 규모의 초등

학교 보건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남일면의 NI초의

경우는 보건실내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 등 포괄구강 보건

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조사되었으며, 또한 위 학교에서

는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옥산면의 OS초의 보건실은 8.4m×6.3m의 규모로 업무

공간, 안정실, 상담실, 수세공간, 처치공간, 대기공간,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OS초와 거의 동일한 규모인

초등학교 보건실은 8.4m×7.5m의 규모인 강내면의 GN초

와 동일한 8.4m×7.5m의 규모인 남일면의 NI초, 내수읍의

NS초, 부용면의 BG초, 문의면의 MU초, 강외면의 GY초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보건실 시설현황 분석

보건실 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간(안정실, 처치공간, 상

담실, 업무공간, 대기공간, 수납공간, 수세공간, 기타공간)

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보건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또한 학급 수 및 성별을 고려하였을 때 침대 수

가 크게 부족한 것 등도 학급 수 규모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시설투자 및 지원이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청원군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내부공간 구성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대기실이나 대기공간이 없는 채 공간이 구성

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치료나 기타목적으로 보건실을 방

문했을 때 대기하는 공간이 없으므로 불편함이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둘째, 보건교육실의 확보가 요구된다. 학교보건교육은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건강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적 및 행동영역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활동으로서,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와 같은 지식을 생활에 옮기려는 태도를 갖출 뿐 아니

라 실제행동이나 실천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기 건

강을 유지․증진하면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육실에서 철저하

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학생들의 보건의식변화

와 개인의식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순간온수기가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

았다.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적인 부분의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데 순간온수기가 없이 차가운 물을

그냥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세면대는 현도면의 HD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배치되어 있었으나, 수족대의 설치는 조사한 절반의 학교

만이 배치되어 있었다. 위의 두 번째 사항과 마찬가지로

위생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수족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차별성

조사한 청원군 지역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20개 초등학

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및 이용실태조

사를 통해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도시지역과의 차

별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시설 및 규모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시설 및 규모는 전체 학

생 수와 학교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데, 1.0실

크기의 보건실 보다는 0.5실의 보건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학생 수 및 지역상황과 고려

했을 때 그에 따른 적절한 보건실의 시설 및 규모가 필

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2) 공간구성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은 위생적인 부분의 배려가

필요한 아동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담서비스 및 위생

시설(순간온수기, 샤워시설)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시지역보다 병원의 수

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건실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공간구성면에

서도 열악하고 낙후된 공간의 구성에서 보건대기실, 처치

실, 안정실, 상담실, 보건교육공간 등 최근 보건실에 필요

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건교육 인식 및 수준

농촌지역은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도 방치되는 학생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단시간에 높이기

에는 현재의 구조상 어려울 것이고 보건교육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실에서

학생질환과 관련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습관을 총체적으로 형성하여 발달과정 상에서

자신의 건강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도가 연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동의 건강문제가 일시적인 사고

로 인한 경우보다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부족에서 기인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부모의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 아

동지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부모의 사랑결핍에

서 오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심인성 질

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4)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

통계적으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결손가정

아동의 비율이 높으며, 부모가 농사, 상업 등의 이유로 가

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크

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도 그러하다. 또한 그에 따라 부모

의 경제력이 도시지역보다 낮아 아이들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낮아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기능이 이와

같은 환경의 학생들에게 주기적인 상담과 의료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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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인 청원군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은

도심지역보다는 전문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및 배치가 연

계되지 않아서 의료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 개개인의 집

안형편․집안사정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정신적인 스트

레스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부족으로 기인되는 원인이

높아 학부모의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서 아동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어려움

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건실이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보건실에 대한 많

은 지원과 관심 및 기능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교사의 직무연수등을 통해 좀 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이 농촌지역인 청원군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공간구성 및 특성에 대해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공간구

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항으로 조사대상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은

모두 여자교사였으며, 41∼45세의 교사가 가장 많은 연령

대 분포와 총근무년수에서도 11∼15년 근무한 보건교사들

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처치공간 및 업무공간에서 침대는 2개가 배치된

학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업무공간은 보건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세공간은 처치공간 근처에 배치된 경

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보건대기실은 과반수

의 학교만이 배치하고 있었다.

셋째, 학생 이용상의 특징을 조사·분석한 결과 도시화

가 많이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등학교 보

건실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

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교사의 응답에 의한

내용 중에서 학생 개개인들이 가정에서 받지 못한 스트

레스나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보건실을 방문하여 꾀병이

나 보건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실의 위치는 1층 남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건실의 면적은 일반적인 1.0실과 0.5실 규모 외에 기타

규모의 보건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1.0실 규모

보다 0.5실 규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보건실 기능의 이상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안정실, 처치공간, 상담실, 업무공간, 대기공간, 수납

공간, 수세공간, 기타공간)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보건실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수 및 성별을

고려하였을 때 침대 수가 크게 부족한 것 등도 학급 수

규모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시설투자 및 지원이 적었

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규모

및 각종 필요한 공간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학생 수 대비 1인당 보건실의 면적은 농촌지역 초등

학교들이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수백명의 1로 나눈 면적

기준은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보건

실이 지향해야 하는 공간구성범위(보건실 + 보건교육실

+ 대기실), 그리고 보건교사 미배치 및 보건교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보건처치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아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농촌지역은 주변에 의료기관이 매우 적고, 전문의

료시설이 도시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보건실 이용자

수가 많은 편이며,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포함하고 수

행하는 경우도 있어 타 의료기관의 역할 연계로 보건실

의 기능 및 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신체적으로 약한 초등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중요

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학생

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건실과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

건 교육실에 대한 공간구성, 가구배치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도시지역과 차별된 농촌지역 초등학교 보건실의 공

간구성 및 기능, 이용행태에 따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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