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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ombined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Methods: Physical examinations were done for 993 preschoolers in 12 preschools.

Their parents (n=727)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health status and health knowledge of their children and 35 teachers

in preschools completed one on health knowledge of preschool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hysical examinations and

survey, a combined health promotion program was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the program, 35 teachers and 104 par-

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tested and health knowledge before and after the pro-

gram was analyzed. Results: Health knowledge of parents and teacher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attending the com-

bined health promotion program.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preschoolers, parents and teachers need

to participate in combined health programs that provide an opportunity for preschoolers to have a physical examination

and their parents to learn about the health care for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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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학령전기는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인지적, 적 및 사회적 성

장 발달을 통하여 생활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인 취학에

해준비하는시기로, 이시기의아동은언어와더넓은사회적관

계를익히고, 역할을배우고, 자기통제와독립성을얻으며,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Hong et al., 2009). 또한 학령전

기는 건강에 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각, 신념과 가치, 건강

행위 양상이 형성되는 시기로 건강 습관이 평생 지속되기 때문

에 보건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취학 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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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학교생활과

평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다

(Cho et al., 2005).

태어나면서2세까지의아동은정기적인예방접종을통하여건

강상태및성장발달상태를체계적으로관리받을수있다. 그러

나 만 2세 부터는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

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기회가적어건강상취약상태에놓이게된다. 만약이시

기에 적절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평생 동안 돌

이킬 수 없는 장애와 사회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Kim et al.,

2006). 그러므로 학령전기에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정기

적으로건강상태를검진하여질병을조기에발견하고이를적절

히 관리해야 한다.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건강

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아동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보육법에 의하면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해서만 간호 인력 배치규정이 있을 뿐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Kim, Lee, Lee, & Ham, 2004).

그러므로 학령전기 아동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보육

시설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Kim et al., 2004). 

학령전기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와 교사 모두를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령전기 아동의 질병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하여 질병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에 교육과 함께 건

강검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령전기 아동을 상

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교육과 건강검진을 통합적으

로 실시한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 및 보육기관에 근

무하는 교사에게 아동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에게도 건강에 해 교육함과 동시에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할수있는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이를위한기

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상태와 부모와

교사의 건강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령전기 아동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그 효과를 평가하고자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아동의건강상태및건강검진실태를파악한다.

둘째, 학령전기아동 부모와 교사의 건강 지식을 조사한다. 

셋째,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넷째, 학령전기아동을위해개발된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방법론적 연구이다(Fig.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기초자료 수집에 참여한 상자는 충북 J군내

12개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아동 993명과 부모 727명, 보육시

설 정규 교사 35명이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2차 자료수집에 참여한 상자는 1차 자료수집에 참여한

상자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부모 104명과 보

육교사 35명이었다. 

연구도구

학령전기 아동 건강검진 도구

∙신장-체중: 신장과 체중은 신장체중기(GL-310, Gtech

internati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비만정도: 비만정도는연구 상이학령전기아동으로신장

이100 이하인아동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Kaup 지수[체중(g)/

신장(cm)2×10]를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비만, 과체중. 정상,

허약, 매우 허약으로 분류하 다. 분류 기준은 Kaup 지수가 13

미만: 매우 허약, 13-15 미만: 허약, 15-19 미만: 정상, 19-22

미만: 과체중, 22 이상: 비만이었다(Le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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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 로빈 수치: 헤모 로빈수치는 이동식 헤모 로빈측

정기(Bene check, CSmedite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가정통신문을통해부모에게검사방법을설명하고사전

동의를 받은 아동을 상으로 검사하 다. 검사 전에 아동에게

손가락 끝에서 채혈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동이 검사를 승낙

하면 채혈침을 이용하여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서 채혈하 다.

채혈 후 이동식 헤모 로빈 측정기의 스틱 끝에 손가락을 부착

하여 혈액을 흡인시켰다. 빈혈기준치는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III (NHANES III)(Looker,

Dallman, Carroll, Gunter, & Johnson, 1997)에서 제시한 기

준에 의해 12 g/dL 미만을 빈혈로 정의하 다.

∙요충 유무: 요충알 채취테이프 검사방법을 이용하 다. 부

모에게 테이프와 설명서를 함께 보내고 수거된 검사지를 분석

하 다. 검사 방법은 아동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을 하기 전에 항문에 테이프를 완전히 부착한 후에 이를 제

거하여 검사지에 부착하도록 하 다. 요충알 채취테이프가 부

착된 검사지는 건강검진 당일 간호사에게 제출하도록 하 으며

이를 수거하여 보건소 내 임상병리실의 임상병리사가 요충유무

를 판정하 다.

∙충치유무: 치과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구강상태를 검진

한 후 충치 유무를 판정하 다.

학령전기 아동 부모 및 교사 건강지식도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관리에 한 부모 및 보육시설 교사의

건강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eon, Choi와 Rue (2005)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간호학과교수1인, 유아교육학과교수1인, 치위생과교

수 1인이 개발하 으며 개발된 도구는 소아과 의사 1인과 간호

학과 교수 1인이 감수한 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 다. 총 33

문항2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정답은1점, 오답및모른다는

0점으로처리하 다. 도구의하위단계는성장발달특성2문항,

예방 접종 1문항, 소아 비만 4문항, 일반적인 건강문제 3문항,

빈혈 3문항, 시력 관리 5문항, 기생충 관리 4문항, 청력 관리 5

문항, 응급처치4문항, 생활습관2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a=.60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3

이었다. 

연구진행과정

분석 단계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2개 보육시설에 재학하는 학령전기 아

동을 상으로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아동의 건강검진 실태는

아동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조사하 으며, 부모와 교

사를 상으로 학령전기 아동 건강관리와 관련된 건강 지식을

조사하 다. 

문헌 고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내용 중 학령전기 아동과 관련된 목

표 검토와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 문제, 생애주기별 검진 항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검토하 다.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연구진은간호학 교수1인, 유아교육학교수1인, 치위생과교

수 1인, 식품 양학 교수 1인, 안경광학 교수 1인, 운동처방사 1

인으로 구성하 으며 수집한 자료와 문헌고찰 내용을 근거로

프로그램을개발하 다. 

학령전기 아동 건강검진은 전반적 건강상태, 비만도, 안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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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Body weight
-Obesity index
-Health status
-Eye examination
-Ear examination
-Nutrition status (Hemoglobin)
-Carious examination
-Oral health status
-Parasite test

Physical Examination

-Hygiene
-Nutrition
-Exercis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for preschoolers

-Health problem 
-First-aid for preschoolers
-Oral health care 
-Eye sight care 
-Nutrition management 
-Exercise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for preschoolers

-Health problem 
-First-aid for preschoolers
-Oral health care 
-Eye sight care 
-Nutrition management 
-Exercises 

Figure 1. Design of the combined health promotion program.

TeachersPreschoolersPreschoolers Parents

Education



청력 검사, 양 관리(비만, 빈혈), 구강 관리(충치) 등으로 구성

하 다.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교육 내용에는 개인위생(손씻기,

잇솔질, 몸씻기), 양관리( 양 구성, 편식, 비만), 운동(학령전

기아동을위한운동)으로구성하 다. 부모와교사를위한교육

은 성장발달의 단계별 특성(신체 및 운동발달, 사회성 발달, 정

서발달, 인지및언어발달, 건강지도, 식습관지도, 정신건강지도),

일반적 건강문제(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특성, 감염과 관련된 건

강문제(전염성 질환, 요로감염, 기생충감염), 응급처치(안전사고

처법(화상, 좌상, 교상, 열상, 골절, 이물질 제거, 심폐소생술),

구강관리(학령전기아동의성장발달과구강보건, 구강검진, 치아

관리, 잇솔질), 시력 및 청력 관리, 양관리( 양 구성, 비만, 철

분결핍성 빈혈), 운동(학령전기 아동의 운동 필요성 및 효과, 학

령전기 아동을 위한 운동)으로 구성하 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문단(간호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 소아전문의

1인)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통해 수정∙보완하 다.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보건소계장1명, 담당자1명, 보건지소통합요원8명, 치위생

사 1명, 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학부모 150명, 보육시설 교

사35명을 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여프로그램내용및 그효

과에 해 설명하 다. 이 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한 부모 104명

과 보육시설 교사 35명을 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총 4주, 1주

1회, 1회 100분(2교시)으로 진행하 으며, 구체적 내용은 1주:

학령전기 아동의 성장발달과 특성, 2주: 학령전기 아동 건강관

리(일반적 건강관리, 양, 운동), 3주: 학령전기 아동의 구강관

리, 4주: 학령전기아동을 위한 응급처치이었다. 

교육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간호학과 교수, 유아교육과 교수,

치위생과 교수가 직접 실시하 으며 학령전기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과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관리는 2교시 모두 이론으로, 학령

전기아동의구강관리와학령전기아동의응급처치는1교시이론,

2교시 실습으로교육하 다. 

자료수집방법및절차

∙1차기초자료수집: 프로그램내용을개발하는데필요한기

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1차 자료 수

집을 실시하 다. 1차 자료 수집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검

진 실태, 부모와 교사의 건강지식도를 조사하 으며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 다. 건

강검진에참여할아동을선별하기위해보육시설에서아동의부

모에게 연구 목적 및 검진 내용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

으며 가정통신문에 참여 여부를 표시하게 하 다. 연구에 참

여하기를 동의한 부모의 아동을 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

다. 건강검진 전에 아동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중간에 그만

두고싶어하면검사를중단할수있음을설명하 다. 또한건강

검진을 할 때 교사가 참석하도록 하 으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

부모도 참석하도록하 다. 

건강검진은보건소의공중보건의1인, 치과공중보건의1인, 간

호사 2인, 치위생사 1인이 함께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검진하

다. 신장과체중은자동식신장체중계를이용하여측정하 으며

공중보건의가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검진하 다. 헤모

로빈 수치는 이동식 헤모 로빈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

며 요충유무는 요충알 채취테이프를 이용하여 검사하 고 충치

유무는 치과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구강검진과 함께 판정하

다. 

부모 설문 자료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의 협조로 부모

에게 가정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1주일 후에 설문지

를 회수하 다. 설문지는 1,000부를 배부하 으며 727부를 회

수하여회수율은72.7%이었다. 설문지를배부할당시형제자매

가 있는 아동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분의 부모가 한 자녀의 설문

지만 응답하 기때문에 설문지 회수율이낮았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설문 자료는 정규직 교사로 본 연

구에 참여하는 것을 승낙한 교사 35명에게 자가보고형 설문지

를 배부하고 1주일 후에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회수율은 100%

이었다.

∙2차 자료 수집: 프로그램 개발 후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하

기 위해 부모를 상으로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1기 60명 총 2기 120명을 상으로 운 하 으나

4회 모두 참석한 104명을 최종 상자로 분석하 다. 교사를

상으로 하는 교육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2006

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운 하 다. 부모와 교사

를 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

에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건강지식을측정하 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 으며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실태와 부모와 교사의

건강지식 정답율은 빈도, 백분율로, 학령전기 아동 통합건강증

진프로그램 후 부모와 교사의 건강지식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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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

본연구의 상자중학령전기아동은993명이며이중남아는

52.3%, 여아는 47.7%이었고 연령 범위는 3-7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1세이었다. 아동 양육자는 어머니가 86.3%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은 할머니 7.0%, 외할머니 3.3%, 가사도우미 1.8%

등 순이었다. 

설문지에 한 응답자는 어머니가 91.6%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은아버지가6.2%이었다. 부모의결혼상태는기혼91.5%, 동

거 5.1%, 이혼 1.8% 등의 순이었으며 월수입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만 원 이

상-250만 원 미만이 25.0%, 250만 원 이상 20.3% 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 범위는 23-63세이며 평균 연령은 36.5세이었고

어머니의연령범위는20-49세이며평균연령은33.4세이었다.

아버지의학력은고등학교졸업이하가59.8%로가장많았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6.5%로 가장 많았다. 아

버지 직업은 기술직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 24.9%, 사

무직 20.3% 순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없음(주부)이 64.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무직이 8.8%, 상업 8.5%순이었다. 

보육시설교사는모두여성이었으며연령범위는21-45세이며

평균연령은29.7세이었다. 교사경력의범위는2-228개월이며

평균경력은58.6개월이었다. 학력은전문 졸업이45.7%로가

장많았다. 결혼은미혼이57.1%, 기혼이42.9%이었다(Table 1).

학령전기아동의건강상태및건강검진실태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검진 실태는 Table 2에 제

시한 바와 같았다.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정도를 검사한 결과 정

상체중은 68.3%이었으며과체중 11.4%, 비만 2.7%이었으며정

상이하의저체중은17.5%로나타났다. 헤모 로빈검사결과, 빈

혈이 있는 아동은 6.1%이었으며 요충이 검출된 아동은 1.3%이

었고 충치가 있는 것으로 판별된 아동은 49.1%이었다.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 경

험이 있는 아동은 21.3%이었으며 시력 검사 20.2%, 청력 검진

11.1%, 구강 검진 53.2%로 나타났다(Table 2). 

학령전기아동부모및교사의건강지식

아동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모의 건강 지식을 조사한 결과,

정답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아동이 약물, 세척제, 세제 등 비정

상적인 무엇인가를 먹었다면 가능한 빨리 토하게 한다”로 정답

율이 1.9%이었으며 다음은“아동의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벌레

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손전등을 귀에 준다”3.4%, “아동의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계란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 한잔과 같이

먹는것이좋다”25.0%, “요충검사는목욕을한후에실시한다”

34.1%, “철분결핍성 빈혈은 성장이 왕성한 시기인 유아나 소

아기에 흔히 발생 한다”37.7% “정상적인 소변에는 당(포도당)

이 포함되어 있다”43.9%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경우 포도당이

빠져 나오는 당뇨의 가능성이 높다”45.3%, “아동의 시력은 만

6세 이전에 거의 다 발달한다”47.3%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교사의학령전기아동의건강과관련된건강지식을

조사한 결과, “아동의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벌레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손전등을 귀에 준다”가 5.7%로 정답률이 가장 낮

았으며 다음은“아동이 약물, 세척제, 세제 등 비정상적인 무엇

인가를 먹었다면 가능한 빨리 토하게 한다”14.3%, “정상적인

소변에는 당(포도당)이 포함되어 있다”34.3%,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경우 포도당이 빠져 나오는 당뇨의 가능성이 높다”42.9%

순이었다(Table 3). 

학령전기아동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평가

학령전기아동을위한건강증진프로그램전부모의건강지식

은 21.11점이었으나 프로그램 후 부모의 건강지식은 21.97점으

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하 다(t=-2.989, p=.003). 학령전

기아동을위한건강증진프로그램전교사의건강지식은22.29

점이었으나 프로그램 후 교사의 건강지식은 25.80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t=-6.391, p＜.001) (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 건

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효과를평가하고자시도하 다.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선행연구로는 비만(Ander-

son, Economos, & Must, 2008; Corvalan, Uauy, Flores,

Kleinbaum, & Martorell, 2008; Sonneville, Pelle, Taveras,

Gillman, & Prosser, 2009), 양(Kim & Lee, 2003; Lee,

2008), 구강(Kim, Kim, & Kim, 2004), 시력(Kim, 2005), 보

건교육과 건강관리(Kim et al., 2004) 등으로 선행연구의 부

분은 보건교육, 건강관리, 건강검진 중 일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상자도 아동이나 부모(Seo, Jeon, & Choi,

2009) 또는 어린이집 교사(Oh, Sim, & Choi, 2009) 중 한

상에 국한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보고하

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 위주보다는 교육과 건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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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상

자를 아동, 부모와 교사 3부분으로 구분하 다. 아동은 교육과

건강검진분야로 분류하 으며 아동의 건강상태를 검진 한 후

에 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과체

중 이상이 14.1%로 나타났으며 정상체중 이하의 과소체중 아동

의 비율도 17.5%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04)의 연구에서

체중과다또는비만아동비율이남아는11.7%, 여아는22.4%,

과소체중 아동 비율은 남아 22.6%, 여아 14.4%로 보고한 결과

보육시설의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4), 2010년10월

319

Characteristic Range Mean±SD n (%)

Children Gender M 519 (52.3)
(n=993) F 474 (47.7)

Age (yr) 3-7 5.12±.93
Primary responsible person Mother 627 (86.3)

for children (n=727) Father 9 (1.2)
Grandmother 51 (7.0)
Maternal grandmothe 24 (3.3)
Relative 3 (.4)
Housemaid 13 (1.8)

Parent Marital status Married 666 (91.5)
(n=727) Cohabitation 37 (5.1)

Separated 4 (0.6)
Divorce 13 (1.8)
Separation by death 4 (0.6)
Other 3 (0.4)

Income/month (10,000 won) <100 38 (5.2)
100-149 136 (18.7)
150-199 193 (26.5)
200-249 182 (25.0)
≥250 148 (20.3)
Non-response 30 (4.1)

Father Age (yr) 23-63 36.53±4.37
Education ≤High school 433 (59.8)

≥College 291 (40.2)
Occupation None 4 (0.6)

Office job 148 (20.3)
Sales 10 (1.4)
Business 181 (24.9)
Farming 28 (3.9)
Engineering 238 (32.7)
Professional 14 (1.9)
Other 104 (14.3)

Mother Age (yr) 20-49 33.43±4.08
Education ≤High school 558 (76.8)

≥College 169 (23.2)
Occupation None 469 (64.5)

Office job 64 (8.8)
Sales 18 (2.5)
Business 62 (8.5)
Farming 4 (0.6)
Engineering 29 (4.0)
Professional 22 (3.0)
Other 59 (8.1)

Teachers Age (yr) 21-45 29.68±6.82
(n=35) Teaching experience (month) 2-228 58.59±74.07

Education College 16 (45.7)
Above university 19 (54.3)

Marital status Unmarried 20 (57.1)
Married 15 (42.9)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Parent and Teachers



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체중을 관리하

고자 할 때 향후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뿐 아

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거나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허약 아동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함을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헤모 로빈

수치를 검사한 결과, 빈혈로 분류되는 아동의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이는 Jo (2006)가 울산의 1개 유치원 원생 445명을

상으로 철분 양 상태를 조사한 후 헤모 로빈이 정상 미만

(11.5 g/dL)인 상자가 13.6%로 보고한 결과보다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철분결핍은 철분 섭취와 손실이 균형

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며 아기, 유아기, 사춘기, 임신기와

같은 급격한 성장기에 나타난다. 철분결핍은 어린이의 성장과

뇌의 발달, 어린이의 탐구활동, 인체 감염에 한 저항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이나 육체활동에 많은 향을 주며(Han, 2000)

만 4세부터는 두뇌의 90%가 형성되므로 두뇌 신경세포의 형성

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양소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Stewart & Platt, 1968). 그러나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발육은

왕성한반면, 소화흡수능력이미숙한생리적특성을갖고있으

므로 섭취해야 할 양소의 절 량은 성인에 비해 적지만 단위

체중에 한 에너지, 단백질, 수분의 필요량은 많으나(Moon,

Ahn, & Lee, 2003)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구분하

고 지적, 정서적인 면이 발달되면서 편식과 식욕부진이 나타나

는시기이므로(Yang, Kim, Bae, Lee, & Ahn, 1993) 양관리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Kang (2005)이 보육시설 아

동의 건강검진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실

시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72.6%로 보고한 결과와 91.7%의 어

린이집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한 Kim 등

(2004)의 연구 결과보다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선행연구는 보

육시설에서 집단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건강진단 기관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및 기타 검진기

관까지 포함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 건강검

진을 실시한 비율을 조사하 기 때문에 선행연구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도 종합병

원, 병원, 의원등에서건강검진을실시한비율을분석하면건강

검진 비율이 23.6%로 본 연구와 유사하 다. 이는 학령전기 아

동의건강을증진시키고질병을예방하기위한건강검진율을높

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상으로 건강검진의 필요

성과중요성을교육하여부모가스스로병의원에서학령전기아

동건강검진을하도록권유하거나보육시설교육과정내에아동

의 건강검진을 제도화하여 학령전기 아동이 정기적으로 건강검

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연구에서안검진경험률은20.2%로나타났으며이는보육

시설에서 건강검진 항목으로 시력을 검진하는 비율이 69.4%로

보고한 Kim과 Kang (2005)의 연구와 학령전기 아동 중 시력

검사를 받은 아동은 36.9%로 보고한 국민건강 양조사(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의 결

과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Kim, Ahn, Koo와 Kim (2002)의 연

구에서 시력검진율이 11.1%로 보고한 연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

은 본 연구에서는 1개 군지역의 보육시설 아동을 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 기 때문에 전국을 단위로 한 조사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건강검진

률및건강상태에차이가있을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므로지

역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생

각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아동들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동들의 시력관리에

한인식부족으로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Kim

(2005)의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근시 유병률은 8.7%로 높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건강검진 항목에 안검진을, 교육 내용에는 시

력 및 눈 관리에 한 내용이 필요하다. 

본연구에서구강검진은53.2%이었으며충치유병률은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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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are those who did not get physical examinations.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Obesity index Very weak 4 0.4
(n=946) Weak 162 17.1

Normal 646 68.3
Over weight 108 11.4
Obese 26 2.7

Hemoglobin Normal 913 93.9
(n=962) Anemic 59 6.1

Pinworm None 980 98.7
(n=993) Presence 13 1.3

Dental caries None 505 50.9
(n=993) Presence 488 49.1

Physical examination Yes 155 21.3
(n=727) No 572 78.7

Eye examination Yes 147 20.2
(n=727) No 580 79.8

Ear examination Yes 81 11.1
(n=727) No 646 88.9

Oral examination Yes 387 53.2
(n=727) No 339 46.8

Table 2. The Health Status of the Children



로나타났다. 국민건강 양조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에서 미취학 아동의 예방적 치과진료율 42.1%보다 높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목적 이외에 치과 검진을 받은

경험을 조사하 기 때문에 예방적 치과 진료율 보다는 높게 나

타난것으로생각한다. 치아우식증은유아시기부터빈발하며치

아를조기상실하는원인이된다. 유치우식증은 구치발육장애

를 일으키고 구치우식증의 발생에 향을 미친다(Poulsen &

Holm, 1980). 유치가 조기 상실되면 저작 기능 장애와 구치

의 정상적인 맹출(eruption)을 유도하지 못해 부정교합을 초래

하게 되므로(Kim & Kim, 2002) 학령전기 아동에게 구강검진

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

도록 교육해야한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체계적인 건강검진

과 학교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 학교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반면,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유아 보육

법에 건강진단과 그에 필요한 조치에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유아 건강검진을 법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와 함께 보육시설 교사와 부모 교육

보육시설의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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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gram
Mean±SD

Post-program
Mean±SD

t p

Parents (n=104) 21.11±4.10 21.97±3.63 -2.989 .003
Teachers (n=35) 22.29±1.72 25.80±1.32 -6.391 <.001

Table 4. Health Knowledge of Parents and Teachers

Item Parents (n=727)
n (%)

Teachers (n=35)
n (%)

Correct answer rate

1. The age of preschoolers are the period of forming health and habits. 680 (93.5) 35 (100.0)
2. The age of preschoolers are the period of continuous growth. 699 (96.1) 35 (100.0)
3. There are additional vaccinations for preschoolers. 633 (87.1) 28 (80.0)
4. The child obesity can be a risk factor for adult disease(Hypertension, Diabetes). 669 (92.0) 35 (100.0)
5. Child obesity shows increase in both numbers and sizes of fat cells. 489 (67.3) 26 (74.3)
6. Balanced nutrition and calories prevent child obesity and enhance physical growth. 625 (86.0) 33 (94.3)
7. To prevent child obesity, snacks should not be given to children. 620 (85.3) 26 (74.3)
8. Glucose is included in normal urines. 319 (43.9) 12 (34.3)
9. There is a good chance of diabetes if foams are found in urines. 329 (45.3) 15 (42.9)

10. The color of normal urine is light yellow or amber. 492 (67.7) 24 (68.6)
11.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can easily contract iron-deficient anemia. 274 (37.7) 20 (57.1)
12. It is better to eat a cup of juice with an egg to prevent anemia. 182 (25.0) 16 (45.7)
13. Anemia develops slowly and thus is hard to know until it has developed to a certain severe stage. 477 (65.6) 25 (71.4)
14. A child should be advised to read books, watch TV, or use a computer from a certain distance in order to . 720 (99.0) 34 (97.1)

maintain good eyesight
15. Children’s visual acuity develops mostly before the age of six. 344 (47.3) 19 (54.3)
16. Children need a visual acuity examination. 710 (97.7) 34 (97.1)
17. Weak eyesight recovers itself without early corrective intervention.. 415 (57.1) 25 (71.4)
18. It is difficult to recover squint without curing it before the ages of five to six.. 406 (55.8) 21 (60.0)
19. It is required to boil children’s clothes, blankets, and mattresses when a child has pin worms. 589 (81.0) 31 (88.6)
20. Only a pin-worm infected child is required to be treated properly. 464 (63.8) 33 (94.3)
21. A pin-worm examination should be done after a child’s bath. 248 (34.1) 23 (65.7)
22. Anthelmintics should be taken twice a year on an yearly basis. 611 (84.0) 30 (85.7)
23. Hearing function can influence not only listening function but also language development 698 (96.0) 35 (100.0)
24. A hearing problem causes environment perception trouble around the child and abnormal intellectual capability. 652 (89.7) 35 (100.0)
25. A child can develop a hearing problem when he or she uses an earphone  for a long time 651 (89.5) 32 (91.4)
26. It is required to observe whether the child listens carefully to small sounds to check hearing function.. 669 (92.0) 35 (100.0)
27. It is required to carefully observe a child if he or she frequently reats questions when asked questions. 671 (92.3) 35 (100.0)
28. It is required to have a child vomit out the drugs, detergents, soaps, etc.. if he or she has swallowed them. 14 (1.9) 5 (14.3)
29. When a child had a burn by hot water or electric devices, it is required to take him or her to the hospital after 371 (51.0) 23 (65.7)

applying soju or slices of potato on the wound.
30. It is required to illuminate a child’s earhole with a flash light to drive an insect out when it enters the child’s ear. 25 (3.4) 2 (5.7)
31. A child should be advised not to rub eyes when he or she tries to remove a foreign body in a child’s eyes. 678 (93.8) 32 (91.4)
32. It is important to keep sleeping time so that a child can have enough rest. 710 (97.7) 34 (97.1)
33. Since preschoolers do not eat much, it is advisable to feed them mainly with their favorite food to increase the 623 (85.7) 35 (100.0)

amount of their food intake.

Table 3. Health Knowledge of Preschooler’s Parents and Teachers



을 통해 유아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지식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식과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한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아 간호에 한 지식

을 조사한 결과, 지식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 정규 예방 접종

하기이며 가장 낮은 항목이 응급 시 처하기로 보고한 Yoon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할 때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령

전기 아동의 일반적 건강 문제와 안전사고와 관련된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하는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건강 지식도를 조사한 결

과, 응급처치와 관련된 지식과 건강관리에 한 전문 지식을 측

정하는 항목에 한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Oh, Sim과Choi (2009)의연구에서보육교사의건강과

안전에 한 지식, 자신감, 실천정도를 분석한 결과 안전 지식

이 1점 만점에 0.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Kim (2003)의 연

구에서 응급처치와 사고예방에 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보육 교사는 일상 업무뿐만 아

니라 건강, 안전관련 역에 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예방 교

육과 더불어 돌발 상황에 처하는 능력까지 요구되는 실정이

다(Oh et al., 2009). 그러나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분야는 보

육교사의 전문 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위급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육 시설에 건강관

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을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Oh 등(2009)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한 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2주간 실시한 후에 지식, 자신감, 실천 정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보육시

설교사를 상으로아동의성장발달특성, 건강관리, 양관리,

운동 등과 함께 안전사고와 관련된 응급처치에 한 교육이 필

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 교

사, 아동을 상으로 교육 및 건강검진으로 구성된 학령전기 아

동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평

가하고자 시도하 다. 그 결과 학령전기 아동 통합 건강증진프

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건강지식이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부모

(t=-2.989, p=.003), 교사(t=-6.391, p＜.001)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학령전기 아동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학령전기아동의건강관리에중요한역

할을하는부모와교사를교육시키는교육프로그램과실제로아

동의 건강을 검진하여 이를 부모와 교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질

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교사의 건강 지식도 변화와 함께 아동의

건강검진율및 건강상태의변화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 부모 및 보육시설 교사들의 건강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웹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여 확 보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프

로그램과 실제로 아동의 건강을 검진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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