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산부건강교육의필요성

1) 건강한임신및출산은사회적책임

태아기및영유아기의건강투자는생애초기

의건강잠재력배양으로평생건강의기반이됨

에따라생산성높은질적인구를보장하는지

름길이다. 특히우리나라는초저출산시대를맞

이하여 미래세대 인구의 자질향상이 강조되고

있어, 평생건강의 기틀이 되는‘건강한 출발’

(Healthy Start in Life) 보장을위한임산부건강

정책수립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다. 

‘건강’의 평가지표들은 전통적으로 사망

(Death)과 질병(Diseases)이었으나 여기에 장애

(Disability, Dysfunction), 불편감(Discomfort), 불

만족(Dissatisfaction)을 추가하여 이들‘5Ds’를

삶의질측정에포함시키고있다. 우리나라영

아사망 수준은 OECD 평균 이하로 낮아진 반

면, 모성사망은OECD 평균수준보다높고1) 고

령임신증가로인한고위험임신과미숙아발생

률이증가하고있다2). 그리고여전히높은의료

이용과낮은모유수유실천율, 높은인공임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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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으로부터의사전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임산부건강교육은건강한출발(healthy start in life) 확립과인적자질을향

상시키는외부경제효과가매우큰건강증진사업이다. 최근우리나라는임산부건강검진및출산에따른공적지원에힘입어임신·출

산에따른의료서비스비용부담은낮아졌다. 그렇지만임산부건강교육서비스를놓고민간기관들이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운영및

홍보하고있어임산부들은이들프로그램에대한알권리는충족되지못한채, 임신·출산및육아에대한지식및기술이부족한상태

이어서서비스에대한필요성및전문성등이검증이안된프로그램들을유료로이용하고있다. 현재민간시장에서운영되고있는다

양한프로그램을보건의학적근거에입각하여표준화시킴으로써출산지원및차세대인구자질향상을위하여신뢰할수있는서비스

와정보를비용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서비스전달체계는시장친화적(market-type) 제도로서임산

부에게제공되는바우처(고운맘카드)를 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임산부건강교육전문인력양성이우선적으로요구되며,

기혼부모뿐아니라미혼부모의건강증진과안녕을도모하고원치않는임신의위험을감소시키는교육프로그램이별도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임산부건강증진교육사업의
공공화필요성및추진방향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a Public Prenatal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System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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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시술과제왕절개분만율, 그리고 출산및양

육에대한불안은심화되고있어모성들의삶의

질을저해하고있다. 또한 임신·출산및양육

에대한지식부족으로부적절한관리와방치로

인해예방가능한손상및장애와아동학대가발

생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가임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진통의 고통, 출산과정,

조산, 기형아출산 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

렇듯가임기여성의삶의질을저해하는임신·

출산및육아에대한막연한두려움과불안감은

출산을기피하게될뿐아니라가족모두의건

강증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작금의가임기여성들은산아제한세대에태

어나핵가족화및사회활동의증가로임신, 출산

및육아에대한지식습득의기회가적었고, 영유

아를접할기회마저적어양육기술이미흡함에

따라 사후에야 의료서비스로 대처함으로써 사

전예방가능한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관

리마저도 지나치게 의료화(medicalization)되어

있다. 이러한가운데, 정부는임산부및영유아

검진을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건강보

험에적용하도록하였다. 그리고임산부검진중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본인부담이 큰 초

음파등의검사비용의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고운맘카드’라는전자바우처형태로임신1회

당 30만원을지원하여임신및출산에따른비

용부담은거의없어진상태이다. 또한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출산하게되면생후28일미만

의 신생아에게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

고, 이외6세미만아동의본인부담률은10%(성

인의 1/2)로낮게책정되어있다3). 반면, 건강관

리서비스는건강보험체계에서지불보상되지않

고있어수익성이없다는점때문에보편적서

비스로서체계적으로제공되지못하고있다.

건강한출산과생식건강증진을위한임산부

들의욕구에부응하고자최근일부보건소에서

는‘출산준비교실’, ‘순산교실’, ‘임산부 체조

교실’, ‘모유수유교실’, ‘태아음악교실’등을

운영하여무료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대부분

민간전문강사를초청하여운영되고있으나시

설확보와강사초청에따른비용부담등으로소

수임산부를대상으로운영하고있다. 반면, 민

간부문에서는임산부태교, 요가, 기체조, 라마

즈또는소프롤로지분만, 태교째즈댄스, 오카

리나 태교, 태교토피어리, 태교미술교실, 임산

부필라테스등과같은프로그램을최고 120~

150만원의수강료를책정하여운영하는가하면

직장여성을 위한 임산부프로그램을 별도 운영

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시장경제논리에

의해민간시장에서의료인, 생활체육사, 에어로

빅강사, 기체조전문가, 일반인등에의한다양

한건강관리프로그램들을개발, 운영하고있다.

건강증진에대한욕구증대와한자녀가치관의

확산으로임산부들은제공프로그램에대한정

보 부재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등이 검증이

안된상태에서도인터넷등의매체를통한홍

보로인해상당수준의비용을지불하면서이용

하고있다. 행정적신고의무가없어현재그실

1) 모성사망비가출생아 10만명당 14로 OECD 평균 9.3보다 낮음(OECD, Maternal Mortality in 2005).

2)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09.

3) 보건복지가족부, 2010 가족건강사업안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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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편승하여일부검증되지않은서비스들까지

상업화하여 공급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7년 1개중소도시의모성(출산경험

이3년미만) 중 23.3%가민간시설(14.4% 문화

센터또는개인시설, 8.9% 의료기관)에서건강

교육을받은것으로조사된바있다. 지출비용

은문화센터나일반개업시설을이용한경우, 유

료이어서평균약13만원이었고, 의료기관은응

답자의 62.5%(그외응답자는무료)가평균 11

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4).

임산부들은 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나 교육내

용등에대한올바른판단을하지못한채불안

을 해소하고자 비용부담을 느끼지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듯출산과생애발달과정에필요한사전

예방적 서비스공급체계는 미흡한 상태에서 검

진결과필요한사후상담이나교육등과도유기

적으로연계되지못한채, 정부는임산부및영

유아검진사업을공공화하였다. 초저출산시대

를맞이하여임신및출산에대한사회적보장

성이강화되었다고하지만2007년이전에도이

상과같이이미많은임산부가또다른임신·

출산비용을지출하고있었던바, 검진비용부담

이완화된현상황에서고령임신으로인한질환

이나미숙아출산은증가되어더많은임산부가

민간프로그램을통해다양한지식과기술을습

득하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재상

태에서는산전건강서비스가오히려임신·출

산비용부담을증가시키고있다고간주할수있

다. 사전 예방을통해의료수요를감소시켜의

료비를 절감시키고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해

방시켜이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효과를기

대하기 위해서는 필수 건강교육서비스를 규명

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산

전·산후 건강교육서비스를 공공화 할 필요성

이대두된다. 

2) 임산부건강교육의의및효과

임산부건강관리의핵심요소는위험사정(risk

assessment), 위험감소를위한치료(treatment for

medical conditions of risk reduction), 그리고교

육(education)이다.5) 각각의 요소는 임신 및 출

산에따른잠재적인위협들을없애거나감소시

키고, 임산부로하여금약물복용이나흡연및

음주등위험한생활습관을갖지않게해줌으

로써 주산기질환, 장애 및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전관리란 단

순히신체적검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생

활습관,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교육까지

포함하는포괄적관리이어야한다.

정부는2008년12월부터임신·출산에따른

진료비용과출산전후산모의건강관리비용을

전자바우처형태로지원함으로써임산부의‘위

험사정’을위한건강검진서비스와위험감소를

위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켰다. 한편,

지난달(4월22일)에는임신전·임신중약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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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나미·윤강재, 「여성과어린이건강센터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5) http://www.healthypeople.gov/Document/pdf/Volume2/16MI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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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인한태아기형에대한불안으로인공임

신중절을선택하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여성

들에게정확한정보와전문상담을제공하고자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를 개설하였

다. 이에 따라임산부건강관리의핵심요소중

위험감소를 위한 사전 예방전략인‘건강교육’

에대한‘찾아가는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되

고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전검진과 함께 산

전·산후에적절한임산부교육과상담을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교육이필요한주제에대해서는별도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프로

그램의효과에대해서는미국의경우산전·산

후또는주산기교육프로그램이참여자들의긍

정적인 건강행위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된바있다. 특히주산기우울증관리프로그램은

주산기우울증과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임산부와

그가족에게필요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

할수있는접근성을높인효과를가져온것으

로평가되고있다.

국내에서도임산부건강교육은임산부자신

은 물론 출생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출산및모성수행역할의자신감과

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6) 7) 8), 그외여

러연구에서도임산부와남편의교육참여가산

모지지및불안감소에효과가있음이입증되었

다. 산모를위한산후체조는산모스스로할수

있는자가관리(self-care)가가능한운동으로서,

분만 후 심폐기능 향상, 근력증가, 관절유연성

강화와산모의정서적안정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 불안 및 우울증개선등에도효과적인

것으로확인된바있다9). 또한산후체조는산모

의 신체화, 강박감,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

대감등정신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미쳐산후

우울증 감소 등 심리적 안정에 유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임산부건강교육요구도

<표1>은출산경험모성을대상으로산전또

는산후당시필요했던지식이나건강교육서비

스요구도를조사한결과이다. 동 표에서제시

한바와같이18개주제에대해서는모성의3명

중 1명이교육이필요했다고응답하였다. 임신

및출산에대해서는8개분야, 자녀건강관련지

식에대해서는10개분야로정리할수있었으며

특히아버지를대상으로한육아교육에대한요

구(36.7%)가 있었다. 가장 요구도가 높은 분야

는‘임신 중 태아 발달과정, 정상·이상 상태’

에관한것으로전체응답자중61.1%가요구하

였다. 그 다음으로는‘태교 음악교실’과‘영유

아응급사고예방및대처’에관한서비스로동

일하게48.9%, ‘기형아·유전상담’과‘영유아

6) 이자형, 초산모를 위한 육아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pp. 322~329, 1998.

7) 정은순·한명은, 초산모의어머니역할수행에대한자신감과만족도에관한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pp. 79~88, 1999.

8) 오현이·심정신·김진선 , 초산모의 산전교육이 분만경험 지각,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간호

학회지, 8(2), pp. 268~277, 2002.

9) McCloskey, J. C., & Bulecheck, G. N.,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St. Louise: Mo sby C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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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신, 출산 및육아건강증진을위한모성의건강교육요구도

(단위: 명, %)

요구순위 교육내용 수(%1))

1

2

4

6

7

9

10

11

13

14

15

17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임신 중 태아발달과정, 정상·이상상태

영유아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

태교 음악교실

기형아·유전상담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자녀 천식 등 알러지, 아토피 관리

어린이 보충식, 이유식

참된 부모되는 길

유아 구강관리

산전 체조교실

유방마사지 및 관리법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스트레스 관리

아버지 육아교실

산후체조(비만) 

아기발달 마사지

모유수유

비만, 성장발달을 돕는 건강간식 조리법

안전사고 예방교육

임신·출산 후 피부관리

불임 예방

임신 중 건강관리, 고위험 임신 발견 방법

산욕기 정신건강관리

산욕기 건강 및 영양관리

분만방법별 장단점

피임방법별 장단점

유산·사산 예방, 유·사산 후 관리

출생 직후 출생아 관리

선천성이상 출생 및 미숙아 등 건강관리

55(61.1)

44(48.9)

44(48.9)

43(47.8)

43(47.8)

41(45.6)

39(43.3)

39(43.3)

38(42.2)

37(41.1)

36(40.0)

36(40.0)

34(37.8)

33(36.7)

32(35.6)

32(35.6)

31(34.4)

31(34.4)

29(32.2)

28(31.1)

27(30.0)

23(25.6)

22(24.4)

20(22.2)

19(21.1)

19(21.1)

16(17.8)

14(15.6)

13(14.4)

주: 1) 전체응답자(90명) 중에서각교육내용에대한요구자백분율.
자료: 황나미·윤강재, 「여성과어린이건강센터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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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예방접종’이동일하게47.8%로그다

음순이었다.

2. 주요선진국임산부건강교육
사업

1) 일본

일본정부는소자녀화및여성의사회진출증

가등으로1987년합계출산율이1.57로저하되

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인구자질 향상

측면에서모성과어린이의건강증진을위한대

응책을마련하였다. 즉, ‘아기가건강하게자라

는사회’, ‘아기를낳아기르는것에기쁨을느

낄수있는사회’를정책방향으로설정하여, 임

산부가안심하고아기를낳아기를수있는환

경을만들고자주민의접근성이높은市町村에

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

재 市町村보건센터에서는「모자보건법」제 10

조에의거하여임산부·영유아건강교육및상

담등일관된모성건강교육및지도를수행하

고있다.

(1) 가정방문건강교육사업

임산부가정방문지도는市町村보건센터등

에서 행해진 건강검진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

助産婦, 保健婦가각가정을방문하여보건지도

를행하고있다. 단지보건위생측면의지도뿐

만아니라임산부가정환경이나생활환경을관

찰하여 이들의 건강유지·증진과 일상생활 전

반에대한지도와조언을한다. 특히산모가육

아경험이없거나미숙아를출산한경우는보건

소保健婦및助産婦등에의한가정방문지도

가행해지고있다. 방문지도는대체로신생아기

인생후28일까지이나계속지도가필요한경우

이 시기가 경과하여도 방문지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2) 출산 전보건지도사업

임신·출산준비및육아등에관해서는그간

모자보건상담지도사업을통해 집단 혹은 개별

적으로행해져왔다. 그러나임신중특히임신

후기에임부가육아에대한불안을잘관리하지

않아출산후육아불안으로인하여자신의건강

이나출생아의건전한발육에지장을초래하거

나유아학대까지이르게되는문제가발생할수

있다. 이에 임신후기임부와그가족을산부인

과의사가 소아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소아

과의사가육아에관한보건지도를실시, 육아불

안을해소함과동시에출생아의담당의사를확

보하도록하고있다.

(3) 신혼교실, 엄마아빠교실, 육아교실

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 영양및육아등각

각의문제에대한개별적인지도와상담을실시

한다. 동시에 신혼교실, 엄마아빠교실, 육아교

실등강습회방식에의한집단교육및지도를

실시하여모자보건에대한올바른지식을보급

하고상담지도를시행한다.



(4) 임산부영양교실

임신 또는 수유 중 필요한 건강과 영양관리

(임신중독증과빈혈예방), 모유수유방법, 이유

를권하는방법, 간식을주는방법, 비만예방을

위한영유아놀이법, 그리고 육아에관한모성

들간의정보교환등육아및식생활등에관한

실습을중심으로집단교육을수행한다. 

(5) 영유아영양교실, 보건교실

모성을대상으로영유아가올바른식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건강증진실천행위와올바른

이유식 또는 유아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또는

추천하고조리방법에대해교육한다. 또한영유

아의보호자를대상으로가정에서의영유아안

전사고예방과질병응급조치등에대한지식을

보급하기위해건강교육을실시한다.

(6) 산후 부모와자녀의심적건강지원교실

산모가자녀양육에불안또는부담을느끼거

나출생아의심신의발달을걱정하는산모또는

보호자들이서로고민을털어놓고상담할수있

는교실이다. 필요에 따라보건간호사등이지

도를실시한다. 

(7) 조산원을활용한산후교육및육아교육

출산후(퇴원후) 산모또는신생아의신체적

기능회복이지연되거나안될경우, 산모가 심

한육아불안으로보건지도가필요한경우에산

모및신생아를지역내지정위탁한조산원에보

통1주일이내, 또는낮동안입소시켜휴양이나

영양관리, 생활관련지도, 유방관리, 신생아목

욕, 모유수유등필요한보건지도를무료로실

시한다.

2) 미국

미국연방정부의「보건성(D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보건자원·서비

스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의‘모성·아동건강국(MCHB: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내‘건강출

발·주산기서비스과(DHSPS: Division of

Healthy Start and Perinatal Services)’는 여성의

건강을증진시키고주산기의영아및모성유병

률과사망률을감소시키는임무를수행하고있

다. ‘건강출발·주산기서비스과(DHSPS)’는 연

방·주및지방정부, 공공·사립기관, 그리고

의료소비자와함께프로그램을개발하고, 운영

중인프로그램이나정책에관하여협력하며, 임

신중이나출산후모성의건강요구는물론임신

전 요구도와 2세이하 영유아의 건강요구를 파

악한다. 

(1) The Healthy Start Program

Healthy Start Program은건강한여성은건강

한아기를출산하고건강한가족을이루게되며

건강한 사회활동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아래, 1991년부터 시

작된미국연방정부의대표적인모자보건프로

56 _ 보건복지포럼 (2010. 5.)



이달의초점 _ 57

건강박람회를통한친서민건강증진정책의발전방향 (5)

그램이다. 각사업은지역사회의특성에맞추어

독특하게운영되고있다. 그러나모든프로그램

의 핵심목적은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을 위하여

주산기의임산부및아동의건강증진과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체계의 접근장애와 차별

을제거하는것이다. 위험성이높은인구집단에

게서영아사망률, 저체중출생아, 주산기합병증

을초래하는요인을규명하기위해서는지역사

회가주관하는전략이필요하다는전제를기초

로, 지방보건의료체계를강화하고보건의료체

계에수요자욕구를반영하여결과적으로모성

과그가족이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도록접

근성을제고, 모자건강을증진시키는데초점을

두고있다. 

주요서비스는5가지로구성되어있다. 즉, 모

자보건취약계층을발견·관리하고, 직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 건강교육, 모성

의우울증을스크린하고의뢰하는서비스로구

성되어있다. 위험요인을사정하고주산기우울

증과다른위험요인을스크리닝한후에사례관

리자(case manager)는위험예방및감소를위하

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건강교육과 연결시킨

다. 이러한조처는임신에서부터출산후2년까

지이루어지며모성과유아건강을위해지속적

으로모니터링한다. 지역사회종교대표와기업

체대표뿐만아니라사회복지사, 의료인, 주민

등으로구성된공동체를개발하여지역사회공

동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의차별및장애를제거하는데노력하고

있다.

Healthy Start Program은 메디케이드

(Medicaid), 주정부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지역사회보건

센터등과같은주정부주산기의료체계와협동

적으로강하게연계하고지역사회단체등이협

조하여담배, 술 같은 위험인자를감소시켜모

성과그가족을건강증진으로이끄는행위로유

도하고있다.

(2) Perinatal Depression Program 

2004년부터 미국의회는 출산전후 주산기우

울증프로그램(Perinatal Depression Program)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

어로집중적인공중보건교육으로실시되어주

산기우울증과 경고증상에 대한 이해 뿐 만 아

니라 임산부와 그 가족의 정신건강 안녕을 도

모하였다. 이러한활동으로주산기우울증과정

신적문제를가진빈곤층가족을돌보는데걸

림돌이 되는 장벽도 줄어들었다. 2006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모성 및 영아 정신건강 증진프

로그램으로확대되어임신부터출산후 1년까

지불안장애, 상해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적

인 문제를 가진 임산부와 영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3) The 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

미국연방정부의「보건성(DHHS)」‘모성·아

동건강국(MCHB)’‘건강출발·주산기서비스

과(DHSPS)’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지속적으

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후사회활동여성에게모유수유를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기업체의고용주에게모유수유에

대한인식을증가시켜직장에서모성들이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지 프로그램 즉, ‘The

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을융통성있게

운영하고있다. 

(4) Prenatal Hotline 

지역사회에서산전관리에대한정보와서비

스를원하면언제든지전화하여원하는정보와

서비스를받을수있는긴급의사소통창구를운

영하고 있다. 영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스페인

어등별도로대화할수있는핫라인을마련, 운

영하고있다. 

(5) PEP(Prenatal Education Program)

텍사스주정부의「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에서는 산전교육 프로그램(PEP;

Prenatal Education Program)을 주관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가 출산준비교육자이며 영어와 스

페인어로운영하고있다. 대상자는19세이하이

면서 임신 5개월(임신 24주) 이전의 임부로 교

육비는 무료이다. 10대 임부의 요구에 맞추어

산전교실(산전관리, 영양, 임신과정), 신생아관

리, 초기 영아발달과정, 모유수유 등으로 구성

된출산준비교실과부모교실등을운영하며필

요시지역사회복지체계와연계한다. 서비스접

근성을높이기위해교육강사가임부가정또는

학교로방문하여정신건강상담을실시한다.

또한‘캘리포니아주법’에는 저소득층 임산

부와그영아들이교육을포함한포괄적인주산

기관리를받을수있도록‘지역사회주산기보

호시설의설치에관한규정’이명시되어있다.

지역사회에근거를둔포괄적인주산기관리란

임신이후부터출산후1년까지병의원, 건강부

서, 분만센터, 기타 건강보호시설 등에서 임신

과관련된합병증이나문제들을예방할수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된 인력에 의해 산전관

리, 분만, 산후관리및영유아관리를위한지속

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6) Teen Prenatal & Parenting Program

Teen Prenatal & Parenting Program은 10대

연령층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 기본목적은10대청소년부모의건강증진과

안녕을도모하고, 계획하지않은임신의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성공적이고구체적인조처는첫째, 출산 후 피

임법, 정신건강, 긍정적인 부모행동 및 자신의

능력증진을위한교육이나활동참여이며, 둘째

는고위험행동감소(예로약물남용), 셋째, 부모

역할에10대아버지가참여하도록하는것이다.

「People’s Community Clinic」의「10대 산전크

리닉」의경우, 대상자에게서비스가필요한경

우, 서비스접근이용이한가정, 학교, 직장등의

장소를찾아가대상자가편리한곳에서시행한

다. 이 프로그램은단기, 장기, 집중프로그램으

로운영되어대상자가원하는프로그램을자유

롭게선택할수있다. 

10대 청소년 부모와영유아가이용할수 있

는 건강서비스는 산전관리 및 산전 건강교육,

출산교실, 피임, 영양 교육·상담과지원, 아빠

58 _ 보건복지포럼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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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유아발달교육및스크리닝, 정신보건

서비스(개인, 가족및집단상담)이다. 이러한서

비스제공으로인해참여자의긍정적인건강행

위증진에효과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3) 영국

(1) 국가보건의료체계(NHS)의 지침에 따른 임신

시기별건강교육내용표준화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 지침이제공하는산전관리는근거중심

활동(evidence-based practice)을 지향하여, 유

익함이증명된서비스와그렇지않은관행적서

비스를 구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도록구비되어있다. 이는과잉서비스가아닌

적절한산전관리내용을선정함에있어서좋은

모범이라할수있다. 특히 매회초음파검사를

한다든가, 혈당검사를하는등의불필요한의료

이용을줄이기위한근거로서가치가있다.

이중건강교육은산전검진일정과맞추어정

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즉, 지침서에는 산전관리횟수를 합병증

없는임신의경우초산부10회10), 경산부는7회

로 규정하고, 각 시기에필요한상담내용이표

준화되어있다. 각시기에해당되는검진내용과

교육주제를갖춘상태에서충분한시간동안상

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자간증, 임신성

당뇨등에대한징후나소견을관찰하여야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지침서에는 교육과정

에서추가적검진이나지원이필요한경우를명

시하고있다. 즉, 과거임신시문제가된병력이

나질환, 비만·흡연임산부, 그리고 10대임산

부등사회적취약계층이그대상이다. 

(2) 산전 생활습관지침및정보제공의무화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의

지침서에따르면산전관리는여성중심적서비

스와 근거중심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임산부는 산전관리 과정 중 근거중심의 정보

(evidence-based information)를받고, 산전관리

의 목적, 내용, 과정에 대하여 의료인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의료인은산전관리시임부에게안내서를

제공하며, 임산부 식이(엽산, 철분제제, 비타민

A 등)와약물복용에대하여적절한지침을제공

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또한 운동강도, 음주,

성생활등의생활습관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

해야하며, 임신기간중특히위해가될수있는

작업에대해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4) 캐나다

(1) 국가 산전관리및임산부건강교육지침개발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Guideline

Advisory Committee에서는 산전관리 내용을

‘선별검사’, ‘상담및교육’, ‘예방’등세영역

10) 임신 12주이내, 임신 16주, 임신 18~20주, 임신 25주, 임신 28주, 임신 31주, 임신 34주, 임신 36주, 임신 38주, 임신40주.



으로 구분하여 임신 각 시기별로 필요한 서비

스내용을각각제시, 포괄적·통합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하고있다. 임신중필요한상담및

교육횟수는 8회11)이며, 특별히임신전 1회교

육을 권장하고 있어 상담 및 교육횟수는 총 9

회이다.

(2) Healthy Pregnancy Strategy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산하「공중

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모

성·영아건강분과(Maternal and Infant Health

Section)’에서는 2005년부터「보건부」와 함께

건강한임신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들에대

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6개 프로그램으

로구성된‘건강한임신전략(Healthy Pregnancy

Strategy)’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이 6개프로그램은‘엽산인식캠페인(Folic

Acid Awareness Campaign)’, ‘건강한임신사회

마케팅 캠페인(Healthy Pregnancy Social

marketing Campaign)’, ‘태아알콜스펙트럼장애

사회마케팅 캠페인(National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Social Marketing Campaign)’,

‘전국 태아알콜스펙트럼장애 이니셔티브

(National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Initiative)’, ‘산욕기 부모 지지 프로그램

(Postpartum Parent Support Program)’, ‘영아돌

연사증후위험 감소 (Reducing the Risk of

Sudden Death Syndrome)’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있다. 

(3) Family-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 National Guidelines

캐나다 정부는 모성과 신생아에게 가족중심

의안전하고숙련되며개인맞춤화된건강관리

를제공하기위해서는복잡하고역동적이며다

양한접근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가족중

심의모성및신생아서비스를제공하려면여성

에게적절한서비스이어야하고, 임신및출산은

정상적인건강한삶의이벤트로받아들여질수

있도록하며, 가족의지지와참여또한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00년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인

‘가족중심 모성·신생아관리 국가지침(Family

-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

National Guidelines)’을개발, 보급하였다. 이지

침은 캐나다‘의사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 ‘간호협회(Canadian Nurses

Association)’, ‘지역주산기의료연맹(Canadian

Coalition for Regionalized Perinatal Care)’, ‘발달

장애예방연맹(Canadian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등총

17개보건의료단체와협회전문가70 여명의의

견을수렴하고소비자의의견을반영하여개발

되었으며, 산전·산후건강관리를제공하는의

료진과일반가족에게대대적으로배포되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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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부건강교육사업의
공공화목적및추진방향

1) 임산부건강교육사업의공공화목적

최근우리나라는임산부건강검진과출산에

따른 공적 지원에 힘입어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서비스 비용부담은 완화되었지만 임산부

건강교육서비스를 놓고 벌이는 민간기관들의

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운영및홍보는관리

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임산부들

은임신·출산및육아에대한지식및기술이

부족한상태이어서이들프로그램의필요성및

전문성 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수준

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생식건

강에대한알권리는충족되지못한채, 다양한

프로그램에대한정보부재로임산부당사자들

은 혼란을 겪고 있다.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전

예방적서비스가오히려임신·출산비용부담

을증가시키고있어, 올바른사전예방과자가

관리를 통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불필요한

서비스수요감소를통해이들의삶의질을향

상시키기고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필요가있

다. 초저출산시대를맞이하여출산지원및영

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해건강한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보급하고 체계적인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건강교육서

비스와정보를비용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는

기반구축이임산부건강교육서비스를공공화

하려는주된목적이다.

둘째, 현재민간시장에서유료로운영되고있

는다양한프로그램들을보건의학적근거에입

각하여표준화시켜질적서비스를임산부의소

극적구매에서능동적, 보편적서비스로제공하

여교육확산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이다. <표

1>에서살펴본바와같이임신, 출산, 산욕기의

건강교육에대한수요자의욕구가높으므로비

용부담으로인해서비스이용에제한을초래하

지않도록경제적·지리적접근성을제고할필

요가있기때문이다. 

셋째, 고위험요인의조기발견및의뢰이다. 고

위험임신에는고령임신및자연유산, 만성질환

또는유전질환병력, 흡연및약물남용등이해당

된다. 최근만혼화로인해평균출산연령이30세

를초과하고있고사회위해요인의노출증가로

불임초래등다양한위험요인들이드러나고있

다. 이에따라스스로사전이상상태를발견하도

록위험의심요인에대한지식을제공하고, 유전

적질환등의학적상담이필요한경우지역사회

자원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위험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다.

2) 임산부건강교육사업의공공화추진방향

임산부건강교육사업의공공화를위한추진

방향은첫째, 수요자중심의효율적건강교육서

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표1>에서제시한바

와같이임신, 출산, 산욕기의건강교육에대한

수요자의욕구를반영하여욕구가높은서비스

중심으로 건강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산전·산

후교육의핵심요소는임신및출산이생리적인

현상이라는점을인식시키면서임신중이나출

산이후임산부의건강을유지시키기위한자가

관리(self-care)를증진시키고태아의안녕을유



지·증진시키며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기술을발전시키도록한다. 

둘째, 민간시장의현장성에기초하여공공성

과 시장성을 조화롭게 하여 양적 확충과 질적

표준을 도모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서비스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인증제

방안을모색한다. 현재민간시장에서운영되고

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보건의학적근거에입

각하여국제기준에따라평가하는작업이필요

하다.

셋째, 표준화된프로그램은임산부와그배우

자가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개발한다. 교육에

의해 준비된 출산은 부부에게 자존감(self-

esteem)을높여주고, 출산시남편의참여는부

부관계를강화시켜주며출산에대해긍정적인

태도를가지게한다13). 남편의참석은임산부의

불안감소로 정서적 지지가 고양되고 분만진통

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게된다고보고된바

있다14).

넷째, 산전관리의공공성제고차원에서모든

임부에게제공되는임산부건강검진결과와연

계한다. 2007년부터 모든 임부에게 실시되고

있는임산부검진은출산결과를더욱양호하게

하기위한것일뿐아니라, 출산후산모및신생

아의건강상태를사전에예측하여적절한의료

서비스와건강행위들을실천할수있도록하기

위한것이다. 현재임산부및영유아검진은의

무화되어 있지만 검사결과개인별로 필요한 교

육이연계되지않을경우, 이 시기의건강문제

로인해임산부나출생아에게일생에걸친후유

증및장애를남길수있으므로동사업을통해

의심되는 이상증상이나 건강문제를 모자보건

수첩에 기록하여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검진의

료기관에알려조기대처하고, 반대로검진결과

필요한상담이나교육정보를제공받아동사업

과연계, 실시한다. 

다섯째, 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장친화적

(market-type) 제도로서접근한다. 바우처는기

존의정부독점식서비스전달체계를대체할만

한시장친화적제도로서최근관심이증대되고

있다. 현재지정기관에임신을등록한임산부에

게는 바우처(고운맘 카드)가 이미 공급되고 있

기 때문에 건강교육에 따른 비용은 동 카드를

활용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즉,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는30만원의고

운맘카드를발급받아분만예정일로부터60일

까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출할수있다. 따라서현산전검진및출산은

공공성이강화되어경제적부담이적으므로건

강교육에따른비용을동바우처에서부담하도

록한다.

여섯째, 임산부건강교육사업주체는보건소

역량, 지역사회자원에따라공공과민간이병

행하거나민간위탁(contracting out) 방식을고려

한다. 임산부가상대적으로많은대도시및시

지역의경우, 보건소와민간기관이병행운영하

는방안이효율적이며, 군지역은임산부가적어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보건소에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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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ronenwett, L. R. & Newmark, L. L., Father Responses to Childbirth. Nursing Research, 23, pp210~217, 1974.

14) Goodman, R. Psychological Support in Labor, In Obstetrical yearbook, Chicago Hospital Topics, 1(3),

pp35~37,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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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박람회를통한친서민건강증진정책의발전방향 (5)

인력을 양성하거나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

직하다. 

3) 임산부 건강교육사업의 공공화를 위한 주

요추진과제

위험요인으로부터의사전예방및조기발견

을위한임산부건강교육은건강한출발(health

start in life) 확립과인적자질을향상시키는외

부경제효과가매우큰건강증진사업이다. 따라

서단지저출산극복을위하거나출산지원목적

이아니라미래사회의원동력이될차세대인적

자원을개발한다는점에서개인차원이아닌국

가차원에서추진하여야될사업이다.

(1) 임산부 건강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및 인력

개발양성

공공화된산전·산후건강교육내용은보건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부합되어야 하므로‘전

문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영국과캐나다정부차원에서개발한산

전관리및임산부건강교육내용은참고할만한

가치가 크다. 한편, 개발과정에서 Family-

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에 대한

캐나다국가지침의경우, 17개보건의료단체와

협회전문가70 여명이참여하고소비자의의견

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매우크다. 따라서 임산부건강교육을위

한표준산전·산후교육내용은수요자의요구

와전문가의필요서비스를중심으로앞서제시

한프로그램운영목적을반영하여필수와선택

으로구분하되, 특별히우리나라민간시장이활

성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 사업운영자

를참여시키도록한다. 

공공화된산전·산후건강교육내용이규명

되면교육과정에적합한전문인력이양성될수

있도록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단위에서공공및민간전문가

가협력하여인력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국제라마즈협

회’는출산준비표준을개발하여출산준비교육

자, 듀라(doula:임산부를 돕는 출산경험 여성)

등을양성하고있다. 또한미국전지역에서산

전교육을받을수있는기관과개인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인증된 서비스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있다. 기관인증의경우보통3년간

이며, 개인인증은동협회에서교육을받고교

육자자격증을 획득한 자로서 적어도 3년 간격

으로재교육을받아야한다. 

(2) 부부가참여하는임산부건강교육프로그램

현시대의임산부들은가족계획세대와핵가

족화시대에출생한세대이어서임신·출산및

자녀양육과관련된지식과기술이부족하다. 더

욱이이들은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로대부

분자녀양육을부담으로인식하여출산을기피

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임신, 출산, 산욕기의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정상분

만율을 제고시키고 모성과 신생아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산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도모하여임산부및그가족이건강



한생활을유지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이

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임

신전부터부부또는임산부배우자를대상으로

한건강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임신및출산

과출생아의탄생에대한만족과기쁨을증진시

킬수있는사회적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산부들은 배우자를

대상으로한육아교육의필요성을높게인식하

고있음이이를반영하고있다.

한편매년지역내결혼이민자가증가하고있

는데이들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언어와환경

적응이어려운상태에서임신또는출산하게되

므로가족의사회통합을위해반드시부부가참

여할수있도록특별관리하여임신전부터적극

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3) 미혼 임산부 및 미혼부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및운영

지역사회에서는임산부를대상으로한다양

한프로그램들이보건소를비롯한병·의원, 민

간시설등에서운영되고있다. 일본, 미국및캐

나다 등의 국가는 산전·산후 교육프로그램을

공공화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건강

교육내용을표준화하여의료인들로하여금건

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사회적 인

식제고를위해대중을대상으로보급하고있다.

건강교육서비스 대상은 기혼부부 뿐만 아니라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

개발, 운영하여원치않는임신의위험을감소시

키고 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

복지를통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연간 45만 여명이 출생하고 있지만 출생전

연간 14만건15)으로추정되는미혼여성의인공

임신중절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는 반드시 고려하여할 사안이다. 미혼 남녀를

포함한임산부건강교육프로그램의공공성확

보는 출산장려 못지않게 가임기여성의 건강증

진과출생아건강잠재력확보에중요한수단이

자방안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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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해중 외,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수립, 고려대학교의과대학,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