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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  목적  등학  스포츠강사  전 가주  직 진, 직 도  조적 계  규 하는 것

다.  하여 전 가주  독립변수로, 직 진  매개변수로 정하고, 직 도  종 변수로 각각  하

다. 료수집  편 본  용하여 등학  스포츠강사  상 로 수집하 ,  253  료가 연

에 활용 었다. 료처리는 IBM SPSS Ver. 20.0과 AMOS 18.0  용하여 빈도 , 신뢰도 , 상 , 확 적 

, 그리고 조 정식 형  하 다. 형  적합도  확 한 후 개별 가 들  검 하여 다 과 같  

결과  도 하 다. 첫째, 전 가주 는 직 진에 적  향  미쳤다. 째, 직 진  직 도에 정적  향

 미쳤다. 째, 전 가주 는 직 도에 통계적 로 향  미치지 않았다.

주제어 : 등학 , 스포츠강사, 전 가주 , 직 진, 직 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ism of sport 

instructor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was professionalism of sport instructors, 

mediating variable was job burnout. Finally, dependent variable was turnover inten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3 sport instructors of elementary school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is study used IBM 

SPSS Ver. 20.0 and AMOS 18.0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fter confirming the test of goodness of fit of a model, individual 

hypotheses was verif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burnout. Second, Job burnou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Third, Professionalism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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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국가사회를 발 시키는 근원에는 등교육이 자리하

고 있으며, 그 주체로서 등교사는 등학생들을 교육

목 에 맞게 양성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특히, 등교

사는체육활동을 통하여 등학생들의 꿈과 끼를키우고,

체․덕․지를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과 함께 인 성

장을 한 체육수업의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건 한 스포츠문화 조성 등 등체육의활성화라는 시

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1].

이처럼 등체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는 국가사회의

요한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체육은 복

잡하고 다양한 난제와 안을 안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교사의 편 화 문제, 체육과 교수학습의 문성 결여

[2,3,4,5], 체육교육에 한 교수 심사 부족 상[6] 등으

로 인하여 등교육에서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등한시되고 소홀히 지도되었다[7].

이 같은 등체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제를

도입하 다[1]. 스포츠강사는「 ․ 등 교육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정규체육수업 보조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체육 문강사를의미한다. 즉, 스포츠강사는 체

육수업 력지도, 학생안 지도, 체육시설 리, 학생건강

체력평가제업무지원, 체육 련 행사지원, 그리고 학교스

포츠클럽 지도 등 문 인 본연의 업무를 통해 등체

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등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평생체육에 한 올바른 운

동습 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의 근거와 근무활동에 한 범 를

제도 인 법령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과 복지

라는 측면에서 풀어야할 숙제를 여 히 가지고 있다. 특

히, 불확실한 단기 계약직 신분 때문에 스포츠강사로서

의 직업 인 사명감과 교과 문성이 확립되지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등교육은 모든 교과교육

의 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육교과 역시 스포츠강

사의 문성이라는 측면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강사의 문성에 한 재정립이 두

되는 가운데 등학교의 효율 인 체육교육을 해서 그

무엇보다도 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스포츠강사의 문

가주의에 한 심과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가주의(professionalism)는 한 집단의 구

성원들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사회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사용하는 가치, 기술, 기능, 지식 신념체계이다.

따라서 문직은 장기간의 추상 이고 이론 인 지식체

계의 교육과 훈련, 경험에 의하여 공공에 한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문직의 특성들을 질 으

로나 양 으로 내재화할 때 그만큼 문직으로서의 지

를 갖추게 된다[8].

Kil[8]에 의하면 문가주의는 개인이 문직에 몰입

되어지는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개인에 따라 문직

에 동일시되는 정도와 가치부여 수 은 각각 다르다고

하 다. 즉, 문직은 문 인 자격과 교육을 필요로 하

는 직업을 지칭하는 반면, 문가주의는 자신의 직업에

몰입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태도 지향 이고 행동 지향

인 개념이다. 그러나 지 까지 문가주의와 련된 국

내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산업경 분야[8,9]

와 사회체육 분야[10,11,12]에서 문가주의에 한 연구

가 매우 소극 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스트 스의 연장선에서 발 된 개념인 직무소진

(job burnout)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무소

진은 직업에 한의미와목 으로부터 간극이 발생하며,

장기 이고 인 스트 스의 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성 반응인 정서 탈진이다[13]. 직무소진과 이직의

도의 계를 연구한 Ku[14]는 직무소진의 행동 특징을

무단결근, 불평불만, 잦은 질병, 우울증, 술이나 약에 의

존 등으로 보고하 으며, 특히 Kim과 Baek[15], Yoon과

Yoon[16]의 연구에서 직무소진의 하 요인인 성취감

하와 감정고갈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소진이 이직의도를 가

시키는 인과 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한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기존의 직무를 이탈하고자하는 심리상태

를 의미한다[17]. Barak, Nissly와 Levin[18]은 이직의도

를 가장잘 측할수 있는요인으로 조직헌신, 조직몰입,

직무소진, 직무만족을 제시하 고, Park[19]은 련된 분

장업무, 상사의 지지, 임 , 신분안정이 이직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특히, 이직의도는 직무수

행에서 자신의 직무에 해 표출하는 감정 인 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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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일종의 정서 인 반응[21]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문가주의와도 계가 있을 것이다. 국내연구에서 이직

의도와 련된 표 인 변수로는 은 나이, 짧은 경력,

낮은 학력, 낮은 여[22], 직무소진[2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Choi[24]는 자신의 문 인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체 직무만족이 높아서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직의도를 련 변인으로 하여

인 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로 호텔리어나

의료분야[25,26,27,28,29,30]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정보

산업[31]과 연구개발[9] 분야는 련 문가를 상으로

문가주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한 체육 련 분야도 여가스포츠지도자를 상으

로 문가주의와 이직의도에 한 연구[10,12]가 진행되

었지만, 등체육 분야의 문가주의와 이직의도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는 어떠한 형태이든

지 간에 직간 으로 련될 가능성이있다고 추론되며,

등교원으로서 스포츠강사는 등교사와는 다른

에서 등체육에 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

도의 구조 계를 규명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강사의 교직생활에 한 정착 방안과 착근

방법을 모색하여, 교직생활의 만족도를 극 화한다면

등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연 목적

이 연구는 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직무

소진, 이직의도의 구조 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를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 매개변수, 이직의

도를 종속변수로 구성된 구조모형을 분석하 다.

1.3 론적 계  연 가

1.3.1 전 가주  직 진과  계

문가주의(professionalism)는 자신의 분야에 문직

으로 몰입되어지는 상태[32]이며, 스포츠강사에게도

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등체육의 근래 동

향은 체육과 교수학습방법의 문성을 역설하면서 스포

츠강사에게 체육교육에 한 높은 수 의 문 인 내용

지식과 방법지식 등을 요구하고 있기에, 스포츠강사의

문성은 과거에 비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가주의와직무소진의 계에 하여Lee[33]는

유아교사의 직무소진 요인을 행정 지원 부족, 과도하

고 과 한 업무, 동료교사와의 갈등, 자신의 역할에 한

정체성 부재에서 원인을 찾기도했다. Jang[34]은 문

인 역량과 직무소진에 한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아탄

력성, 자아정도, 완벽주의가 직무소진과인과 계가 있다

고 보고하 다. 한 Kim[35], Han, Kim과 Yoon[36]은

문가주의와 직무소진과의 계에서 유의한 역상

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문직 을 높임으로써 직무소진

을 감소시키는 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강사에 한 연구

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지만 스포츠강사의 문가주

의는 직무소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 있는 향을 미

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 근거와

추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는 직무소

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3.2 직 진과 직 도  계

직무소진(job burnout)은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직무에 부 인 향을 미쳐 이직의도를 높인다[37].

Baek[38]에 의하면 직무소진은 만성 스트 스로 인한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높은 수

의 직무소진을 경험한 교사는 높은 이직의도를 래한

다고 보고하 다. 직무소진의 하 변인인 성취감 결여,

동료 계 문제, 정서 상실감과 이직의도의 계에서

Koeske[39]는 개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

으며, 정서 으로 상실한 사람은 쉽게 비인격화되므로

정서 상실감은 비인격화에 정 인 계를 맺고, 정서

으로 상실한 사람은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 이직을

할 것이라고 하 다. 이것은 모종의 행 로 항을 들어

내기 때문에 동료와 환경으로부터 많은 스트 스와 압력

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직 인 이직을 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연유로볼때, 재 스포츠강사는 계약직신분

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 과도한 업무, 과 한 수업 등 삼

고의 많은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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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환경의 악화와 침체로 인해 스포츠강사는높은 수

의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앞으로

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무소진을 경

험하는 스포츠강사가 많아질수록 이직의도와 이직률도

높아질 것이며, 이런 상은 등교육의 질과 한

계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론 근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직무소진은 이직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3.3 전 가주  직 도  계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이직(turnover)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직은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한 상태이다. 이직의도는 재의 직장을 떠나거

나 직업을 바꾸려는 생각 는 계획을 의미한다

[40,41,42]. 이 연구는 문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직 과 이직의도에 한 선행연구[43]를 통해 문가

주의와 이직의도와의 계를 유추하여 가설을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 다. 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의 계를

살펴보면 Zhang[44]은 호텔리어가 자신의 분야에 한

지식의 다양성, 직무의 요성, 직무의 자율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고, Urmanov,

Shin과 Kim[31]은 정보기술 문가(IT professional)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IT 문가들은 업무에 민감하게

처하고, 많은 에 지와 지 집 력이 필요하기 때문

에 높은 이직의도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 한 Kim[45]

에 의하면 문가의 지식다양성, 업무경험성, 과업정체성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부

인 피드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하면 스포츠강사의 이직의도 증

가는 등학교에서 새로운 채용에 따른직간 인 기회비

용(opportunity cost)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등

체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문성 있는스포츠강사의 안정

인 확보와 지속 인 리가 요한 이슈로 두된다.

이를 해 등학교는 스포츠강사를 등교에서가치 있

고 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단된다. 이와

같은 이론 근거와 유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3: 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는 이직의

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인 간의 이론 계를 확인하여 연구모

형을 [Fig. 1]과 같이 제시한다.

professionalism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H1 H2

H3

2. 연

2.1 연 상

이 연구는 충남, , 세종, 충북에서 재직 인 등

학교 스포츠강사 253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상

자의 성별에 따른 빈도는 남성 181명(71.5%), 여성 69명

(27.3%), 결측 3명(1.2%)이고, 연령은 20 124명(49.0%),

30 85명(33.6%), 40 이상 36명(14.25%), 결측 8명

(3.2%)이었다. 경력별로는 1년 미만 98명(38.7%), 1년 이

상 146명(57.7%), 결측 9명(3.6%)으로 나타났다.

2.2 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의 표

집방법을 이용하여 300부를 표집 하 으며, 연구에

하지 못한 자료 47부를 제외한 253부를 최종자료로 이용

하 다. 설문지는 설문조사에 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

3명이 2015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등학교 스

포츠강사 연수교육의 장소 한 곳인 희망교육 학 교

(가칭)를 방문하여, 조사 상자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

고 조․동의 후 배부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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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도

이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된 구조 계를 규명하

기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 다. 각 설문지의 구성된 요

인에 한 항목은 ‘매우 그 다’를 5 에서 ‘ 그 지

않다’를 1 으로 Likert 5단계 척도로 측정하 으며, 구체

인 변인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전 가주

이 연구는 Hall[32]의 문가주의를 정의로 채택하

으며, 문가주의는 Snizek[46]의 측정척도를 기 로 하

여 Kil[8]과 Shim[10]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목 에 맞

게 하 요인을 스포츠강사의 사회 의무감, 문가 자

율성, 문성 몰입수 등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사회 의무감은 스포츠강사 자신의 문분야로서

등교육을 해 헌신하고, 학교구성원의 신뢰성 에 존

립할 수 있는 신념을 의미하며,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문가 자율성은 스포츠강사 자신의 분야에서 요구

되는 문 지식과 기능의 문성은 타 문가가 아닌

자신을 포함한 집단에서만이 자신의 행동과업무의 수행

차 성과를 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며, 4개 문

항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문성 몰입수 은 스포츠강

사가 자신의 문성 계발과 용을 해 몰입한 수 을

뜻하며 3개 문항으로,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는 총 10

문항이다.

2.3.2 직 진

매개변수인 이 연구의 직무소진에 한 조사도구는

Maslach, Jackson과 Leiter[47]가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의 설문지를 기 로 하여, Park[48]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목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 다. 이 조사도구는 인 서비스 문직에 을

맞춘 MBI를 일반 문직에도 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

어 그 동안의 연구[49,50]에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

증 받아 다양한 직업에도 용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직무소진에 한 하 요인은 정서 상

실감 4문항, 성취감 결여 4문항, 동료 계 문제 5문항으

로 총 13문항이다.

2.3.3 직 도

이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채택하고 있는 이직의도는

스포츠강사가 다른 직종으로 업하려는 의도인 직업 이

직의도를 의미한다. 이직의도의 측정도구는 Singh,

Golsby와 Rhoads[51]의설문지를 기 로, 등교원 상

으로 Ko[52], Baek[53]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구체 인 설문

내용은 ‘이직여부를 고민한 이 있는가?’, ‘이직할 의사

가 있다면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내용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심으로 작

성된 안 설문지는 두 차례의 비검사를 통하여 타당

도를 검증하 다.

첫 번째 비검사의 목 은 설문내용의 합성과

용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이 연구와 련된 분야의

문 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문가 세 명을 심으

로 문가 집단을 구성한 다음, 본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 그 개념을 설명한 후의미가통하지않거나이

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 혹은 내용을 지 하

도록 요구하 고, 특히 문항 구성이 해당개념을 잘 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항들이 특정 내용의 독특한 의미

를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를 질문하 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하여 지 된 사항은 두 번째 비검사 설문지에

반 하 다.

두 번째 비검사는 희망교육 학교(가칭)에서 2015

년도 등학교 스포츠강사연수교육 인스포츠강사 30

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두 번째 비검

사의 목 은 첫 번째 비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

의 문항 난이도 용 가능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설문

지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차를 통하여 본 조사의 설문지로 사용하 다.

2.4 료    절차

자료의 분석을 한통계 로그램은 IBM SPSS Ver.

20.0과 Amos 18.0을 활용하 다. 구체 인 자료처리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조사 상자의 개인 특성을

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조사도구에 한 신뢰

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수 간의 이론 계를 악하

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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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조사도  타당 과 신뢰 , 상 계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로 구

성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한 1차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TLI=.908,

CFI=.919, RMSEA=.055로 나타나 Kim[54]이 제시한

합도 기 (CFI, TLI>.90, RMSEA <.08)으로 단할 경

우 측정모형은 합하다고 단된다. 1차 확인 요인분

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문가주의 3가지

하 차원과 직무소진의 3가지 하 차원에 하여항목합

산(item parceling)을 이용한 2차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TLI=.945, CFI=.945, RMSEA=.072로 나타나

앞서 제시한 합도 기 을 충족하 다.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분석한 결과, 각

변인에 한측정항목의표 화된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이상

이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t>1.965),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와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계산한 결과, 모든 값은 일반 기 (개념신뢰도 .70

이상, AVE .50 이상)을충족시켜 집 타당성을갖는다고

할 수 있다[55].

별타당성과 련하여 Fornell과 Larcker[56]는 어느

두 변인을 상으로 각 변인에 한 AVE 값이 두 변인

의 상 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면 두 변인 간에는 별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있다고 제안하 다.

<Table 2>는 3개의 변인 간의 상 계 값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내는 변인은직무소진과 이직

의도인데, 이들의 상 계 계수는 .511로 이에 한 제

곱값(.261)이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의 AVE 값에 미치지

못함으로 앞서제시한 별타당성 조건을충족하고 있다.

1∼2차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각 개념별 측

정변수에 해서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문가주의의 신뢰도 계수 .830, 직무소진의 신뢰도

계수 .851, 이직의도의 신뢰도 계수 .909로 나타나

Nunnally와 Bernstein[57]이 제시한 일반 인 기 인 .7

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변수들이 내 일 성을 가진다고

단된다.

3.2 연 가  검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먼 , 구조모형의 합도 TLI는 .945(≥.90),

CFI는 .956(≥.90), RMSEA는 .072(.08이하)로 나타나, 앞

서 확인 요인분석에서 용한 Kim[54]의 제시 기 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조모형의 합도가 양호한 것

으로 단하 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Fig. 2]는 경로

분석의 결과이다.

4. 논

4.1 전 가주  직 진  계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부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스포

츠강사의 문가주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수 이 낮

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11,12]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특히 Han, Kim과 Yun[36]에의하면 직무소진은 문

직 과 역상 계로 문가주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

이 낮아진다고 보고하 으며, An[58]은 문가주의가 높

을수록 직무소진의 경험정도는 감소하고, 련 분야의

문직업 정체성의 요도와 함께 이에 따른 직무소진

의 방 책과 감소 방안의 필요성을 실증 으로 제시

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자신의 분야에 문직 으로 강하게 몰입된

스포츠강사일수록 문가주의인 사회 의무감, 문가

자율성, 문성 몰입수 이 향상되어 정 인 교직생활

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인해 등교육에로의 공헌과

심을 기울이게 되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와 헌신이

발 되어 양질의 체육교육으로 보답하기 한 노력이 나

타날 것이다. 한 스포츠강사의 등체육에 한 문

기술과 지식의 문성은 해당 업무와 과제를 효과

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등교사보다 외 으로 등

체육에 한 문지식이나기능수 은 높을수는 있으나,

등교육을 이해하여 등학생들의 수 에 높이를 맞

추는 내 인 것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59]. 그러므로

스포츠강사는 등체육의 발 인 문가주의와 더불

어 등교육의 본질 인 것에 보다 많은 연구와 연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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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The fir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n St.

estimat

e

St.

estimat

e

measur

e error
t-value C.R. AVE

Cronba

ch’s α 

Un St.

estimat

e

St.

estimat

e

measur

e error
t-value C.R. AVE

Cronba

ch’s α 

문

가

주

의

의

무

감

나는 등체육의 발 에 공헌함 1 .600 .350 -

.759 .513 .646 1 .894 .066 -

.939 .839 .830

나는 스포츠강사의 책무를 다함 1.109 .577 .484 7.941

나의 개념과 인식의 변화가 필

요함

.971 .661 .239 8.812

나는 등체육 발 에 요한

역할을 함*

자

율

성

나의 자율성 필요함 1 .671 .352 -

.844 .575 .759 .833 .746 .146 12.439

나의 자율성 보장이 요함 .869 .604 .379 8.270

나는 리자의 감독 없어도 충

실함

.836 .694 .217 9.297

나는 자유롭게 수업결정이 요

함

.982 .670 .341 9.033

나는 체육수업의 주체임*

몰

입

수

나는 학회활동에 하여 심과

노력함

1 .638 .411 -

.775 .540 .678 .987 .780 .166 12.958
나는 핵심 인 역할임 1.192 .779 .259 9.174

모범 동료들은 고무할 만한

일임

.774 .530 .432 6.986

나는 등체육에 열정을 가짐*

직

무

소

진

정상

서실

감

운동수 낮은 학생에게 스트

스 받음

1 .389 .038 -

.937 .789 .790 1 .809 .164 -

.923 .801 .851

온종일 학생과의 생활이 피곤함 1.367 .446 .047 8.873

교직생활이 정서를 메마르게 함 1.305 .366 .040 9.031

체육수업 학생의 일에 심

없음

1.374 .367 .041 9.177

성

취

감

결

여

교직생활에 한 허탈감 1 .659 .485 -

.799 .501 .774 1.003 .792 .186 12.798

업무로 심신이 지침 .956 .611 .570 8.414

수업과 업무로 기진맥진 함 1.022 .639 .564 8.737

담당업무로 인한 좌 감을 느낌 1.046 .801 .228 10.436

스포츠강사라는 직업에 회의감

있음 *
동

료

계

문

제

리자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

각함

1 .672 .477 -

.898 .641 .855 .990 .828 .140 13.246

동료교사가 나의 업무능력 없다

고 여김

1.052 .812 .225 11.243

나의 문제로 동료교사와 의견

충돌함

.977 .732 .325 10.303

동료교사에게 지지 거의 받지

못함

1.077 .852 .172 11.673

동료교사와 갈등 수 이 높은

편임
.864 .663 .374 9.448

이

직

의

도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일 하고

싶음

1 .710 .464 -

.902 .571 .909

1 .708 .467 -

.902 .570 .909

이직을 생각하나 실행치 못하고

있음

1.238 .778 .471 11.873 1.242 .779 .470 11.840

새로운 직장 취업정보 획득에

극 임

.986 .614 .760 9.379 .990 .614 .759 9.366

지 일을 그만둘까라는 고민

자주함

1.243 .812 .378 12.378 1.243 .809 .383 12.292

스포츠강사라는 직업을 재 선택

안함

1.177 .802 .363 12.231 1.178 .800 .366 12.164

진지하게 그만 둘 생각을 함 1.394 .907 .198 13.747 1.402 .909 .193 13.714

주 사람에게 이직을 물어 1.162 .747 .505 11.404 1.167 .748 .503 11.383

The first CFA: x 2=675.830, df=384, p=.000, TLI=.908, CFI=.919, RMSEA=.055

The second CFA: x2=143.488, df=62, p=.000, TLI=.945, CFI=.956, RMSEA=.072

*The removed question by hindering convergent validity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professionalism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professionalism 1

job burnout -.426*** 1

turnover

intention
-.208

***
.511

***
1

***p<.001

<Table 3>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Hypot
hesis

path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

t-value results

H1 professionalism→job burnout -.462 .079 -5.840*** supported

H2 job burnout→turnover intention .634 .102 6.221*** supported

H3 professionalism→turnover intention .016 .095 .168
not

supporte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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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1

e3

professionalism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p<.001

[Fig. 2] Result of Structural Model Analysis

-.462
*** .634

***

.016

emotional

loss

e4

lack of

fulfillme

nt

e5

peer 

problem

e6

autonomy

responsibility

immersion

turnover 

intention

5

e11

turnover 

intention

4

e10

e9

turnover 

intention

2

e8

turnover 

intention

7

e13

turnover 

intention

6

e12

turnover 

intention

1

e7

turnover 

intention

3

요구된다. 를 들면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구비가

필요하다. 스포츠강사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있어서

등학생들을 상으로 교육 인 향력을 제공하는 교

육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등학생들은사고력과 단력에서 미성숙한 부

분이 많으므로 세심한 지도와 섬세한 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스포츠강사는 항시 모범 이고 올바른언행을 보

임으로써 어린학생들에게 건강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한 올곧은 성품과 온화한 태도를 통해 등학생들의

정서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어야 등 교육

을 한층 더 견고하게 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2 직 진과 직 도  계

스포츠강사의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통계 으로 정

인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 스포츠강사의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정서 상실감, 성취감 결여,

동료 계 문제 등의 하 요인은 의욕상실을일으켜 동료

교사나 등학생들에게 불친 무 심의 상이 나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종국에는 직장

을 그만두려는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h[60]는 체육교과의 문성이 뛰어난 스포츠강사가

체육수업의 보조임무를 수행하고, 명확하지 않은 직업

치 때문에 직무소진이 유발된다고 하 다. Gang, Lee

와 Yoo[61]의 연구에서 스포츠강사제도 실시에 따른 개

선 으로 비정규직으로서 불안 한 미래로 인한 신분보

장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근

할 수 있다. 스포츠강사는 등교육에서 자신의 문성

발휘를 통해 직업 인 성취와 교육 인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임 복지에 있어서 부당함을겪고 있는 실정

이다[62].

특히, 등체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해 극 으로

활동한 스포츠강사는 2008년부터 지 까지 임 동결의

실과 물리 인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회의감 때문에 이

직을 극 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스포츠

강사제도의 보다 명확한 복무규정을 학교 장에 맞게 제

정하고, 신분보장 처우개선에 하여 립과 논쟁의

뺄셈으로 인한 희망고문이 아닌, 소통과 공감을 통한 덧

셈의 스포츠강사제도를 연착륙시켜 그들 스스로 등교

육에 합한 존재임을 지각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펼

쳐야만 국가사회가 염원하는 등체육의 정상화와 내실

화, 그리고활성화를 한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강사 한 등교원으로서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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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융화 인 교직생활이 요구된다. 를 들면 등

학교는 일종의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강사

역시 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순간부터 교원(faculty)의

신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학교의 다양

한 구성원과 끊임없는 상호 계를 정 이고 호혜 으

로 유지해 나아갈 비와 노력도 필요하다.

4.3 전 가주  직 도  계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가 이직의도에 통계 으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문가주의와 이직의도에 인과

계를 주장한 연구[11,12]와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Kim[63]은 문직 과 재직의도에 한 연구에서 문

직 의 하 요인인 신념과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재직의

도가 높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연구와 주장을 통해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

가 이직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치지 않은 이 연구의 결

과에 해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Kim[62]의 연구에서

스포츠강사는 동료인 다른 스포츠강사가 이직하는 것을

보면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극복

하려고 노력하고, 등학생들이나 동료교사 는 리자

에게 듣는 따뜻한 말 한 마디로 인하여 교육 인 보람을

느껴 이직을 극 으로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재의

상황보다 더 나는 근무환경으로 변화되길간 히 바란다

고 보고하 다. 이 같은 까닭은 스포츠강사에 한 사회

인식이나 교육 풍토로 인해아직까지는 문가주의

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결과에 해서 후속연구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이 연구는 ‘ 문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 문

직 ’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

의 계를 유추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 하

으나 연구자의 상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특수 직종인 임상간호사 는 공인회계사를 상으로 연

구된 문직 과이직의도의 계[8,63]와는다른 시선에

서 근해야 할것이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단기

계약직인 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이직의

도는 새로운 과 가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제언

5.1 결론

이 연구는 등학교의 비정규직인 스포츠강사가 지각

하는 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구조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스포츠강사를 상으로 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론 이고

학문 인 시사 과 동시에, 등교육에 장 친화 이고

실증 인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문가주의를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매개

변수로 선정하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각각 구성하

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통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부 인

향을 미치고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가주의는 이직의도에

통계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스포츠강사제도

의 폭 인 인 ․물 지원을 통하여 등교사의 체육

수업에 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등학생들의 체육수업

에 한 흥미 유발을 통하여 등체육의 환경을 변화시

키기 한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이 장에 착근될 수 있

도록 일 이고 연속 인 역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학교의 계약직 표 인 사례로 스포

츠강사를 들 수 있다. 스포츠강사의 단기 계약 이 후 재

임용 여부에 한 불안과 평가 때문에 그들은 등학교

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암묵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강사는 등학교 안 의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회까지도 주도 으로 지도하

고 참가한다. 하지만 지도자는 항시 등교사로 되어있

어, 그와 련된 성과나 보상을받지 못하는 실이다. 이

로 인해 문성 있는 스포츠강사는 회의감과 좌 감을

겪게 되고, 이는 직무소진과 이직의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성 있는 스포츠강사의 재직의도(intention of

retention) 수 을 높이기 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스포

츠강사의 행정 인 신분안정 재정 인 처우개선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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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  한계점과 미래연  한 제언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 을 고려하여 후

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 하면서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직무소

진, 이직의도와의 계를 규명하기 해 선행연구와 이

론을 통하여 련 변인 간의 구조 계를 규명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와 측변수의수와 모형

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와 직무

소진에 하여 1차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합산

(item parceling)을 실시하고, 2차 확인 분석을 통해 타

당성과신뢰성을 확인한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문가주의와 직무소진을 다차원화하여 연구를 진

행한다면 보다 세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러한 한계 을 고려하여 연구하면

스포츠강사의 문가주의에 한 실제 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이직의도는 스포츠강사가 재 등

학교에서 이직할 의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

규직 형태인 스포츠강사에게 ‘다음 학년도 다시 근무할

의도’, 혹은 ‘다음 기회에 다시 근무할 의도’의 근무에

한 지속 여부를 조사한 선행연구를유추하여 스포츠강사

의 문가주의와 근무의도와의 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포츠강사의 개인별 문가주의에 한 수

차이가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한

보완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이 연구와 같이 정량

근뿐만 아니라, 실제 스포츠강사의 일상 인 교직생활

을 찰하는 정성 방법으로 연구가진행된다면 스포츠

강사의 심층 인 교직생활에 한 희노애락을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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