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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이미 개발된 직무분석의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한 연구이다. 초등학교 보건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50문항으로 구성된 직무분석 설문지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이미 개발된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하였다. 총 50문항은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4개의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4개의 요인구조는 설문 기준에 따라 중요도, 수행빈도, 난이도로 분류되었으나, 중요도는 건강증
진에 대한 중요도가 하나의 새로운 항목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델의 적합도는 χ2 검정결과 통계량은 3.664 (df=246, 
p<0.001), RMSEA=0.09, NFI=0.85, CFI=0.88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0.88∼0.96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분석 도구는 측정 도구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보건교사, 업무분석, 타당도, 신뢰도,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job performance tool already developed 
for the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305 health teach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50 item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ool were verifi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at were 
composed of 8 sub-categories and had 4 factors. The importance, frequency, and difficulty of the four 
facto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criteria, but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is 
classified as one new item fact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fit of the model was 3.664 (df = 246, 
p<0.001), RMSEA=0.09, NFI=0.85 and CFI=0.88.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ubscales was Cronbach's α 
of 0.88 to 0.96.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ubscales, Cronbach’s α was 0.88∼0.96. This study shows 
that the analysis tool for primary school health teacher is valid and reliable as a measure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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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융복합 시대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 변화와 더불어 직업

에 대한 직무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인
력이다. 최근 감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보건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1].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5년 국가에서는 국
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건강문
제를 인식하여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접근이 강
화되었다[2]. 또한 2007년 학교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학생들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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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보호와 증진이 강화되어 이에 보건교사의 역할 확대
가 요구되었다[3]. 이에 보건교사의 역할을 학생 신체발달, 
체력증진, 질병치료와 예방, 흡연, 음주,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과 증진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동법은 수정되어 고시를 통해 학교교육과
정 내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였다[4]. 따라서 학교는 학생
들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의사, 학교
약사를 둘 수 있고 또한 모든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학교보건법」시행령에 보
건교사의 업무를 13가지로 규정하였다. 학교보건계획의 수
립에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과 평가, 응급 및 각
종 질병의 의료행위와 보건지도 그리고 보건실 운영뿐 아니
라 건강기록부와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심지어 환경위생에 
대한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다[3].

보건교사에 대한 직무 관련연구들[1,5-7]은 기존에 발표
된 문헌, 지침 그리고 관련된 법규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
서 업무분장표 등에 근거하여 직무영역을 도출하였고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도구를 개발하였다[8,9]. Yi와 
Song[8]의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분석으로 8개
의 책무에 52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Im과 Lee[9]의 연
구에서는 초중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분석으로 13개의 책
무와 95개의 과업이었다. 이 두 연구는 실무를 반영한 직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증진 및 보
건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라는 실무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직무분
석은 조직의 인력관리 절차적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
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전문직 실
무를 설명하는 직무분석방법인 DACUM(Developing A 
CurriculUM)이 있다[8,9]. 이 방법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직업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
으로 전문가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때
에 요구되는 전체 책무와 모든 과업을 도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도구, 장비 및 미래 동향
과 관심을 확인하는 직무분석방법 중 한가지 이다[10]. 
DACUM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많은 실무경험의 경력자에
게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충분히 실무를 
반영할 수 있고. DACUM 방법으로 보건교사의 직무분석을 
수행한 논문을 도구로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타당한 결
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선행연구의 도구를 확대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DACUM 기법으로 초등학교 보건
교사의 직무분석 측정도구를 개발한 선행연구[8]가 다른 도
구에 비해 더 적합하다 판단되어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는 이미 개발된 초등학교 보건교
사의 직무분석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 대한 
평가가 없어 본 연구에서 이를 재평가함으로 향후 초등보건
교사 직무분석 측정 도구의 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Yi와 Song[8]의 연구에서 국내 초등

보건교사에게 DACUM 기법으로 개발한 직무분석 측정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DACUM 직무분석 측정도구
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둘째,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DACUM 직무분석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위해 개발된 직

무분석 도구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보
건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을 하였다. 측정도구 검증을 
위해 필요한 표본크기는 요인분석의 경우 도구문항수의 
5~10배 이상이면 가능하다[11]는 근거에 따라 초등학교 
보건교사 직무분석 측정도구의 50문항의 5배수인 250
명~500명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K병원에서 직무연수에 참여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총427명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응답이 하나라도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305명의 
최종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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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도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측정도구는 Yi와 Song이 개

발한 도구[8]로 원 저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역할에 대해 DACUM를 이용한 직무분석으로 개발한 도구
이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8개의 책무와 그에 해당하는 52
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었다[8]. 과업은 수행빈도, 중요도, 난
이도에 따라 배열되었으며 ‘응급환자관리’의 책무는 9개 과
업, ‘보건교육’의 책무는 7개 과업, 보건실 운영’의 책무는 8
개 과업, ‘학생건강검사’의 책무는 6개 과업, ‘감염병 관리’의 
책무는 6개 과업, 건강상담’의 책무는 6개 과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책무는 5개 과업,‘전문성 계발’의 책무는 
5개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원 도구[8]의 ‘보건교육’은 7개 
과업으로 홈페이지와 교실 및 복도 게시, 보건소식지와 가
정통신문 등을 통한 간접교육을 3개로 구분하였으나 내용
이 복잡하고 중복이라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의 지적이 있
어 서울시 교육청의 보건장학사 1명과 5명의 초등학교 보
건교사의 조언을 받아 수정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한다(간접
교육)’의 1개 항목으로 묶어 원 도구 7개 항목을 5개 항목
으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수행빈도의 경우 ‘매일 수
행한다’ 3점에서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0점으로 하여 측정
점수의 평균은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의 0점을 제외하고 계
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의 수행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요도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3
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측정점수의 평균은 
‘중요하지 않다’의 0점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의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난이도의 경우 ‘매우 어렵다’ 3점에서 ‘어렵지 않다’ 0점으
로 하여 측정점수의 평균은 ‘어렵지 않다’의 0점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의 난
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정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는 수행빈도 0.90, 중요도 0.88, 난이도 
0.96으로 나타났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상급종합병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KBSMC 
2017-03-038-004). 서울시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
로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K상급종합병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한 보건교사 역량강화 프

로그램에 참여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담당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필요성, 절차에 
대해 설명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에게 설문지를 배
부하여 서면 동의서를 거친 후 출구에 설치한 잠금 장치가 
있는 수거함에 설문지를 직접 넣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에게 수집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를 중도에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
다. 설문을 마친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서류가방을 제
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요약은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
분율로 제시하였다.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배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를 이용하여 구성개
념의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
량과 평균분산추출(AVE) 결과를 권장 기준을 비교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고[12], 판별타당도는 AVE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제곱 비교로 검증하였다[13]. 준거타당도는 기존
의 직무분석 도구인 Yi와 Song[8]의 도구를  준거로 해당
도구와의 점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동시타당도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해당 연구도구와 준
거 도구로 직무를 측정하였고,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는 연속변수로 Pearson상관계수를 활용하여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
다.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를 통해 내적 일관성여부를 판
단하였고, 타당도는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평가
하였다. 그 중 수렴타당도는 Pearson correlation을 통하여 검증
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추정된 모델 적합도를 통해 구성타
당도를 평가하였다. 구성타당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절대적합
지수(Absolute Fit Measure),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와 상대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의 기준을 
이용하였는데,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합지수
로는 x²(Chi-square) 통계량, GFI(Goodness-of-fit-index), 
RMR(Root Mean Squared Residul)과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증분적합지수로는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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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Comparative fit Index)의 지수를, 상대적합지수로는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를 계산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구조방정식 계수
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최
대우도법은 변수가 정규분포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표본의 적절성이 만족될 경우 계
수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14].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25.0(IBM Corp, Armonk, NY, USA)와 AMOS 
24.0을 사용했으며, 양측 p value<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Table 1에서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 분포

는 50대 이상이 118명(38.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40대가 116명(38.0%), 30대가 51명(16.7%), 30대 미만이 
20명(6.6%)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257명(84.3%), 미혼
이거나 기타(이혼, 별거, 사별)가 48명(15.8%)이였다. 학력
은 대졸이 205명(67.2%)로 전문대졸 이하 100명(32.8%)보
다 높았으며,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10명
(68.9%)으로 없음 95명(31.1%)보다 높았다.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176명(57.7%)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이 77명(25.2%), 10-20년이 30명(9.8%), 20년 이
상이 22명(7.2%) 순이었다. 반면 교사경력은 20년 이상이 
115명(37.7%)로 가장 높았으며, 5년 미만이 76명(24.9%), 
10-20년이 68명(22.3%), 5-10년이 46명(15.1%)로 나타났
다. 고용형태는 상근직이 240명(78.7%)로 임시직 65명
(21.3%)보다 높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5)
Characteristics n (%)
Female 305 (100)
Age (years)

25-30 20 (6.6)
31-40 51 (16.7)
41-50 116 (38.0)
≥51 118 (38.7)

Marriage status
Married 257 (84.3)
Single / Other 48 (15.8)

Education level
<Diploma 100 (32.8)
≥BSN 205 (67.2)

Religion
Yes 210 (68.9)
No 95 (31.1)

Clinical career or experience (years)
<5 176 (57.7)
5-10 77 (25.2)
10-20 30 (9.8)
≥20 22 (7.2)

Teacher career
<5 76 (24.9)
5-10 46 (15.1)
10-20 68 (22.3)
≥20 115 (37.7)

Teacher appointment
Full-time teacher 240 (78.7)
Temporary teacher 65 (21.3)

BSN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3.2 구조방정식모델 적용을 위한 정규성 검정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구성개념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Kline 등[15]에 의하면, 왜도
(Skewness)는 3, 첨도(Kurtosis)는 10미만인 경우 정규성
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왜도와 첨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규성
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3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신뢰도 계수
각 문항은 중요성, 수행빈도, 난이도에 대하여 각각 7개

의 하위 문항(응급환자, 보건교육, 보건실, 건강검사, 감염
병, 건강상담, 건강증진, 전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
개의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을 도출하
였다. 중요성, 수행빈도는 설문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단일요
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중요도는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도가 
하나의 항목이 새로운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의 분류기준은 고유값(Elgen value)이 1 이상인 경우
를 기준으로 하였고, 추출된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70.4%
로 나타났다. 요인구조에 적합성 파악을 위하여 내적일치도인 
Cranbach's ⍺, KMO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lett 구형성 검정
(Sphericity)을 실시하였다. 전체 Cranbach's ⍺는 0.956 였
고, 각 요인의 일치도는 각각 0.956, 0.902, 0.879로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KMO는 0.901로 매우 높았으며, 구형
성 검정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각 문항의 한 요인과 상관정도를 의미하는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는 건강증진 중요도를 제외하고 모두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과는 낮은 상관을 보
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Table 3에서 
파악되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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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ub-scales                                                    (N=305)
Categories Cod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Frequency of Performance 　 　 　 　 　 　

Emergency treatment X1 1.00 3.00 2.3836 0.39631 -0.277 -0.143
Health education X2 0.20 3.00 1.9266 0.64958 0.134 -0.904
Health office management X3 0.88 3.00 2.3041 0.51980 -0.162 -0.778
Health check-up X4 0.00 3.00 1.6470 0.87159 0.242 -1.055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X5 0.00 3.00 1.9557 0.66498 -0.065 -0.666
Health counseling X6 0.50 3.00 2.1732 0.59154 -0.206 -0.822
Health promotion program X7 0.00 3.00 1.4918 0.92706 0.025 -0.923
Professionalism development X8 0.20 3.00 1.8144 0.72733 0.151 -0.858

Importance 　 　 　 　 　 　
Emergency treatment X1 1.89 3.00 2.7556 0.29027 -1.208 0.679
Health education X2 1.00 3.00 2.4498 0.52076 -0.593 -0.649
Health office management X3 1.00 3.00 2.5598 0.49712 -0.951 -0.063
Health check-up X4 1.00 3.00 2.5082 0.54177 -0.803 -0.492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X5 0.83 3.00 2.5568 0.51393 -0.989 0.159
Health counseling X6 1.00 3.00 2.5131 0.53206 -0.917 -0.007
Health promotion program X7 0.00 3.00 2.1030 0.77001 -0.537 -0.370
Professionalism development X8 0.60 3.00 2.4538 0.55724 -0.740 -0.152

Difficulty Level 　 　 　 　 　 　
Emergency treatment X1 0.00 3.00 1.4689 0.86538 0.060 -1.047
Health education X2 0.00 3.00 1.5344 0.87398 -0.003 -0.906
Health office management X3 0.00 3.00 1.1574 0.89171 0.481 -0.649
Health check-up X4 0.00 3.00 1.3475 0.90310 0.251 -0.851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X5 0.00 3.00 1.5552 0.83877 -0.022 -0.803
Health counseling X6 0.00 3.00 1.4705 0.87539 0.103 -0.934
Health promotion program X7 0.00 3.00 1.7095 0.86781 -0.213 -0.739

Table 3. The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Factor loading Communalities Elgen value
explanatory 
power of 
variance

explanatory 
power of 
dispersion

Cronbach's α

Difficulty Level 6.167 25.695 25.695 0.956
Emergency treatment 0.854 0.736 
Health education 0.897 0.805 
Health office management 0.908 0.846 
Health check-up 0.910 0.839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0.918 0.846 
Health counseling 0.909 0.828 
Health promotion program 0.753 0.585 
Professionalism development 0.836 0.700 　 　 　 　

Frequency of Performance 4.911 20.463 46.159 0.902
Emergency treatment 0.597 0.497 
Health education 0.860 0.783 
Health office management 0.832 0.761 
Health check-up 0.857 0.758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0.830 0.763 
Health counseling 0.611 0.625 
Health promotion program 0.702 0.696 
Professionalism development 0.686 0.595 　 　 　 　

Importance 4.391 18.295 64.454 0.879
Emergency treatment 0.724 0.575 
Health education 0.682 0.569 
Health office management 0.759 0.652 
Health check-up 0.805 0.693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0.751 0.603 
Health counseling 0.729 0.741 
Professionalism development 0.653 0.647 　 　 　

Importance of program operation 1.34 5.581 70.035 -
Health promotion program 0.555 0.664 　 　 　 　

Cronbach's α = 0.956,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90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5666.64 (df=27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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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측된 연구모형의 신뢰도 및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신뢰도는 각 잠재변수를 구
성하는 관측변수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t-value)를 통해 확인하였고,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상관관계분석을 통
해 판단하였다. AVE는 0.5 이상이면 적절하다[17]고 판단하
는데, Table 4에서 모두 0.5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서 타당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관관계분석 결
과, 모든 요인이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행빈도와 난
이도, 중요도, 건강증진 중요도는 Table 5에서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또한 Table 6에서 각 요인의 AVE 값에 비하여 
하위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합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변인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12].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성된 각 잠재변수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4에서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SC), 비표준화계수(Unstandardized coefficient, UC), 표
준오차(Standard error, SE), C.R.(Critical Ratio: 
t-value), p-value, 다중제곱상관(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평균분산추출을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축된 모형에서 모든 관측변수와 잠재변
수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0.05).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추정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Table 4.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C UC S.E. C.R. p SMC CR AVE

Importance

→ X1 0.596 0.698 0.092 7.592 <0.001 0.355 0.917 0.634
→ X2 0.675 1.417 0.174 8.147 <0.001 0.456
→ X3 0.783 1.569 0.179 8.767 <0.001 0.613
→ X4 0.825 1.803 0.201 8.961 <0.001 0.681
→ X5 0.736 1.525 0.179 8.519 <0.001 0.542
→ X6 0.606 1.184 0.129 9.178 <0.001 0.367
→ X8 0.484 1 0.234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 X7 0.134 1 0.018 1.000 1.000

Difficulty Level

→ X1 0.833 1 0.694 0.989 0.922
→ X2 0.883 1.071 0.053 20.030 <0.001 0.780
→ X3 0.917 1.134 0.053 21.432 <0.001 0.841
→ X4 0.916 1.147 0.054 21.379 <0.001 0.839
→ X5 0.913 1.063 0.05 21.270 <0.001 0.834
→ X6 0.886 1.077 0.053 20.173 <0.001 0.785
→ X7 0.690 0.831 0.06 13.759 <0.001 0.476
→ X8 0.794 0.914 0.054 16.838 <0.001 0.630

Frequency of
Performance

→ X1 0.525 1 0.276 0.908 0.576
→ X2 0.847 2.61 0.271 9.614 <0.001 0.717
→ X3 0.846 2.086 0.217 9.608 <0.001 0.716
→ X4 0.853 3.526 0.366 9.644 <0.001 0.728
→ X5 0.843 2.66 0.277 9.593 <0.001 0.711
→ X6 0.615 1.742 0.215 8.100 <0.001 0.378
→ X7 0.671 2.972 0.349 8.523 <0.001 0.450
→ X8 0.665 2.313 0.273 8.481 <0.001 0.442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Frequency of Performance Difficulty Level Importanc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Frequency of Performance 1 　
Difficulty Level 0.733** 1 　
Importance 0.589** 0.053 1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0.433** 0.018 0.6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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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 and squared correlation on the CFA 
results

Frequency 
of 

Performance

Difficulty 
Level Importanc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Frequency 
of 
Performance

0.576 　

Difficulty 
Level 0.537 0.922 　

Importance 0.347 0.003 0.634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0.187 0.000 0.408 1.000

Diagonal values are AVE of latent variables, below the diagnoal values 
are the squared correlationcoefficients.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6 연구모형 적합지수
Table 7에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절대적합

지수는 X2 검정결과 통계량 3.66 (df=246, p<0.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X2 통계량은 표본크기가 100~200인 
경우에 적합한 검정 방법[18]이므로, 다른 지표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절대적합지수 중 RMR은 0.044, RMSEA는 0.094로 좋

은 모형의 조건인 0.06이하[17]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GFI
는 0.812, AGFI 0.771로 0.8에 근사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증
분적합지수 NFI는 0.846, TLI는 0.868, CFI는 0.882로 각
각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의 모형 기준인 0.9이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증분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한 모형적
합성 역시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한다[16,19].

Table 7. Model fit indices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bsolute fit index Parsimonious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x2 GFI RMSEA RMR AGFI NFI TLI CFI

Model 3.644 (df=246, p<.001) 0.812 0.094 0.044 0.771 0.846 0.868 0.882

Standard p>.05 ≥0.9 ≤0.1 ≤0.1 ≥0.8 ≥0.9 ≥0.9 ≥0.9

GFI=goodness-of-fit-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4. 논의

본 연구는 2014년 초ㆍ중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최근 변화하는 학
교환경에서의 보건교사의 직무를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을 개발한 DACUM 직무분석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고 국내 초등학교 보건교사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 직무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도구의 52
문항에서 중복되는 2문항을 삭제하여 50문항으로 축약하
여 분석한 결과 총 24개의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중요성, 수행빈도, 난이도는 

설문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으나, 중요도는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도가 하나의 새로운 항목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로 카이
제곱값 (χ2), 표준카이자승 (χ2/df),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증분적합지수로 표준적합지수 (NFI)와 비
교적합지수 (CFI)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
형은 3.664(df=246, p<0.001)으로 카이제곱(χ2)의 p값이 
.001보다 작아 카이제곱의 p값이 .05보다 클 경우를 기본
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나, 본 연구는 305명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300이상으로 크면 표
본의 크기 때문에 p값이 .05이하로 나올 수 있고, 모델이 
복잡한 경우 데이터의 공분산행렬과 추정 공분산행렬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가 수용 가능[20]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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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과 표준카이자승만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21]는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결과가 기타 적합도의 지수에 비해 유
독 카이제곱의 p값이 크게 나타났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RMSEA: 0.094, GFI: 0.812)로 모형적합도를 충족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2]. 이러한 결과는 직무분석과 같이 
복합적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는 내용이 반복되거나 문항 수
가 많으면 실제로 업무의 역할부담을 갖는 대상자들이 문항
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
다[23]는 것을 감안하면, 원도구의 2문항을 감소한 설문이 
도구의 모형적합도를 높여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대
상자를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한정하여 지역별 
다양성 등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
가 모두 여성이었던 점도 보건교사의 성별 특이성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성별을 고려한 초
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반복적인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연구로 중고등학교와 국립과 사
립학교 그리고 학생수의 차이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
한 도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Yi와 Song[8]가 개발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의 직무측정 도구를 국내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으로 총 50문항의 측정도구로 
재평가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 직무측정 도
구를 이용해서 국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사정하고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재 보건교사가 학교현장에서의 직무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이에 맞는 보건교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발하여 직무수행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추후 본 연구와 같이 이미 연
구되어 개발된 도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신뢰도와 타당성 확
인을 통해 도구의 적합성을 높이는 재평가를 통해 보건교사 
직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교사 직무수행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
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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