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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er efficacy,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of pre-health education teachers 

and compare the teacher efficacy,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by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group.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4 pre-health education teachers studying the teaching 

curriculum in 1 college located in S cit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ANOVA and Kruskal-Wallis using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were above medium. After cluster analysis, 3 distinct groups 

emerged: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high group,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middle group,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low group. 

An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according to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group.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affect 

the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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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비만, 스트 스, 흡연, 음주, 성 건강 등 건

강 문제의 다양화와 건강권  복지에 한 인식 

확 로 학교 보건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며(송 희, 2011),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의 핵심 

주체인 보건교사의 역할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

다(권은정과 김숙 , 2017). 한 2007년 학교보건

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강화되

면서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체계 인 보건교과 교육과정을 운 하는 교사로서

의 역할에 해서도 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

듯 보건교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

게 되는데(권은정과 김숙 , 2017), 이때 보건교사

의 역할과 태도는 학교 보건교육의 질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직

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 트 스와 소진을 감소시

키고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하는 요인

에 해 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기는 직무와 련된 개인

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동  힘(Pinder, 1998)으

로, 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는 교사의 직무수행  

태도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으로 보고(이 철 

등, 2012)되고 있다. 를 들어 교직이 자신의 성

에 맞고 가르침 자체가 좋아서 교직을 선택한 내

재  동기가 높은 경우, 극 으로 직무를 수행하

고 높은 직무만족감을 가지는(Chuene 등, 1999) 

반면에 사회  지 , 여, 직업의 안정성 등과 같

은 외재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의욕  조직헌신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Hanson, 1996). 한편 강

양희(2006)와 최주연(2006)의 연구에서는 외재  

동기가 직무수행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외재  동기가 직무수행에 미치

는 향에 한 입장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교직선택 동기는 개인이나 조직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동기 수 에 따라 직무를 수

행하는 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직선택 동기와 더불어  보건교사의 직무 수행

에 향을 미칠 것이라 측되는 요한 변수로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

교 장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지에 한 신념으로, 일반 으로 교사효능

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자신감

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김희

정 등, 2009; Bandura, 1983). 한 이충란과 권낙

원(2008)의 연구에서는 보건교사의 역할 수행이 

실제 지식과 기술보다 역할 수행의 동기  기제인 

교사효능감에 의해 더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따라서 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사효능감은 보건교사가 직무를 극 으로 추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

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보건교사는 간호사라는 비교  뚜렷한 진

로와 목표를 가지고 학에 입학한 후에 교직을 선

택하게 되므로, 교사를 목표로 학에 입학한 사범

학 출신의 교사들과는 교직선택 동기에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한 로 조남근과 양윤종(1998)

은 사범 학 출신의 교사는 내재  동기가 강한 반

면 비사범  출신의 교사는 타인의 권유로 교직을 

선택하는 수동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교직선택 

동기는 교사효능감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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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있어서(남궁미경, 2011; 최병임과 홍창남, 

2013) 비 보건교사와 사범 학 출신 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직선택 동기

와 교사효능감은 보건교사의 능동  역할 수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보건 교사의 역할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학은 능

력있고 능동 인 보건교사를 양성해내기 한 노

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비 보건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를 분석하고, 교직선택 동기와 교사효능

감  교직수업 만족도 간의 계를 규명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 교사효능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 밝 냄으로써 비 보건교사를 선발하

고 교육과정을 운 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

고 실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 까지 

비 보건교사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보건교사를 상으로 진행한 연구

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많아 교사로서 교직 련 제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이규 , 2015). 이에 본 연구는 

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

수업 만족도를 악하고, 교직선택 동기에 따른 교

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

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그룹은 어떻게 구분

되는가? 셋째,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라 교사효

능감, 교직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

의 결과는 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

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비 보건교사의 선발  교

직 교육과정을 운 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건교사 련 정책연구를 수

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여자 간호 학교에서 

교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2∼4학년 학생 

54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으며, 연구자가 연구

의 목 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와 동의서를 배부하 다. 설문

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가 끝난 후 설

문지와 동의서는 연구자가 수거하 다. 회수된 설

문지  무응답  불성실 응답 등이 있는지 확인

하 으며,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되는 것이 없어서 

5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 측정도구

1) 교직선택 동기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Kyriacou, 

Kobori, 1998; Kyriacou, Coulthard, 2000)에서 교

직선택 동기의 세 가지 유형(내재 , 외재 , 이타

 동기)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문항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신정철 등(2007)의 

조사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내재  동기, 

외재  동기, 이타  동기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

었으며, 총 7문항의 5  Likert척도를 사용한다. 

수가 높을수록 교직선택 동기가 높음을 의미하

며, 이규 (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84

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는 이충란과 권낙원(2008)

이 보건교사에게 합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수업효능감, 보건서비스 효능감, 업무 인 계 효

능감, 지역사회연계 효능감의 4개 요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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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총 24문항의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3) 교직수업 만족도

교직수업 만족도는 교직담당 교수 2인이 교직수

업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만족도 등과 련된 

여러 선행연구들(김 진, 2015; 신정철 등, 2007; 

한은숙, 김종두, 2003)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 맞

게 총 5개의 문항을 개발하 다. 5개의 문항은 ①

교직수업에 반 으로 만족하는지, ②교직수업이 

교육학 이론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③교직수업이 

향후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④교

직수업이 학교 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⑤교직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실제 활용 가능한 것

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수가 

높을수록 교직수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

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둘

째, 교직선택 동기의 특성을 탐색하기 하여 군

집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교직선택 동기 그룹

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확인하 다. 단, 본 연

구에서 각각의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해당하는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추가로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특성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 54명으로 모두 여학생이다. 상자의 

평균 나이는 25.69세로 25세 이하가 31명(57.4%)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6세-30세 14명

(25.9%), 31세-35세 4명(7.4%), 36세 이상 3명

(5.6%)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2학년 18

명(33.3%), 3학년 17명(31.5%), 4학년 19명(35.2%)

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상자 일반  특성 

변수 빈도(%)

성별 여성 54(100)

연령

25세 이하 31(57.4)

26-30세 14(25.9)

31-35세 4(7.4)

36세 이상 3(5.6)

합계 54(100)

학년

2학년 18(33.3)

3학년 17(31.5)

4학년 19(35.2)

합계 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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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자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만족도

연구 상자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

수업만족도에 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

다. 우선 교직선택 동기는 1-5 의 수 범 에서 

평균 3.77±0.71 이었으며, 교직선택 동기의 세 가

지 유형  외재  동기의 평균이 4.19±0.67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내재  동기(3.80±0.91), 이타  

동기(3.30±0.9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경우, 1-5 의 수 범 에서 평균 3.80±0.50 이

었으며,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요인  보건서비

스 효능감이 3.97±0.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

역사회 연계 효능감(3.77±0.61), 업무 인 계 효

능감(3.75±0.55), 수업효능감(3.71±0.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직수업 만족도는 1-5

의 수 범 에서 평균 3.86±0.85 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상자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만족도 기술통계치 
(N=54)

변수 하  요인 M±SD

교직선택 동기 

내재  동기 3.80±0.91

외재  동기 4.19±0.67

이타  동기 3.30±0.95

체 3.77±0.71

교사효능감

수업 효능감 3.71±0.56

보건서비스 효능감 3.97±0.69

업무 인 계 효능감 3.75±0.55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3.77±0.61

체 3.80±0.50

교직수업 만족도 3.86±0.85

2. 교직선택 동기 유형 분석

교직선택 동기의 구체  유형을 살펴보기 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 다. 1단계에서는 교직선택 동기의 세 가

지 하부 요인인 내재  동기, 외재  동기, 이타  

동기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하고 워드(Wards) 방법

과 제곱 유클리디안(Squared Euclidean) 거리를 

사용한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폭  덴드로그램(dendrogram), 해석가

능성 등을 검토하여 3개 군집을 채택하 으며, 2

단계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군집 1에 해당

되는 인원은 10명(18.5%)이었으며, 군집 2의 경우

에는 16명(29.6%), 군집 3의 경우에는 28(51.9%)

명이었다. 교직선택 동기를 바탕으로 각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 1은 교직선택 동기의 세 

요인  외재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  동기(2.37±0.60), 외재  동기(3.90±0.77), 

이타  동기(1.75±0.42)의 값이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나 ‘교직선택 동기 낮음’ 집단으로 명명하

다. 군집 2는 세 요인  내재  동기가 가장 높았

으며, 군집 1과 반 로 내재  동기(4.79±0.3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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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동기(4.63±0.47), 이타  동기(4.01±0.74)의 

값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교직선택 동기 

높음’ 집단으로 명명하 다. 군집 3은 내재  동기

(3.74±0.34), 외재  동기(4.05±0.63), 이타  동기

(3.45±0.46) 세 요인의 값이 체 평균값에 근사하

며, 군집 1과 군집 2의 간에 치하므로 ‘교직선

택 동기 간’ 집단으로 명명하 다

3.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

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교직선택 동

기 그룹별 교사효능감의 평균 분석 결과 네 가지 

하 요인인 수업 효능감, 보건서비스 효능감, 업

무 인 계 효능감,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모두에

서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연계 효능감만 제외한 나머

지 세 가지 요인에서 ‘교직선택 동기 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업 효능감(F=5.25, p=.008), 

보건서비스 효능감(F=3.60, p=.035), 업무 인 계 

효능감(F=4.43, p=.017),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F=4.32, p=.019) 모두에서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수업 효능감과 보건

서비스 효능감의 경우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

이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업무 인 계 효능감은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택 동기 간’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지역사회연

계 효능감은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

택 동기 낮음’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수업 만족도의 

평균은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4.25±0.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직선택 동

기 간’ 그룹(3.82±0.74),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

룹(3.32±0.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F=4.20, p=.020)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사후 검정 결과,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 

변수

교직선택 동기 

높음

(n=16)

M±SD

교직선택 동기 

간

(n=28)

M±SD

교직선택 동기 

낮음

(n=10)

M±SD
F p Scheffe

교사

효능감

수업 효능감 4.02±0.57 3.66±0.40 3.35±0.72 5.25 .008 a>c

보건서비스 효능감 4.31±0.64 3.88±0.68 3.65±0.60 3.60 .035 a>c

업무 인 계 효능감 4.07±0.60 3.64±0.43 3.56±0.58 4.43 .017 a>b,c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4.13±0.71 3.60±0.47 3.70±0.20 4.32 .019 a>b

체 4.13±0.53 3.70±0.37 3.56±0.55 6.17 .004 a>b,c 

교직수업 만족도 4.25±0.64 3.82±0.74 3.32±0.37 4.20 .020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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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교직수업 만족도

χ
 p

평균순

교직선택 동기 그룹 

1. 높음(n=16) 34.03

5.21 .072. 간(n=28) 26.43

3. 낮음(n=10) 20.05

본 연구에서 교직선택 동기 높음, 교직선택 동

기 간, 교직선택 동기 낮음에 포함되는 학생의 

수가 각각 16명, 28명, 10명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

기 때문에,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라 교사효능

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기 해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 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직선

택 동기 높음 집단의 교사효능감 평균 순 는 

37.22, 교직선택 동기 간 집단 24.09, 교직선택 

동기 낮음 집단은 21.50이었으며,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평균 순 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8.88, p=.01). Mann 

Whitney U test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

효능감의 평균 순 는 교직선택 동기 높음 집단

이 교직선택 동기 간 집단과 교직선택 동기 낮

음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4>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특성 구분
교사효능감

χ
 p 사후분석

평균순

교직선택 동기 그룹 

1. 높음(n=16) 37.22

8.88 .01 1>2,32. 간(n=28) 24.09

3. 낮음(n=10) 21.50

다음으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직선

택 동기 높음 집단의 교직수업 만족도 평균 순

는 34.03, 교직선택 동기 간 집단 26.43, 교직선

택 동기 낮음 집단은 20.05이었으며, 교직선택 동

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평균 순 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5.21, p=.07).

<표 5>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 보건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교

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를 악하고, 교직선

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

족도의 차이 분석을 통해 교직 교육과정의 운  

 개발 나아가 보건교사 련 정책 연구를 수행

하는데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보건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

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우선, 

비 보건교사의 교직선택 동기는 1-5 의 수 

범 에서 평균 3.77±0.71 이었으며, 교직선택 동

기의 세 가지 유형  외재  동기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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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내재  동기

(3.80±0.91), 이타  동기(3.30±0.95)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범 학 출신의 교사는 내재  동기

가 강한 반면 비사범  출신의 교사는 타인의 권

유로 교직을 선택하는 수동  동기가 강하게 나

타난다고 보고한 조남근과 양윤종(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비 보건교

사들은 교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 사명감 등 

보다 경제  측면, 근무조건, 안정성 등의 외재  

동기가 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

로 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1-5 의 수 

범 에서 평균 3.80±0.50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

타났다. 한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요인  보건

서비스 효능감이 3.97±0.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 효능감(3.77±0.61), 업무 인 계 

효능감(3.75±0.55), 수업효능감(3.71±0.56)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보건서비스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

지는 체 교사효능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수 을 분석한 결과 

보건서비스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수업, 

업무 인 계, 지역사회연계 순으로 나타난 이충

란과 권낙원(2008)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은 연구 상의 경력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교직 경력이 높을수록 교수 기술이 향상되어 교

수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김석우, 2011; 김희진과 이분려, 1999)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교사에게 보건서비스 제공자로

서의 역할뿐 아니라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수업 

효능감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은 원인을 규명

하고 이를 보완하기 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직수업 만족도의 경우 

1-5 의 수 범 에서 평균 3.86±0.85 으로 나

타나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직선택 동기의 구체  유형을 살펴보기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선행연구들(신정철 

등, 2007; 이 철 등, 2012)의 경우에는 응답한 자

료를 바탕으로 수가 가장 높은 동기를 우선  

동기로 간주하여 내재  동기 집단, 외재  동기 

집단, 이타  동기 집단  하나로 분류하는 방법

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 경우 세 가지 동기를 

복합 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제한 을 가진

다. 한 개인이 교직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동

기가 복합 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직선택 동기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교직선택 동

기의 세 요인인 내재 , 외재 , 이타  동기가 모

두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그룹, 세 요인 모두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 그룹, 세 요인 모두 평균

값에 가장 근사한 값을 갖는 그룹으로 구분되었

고 각각 ‘교직선택 동기 높음’, ‘교직선택 동기 낮

음’, ‘교직선택 동기 간’ 집단으로 명명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동기들이 서로 상반

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복합 으로 작용하

여 교직선택 동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분산분석  한편,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를 통해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

른 교사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 

체는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과 ‘교직선택 동기 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요

인인 수업 효능감, 보건서비스 효능감, 업무 인

계 효능감, 지역사회연계 효능감에서도 ‘교직선

택 동기 높음’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사회연계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교

직선택 동기 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

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동 인 동기로 교

사를 선택한 경우 교사효능감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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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남궁미경(2011)의 연구  교직선택 동

기  능동  동기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

게 나타났다는 강혜진(2015)의 연구와 일부 맥락

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교직선택 동기가 높을

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볼 때, 비 보

건교사들이 교직선택 동기 특히 내재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비 보건교사를 선발할 때 교직선택 동기를 살

펴보는 것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한 분산분석을 통해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

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

직선택 동기 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

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

룹과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교직선택 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수

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모수 검정

법인 Kruskal-Wallis로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

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라 교직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직선택 동기와 교육 만족도 

간에 유의한 계가 있음을 밝히고(구희정, 2015; 

이 철, 2012) 있으며, 교직선택 동기는 교직에 입

문하기 에 결정되어 교직생활 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교직선

택 동기와 교직수업 만족도 간의 계를 면 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 결과를 종합해보

았을 때 교직선택 동기는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와 한 계를 가지는 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경우, 처음부터 교직선택 동기가 낮았던 

것인지, 교직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향

을 받은 것인지, 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멘토

링, 학원 강사 등의 경험(신정철 등, 2007)을 통해 

향을 받은 것인지 등에 해 면 히 조사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 보건교사를 선발할 때 

교직 인･ 성 검사 반  비율의 증가  심층면

의 강화를 통해 성 이 높은 사람보다 교직에 

한 선호와 열망이 높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지침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비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사 

역할의 요성을 인식하고 보건교사로서의 사명

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장과의 연계  지속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수 을 악해보고,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직

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 다는데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여자 간호 학의 비 

보건교사들만을 상으로 하여 표본 수가 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상자를 

확 한 반복연구  비 보건교사들이 교직과정

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그리고 교직수업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

해 나가는지에 해서도 면 히 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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