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3, pp.33-39. August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정회원,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제1저자)

**정회원,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5월 14일, 수정완료일: 2018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6일

Received: May 14, 2018 / Revised: June 18, 2018

Accepted: July 16, 2018

*Corresponding Author: isokety@naver.com

Dept.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33

JCCT 2018-8-5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및

감정노동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Job satisfactio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otional labor in 

Heal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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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및 감정노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보건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감정노동을 감소시켜 바람직한 학교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

관성 조사연구로써 경기도 초등,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Program 21.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교조직문화는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

는 학교조직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직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보건교사,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job satisfactio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otional labor of the health tea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the health teachers and reduce the emotional labor to form a desirable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60 health teachers living in Gyeonggi-do region as a correlation 
research.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1, 2018 to June 30. Data were analyzed by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and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Program 21.0. As a resul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school job.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ffective programs that can positively perceive the school organization culture of health 
teachers and increase job satisfaction.

Key Words : Health Teachers, Job satisfactio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Emotional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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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가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

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세월호 사건으

로 인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요구가 증

가되었다[1][2]. 보건교사는 대부분 병원 임상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가 임용

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된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국

민의 수준향상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의 역할 또한

증가하였고, 보건 교사가 학교에서 건강관리 및 보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하

는 유일한 간호사로서 임상과는 달리 학교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3]. 학교조직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조직문화를 이해해

야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과 그들을 이해할 수 있

다고 하였다[3, 4]. 이런 측면에서 보건교사의 교직 환

경을 보면 학생교육과 학급관리, 교장, 교감과의 관계,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 행정업무, 학교조직 구조

등으로 다양하다[5].

감정노동은 조직에서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사이에서 차이가 날 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

하고 통제하며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으로 표현하려

고 하는 노력으로[6] 최근 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

양성의 요구가 증가되어 학교에서도 이런 정서적인 부

분이 요구되고 있으며[7], 특히 보건교사의 경우는 교

육대학을 나온 일반교사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 교사에 비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8]. 이런 교

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관리도 감정노

동으로 보고 있다[9].

학교의 조직문화와 감정노동이 높은 상관성이 있고

[10], 초등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교사에

게 끊임없는 감정관리를 요구하며 이것이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11]. 보건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학교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교사와 달리 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를 하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과

정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12].

또한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조직의 목표 달성

과 인간관계,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교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

가 상관관계가 있고[14], 학교에서 관리자의 이해와 지

원이 높으면 보건교사의 직무만족이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다[15]. 또한 보건교사가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감정이 업무수행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3].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교

사의 조직문화와 감정노동,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과 조직문화, 감정노동 및 직무만족도 정도를 규명하

고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문화

와 감정노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기초적 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

문화 및 감정노동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건교사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감정노동

을 감소시켜 바람직한 학교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및 감정노동

정도에 대해 확인한다.

3)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및 감정노동

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연구는경기도권초등학교, 중·고등학교보건교사

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및 감정노동과의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고등학

교에 재직중인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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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위해연구자가직접연구의취지를설명하고이를이

해하고자발적으로참여에동의한보건교사를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또한 참여과정에서 본인이 원치 않으

면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으며,

수집된자료는연구의목적으로만사용하고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만족도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i[13]

가 개발한 보건교사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 하위요인 25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정욱(2008)[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92이었다.

2) 학교조직문화

학교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16]가 개발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학교조직문

화를 혁신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로 나누

고, 각각 5개의 문항씩 총 20개 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문화는 학교조직에서 교사들이 외

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유연성을 의미하고, 합리문화는 교사들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나 문제해결과정에 경

직성을 보이며, 집단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외부환경

의 변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문제해결과정에

유연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계문화는 조직구성

원들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문제해결과정에 경직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측정도구에 대한 Cronbach α를 보면 혁신문화 .85,

합리문화. 72, 집단문화 .88, 위계문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혁신문화 .82, 합리문화. 84, 집단

문화 .76, 위계문화 .70이었다.

3) 감정노동

Diefendorff[17]가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한국어

판 간호사의 감정노동측정도구 K-NELSS로 개발한

Choi와 Kim[18]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NELSS는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표면행위, 내

면행위,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의 3개 하위요인에 14문

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

역의 속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요인별 Cronbach's

α값은 문항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의사결정

에 필요한 신뢰도 수준인 Cronbach's α는 .80 이상으

로 각각 .88, .89, .84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792이었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1.0을 이용하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

정노동과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의 경우 46 ~ 55세가 45%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여부는 80%가 미혼이었다. 학력

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68.4%, 대학원 이상이

25%, 전문대학 졸업자가 6.6%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학교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83.4%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10%, 고등학교 6.6%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근

무경력으로는 1 ~ 5년 근무경력이 36.7%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20년 이상이 25%, 16 ~ 20년 근무경

력자가 16.7%, 6 ~ 10년 근무경력이 11.6%, 11 ~ 15년

근무경력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2. 보건교사의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정도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정도 Table 2와같다. 직무만족도는평균3.47±0.41점, 학

교조직문화는 전체 평균 3.05±0.44점, 감정노동은

3.20±0.46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조직문화에서 혁신문화

3.27±0.47점, 합리문화 3.19±0.50점, 집단문화 2.92±0.40

점, 위계문화 2.84±0.41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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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상관관계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상

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

교조직문화는 .590(p< .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논 의

본연구에서는보건교사의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정도와그관계를알아보고, 학교조직문화가

보건교사의직무만족도와감정노동에미치는영향을확

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평점이

3.47점으로 보통이상의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Yoo와 Seo[19]의

연구결과인 3.17점 연구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이

며 Kim, Yun과 Jeon[20]의 연구결과인 3.3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보건관리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

적 안녕상태에 이르게 하는 보건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들이 안전한 교육의 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만족감으로 볼 수 있다.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문화는 5점 만점에 3.05점으

로 평균수준을 나타내었다. 4개 요인별 점수는 혁신문

화 3.27점, 합리문화 3.18점, 집단문화 2.92점, 위계문화

2.84점으로, Kim[2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혁신문화

3.38점, 합리문화 2.94점, 집단문화 3.51점, 위계문화

2.98점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에서는 합리문화

는 높게 나타난 반면, 집단문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인 보건교사들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나 문제해결과정에 경직성을

보이는 부분이 큰 반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극

적으로 반응하며 문제해결과정에 유연성을 가지는 부

분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조직문화에

서 한 가지 문화만 강하게 나타난다고 조직의 경쟁력

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조직문화의 유형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 필요하므로[22], 다른 연구결과

보다 본 연구의 조직문화 점수가 고르게 분포된 것은

조직의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보건교사의 감정노동은 3.20점으로 평균 수준 이

상으로 나타났다. Han[23]의 감정노동의 직업적 특성

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직군은 3.542점, 의료인은 3.980

점으로 평균 이상의 감정노동 수준이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보건교사라는 직업은 학교 내에서 교육자적 역

할과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평균 이

상의 감정노동 결과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상

관관계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교조직문화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교

사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

제해결과정에 유연할수록 학교 직무에 대하여 긍정적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

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은 학교 내에서 교육자적 역할과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이중적 업무 부담

을 가진 보건교사에게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의 정도

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교조직문화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건교사들의 직무만족

을 높이고, 감정노동을 감소시켜 바람직한 학교조직문

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

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책임자인 보건교사의 환경조

성과 충분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전국 지

역의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학교조

직문화, 감정노동의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시도해야함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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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Age

25 ~ 35 11 18.3

36 ~ 45 14 23.4

46 ~ 55 27 45

56 ~ 65 8 13.3

Marriage

Unmarried 48 80

Married 12 20

Academic Ability

College 4 6.6

University 41 68.4

Graduate 15 25

Workplace

Primary school 50 83.4

Middle school 6 10

High School 4 6.6

Education career

(year)

1 ~ 5 22 36.7

6 ~ 10 7 11.6

11 ~ 15 6 10

16 ~ 20 10 16.7

20 over 15 25

of emotional labor in Korea,"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vol.

32, no. 1, pp. 5-27, 2016.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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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 정도

Table 2. Score for Job satisfactio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otional labor

Variables M ±SD Min Max

Job

satisfaction
3.47 .41 2.36 4.24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3.05 .44 2.20 4.15

Emotional

labor
3.20 .46 1.93 4.79

표3. 직무만족도, 학교조직문화, 감정노동 간의 상관관계

Table3. Correlation among Job satisfactio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otional labor

Variables

Job

satisfactio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Emotional

labor

r(p) r(p) r(p)

Job

satisfaction 1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590(.001)***
1

Emotional

labor
0.123 0.07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