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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about the school nurses’ job,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222 school nurses who were working in Jollanamdo from
June 15 to July 15，2003. Data were collected by E-mail with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about the school nurses’ job. Items in ques
tionnaire of the importance were same as those of the performanc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for the importance was Cronbach，
s a=.94 and that for the performance was
.80.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 f-test, one way ANOVA and Tukey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chool nurs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an age was 39.6 years, the
most of them were 30-40 generations (85.6%), and married (88.3%). 69.4% of them
were working at the elementary, 13.1% were at the middle and 17.5% were at the
high school. Mean of their working years was 13.4, and 67.6% of them were working
over 10 years. 92.3% of them achieved the teaching course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importance of the school nurses' job in the
age (F=3.626, p=.014), the marriage status (t= 2.692, p = .이 )，the school (F= 5.697,
p=.004), the number of students (F=3.683, p = ■이3)，and the foundation (f=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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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performance of the school nurses’ job in the
education level (f= 2.354, p=.019), the school (F= 16.378, p = ■ᄋ이)，the number of
students (F=6.408, p = •ᄋ이)，and the foundation (f= 4.590, p=.001).
3.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school nurses’ job by the 5 area:
1) The health

room management was the highest score (3.51) in the5importance

areas, and followed by the health education (3.42)，the health care of students &
school personnels, (3.40), the plan & evaluation of school health management
(3.23), and the school environment hygiene management (2.76).
2) The health
care room management was also the highest score (3.86) of the 5
performance areas, and followed by the health care of students & school per
sonnels (3.74), the health education (3.52), the plan & evaluation of school health
management (3.47)，and the school environment hygiene management(2.84).
3) The school environment hygiene management was the lowest score in both areas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and management & purifying activity of
school environment hygiene was the lowest score in both contents of the im
portance and the performance.
4. Correlations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in 5 areas showed all
positive relations (p<.05).
Conclusion: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about the school health nurse’s job w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The health care
room management was the highest score and the management & purifying activity of
school environment hygiene was the lowest score in both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
formance about the school health nurses’ job.

Key word : Importance and Performance about School Nurses’ Job

i. 서

론

의 중심이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습득한
보건지식을 쉽게 가정에 전달한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건강지식을 습득하면 이것이 습관

1. 연구의 필요성

화되고 보건관리를 잘 하게 되어 전체 국민의
일찍이 선진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유

체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범, 1996)

보건의식을 심어주고

학교보건사업은 지 역사회 보건과 국민보건 향

조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사

상에 기본이 되므로 중요하다 ( 박정자, 정문숙,

업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1995; 이수희, 1988). 미국은 질병통제센터

나라는 학교보건에 필수적인 활동을 갖추지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CDC )를 통해 학교보건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못 미치고 있다( 한국학교보건협회 , 1998). 학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보건정책

교는 교육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지역사회

및 프로그램 연구를 시작하였고 캐나다에서

년기에서

청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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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학교

상황에 맞게 올바로 정립되고 체계화되어야

보건모형을 개발하였다( 진정화，20 이 ).

할 것이다( 박정주，2003).

학교보건사업에 관여하는 인력으로는 행정

보건교사의 업무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교

책임자인 교장 등과 이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

보건

인력으로서 학교의 •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로

1992; 박정주，2003; 장미숙, 1999; 장영희，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학교의와 학교약사

2001; 전영미，1990)와 업무수행( 고영애, 1988;

는 학교장이 위촉하되 학교 상근의무는 없는

이원유, 1991; 정귀순，2003) 조사에 관한 연

것에 비해 보건교사만이 유일하게 r 교육법」

구가 있을 뿐， 업무중요도 및 업무수행도와

에 의해 상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건교사

그 관계를 규명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의 업무는 학교보건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다.

을 차지한다 하겠다 ( 김영임，2000; 김화중 ,

1997).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 박남희 ,

이에 보건교사 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 수행
도를 조사해 보고 그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

보건교사의 학교보건 업무는 1967년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표준을 정립하고 연수 및 교

보건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여도 아동들의 중

육 쓰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조 자료를 제공

요한 건강문제로 전염병，기생충 질환, 영양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결핍에 의한 장애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전염
병 발생과 유행방지가 주 업무였다. 그러나

2. 연구의 목적

오늘날 청소년 흡연인구 급증，정신 및 행동
장애 증가 , 만성병의 저연령화，비만아동 증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등의 문제( 정영숙，이정렬, 2002 )로 인한

가.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이 부

나.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중요

각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자
와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박동
권，2001; 조미연 , 1999).
그러나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직무는 아
직도 1967 년 당시와 거의 변화가 없이 답습

도와 업무수행도를 파악한다 .
다. 보건교사의 영역별 업무중요도와 업무수
행도를 파악한다 .
라. 보건교사의 영역별 업무중요도와 업무수
행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

되고 있고( 박정주, 2003), 입시위주의 우리나
라 교육여건상 일반교사의 역할은 중시되는

3. 용어의 정의

반면 보건교사의 역할은 중요시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업무 자체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적다( 송화영，1989). 또 보건교사의 개인적 성
격이나 의지와 능력 , 학교관리자의 태도에 따
라 보건업무는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조미연，1999). 그러므로，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보건교사의 학교보건 업무가 시대적

가. 보건교사
간호사 면허증 및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
하고 학교에 상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라남도 초 • 중 •고 등
학교에서 간호 전문기술을 제공 하여 보건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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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교사 업무중요도
보건교사가 학교보건 업무를 중요하게 인

이기 위해 3 명의 간호학 교수와 10명의 보건
교사 그리고 5 명의 일반교사에게

설문지를

식하는 정도로서，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개발

읽게 한 후 적합하지 못한 내용이나 용어를

한 보건교사 업무중요도 측정도구에 의해 측

수정하도록 하여 일치된 문항을 최종도구로

정한 점수이다.

사용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는 문항분석 결과

Cronbach's a=.94 였다.
다. 보건교사 업무수행도
보건교사가 학교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
로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개발한 보건교사
업무수행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이다.

나. 보건교사 업무 수행도 측정도구
업무 중요도 측정도구와 동일한 내용의 업
무 수행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로서，제작 방
법, 타당도 검증이 모두 업무 중요도와 동일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80 이었다.

n . 연 구 방법
1. 연구 설계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3 년 6 월 15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보건교사 362 명에게

전자우편(E-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mail)과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

와 수행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

사기간 내에 본 연구자에게 회송토록 하는 설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 월 29 일부터 7 월 12
일까지의 기간에는 회신이 없는 학교에 대해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2003 년 6 월 15일부터 7 월 15

전자우편을 재 발송하였으며，회송을 부탁하
는 전화를 보냈다 . 설문지를 회송해 온 교사
는 222 명으로 자료의 회수율은 6 1.3% 였다.

일까지 전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 •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 전체 362 명중 설문지에

5. 자료분석 방법

응답해준 222 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프

3. 연구 도구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가. 보건교사 업무 중요도 측정도구
학교보건 기본방향 ( 전라남도교육청，2003)

분석하였다 .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중요도와 업무수

을 참조로 연구자가 제작한 총 32 문항의 4 점

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Mest

척도 설문지로서，그 내용은 학교보건관리 계

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 유

획 및 평가，보건실 운영，학생 및 교직원 건

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Tukey's mul

강관리，보건교육，학교환경위생 관리의 5 개

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다중비교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타당도를 높

검증을 하였다 .

보건교사의 업무중요도 및 업무수행도에 관한 연구

다. 영역별 업무중요도와 업무수행도는 평균，표

%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준편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nurses

로 분석하였다 .

n=222

6. 연구의 제한점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보건교사 업무수행도 측정도구

Age(yrs.)
24-29
30-39
40-49
50 t

는 보건교사의 업무 특성상 빈도의 높고 낮음
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 응답자의 주
관적 견해에 의존하였음으로, 도구의 보편화

Marriage status
Unmarried

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Married
Level of education
College

m .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았다 . 평균 연령은 39.6 세이며，연령분포는 30
가장 많았고 ,

13(5.9)
104(46.8)
88(39.6)
17(7.7)

26(11.7)
196(88.3)

University

60(27.0)
162(73.0)

Elementary
Middle
High

154(69.4)
29(13.1)
39(17.5)

School

보건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 >과 같

대가 46.8 % 로

N(%)

다음은 40 대

(39.6%), 50 세 이상(7.7%)，20 대(5.9 % )의 순
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8.3 %로 미혼

(11.7 %)보다 다수를 차지했고 ,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73.0 %로 전문대 졸업의 27.0%

Work place

Urban
Rural
N o.of students*
under 500
500-999

보다 많았다 . 근무지는 초등학교가 69.4 %로

1000-1499

가장 많았고，다음은 고등학교 (17.5%), 중학

1500 t

교(13.1%) 순이었다 . 근무소재지는 읍 • 면지
역(62.6 % )이 도시지역(37.4 % )보다 더 많은

83(37.4)
139(62.6)

114(51.4)
55(24.8)
36(16.2)
16(7.2)

Foundation
Public
Private

207(93.6)
15(6.8)

분포를 보였다 .
근무학교의 학생 수는 500 명 미만(5 1.4% )，

Experience(yrs.)

under 10

72(32.4)

500-999 명(24.8%)，1000-1499 명(16.2%)，1,500

10-19

명 이상(7.2%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

20 t

95(42.8)
55(24.8)

의 설립주체는 국 • 공립 93.2%, 사립 6.8%
로，국 • 공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근무경력
은 평균 13.4 년으로, 10-19 년(42.8 % )이 가장
많았고，다음은 10년 미만(32.4%), 20 년 이상

(24.8 % )의 순이었다 . 교직과목 이수자가 92.3

Complet. teaching course

Yes
No

205(92.3)
17(7.7)

Total

222(100.0)

* Excepted no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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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degree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by general cha
racteristics

n=222

Importance

General
characteristics

M 士SD

Age(yrs.)
24-29
30-39
40-49
50 t

3.07土
3.03士
2.96土
2.76士

Marriage status
Unmarried
Married
Level of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Tukey

Performance

t or F

P

M士SD

Tukey

t or F

P

.21
.22
.24
.19

1.061

.367

3.626

.014

3.22士
3.20士
3.17士
3.27士

3.12士 .27
2.96士 .34

2.692

.011

3.25士 .21
3.19士 .23

1.376

.170

3.00土 .37
2.98土 .33

.377

.707

3.25士 .20
3.17土 .23

2.354

.019

5.697

.004

3.25土 .20
3.09土 .24
3.05士 .23

16.378

.000

- .567

•571

3.16士 .24
3.21土 .22

-1.458

.146

3.683

.013

3.26±
3.13土
3.13士
3.14±

6.408

.000

.32
.31
.35
.35

c
ac
c
be

School
Elementary
Middle
High

3.03土 .33
2.86士 .31
2.87土 .34

Work place
Urban
Rural

2.96士 .37
2.99士 .32

No. of students*
under 500
500-999
1000-1499
1500 |

3.04土
2.97土
2.91 士
2.78士

Foundation
Public

.33
.31
.39
.27

a
b
b

ac
c
c
be

.21
.22
.25
.19

a
b
b

ac
be
be
c

Private

3.00士 .34
2.75土 .25

3.644

.002

3.21土 .21
2.94士 .26

4.590

.000

Experience(yrs.)
under 10
10-19
20 t

2.97土 .34
2.99土 .34
2.98士 .34

.065

.937

3.17± .22
3.19土 .24
3.24士 .20

1.891

.153

Complet. of
teaching course
Yes
No

2.98土 .34
2.97士 .30

.192

.848

3.20土 .23
3.15土 .21

- .825

.411

Total

2.98土 .34

Excepted no response

3.19士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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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중요도와 업무수행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중요도
와 업무수행도는 <표 2 >와 같다 .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도
일반적 특성 중 보건교사 업무수행도에 차
이를 보인 변수는 최종학력，근무소속，학생
수，학교설립 주체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중요도
일반적 특성별 업무중요도에 차이를 보인

른 업무수행도는 전문대졸(3.25 점)이 대졸 이
상 (3.17점)에서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고 [t=

p= .0\9),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소속，학생 수 ,

2.354,

학교설립주체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업무

(3.25 점)가 중학교(3.09 점) ， 고등학교(3.05 점)

중요도는 30-39 세(3.03 점)가 50 세 이상 (2.76

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厂= 16.378, p =

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고 (F=3.626, p=

.000). 학생 수별로는 500 명 미만(3.26 점) 이，

.014 )，결혼상태별로는 미혼 (3 .12 점)이 기혼

500-999명(3.13 점) ， 1000-1499명(3.13 점)인 경

(2.96 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으며 0=2.692,

우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F=6.408，p =

p=.011),

초등학교 (3.03 점 )

.000). 학교설립 주체별로는 국 • 공립(3.21 점)

가 중학교(2.86 점) ，고등학교(2.87 점)보다 유

이 사립(2.94 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의한 차이로 높았다 (尸=5.697 ，J5-004). 학생

(/=4.590 ，p -0 0 0 ). 그 외에 결혼상태, 근무경

수별로는 500 명 미만(3.04 점)이 1,500 명 이상

력，연령，근무소재지，교직과목 이수에 따른

(2.78 점)인 경우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업무수행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소속별로는

근무소속별로는

초등학교

(F=3.683, /?=.013).
학교설립

주체별로는

국 • 공립 (3.00 점)이

사립(2.75 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t=

3.644 ，尸 .002). 그 외 최종학력, 근무소재지，
근무경력，교직과목 이수에 따른 업무중요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영역별 업무중요도와 업무수행도
보건교사의 업무를 학교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보건실 운영，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보건교육, 학교환경 위생관리의 5 가지 영역으
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업무중요도는 보건
실 운영(3.51 점), 보건교육(3.42 점)，학생 및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in school n니rse's job
n=222

Importance

Performance

M士SD

M士SD

r (P)

Plan & evaluation of school health management

3.23± .47

3.47土 .34

.441 ( .001)

Health care room management

3.51士 .42

3.86土 .19

•335( .001)

Health care of students & school personnels

3.40± .44

3.74土 .25

.443( .001)

Health education

3.42士 .42

3.52士 .32

.465( .001)

School environment hygiene management

2.76士 .69

2.84士 .74

.49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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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between degree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of school nurse's job*
n=222

Area

Plan &
pvalnation of*
school health
management

Health care
room
management

Health care
of students
& school
personnels

Health
education

School
environment
hygiene
management

Cont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Yearly plan establishment of school health
Monthly plan establishment of school health
Execution followed by yearly plan
Reflection of former plan evaluation in establishing
yearly plan
Plan followed by clients' need(students, parents,
school personnels etc.)
Fulfill possession of drug & therapeutic appliance
Manag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drug etc.
Supervision after first aid treatment on emergency
Counselling and document recording of students with
infectious disease & special health needs
Computerized health record management
Guidance & cooperation on several immunizations
Treatment of health related register & document
Plan and management of physical exam, screening,
oral exam
Scoliosis screening test
Students' health status inquiry at the early semester
Home correspondence on abnormal students
Home correpondence before several pathologic tests
Home correpondence after several pathologic tests
Disease prevention & health guidance
Therapeutic behaviors & medication
Yearly plan establishment of health education
Individual education & counseling
Collecting & utilizing of health education materials
Health education for school personnels
Health education for students
Disinfection & Hygiene inspection of toilet
Cleanness & Hygiene inspection of Water tank
Water analysis
Hygiene inspection of watery appliances
filter exchange, cleaning etc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 Activity purifying school environment
hygiene
Environment hygiene management inside school

Total
* Excepted no response

Importance
degree
M±SD
3.52士 .61
3.10士 .69
3.37士 .57

Performance
degree
M士SD
3.99士 .07
3.53士 .79
3.83士 .39

3.24士 .59

3.50士 .61

2.93士 .50

2.52± .76

3.66士 .47
3.66士 .48
3.64士 .50

3.92± .27
3.96士 .19
3.85士 .37

3.45士 .56

3.61士 .54

3.34土 .62
3.40土 .58
3.43± .56

3.86士 .45
3.83± .40
3.96士 .20

3.50± .61

3.96士 .21

3.14士
3.47士
3.48士
3.32土
3.59土
3.47士
3.37士
3.57土
3.40土
3.45土
3.10土
3.59士

.80
.55
.51
.62
.52
.54
.59
.55
.54
.52
.50
.53

2.67土
2.74土
3.08士
3.01土
2.90士

.76
.85
.84
.82
.90

3.29±1.10
3.97士 .21
3.79士 .41
3.53士 .66
3.95士 .21
3.75士 .46
3.78士 .43
3.95土 .25
3.41士 .57
3.67士 .50
2.95士 .61
3.64土 .62
2.86士 .93
2.96±1.09
3.52士1.03
3.19±1.08
3.03士1.22

2.30± .87

2.17士1.09

2.69士 .72
2.98士 .34

2.24士 .92
3.19土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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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관리(3.40 점)，학교 보건관리 계획

(1999)의 10.1 년보다 약 3 년 정도가 더 많았

및 평가(3.23 점), 학교환경 위생관리(2.76 점)

고，근무 소속은 초등학교 근무자가 69.4%,

순으로 높았고， 업무수행도는 보건실 운영

읍 • 면지 역 근무가 62.6% 의 높은 분포를 보

(3.86 점)，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3.74 점)，

인 것에 비해，장(1999)은 시군지역 근무가

보건교육(3.52 점)，학교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

75.4% 나 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3.47 점)，학교환경 위생관리(2.84 점) 순으로

근무 학교의 학생수는 5 0 0명 미만이 51.4%

높게 나타났다. 또한，각 영역별 업무중요도

로，보건교사의 반 이상이 500명 미만의 소규

와 업무수행도의 관계를 살펴보면，학교보건

모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남 지역의

관리 계획 및 평가어= .441 ，/?=.000 )，학생 및

특성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

교직원 건강관리(r= .443, />=.000), 보건교육

가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인 것으

(r= .4 6 5 , p = .000),

관리 (r=

로 사료된다 .

.496, ^= .0 0 0 )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

보건교사의

학교환경위생

업무중요도는 연령， 결혼상태，

계를 보였고 , 보건실 운영 영역에서는 낮은

근무소속，학생 수，근무학교 설립주체에 따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335，p = .0 0 0 )(표 3).

라서，업무수행도는 최종학력, 근무소속，학생
수，근무학교 설립주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던 것을 요약해보면，학생수가 적은

W. 논 의

소규모 학교에서 규모가 큰 학교에서보다，국

• 공립의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 초등학
보건교사의 업무중요도와 업무수행도 인식

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중학교나 고등학

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건교

교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업무중요도와 업무

사의 업무표준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것은

공하고자 2003년 6 월 15일부터 7 월 15일까지

초등학생의 경우 건강관리 능력이 중 • 고등

전라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222 명을

학생보다 현저히 낮아, 보건교사에 대한 요구

대상으로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평균 연령은 39.6세로, 93.2%

보건교사의 업무중요도 및 수행도에 대한 인

가 국 • 공립학교 근무자였고，92.3% 가 교직

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전문대졸

과목 이수자였으며 기혼자가 88.3% 로 대부분

이 오히려 대졸이상 보다 높았으며，학생 수

을 차지했다. 30대와 4 0 대가 86.4% 로 대부분

가 가장 적은 군에서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

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30대가 46.8% 로

어，학생 수가 적을수록 역할( 업무)수행을 잘

가장 많았는데, 경남지역 보건교사를 대상으

한다고 보고한 정귀순(2003)과 학생 수에 따

로 한 장미숙(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

라 학교보건업무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다 . 최종학력에서 대졸 이상이 73% 로 전문대

한 김은희(198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좀 27% 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은 장(1999)의

학생 수와 보건교사 업무 중요도 인식과 업무

연구에서 전문대 졸업이 80.3% 로 대졸 이상

수행도의 역관계는 보건교사의 질적 업무수

의 18.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

행을 위해 보건교사 1인당 학생수의 적절한

적이었다. 근무경력은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

13.4년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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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업무중요도와 업무수행도의 관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양명

계는 5 개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순 관계를 보

숙, 1993; 박영남，1991). 최근 보건교사의 담

임으로써 업무중요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도

당업무가 학교보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

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들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

보건교사의 업무 중요도가 높았던 영역으

건교육자로서의

포괄적인

역할로 확대되고

로는 보건실 운영 , 보건교육 , 학생 및 교직원

있는 것( 최영란，20 이)에 비해 본 연구결과는

건강관리, 학교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 학교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환경 위생관리 순이었는데，2000 년 11월 보

다 . 따라서，보건교육 업무에 관한 보건교사

건교사 전문홈페이지 (www.narara.org) 에서 보

의 보다 적극적 인 노력과 담임교사 및 학교장

건교사 직무 중요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결

의 협조，교수 . 학습관련 다양한 연수 및 교

과 보건교육，보건봉사 (응급처치 및 질병관

육기회 부여 및 확대와 제도적 인 개선을 통해

리) ，건강상담, 환경위생 순으로 나타났고 (박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보건교육을

정주，2003)，장미숙(1999 )의 연구에서는 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건교육 98%，보건서비스 4.9 %，학교보건 환

업무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학

경관리 3.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보건(담

교환경 위생관리로 업무 수행도에서도 가장

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노학재(1995 ) 의 연구

낮게 나타났는데，보건교사가 환경관리자로서

에서는 보건교육 48.6%, 환경위생 및 안전관

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

리 18.9%，건강상담 13.5% 순으로 중요하다

로, 환경관리 영역은 보건교사의 역할보다는

고 보아, 보건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는

시설 관리적 요소가 강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데，이는 보건실 운영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 위생관리 영역

인식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은 보건교사의 역할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

보건교사의 업무 수행도가 높았던 영역으

다는 보고( 정귀순，2003)와 맥락을 같이했다.

로는 보건실 운영，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마찬가지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리

보건교육，학교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학교

및 정화활동은 업무중요도(2.30점)와 업무수

환경위생 관리 순이 었는데，이는 보건실 관리

행도(2 .17점)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현재 학

60%, 통상질환관리 49.0%, 보건교육 36.2%,

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리와 학교주변 유해

사업계획 30.8% 순으로 보고한 이원유(1991)

환경 정비는 환경부나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와 보건실 운영，통상질환관리，신체검사，건

있으므로 보건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되어 별

강문제 파악 및 사업 계획，보건교육 , 학교환

도 공문으로 시달되어야 하며( 전소은，2003),

경관리，학교보건조직운영 순으로 보고한 양

보건교사 업무표준 정립 시 이 업무를 배제시

명숙과 박영수(1993 )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는데，보건실 운영과 건강관리의 수행도가 높

요약해보면 전남지역 보건교사의 업무중요

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 보건교육이나 학교의

도와 업무수행도는 순상관 관계를 보였고，5

건강문제 파악 및 사업계획보다도 보건실 운

개영역 중 보건실 운영 업무의 비중이 가장

영의 인지가 높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보건교

높게 나타나 학교건강증진을 요하는 시대적

사의 활동이 주로 보건실 업무에 많은 비중을

요청에 따라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화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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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또 학교환경 위생관

(尸=5.697 ，j?=.004), 학생수 (F=3.683, p=

리업무의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낮게 나타

.013), 근무학교 설립주체 (?= 3.644, 严 .002)

난 것을 고려해볼 때，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로 나타났다. 즉 ’ 30-39 세 군이 50 세 이상 군

관리 및 정화활동 업무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

보다，미혼이 기혼보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람직하다고 하겠다 .

나 고등학교에서보다, 학생수 500 명 미만에서

결론적으로，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학교보

1,500명 이상에서 보다，국 . 공립에서 사립에

건 전문인력으로서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업

서 보다 업무 중요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
보건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업무수행도

무표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최종학력0= 2.354 ，p=
.019 ) ， 근무소속 (尸=16.378 ，严 .000), 학생수

V. 결론 및 제언

(F= 6.408, /7=.000), 설립주체 0 = 4 .5 9 0 , p=

.000)로 나타났다. 즉 , 전문대졸이 대졸 이상
에서 보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1. 결 론

에서 보다，학생수 5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업무 중요도와 업무

에서 500-999명이나 1,000-1,499명인 학교에

수행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보건

서 보다 , 국 • 공립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보

교사의 업무표준 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 업무 수행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

고자 2003 년 6 월 15 일부터 7 월 15일까지 전
라남도에 소재한 초 • 중 . 고등학교에 근무하

나. 보건교사의 영역별 업무 중요도와 업무 수행도

고 있는 보건교사 22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 5 개 영역별 업무 중요도는 보건실 운영
(3.51 점) ，보건교육 (3.42 점)，학생 및 교직원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건강관리(3.40 점), 학교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

제작한 보건교사의 업무 중요도와 업무 수행

(3.23 점)，학교환경위생 관리 (2.76 점) 순이었

도 측정을 위한 총 32문항의 4 점 척도인 설문

다.

2) 업무 수행도는 보건실 운영(3.86 점), 학

지로서 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

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3.74 점), 보건교육(3.52

.94 와 .80 이었다.

점)，학교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3.47 점), 학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 을 이용
하여 빈도，백분율，평균 및 표준편차, Mest，

교환경 위생관리(2.84 점) 순으로 나타났다 .

3) 업무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에서 보건실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여

운영 영역이 가장 높았고 , 학교환경 위생관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영역이 가장 낮았다 . 학교환경 위생관리 영역
가. 보건교사의 업무 중요도와 업무 수행도에

중에서도 중요도 (2.30 점)와 인식도(2.17 점)가

차이를 보인 인구학적 변수

가장 낮은 문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

보건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중 업무 중요도

리였다.

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F=3.626 ，p=
다. 업무 중요도와 업무 수행도의 관계는 5 개

.014), 결혼상태 (户 2.692 ，p = . 이 1)，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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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

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타내어 (p<.05l 중요도가 높은 영역에서

석사학위논문.

수행도도 높았다 .

박남희(1992). 부산시내 중 • 고등학교의 학교보
건실태조사.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원 석

2. 제언

사학위논문.
박동권(2001). 초등학생의 학교보건관리 만족도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

와 태도에 관한 연구(양호교사 유무를 중

언을 하고자 한다.

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가 . 학교보건 수혜자인 학생，학부모 및 교직

위논문.

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

박영남(1991). 양호교사의 업무에 대한 인지

한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및 기대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나. 보건교사의 학교환경 위생관리 업무의 중

4(1), 100-115.

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원인을 조사할 필

박정자, 정문숙(1995). 부산지역 중등학교 양

요가 있다.

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의 학교보건업

다. 보건교사의 업무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무 활동 양상.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1),

낮게 나타난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업

17-32.

무를 보건교사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

박정주(2003). 보건교사의 학교보건업무 실태분

이 타당하겠다.

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교사 전문홈페이지 www.narara.org
송화영(1989). 양호교사 업무분석. 한국학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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