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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Methods: In-depth interviews 
with fiftee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were conducted from July 2010 to August 2012. Qualitative data collected by the researcher 
including transcription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through an adapted methodolog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rbin. 
Results: Fifteen categories, 35 sub-categories and 120 concepts were obtained. The key category that was consistently maintained in identity 
formation was ‘keeping themselves being a teacher providing nursing’ which has three styles, ‘focusing on health education’, ‘combining nursing 
and education’ and ‘focusing on providing nursing care’.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eparing manuals 
regarding the range of activities in school health teachers’ jobs, improving promotion and merit payment systems for school health teachers, 
creating support programs for them, and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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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전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NLIC], 2010). 이러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간호처치

라는 의료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

의 보건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학생들의 비만이 증가하고(Sung, Yoon, & Kim, 2013), 매체 중독

(Koo, 2013), 성폭력, 흡연,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Song & Shin, 2014),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Green & Reffel, 2009; Oh, 

Gang, & Lee, 2012). 특히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예방 관련 보건교육이 

2008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됨에 따라 5, 6학년 대상 연간 17시간

으로 실시되고 있다(NLIC, 2010). 그러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한 

임용시험의 경쟁률을 뚫고 교직에 입문하는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

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업무나 일반교사들의 왜곡된 역할 기대로 보건

교사는 학교환경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Kang, Cho, & 

Jung, 2010; Kwon & Oh, 2011).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지위를 차지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Oh & Kwon, 2010). 

정체성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획득해야 할 발달과업이지만,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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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발견해 나가면서 형성된다(Kim, 

2009). 교사의 직업정체성은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에서 중요하다. 초등학교 보건

교사의 정체성 혼란이나 낮은 자존감은 곧 학교보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상

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Kim, 2009; Oh & Kwon, 2010). 따라서 보건교

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학교보건의 주체인 보건교사를 이해하

고 학교보건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요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건교사의 역

할인식(Lee & Lee, 2010), 역할중요도와 역할수행(Yang, Kwon, Jeong, & 

Lee, 2009), 역할적응(Lee & Lee, 2014),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Oh et 

al., 2012), 직무스트레스(Kang et al., 2010; Oh & Kwon, 2010), 보건교사 

직무분석(Song, 2011)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겪는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뿐이다. 보건교사의 직업정

체성에 대한 연구는 Kim (2009), Oh와 Kwon (2010)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설문 문항 외에 보건

교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결국, 보건교사가 학교 문화 속에서 교사와 간호사라는 

두 가지 역할 기대를 수행하면서 겪는 정체성에 대한 경험, 타인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보건교사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인

식하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연구물로서는 어려

운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생활과 경험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고, 교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내면의 과정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직업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미

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적인 필

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거이론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을 그들의 입장

과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보건교

육에 대한 현장의 경험에 근거한 시각을 제공하고 보건교사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직업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적 질문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은 무엇

인가?”이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업정체성 형성의 인과적

인 요인은 무엇이며, 직업정체성 형성요인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직업정체성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 정체성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

체성을 탐색한 질적연구이다. 근거이론은 상징적상호작용에 근거하여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직관력을 제공하고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주며, 그것을 

둘러싼 과정에 대한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 면허증과 대학 재

학 중 비사범계열 교직이수에 준하는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

격증을 취득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15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배경, 간호사 근무경력, 보건교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전화나 구두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

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으며,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으

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즉,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과 보건교사

로서의 교육경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리고 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출신 참여자를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초등학교 보

건교사의 임상경력과 교육경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가능한 많은 범주

를 찾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자료수집 초기부터 중반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 수집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교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학술적 문헌과 신문, 수기와 같은 비학술

적 문헌을 통해 연구 질문과 관련된 충분한 배경정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책임 연구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의 전문적 

경험을 살펴 직업정체성 현상에 깊게 몰입하고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

고자 노력한 후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2010년 7월 22일을 시작으로 잠재적인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

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모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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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와 장소를 약속하여 1:1 면담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

의 목적,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진행 중 면담을 중지하기를 원할 경우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에 대하여 녹음을 허락 받

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보장하고 이때 참여

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신원

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마다 1-2회의 면담과 회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면담 시

간을 가졌으며, 면담의 의미를 확인하고 명료화하기 위해 추가 면담의 

기회를 가졌다.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초기 만남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에 주력하였고 심층 면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관련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참여자

의 태도와 특징적인 행동 그리고 면담 도중 특정 내용이나 생소한 단

어 등을 메모하였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 참여자의 부탁, 정확한 연락처 등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을 일상에서 대화하듯 이야기하

도록 자연스런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였고, 면담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식에서 후반에는 더 추상적인 개념들

을 유도해내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초

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한 면담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보건교사라는 직분은 선생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 선생님께서 보건교사로서 성공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실패하였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 선생님께서는 보건교사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어

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선생님께서는 보건교사라는 직업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분석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을 동시에 반복, 순환하여 시행하였으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도형화의 단계를 거치되 연구 자료에 맞게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즉, 개

방코딩에서는 필사한 전체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참여자들이 경험

한 것을 이해한 후 문단마다 중심의미를 찾아내어 메모하고, 다시 문

장과 문구를 읽고 분석하여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코드를 만

들었다. 축코딩에서는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개방

코딩 기간 동안에 분해되었던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범

주들을 속성과 차원의 선에 따라 그 하위범주들과 연결시켜 패러다임 

모델을 적용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모

든 범주를 통합하고 자료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여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도형화 단계에서는 도출된 상위범주들을 핵심범주와 연

결시키고 정형화하여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재조직화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이 진행되면서 자료수집 후반에는 핵심 범주를 확

인하고 각 범주의 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표집하였다. 한 참여

자로부터의 면담분석 결과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지 사건을 

비교하였으며, 새롭게 나타나는 사건이나 내용은 또 다른 참여자에게 

질문과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에 차이가 있거나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

행되는 동안 참여자 15명과 2차면담 이후부터는 2가지의 범주만이 새

롭게 발견되었으며, 4, 5차면담이 이루어진 참여자에게서는 더 이상 새

로운 범주, 속성과 차원,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

False name Gender Age Marriage Years of health teaching Years of nursing Final academic program

Kang, S. F 55 Yes 20 8 3-year college
Kim, S. F 45 Yes 16 4 3-year college
Choi, H. F 35 Yes 10 0.5 Bachelor degree
Lee, J. F 52 Yes 17 12 3-year college
Seo, M. F 55 Yes 26 7 3-year college
Kim, S. F 44 Yes 13 3 Bachelor degree
Lee, E. F 46 Yes 22 0 Bachelor degree
Ju, H. F 37 Yes 5 3 Bachelor degree
Hong, S. F 52 Yes 23 2.8 3-year college
Son, M. F 45 Yes 13 3 3-year college
Park, J. F 36 Yes 0.5 6.3 Bachelor degree
Kim, Y. F 36 Yes 0.5 3.5 Bachelor degree
Lim, M. F 31 No 0.5 1.5 Bachelor degree
Park, S. F 28 No 3 0.5 Bachelor degree
Yoo, K. F 45 Yes 20 1 3-yea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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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시점이었다.

연구의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고자 참

여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또한 진실성(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과정

을 수행하였다(Guba & Lincoln, 1989). 진실성은 양적연구의 내적타당

도에 해당되는데,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도록 현상을 생생

하고 충실하게 서술하고, 표현의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에 대

한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연구자가 분석 과정에 참

여하여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중립성이란 양적연구의 객관성에 해당되

는 것으로 면담 시 의식적으로 연구자의 선입견 배제(판단중지, brack-

eting)와 중립성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경험

이 풍부하고 질적연구 방법론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연구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받으면서 질적연구 능

력의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구조 

수집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직업적 존재감 위축’과 

‘정체성 혼란’으로 나타났고, 15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0개의 개념(코드)이 도출되었고 개념마다 이름을 붙였다. 120개의 개

념(코드)중 연계된 개념들끼리 묶어서 좀 더 추상화시킨 35개의 하위

범주가 추출되었으며, 하위범주에서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5개

의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그 관련성을 나타낸 도식은 Figure 1

과 같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불명확한 보건업무’

와 ‘역할의 확대와 기대증가’, ‘열악한 직무 여건’, ‘외부의 인식부족’, ‘교

직에 대한 열망’이 직업정체성의 위축과 혼란이라는 현상의 원인이 되

었다.

•  내가 예전에는 급탕실 청소까지도 하다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Lee, J., 52) 

•  보건교사가 환경, 석면관리, 수목방충해, 방역 같은 거, 또 정수기 

위생 모든 활동을 다해야 한다는 식으로 위생과 환경 갖다 붙인 

거죠(Lee, E., 46) 

•  애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잘 못 갈

만큼 시간도 없고, 하루에 평균 6, 70명 정도 아이들 오고.(Park, J., 36)

•  항상 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간호과 가서 보건

교사가 되었어요.(Kim, Y., 36세)

중심현상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의 정체성 형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중심생

각이나 사건의 현상은 ‘직업적 존재감 위축’, ‘직업정체성 혼란’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타인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른 본질의 부정적

이고 긍정적임, 명확성의 많고 적음에 차이를 나타냈다. 

•  수업도 안하고 보건실에 있는데 무슨 교사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Lim, M., 31세) 

•  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거 같아요. 봉사한다, 교사가 아니다, 

사서교사나 보조교사로 생각하더라구요.(Choi, H., 35)

중재적 조건

‘보건교육 법제화’, ‘교육과정 속 보건교육 포함됨’이 행위/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은 보건교육관련 정책이 법제화의 강제성의 정도와 교육과정 속에 보

건교육이 포함되는 정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  이제 보건교과서도 나왔잖아요. 이건 보건교육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 가는 거고,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니깐 떳떳하게 수업도 하게 

되었잖아요.”(Yoo, K., 45)

Figure 1. Paradigm of job identity form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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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상호작용 전략

‘구성원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단체를 통한 제도 변화 주장하기’, 

‘개인적 차원의 학교적응하기’는 ‘직업적 존재감 위축’과 ‘직업정체성 

혼란’ 현상에 대처하고 다루기 위한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활

용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관여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  뭔가 어울릴 수 있는 한 가지씩 하다보면 학교가 즐겁게 되는 거 

같아요.”(Lee, J., 52) 

•  우리가 협력을 해서 위선을 뚫어서 공무원은 지시하달식이니깐 

위에서 밑으로 정책하달 할 때까지 단체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

록 시간을 기다립니다(눈물 흘림). (Kim, J., 45) 

•  내가 교장은 아니지만 학교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내 일이라 생

각해요. (Seo, M., 55) 

결과 

‘직업적 존재감 위축’과 ‘직업정체성 형성’이라는 현상을 다루기 위

해 다양한 행위/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사 존재

감에 만족하기’,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으로 정체성 확인하기’, ‘학교조

직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  선생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서 가족들한테 전달하고 

자기도 습관의 변화가 생겼다고 아이들이 이야기 했을 때 뿌듯하

고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Ju, H., 37)

•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보건교사가 방향을 걸어가야 하

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Park, J., 28).

•  의료적인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Hong, S., 52)

핵심범주: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의 핵심 범주는 ‘간호를 베풀며 교

사로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간호를 행위로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서의 간호를 베푼다는 것에 특

별한 의미를 두었으며,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는 데는 깨달음과 

받아들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교사로 입문했으나 경

계가 불명확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업무와 보건실 업무를 병행하

여 감당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면서 교사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자신

을 일반교사보다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상황에 내몰려 자신의 존재

감이 위축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

나 간호처치를 하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보건수업을 통해 건

강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면서 교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

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간호를 베풀면

서 초등학생들의 건강습관 교육에 매진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

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체험과 자율

적 깨달음을 통해, 부분적이 아닌 간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삶으로서 간

호를 베푸는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정체성을 잘 알게 된 것이다. 참여자

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현실을 거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

로 받아들이고 간호처치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보건수업에 열중하며,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Table 2. Types of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School Health Teachers

Attributes of paradigm            Type Level 
Focusing on health 

education
Combining nursing and 

education
Focusing on providing 

nursing care

Casual condition Job unclear 
Job overload 
Poor work condition
Lack of outside recognition
Desire to be regular teachers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severe
severe
severe
severe
strong

weak 
weak
weak 
weak 

strong

severe
severe
severe
severe
weak

Phenomenon Cower at existence as health teacher
Identity confusion in health teacher

Level
Level

strong
strong

weak 
weak 

strong
strong

Intervening condition Legislation of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included in 
   regular curriculum

Level
Level

strong
high

mild
high

strong
low

Action/Interaction Living with school members 
Insist on system change through
   group involvement 
Personal adaptation to school  

Involvement
Level

Level

mild
strong

mild 

active
weak

high

passive
strong

low
Consequence Feeling worth and satisfaction in 

   role of health teacher
Identification as growth in 
   health teacher specialty
Treatment of multiple jobs with 
   adaptation to school culture

Level

Engagement

Level

high

passive

strong

high

active

mild

low

active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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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의 유형 분석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의 유형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모

색하고 간호학을 하나의 전담교과처럼 인식하는 ‘보건교육중시형’, 간

호와 보건교육의 두 가지 전문성을 조화롭게 이루고자 하는 ‘간호-교

육병행형’, 기존체계에 순응하며 간호처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간호

제공위주형’의 3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직업정체성의 유형

은 참여자별로 한 가지의 유형으로 파악되지 않고, 세 유형이 조금씩 

혼합되어 나타났으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하

였다. 각 유형과 범주들간의 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보건교육중시형

참여자들 중 돌봄과 사랑을 베푸는 간호사의 역할보다 교육자의 역

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유형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교사의 권리

와 대우를 받기 원하지만, 불명확하고 버거운 보건업무와 열악한 직무

환경으로 보건교사로서의 존재감의 위축과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중

심 현상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행위/상호작용 전략에서는 ‘단체를 통

하여 권리를 주장’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교원단체를 통하여 

불명료한 업무의 개선이나 업무경감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교

육정책의 변화와 승진제도 및 성과급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

식하였다. ‘구성원들과 어울리기’의 정도와 ‘개인적 차원의 학교 적응

하기’의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나 자신의 업무조정을 위한 요구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 보건교육중시형에서 사용한 전략의 결과로는 교사로

서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으며, 보건교사 전문

성을 모색하면서, 연수의 기회와 보건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제시되었다. 그리고 보건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

의 건강습관 변화를 위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등 보건교육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교육병행형

간호-교육병행형은 교사의 역할과 간호를 베푸는 간호사의 역할 두 

가지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유형이다. 인과적 조건으로 제시된 

‘불명확한 보건업무’에 대하여는 약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구성

원들과 잘 어울려 업무상 협조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 없이 일을 수행했

고, 간호와 처치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버거운 업무’에 대한 인식도 

적었다. 열악한 직무여건에 대해서는 점점 사회가 발전되면 좋아질 것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승진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지만 앞으로 제

도적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직무환경에 대한 불만족의 정

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상호작용 전략으로는 교직원들을 서

로 도우며 학교생활을 하였고, 무엇보다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되어 업무

의 지원과 협조요청이 원활하였다. 보건교육 후에 변화되어 가는 학생

들의 모습으로 보람을 느끼고 보건수업에 전문성을 가져오기 위해 수

업준비에 열정을 쏟으며 몰입하기도 하였다. 많은 역할도 즐겁게 수용

하고 책무에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역할

을 수행하는 등 간호-교육병행형은 간호를 베풀며 교육자로 살아가고

자 간호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간호제공위주형

참여자들 중 보건교사로서의 직업적 존재감이 낮은 유형으로 돌봄

을 베푸는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간호처치의 수행을 연장하는 간호제

공위주형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제공위주형은 경계가 불명확한 보건업

무로 인해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고, 승진할 기회조차 없는 보건교사라

는 직업에 자존감이 상실된다고 느껴 직업적 존재감을 매우 약하게 인

식하였다. 자신의 역할 기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

았음을 경험하였고, 교직에 대한 사기저하를 경험하였다. 행위/상호작

용 전략으로는 힘들지만 안정된 보건교사직의 장점을 인식하고, 학생

에게 간호를 베푸는 것을 위로삼아 존재감의 위축 정도를 희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단체를 통한 업무의 개선과 보건업무 경감을 호소하였고 

단체의 힘으로 보건교사 역할 및 기대에 대한 교사집단의 인식 변화

를 크게 주장하였다. 구성원들과 어울리기 정도는 소극적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업무조절을 위한 타협과 협상이라는 노력

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힘겹게 처리하면서 체계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겪는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의 경험

을 탐색하여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

여자들의 면담을 토대로 개념적 실체를 파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핵심범주, 즉 초등학교 보건교사

의 직업정체성은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핵심범주의 중심현상은 ‘직업적인 존재감 위축’, ‘직업정체성의 혼

란’이었다. 보건교사는 교직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교직을 시작하

지만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업무를 분장 

받을 때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며 보건

교사 직업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Oh & Kwon, 2010). 보건교

사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는 하지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한

은 주어지지 않는 문화 속에서 보건교사는 자신들의 지위에 맞는 역할

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Lee 

& Lee, 2014), 이는 과거 미국보건교사에서도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Libbus et al., 2003). 

이러한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불명확하고 버거운 보건업무와 

외부의 인식부족을 포함한 열악한 직무여건, 그리고 교직에 대한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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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더욱이 일반교사들에게 보건교사는 정규수업과 학급생활지

도에 대해 부담 없는 편하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

에 보건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이 위축되는 것을 경

험하고 있다(Kang et al., 2010; Oh & Kwon, 2010). 이러한 비지지적인 

직무환경은 Lee와 Lee (2014) 연구에서도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수행시 

혼란과 방황에 영향을 주는 외재적 맥락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

로 학교구성원들 중 특히 업무분장을 주도하는 관리자들은 보건직무

와 관련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Lee & Lee, 2010). 즉, 관

리자들은 보건교사도 보건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관점을 가지

고 위생과 관련한 교육적 측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책임의 한계도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보건교사는 인정받을 수 없는 성과급 기준으로 인해 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를 경험한다(Yeo, Kim, & Kim, 2011). 보건교사는 주로 보건

실에서 질병관리와 응급처치를 수행하면서 건강상담과 교육자료를 제

공하는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이

루어지는 수업만을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수업시수로 인정받지 못한다(Yeo et al., 2011). 이로 인해 

보건교사가 많게는 하루 100명의 학생들을 보살피는 의료 업무를 과

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정한 잣대에 적용받으면 

무능한 교사로 점수 매겨지는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

과급의 기준은 다수라는 조직의 힘에 눌려 소수자로서 순응하며 살아

가게 만드는 불평등한 체제이다. 이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처

치도 교육활동으로 해석되고, 수업시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단지 교실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식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모든 의료적 행위

도 보건교육 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관점은 보건교사

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보건교사는 교직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

은 보건교과서 개발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에 몰입하기도 

한다. Park과 Bae (2012)는 학교보건전문가로서의 역량과 보건교육역

량, 보건관리 역량개발이 보건교사 최종 역량모형으로 제시한 것과도 

유사하였다. 수업전문가로서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들을 위

하여 교육학과 관련된 연수 기회의 확대와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의 개

선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정체성 형성의 행위/상호작용으로 학교조직

사회에서 정체성 혼란과 존재감 위축을 경험하지만 나름대로 자신들

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거나, 직

원체육활동이나 친목활동을 통해 교직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전략

을 사용하였다. Kim, Yoon과 Cheon (2011)의 연구에서처럼 인간관계와 

업무상 대인관계를 원만히 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학교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지지 세력을 확보

하는 것으로 Lee와 Lee (2014)의 보건교사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한 연

구에서 ‘자리자리 만들어가기’의 전략과 유사하였고, Park과 Bae (2012)

의 연구에서 보건교사 역량개발 모형의 한 요소인 관계형성역량 개발

이라는 행동요소가 필요하게 된 과정을 잘 나타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보건교사 단체의 힘을 빌려 존재감을 드러내

고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

건교사가 공동체 팀을 이루어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개

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Lee와 Lee (201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다. 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직에 적응하는 전략으로 그냥 참고 견

디면서 학교체제에 순응하면서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Song (2011), Oh와 Kwon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Oh 등(2012)

은 학교 안에서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학교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대안을 갖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

다고 하였다. Lee와 Lee (2014)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오히려 자

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조직에 적응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정체성을 학교사회 속에서 존재

감의 위축을 경험하더라도 자신들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습관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서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낌으로서 구축하였다. 보건수업에 열중하는 것이 보건교사의 정체

성이며, 존재의 의미라고 인식하여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모색하거

나, 간호처치의 전문성으로 보건수업을 조화롭게 병행하면서 정체성

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보건교사는 간호사의 자격과 교사의 자격 모두 

가진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여 간호와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건교사의 정체성이라는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Park과 Bae (2012)의 

보건교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의료적 서비스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보건교사의 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를 

회복시키고 지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고, 학

교조직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는 교육활동을 돕는 주변인이나 보조적인 존

재로 대우 받았던 경험을 하였고, 교사보다는 간호사라는 역할을 강조

해 과중한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과교사로서 존

재감을 확인하거나(보건교육중시형), 오히려 교사와 간호사의 두 가지 

전문성을 조화롭게 신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

인하거나(간호-교육병행형), 현실에 체념하며 기존체제에 순응하면서 

기본적인 간호처치를 주로 하며(간호제공위주형) 살아가고 있었다. 그

러나 직업정체성은 일시적, 일회적,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되었다. 

먼저 보건교육중시형은 간호나 처치보다는 보건교육에 더 중점을 

두는 유형이다. Kim (2012)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여 보건교사도 교육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형성해간다고 하였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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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사는 임용 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30시간에서 62시간 정도의 신

규임용 직무연수를 받지만(Ministry of Education, 2013), 학교 배치 후

에는 현장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Lee & Lee, 2014). 이러한 상

황에서 보건교육중시형에 속한 보건교사들은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개선이나 자료제작과 같은 교직관련 직무연수를 

스스로 찾아 더 많이 공부하려는 열정을 보였다. 보건교사도 교육자로

서 수업공개와 수업연구에 대한 지원, 수업관련 직무연수의 기회확대 

등 학교사회 문화 속에서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소수로서 불평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간호

라는 의료 전문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간호-

교육병행형이다. 보건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간호사 

자격과 교원자격을 동시에 갖추어야 취득가능하며(Kwon et al., 2010), 

이 유형은 이 둘을 비교적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

에 속한 참여자들도 보건교사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3년 10월에 보건교사 지위향상을 위한 승진법

안이 통과하게 되어 실질상 승진이 가능해졌으므로(Ahn, 2013), 간호-

교육병행형의 보건교사들은 균형감 있게 자신의 직업정체성을 구축

하리라 기대된다. 

마지막 유형은 학교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간호사로서의 역할 기대에 

맞추어 체제에 순응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간호제공위주형이다. 이 유형에 속

하는 참여자들은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신에게 맞

지 않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들의 의견에 맞서거나 반

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며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동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 자세를 취한다. 이는 Lee와 Lee (2010)가 보고한 보건교사 역할적응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적당하게 발 담그기라는 행동패턴과 유

사하다. 발 담그기 행동패턴은 당장 이직하고 싶지만 교사로서의 장점

을 생각하고 보건교사 역할에 적응한다고 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은 학교사회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 직업

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신이 하는 일이나 역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

러한 경험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

명확한 보건업무’, ‘버거운 보건업무’에서 비롯된 간호/의료와 교육의 

복합적인 역할 및 기대 충돌 속에서 발생한 직업적 존재감 위축과 정

체성 혼란이라는 현상을 극복하고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서 삶을 살

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직업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존재감을 회복

하고 건강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업무범위의 한

계에 대한 명료한 관점이 제시되어야 하며, 보건교사의 보건실에서 행

해지는 치료 및 간호업무에 대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인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학급에 보건교사 인력 충원과 보

건교사의 승진제도와 성과급제도의 개선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보건교사 직업정체성의 지역과 학교급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대상 연

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보건교사는 경계가 불명확한 보건

업무로 인하여 존재감 위축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으므로 보건업

무의 명확한 제시와 보건업무 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셋째, 보건교사가 학교교육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직

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둘러싼 불평등한 제도 개선 즉, 성과급제도와 

승진 제도에 대해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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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함으

로써 보건교육에 대한 현장의 경험에 근거한 시각을 제공하고 초등학

교 보건교사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직업정체성의 유형을 탐

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눈덩이표집법에 의해 편의추출된 초등학교 보건교사 15명을 대상

으로 근거이론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적이고도 순환적으로 시행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

딩, 도형화의 단계를 거쳤다.

결과

연구결과 15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핵심범주는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은 ‘보건교육중시형’, ‘간호-교육

병행형’, ‘간호제공위주형’의 3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참여자별



72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근거 이론적 접근

Child Health Nurs Res, Vol.21, No.1, January 2015: 64-73

www.chnr.or.kr

로 한 가지의 유형으로 파악되지 않고, 세 유형이 조금씩 혼합되어 나

타났다. 

결론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명확한 보건업무의 해석이 필요하며, 보건교

사를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

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둘러싼 불평등한 제도 개선 

즉 성과급제도와 승진 제도에 대해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Ahn, Y. S. (2013, December 16). Parliamentary passage on legisla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promotion to vice-principal. EduYonhap News. 

Retrieved December 10, 2014, from http://www.eduyonhap.com/

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14919

Green, R., & Reffel, J. (2009). Comparison of administrator’s and school 

nurses’ perception of the school nurse role. The Journal of School Nurs-

ing, 25, 62-71.

Guba, E. G., & Lincoln, Y. S. (1989).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Kang, I. S., Cho, S. Y., & Jung, H. J. (2010).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of 

school nurses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 286-295. 

Kim, J. H. (200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the 

work satisfa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Unpublished 

ma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im, J. H. (2012).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teacher efficiency focused on 

school health teachers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im, K. K., Yoon, B., & Cheon, M. S. (2011). The effects of school health 

teacher’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Re-

search, 9(2), 22-42. 

Koo, H. Y. (2013). Effects of a prevention program for media addiction on 

television addiction, internet addition, cellular addiction, and impul-

sive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4), 270-281. http://dx.doi.org/10.4094/chnr.2013.19.4.270

Kwon, J. O., & Oh, J. (2011).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in 

school health teachers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who experi-

enced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36-43. 

Kwon, S. J., Kim, N. H., Kim, Y. H., Park, N. H., Yang, M., Lee, K. H., et al. 

(2010). School Health. Paju: Soomoonsa.

Lee, D., & Kim, Y. (2012). An inquiry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ed Theory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2), 1-26. 

Lee, J. H., & Lee, B. S. (2010). Self-role perception of health teachers in el-

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4), 398-408. http://dx.doi.org/10.12799/jkachn.2010.21.4.398

Lee, J. H., & Lee, B. S. (2014).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Journal of Ko-

rean Academy of Nursing, 44(3), 305-316. http://dx.doi.org/10.4040/

jkan.2014.44.3.305

Libbus, M. K., Bullock, L. F. C., Brooks, C., Igoe, J., Beetem, N., & Cole, M. 

(2003). School nurses: Voices from the health room. Journal of School 

Health, 73(8), 322-324. http://dx.doi.org/10.1111/j.1746-1561.2003.

tb06590.x

Ministry of Education. (2013). Job training guide: An expectant of new regu-

lation appointment. Retrieved December 10, 2014, from http://www.

mest.go.kr/newsearch/search.jsp.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2010).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chool health rules. Seoul: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

tion. 

Oh, J., & Kwon, J. O. (2010). Job identity and job stress 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

ing, 21(3), 341-350. http://dx.doi.org/10.12799/jkachn.2010.21.3.341

Oh, K., Gang, M., & Lee, S. (2012).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e-

pression of school nurses.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6(1), 

60-71.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60

Park, K. S., & Bae, E. K. (2012). A Delphi study of developing competency 

model for Korean health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5(1). 1-12.

Song, H. S., & Shin, H. S. (2014). A predictive model of behavioral prob-

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 1-10. http://dx.doi.org/10.4094/chnr.2014.20.1.1

Song, Y. H. (2011). A study on support staffs in large class schools based on 

job analysis of school health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

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UK: Sage Publications.

Sung, K. S., Yoon, Y. M., & Kim, E. J. (2013).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obesity management program for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



http://dx.doi.org/10.4094/chnr.2015.21.1.64

www.chnr.or.kr   권진옥, 오진아, 김은하 외 1인  | 73

search, 19(4), 262-269. http://dx.doi.org/10.4094/chnr.2013.19.4.262

Yang, S. O., Kwon, M. S., Jeong, G. H., & Lee, S. H. (2009). A study o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performance level, and perceived compe-

tence level of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96-104. 

Yeo, S. Y., Kim, Y. S., & Kim, H. S. (2011).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performance based pay syste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4(2), 14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