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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장애학교교사의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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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서장애 학교 교사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취 동기와 직무 만족도와는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에
서는, 공․사립, 학․석사 모두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학사 학위 소지자와 공립학교 교사
는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이 높았고, 교직자체 직무 만족과 행정적 직무 만족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에서는 공립과 학사에서는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행정적 직무 만족이 무관
하게, 사립과 석사에서는 유관하게 나타났다.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에서는 공립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과만 관련 있었고, 사립은 교직자체 직무 만족, 행정적 직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 모두에 연관이
있었다.

주요어 : 정서장애학교교사,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관계

1)

특수교육에서는 장애 아동의 장애별 정도에 따라

(McKean, 1996), 정서장애학교 교사들이 개별화,

교육 과정을 개별화하여 교사들이 체계적인 수업을

원활한 가정과 학교생활, 진로 교육 등을 하는 것이

전개해나가 장애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원만하

쉽지 않다고 예상된다.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개인의 취미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장애학교 교사들에 있어 성

와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취동기와 직무 만족도는 교사 역할 수행에 큰 변수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성취동기는 어려운 일을

민복, 2003). 자폐아의 경우 감각적 문제, 청각적

달성하는 것, 장애를 극복하고 고수준에 도달하는

처리 과정의 문제, 고도의 불안과 제한적인 상호작

것, 자신의 초월하는 것,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용, 짧은 주의집중시간, 과잉행동 등의 특성이 있어

것, 재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자존심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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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취동기가 성취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 법

인간의 힘으로 인정된다(Murray, 1953). 그리고,
직무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사는 학교라는 조직체의

조사 절차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할이 있고 이에 기대되

본 연구는 5개의 정서장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는 행동이 있으며 이 행동의 결과가 직무만족도로 나

설문지를 총 229부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

타나므로, 높은 직무 만족도는 교육력 향상에 영향을

서 답변이 불성실한 것과 반응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

미치게 된다(예정수, 2002).

외한 설문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총 배부된 229

직무만족도와 성취동기에 따라 교사의 교육력이

부중 회수된 질문지는 166부로 설문지 회수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74.1%였고, 반응이 불성실하거나 반응이 누락된 설

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문지 3부를 제외한 총 163부만 선택하여 분석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다.

직무만족도만을 알아보았고(김미경, 2003; 김부상,
2001; 윤선순, 2004; 예정수, 2002), 정서장애학

응답자

교 교사를 상대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더욱이,

응답자 163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42.3%, 여자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너무

가 57.7%였으며 직위별로는 부장이 25.2%, 평교

나도 부족한 상황이다(권종신, 2000).

사가 74.8%를 차지하였으며, 학교급별은 유치부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서장애학교 교사들을 대상

2.5%, 초등부가 45.4%, 중학부가 27.6%, 고등부

으로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하여 정서

가 24.5%이었다. 연령별은 20대가 18.4%, 30대가

장애학교 교사들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자료를 제

51.5%,

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다.

위별로는 학사가 44.2%, 석사이상이 55.8%를 차

본 연구는 정서장애학교 교사의 교직에 대한 성취

40대가 27.0%,

지하였다. 그리고,

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62.0%,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3.1%이었고,

첫째,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11-20년

50대가 3.1%이었고,

학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하가
이하가

종교는

35.0%,

기독교가

21년

50.9%,

이상이
가톨릭이

17.8%, 불교가 3.7%, 무교가 27.6%이었다. 자녀

알아본다.

유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가 57.7%, 자녀

둘째,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

가 없는 경우가 42.3%이었고, 설립별로는 공립이

계를 알아본다.

34.4%, 사립이 65.6%이었다.

셋째,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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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각 문항별로 “항상 그렇다”면 5점, “대체

표 1. 응답자
구
성별
직위

학교급

연령

학위

교직경력

종교

분

로 그렇다”면 4점, “보통이다”면 3점, “대체로 그렇지

남
여
부장
평교사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20대
30대
40대
50대
학사
석사 이상
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년 이상
기독교
가톨릭
불교

빈 도
69
94
41
122
4
74
45
40
30
84
44
5
72
91
101
57
5
83
29
6

퍼센트
42.3
57.7
25.2
74.8
2.5
45.4
27.6
24.5
18.4
51.5
27.0
3.1
44.2
55.8
62.0
35.0
3.1
50.9
17.8
3.7

무교

45

27.6

있다

94

57.7

없다

69

42.3

공립

56

34.4

와의 관계 20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별로

사립

107

65.6

“항상 그렇다”면 5점, “대체로 그렇다”면 4점, “보통

163

100.0

이다”면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면 2점, “거의 없

자녀유무
설립
합

계

않다”면 2점, “거의 없다”면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본 검사의 득점의 범위는 20-100점이었다.
표 2. 성취동기 설문지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생리적 성취동기

2.4.6.7.8.9.19

7

존경 추구적 성취동기

10,11,14,17,18,20

6

자아실현 성취동기

1,3,5,12,13,15,16

7

계

20

직무만족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권종선(2000)의 설문지를 약간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구는 내용은 동일하게
하고 표현 양식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나의 현재의
학급 담임이나 사무 분장이 적절하다’ 문항은 ‘나의
현재의 학급 담임이나 사무 분장이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로 바꾸는 식이었다. 하위 영역으로는 교직 자
체 직무 만족, 행정적 직무 만족, 학교 및 지역사회

다”면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본 검사의 득점의 범위
측정 도구

는 20-100점이었다.

성취동기 검사

표 3. 직무 만족도 설문지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검사는 권종선(2000)의

하위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설문지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구는

교직 자체 직무 만족

1.3.4.8.10.19

6

내용은 동일하게 하고 표현 양식을 바꾸었다. 예를

행정적 직무 만족

6.9.14.15.16.17.20

7

들면,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문항을 

학교 및 지역사외와의 관계

2.5.7.11.12.13.18
계

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로 바꾼 식
이었다. 하위 영역으로는 생리적 성취동기, 존경추구
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성취동기의 20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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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리 방법

표 4. 성취동기 검사의 신뢰도

본 연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취 동기검사와 직
무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문항

Cronbach α

생리적 성취동기

.6941

존경 추구적 성취동기

.7745

자아실현 성취동기

.7637

성취동기 전체

.8701

표 5. 직무 만족도 검사의 신뢰도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
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정서장애 학교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직위별, 자격별, 연령별, 학위별, 교직경력별, 종교

문항

Cronbach α

교직 자체 직무만족

.8019

행정적 직무만족

.8106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만족

.8007

직무만족 전체

.8423

별, 자녀유무별, 설립별)에 따른 성취동기와 직무만
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결 과

였다.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넷째, 정서장애 학교 교사의 성취동기 수준과 직
무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

설립별에 따른 생리적 성취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학교 설립별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간의

다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

하였으며,

모든

자료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립

분석은

학교 교사의 경우는 생리적 성취동기와 학교 및 지역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직무만족과는 r=.416(p<.01), 직무만족 전체
와는 r=.265(p<.05)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신뢰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생리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결과 Cronbach

성취동기와 교직자체 직무만족과는 r=.377(p<.01),

a계수가 성취동기도 검사는 .6941-8701의 범위이며

행정적 직무만족과는 r=.375(p<.01), 학교 및 지역

직무만족도 검사는 .8007-8423의 범위로 나타나 양

사회 직무만족과는 r=.443(p<.01), 직무만족 전체

호한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

와는 r=.449(p<.01)로 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는 표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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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사학위 교사, 석사학위 이상 교사 모두

표 6. 설립별에 따른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으로
공립

사립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사학위 교사의 경우

교직자체 직무만족

.161

.377**

는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무만족,

행정적 직무만족

.105

.375**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416**

.443**

직무만족 전체

.265**

.449**

행정적 직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모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

p<.05, **p<.01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따라서, 공․사립학교 교사 모두 생리적 성취동기

설립별에 따른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의 관계

있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생리적 성취동

학교 설립별 존경 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기가 높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이 높아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을 알 수 있었으며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생리적

존경 추구적 성취동기와 교직자체 직무만족과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무만족, 행정적 직

r=.345(p<.01),

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모두 높

직무만족

전체와는

r=.492

(p<.01), 직무만족 전체와는 r=.423(p<.01)로 정

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립학교 교사
학위별에 따른 생리적 성취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의 경우는 존경 추구적 성취동기와 교직자체 직무만

학위별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족과는

r.=525(p<.01),

상관분석을 한 결과, 석사학위 이상 교사의 경우는 생

r=.301(p<.01),

리적

r=.498(p<.01),

성취동기와

교직자체

직무만족과는

r=.469

학교

및

행정적

직무만족과는

지역사회

직무만족과는

직무만족

전체와는

(p<.01), 행정적 직무만족과는 r=.435(p<.01), 학교

r=.492(p<.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과는 r=.535(p<.01), 직무만족

표 8. 설립별에 따른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간의 관계

전체와는 r=.530(p<.01)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직자체 직무만족

표 7. 학위별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

학사

석사 이상

교직자체 직무만족

.127

.469**

행정적 직무만족

.204

.435**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290*

.535**

직무만족 전체

.244*

.530**

p<.05,

공립

사립

.345**

.525**

행정적 직무만족

.227

.301**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492**

.498**

직무만족 전체

.423**

.492**

**

p<.01

따라서 공․사립학교 교사 모두 존경추구적 성취

**

p<.01

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으로 높아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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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존경추구

무 만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무만족과 학교

수 있었으며, 석사학위 이상 교사의 경우는 교직자체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직무만족, 행정적 직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교직자체 직무만족, 행정적

회 직무만족 모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모두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학위별에 따른 존경 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설립별에 따른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간의 관계

관계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간의 관계를

학교 설립별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

학위별에 따라 학사와 석사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자

결과, 학사학위 교사의 경우는 존경추구적 성취동기

아실현 성취동기와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과는

와 교직자체 직무만족과는 r=.373(p<.01), 학교 및

r=.357(p<.01)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사립학

지역사회

직무만족

교 교사의 경우는 자아실현 성취동기 수준과 교직자

전체와는 r=.372(p<.01)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

체 직무만족과는 r=.445(p<.01), 행정적 직무 만족

을 알 수 있었다. 석사학위 이상인 교사의 경우는 존

과는 r=.372(p<.01),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과

경추구적

는

직무만족과는

성취동기와

r=.530(p<.01),

행정적

r=.383(p<.01),

교직자체

직무만족과는

직무만족과는

r=.361

r=.508(p<.01),

직무만족

전체와는

r=.496(p<.01)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p<.01),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과는 r=.552

있었다.

(p<.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공,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자아실현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이 높아

표 9. 학위별에 따른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짐을 알 수 있었으며,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교직

간의 관계
학사

석사이상

교직자체 직무만족

.373**

.530**

행정적 직무만족

.183

.361**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383**

.552**

직무만족 전체

.372**

.529**

자체 직무만족, 행정적 직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
역사회 직무만족 모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설립별에 따른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공립

**

p<.01

따라서 학사학위 교사, 석사학위 이상 교사 모두

교직자체 직무만족

.099

.445**

행정적 직무만족

.150

.372**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357**

.508**

직무만족 전체

.232

.496**

존경추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사학위 교사의

**

p<.01

경우는 존경추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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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별에 따른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논 의

관계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학위별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학사학위 교사의 경우는 자아실현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

성취동기와 교직자체 직무만족과는 r=.239(p<.05),

보았을 때, 공․사립, 학․석사 모두 생리적 성취동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과는 r=.432(p<.01), 직

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러

무만족 전체와는 r=.339(p<.01)로 정의 상관관계

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직무만족

가 있음을, 석사학위 이상인 교사의 경우는 교직자체

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Sutermeister,

직무만족과는

1976).

r=.366(p<.01),

행정적

직무만족과는

r=.378(p<.01),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과는

학사와 공립학교 교사는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

r=.434(p<.01),

직무만족

전체와는

r=.434(p<.01)

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이 높아지나,

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직자체 직무 만족과 행정적 직무 만족과는 상관이

따라서 학사, 석사학위 이상인 교사 모두 자아실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학위 소

현 성취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전체적으로

지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기 어렵고 학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사학위 교사의 경우

생활에서의 도전의식과 열정 등은 교직 자체의 직무

는 자아실현 성취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

나 행정적 직무에 영향력을 적게 미치기 때문에 나타

무만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난 것으로 추측된다.

수 있었으며, 석사학위 이상인 교사의 경우는 교직자

사립학교 교사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생리

체 직무만족, 행정적 직무만족, 그리고 학교 및 지역

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 자체 직무 만족, 행정

사회 직무만족 모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적 직무 만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 모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립학교 교사와 석사

표 11. 학위별에 따른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학사

석사이상

교직자체 직무만족

.230*

.366**

행정적 직무만족

.195

.378**

학교 및 지역사회 직무만족

.432**

.434**

직무만족 전체

.339**

.434**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보직을 가지기 쉽고 자신의 학
교에서 자신감, 도전 의식, 일에 대한 열정 등이 반
영되어 결과를 낳을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

*

p<.05, **p<.01

를 살펴보면, 공․사립. 학․석사 소지자 교사는
존경추구적 성취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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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체 직무 만족, 행정적 직무 만족, 학교 및 지

구와 일치하였다(Sutermeister, 1976).
공립학교 교사와 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존경추구

역사회와의 직무 만족 모두 높았다. 이는, 사립학교

적 성취동기가 높아질수록 교직 자체에 대한 직무 만

교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의식, 일

족과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직무 만족은 높아지나

의 결과에 대한 성취욕, 높은 목표 설정 및 추진 등

행정적 직무 만족도와는 무관하였다. 이는, 존경추구

이 교직에 대한 보람, 학교에 대한 애정, 학교 운영,

적 성향이 강하고 존경을 많이 받는 교사라 할지라도

인사 제도, 교사의 사회적 신분 등에 공립하교보다는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경영 차원에서 특별한 행정적인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뒷받침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학위별에 따라서는 학사 소지자들은 자아실현 성

고, 사립학교 교사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존

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무 만족과 학교 및 지

경추구적 성취동기가 높아질수록 교직 자체 직무 만

역사회와의 직무 만족은 높아지나, 행정적 직무 만족

족, 행정적 직무 만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과는 무관하였다. 석사 이상 소지자들은 자아실현 성

만족 모두 높았다. 이는, 사립학교는 입학 여부를 학

취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자체 직무 만족, 행정적 직무

부모들이 결정하므로 학부모의 영향력이 강하여 학부

만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만족 모두 높았다.

모들 사이의 교사의 인식과 존경 의식 등이 공립학교

이는, 자존심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존심의 욕구를

보다는 빨리 학교 경영에 반영 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충족시키고자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Herzberg, 1966),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학

학위별에 있어서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에서는 존

사 학위 소지자들보다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

경추구적 성취동기와 행정적 직무 만족이 무관하게

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에서는 유관하게 나타났다.

들은 학사 학위 소지자들보다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는, 석사 학위 소지자들은 승진 준비를 하는 경향

있어 학사 학위 소지자들보다 더 높은 보직을 가지려

이 강하고 부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의 중요

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향을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장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인정받아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 행정 지원을 더 많기

가 학사학위소지자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때문으로 생각된다.

있다.

결 론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
공․사립, 학․석사 소지자 모든 교사가 자아실현

본 연구에서는 정서장애 학교 교사의 성취동기와

성취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

직무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무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공립학교 교사는

릴 수 있었다.

자아실현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첫째, 생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에서는, 공․

직무 만족이 높았고, 교직 자체 직무 만족과 행정적

사립, 학․석사 모두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직

직무 만족과는 무관하다고 나타났다. 사립학교교사는

무만족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학사 학위 소지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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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 교사는 생리적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 및

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이 높았고, 교직자체 직무 만

김부상(2001). 특수학급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조직

족과 행정적 직무 만족과는 상관이 없었다.

적응성의 수준.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둘째,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에서는

논문.

공립과 학사에서는 존경추구적 성취동기와 행정적 직

유영태(1991). 정신지체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만족

무 만족이 무관하게, 사립과 석사에서는 유관하게 나

도에 관한 연구. 전주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타났다.

사학위논문.

셋째, 자아실현 성취동기와 직무 만족도에서는 공

윤선순(2004). 특수학교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립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과만 관련

연구: 광주․전남 특수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조

있었고, 사립은 교직자체 직무 만족, 행정적 직무만

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직무 만족 모두에 연관이

윤종건․전하선(1993). 교사론. 서울 정민사.

있었다.

예정수(2002). 사립 정신지체 학교 교사의 직무만
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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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teachers of Special School
for the Emotional Disturbance
Hwang, Yun-Jung

Lee, Jae-Wook

Icheonnam Elementary School

Kangnam Univers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66 teachers working in special schools for the emotional disturbance.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which was designed and written, including revisions, with the help of an adviser and graduate
students. The spss program was applied to the research questions in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hievement motivation level and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working in the
special schools for the emotional disturbance. The result showed that according to degree and establishment, teacher'
achievement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positively correlated. Taking all these results of into account, it can be
determined that an executive treatment to enhance working ambition and to produce positive atmosphere is needed. In
addition,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school principles have to make up the conditions and the atmosphere of specials
schools for the emotional disturbance fulfilling for the teachers in a religion sense.
Key Words : teachers of special schools for the emotional disturbance, relationship between the achievement motivation level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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