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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 은 실천  추론 수업을 학생의 의생활에 용하여 교

수·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를 개발한 후, 이를 수업에 용하여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정 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이를 한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개발하기 해 2009 개정 교육과

정의 내용과 선행연구, 사회  이슈를 분석하여 재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의생활의 실천  문제를 추출하 다. 그리고 비  사고 성향을 

강조 하고 있는 미국의 스콘신 주에서 제안한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Society”를 참고로 하여 6차시의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를 

개발하 다. 개발한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학교 2학년 학생을 상으로 5차시에 걸쳐 실시하 으며, 비교집단을 두

어 기존의 설명식 수업을 진행한 후 이 두 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 

이를 해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한 설문지를 사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 고, 자료 분석은 SPSS 22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

인분석, 문항 내  일 성 검사, 평균, 표 편차, t-test, 다 회귀 분석 

등을 하 으며, 사후 검사를 통해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 다.

의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용한 가정과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에 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한 사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 다.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 3가지 모든 역이 수업 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하  요인은 신 성과 건 한 회의성이었다. 

즉,  실천  추론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단을 내리기 에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제껏 믿고 

있었던 것에 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데 정 인 향

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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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용하여 학생의 의생활 태도의 하

 요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증한 결과, 강의식 수업으로 의

생활 수업을 했던 비교집단은 아무런 변화를 나타보이지 않은 것에 비해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한 실험 집단은 개성, 상황성, 지속가능성의 요

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기존의 교과서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의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기회가 었던 것에 반해 실

천  추론 수업은 여러 가지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무조건 으로 동조하고 미 인 부분만을 따르기보

다는 상황과 환경, 사회를 고려하여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 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  사고 성향이 의생활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한 다 회귀분석의 결과 비  사고 성향의 신 성은 학생의 의

생활 태도 하  요인  기능성과 동조성, 지속가능성에 향을 미쳤으

며, 건 한 회의성은 의생활 태도  기능성과 상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

하는 데 객 인 증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의생활을 함에 있어 무조건

이고 무비 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기능

성과 상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성을 표 하 으며, 이는 무조건

인 동조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한 의생활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흥미를 증가시

키며, 이는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정 으로 작용하 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은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 있어 비 인 사고 

성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 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는 의생

활과 련하여 교과서에 없는 사회 인 부분과 환경 인 부분을 폭넓게 

다룰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주체 이고 비 으로 의생활을 하는 데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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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실천  추론 수업이 여러 가지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질이 구체 인 분야에 한 변화로 발 되

는지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나 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역량 측정에만 그쳤으며 이들 간의 상 계에 해서는 검증한 

바가 많지 않았다. 한, 가정과 교육에 한 선호나 반 인 인식의 차

이에 한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이와 연 하여 학생의 실제 생활, 특히 의생

활을 심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본 연구는 실천  추

론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의 증진과 의생활 태도의 정 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분의 실천  추론 수업의 개발 연구들은 Laster(1982)가 제시

한 실천  추론 과정의 네 단계를 주 모델로 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천  추론 수업에서 강조하는 3가

지 행동체계  비  성향을 보다 강조하는 스콘신 주에서 제시한 

방식을 참고하여 개발하 으며 실천  추론 과정을 1단계에서 5단계를 

순서 로 모든 학생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닌, 5가지의 

주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모든 역을 매 차시 반복 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었다는 에서도 차별화된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천  추론 수업과 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교수·학습 지

도안 개발에서 그친 것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연구를 토

로 실제로 수업을 시행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양  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해 개방형 질문지도 추가로 실시

하 으므로 설문 문항에 한 이유에 해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수업이 학교 장에서 활용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보기 해 고려할 과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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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C 학교 한 학교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상

을 국의 학교 학생, 다양한 학년으로 확 하여 용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한, 학생에게는 비 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 에 맞는 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개

발하거나 고등학생에게 용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 ·공간  제약으로 인해 5차시만을 수업에 용

하 기 때문에 더 많은 차시를 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실험에서 사용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천  추론 

수업의 효과를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의생활 역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다른 단원에서도 실천  추론 수업 지도안을 개발

하여 가정 교과 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과

서에서도 실천  추론 수업 방식을 용한다면 더 높은 활용성과 효과성

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행 시행 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심으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진행하 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용된 교과

서가 2018년도부터 시행되므로 바 는 교과서 내용에 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를 본 것에

서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비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의생활 행동을 

변화시키는지에 한 검증에 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후속 연구에서는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바탕으로 실제 비  사고

력의 증진을 검정하고 의생활 태도에서 더 나아가 의생활 행동의 반

인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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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육에서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이 재 많은 효

과성 검증으로 인해 두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수업 장에서는 사용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이 학교 장에서 활성화

되기 해서는 직 교사들을 한 실천  추론 수업에 한 이해에 

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들이 쉽게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이

해하기 쉬운 다양한 지도서 개발이 필요하다. 한, 수업을 받는 학생들

도 부분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하 을 경우 낯섦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

업에 능동 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해 학생들의 사  교육이 체계 으

로 마련되면 더욱 높은 교육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 한다.

주요어 : 실천  추론 수업, 비  사고 성향, 의생활 태도, 학생

학  번 :  2014-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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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청소년기는 일반 으로 신체 변화가 격히 이루어지며 심리 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과도기  시기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

기 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안정을 취하기 

해 노력한다. 따라서 자발 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속

한 집단 내의 가치 에 동조하여 소속감을 얻으려고 한다. 한, 청소년

기에는 이성에 한 흥미가 높아지며 외모에 많은 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표 하기 해 의복

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러나 아직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인

지  발달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복 선택에 있어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기보다는 래집단  사회·문화 으로 이미 형성된 가

치 을 따른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 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미디어

에 한 근성이 높은 사회의 향으로 미디어에 의해 생성되고 

된 기 들을 비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 으로 내면

화하기 쉽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미디어 속 이미지를 사회 반

인 가치로 여기며 의복을 선택할 때 감각과 멋만을 추구하여 실용성과 

환경, 사회 인 문제를 간과한다. 이는 단순 모방 행동 뿐 아니라 충동구

매와 과소비 같은 비합리  소비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청소년의 무

비 인 거집단에의 동조와 미디어에 한 무분별한 수용은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체 인 

의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에 한 문제 이 두됨에 따라 학

교  가정에서의 의생활 교육의 요성이 확 되고 있다. 이를 해 가

정과 교사들에게 의생활 수업에 앞서 청소년들의 의복에 한 태도와 행

동들을 잘 악해야 하며(이수경, 권수애, 2009), 특히 의복을 선택하고 

구입함에 있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단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김 화, 박명자, 이지연, 2009). 한 수업 외에 일

상 학교생활에서도 청소년들이 건 한 의생활을 하도록 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이윤정, 김형선, 2009), 획일 인 의생활을 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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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매체를 비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차경욱, 

최민 , 2010).

  청소년들의 의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 교과에 나타난 의생활 

련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와 같이 사회  요구에 을 둔 당 성

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의복 마련과 리와 같은 기능 인 측면을 강조

하고 있다(우혜정, 2009). 이러한 의생활 교육 내용은 의 복잡한 의

생활 문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에는 부족하며(정미경, 

1998),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바람직한 단

을 하기에 필요한 총체 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채정 , 유태명, 2006).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한 노력으로 1990년  반 이후 실천  

추론 수업이 가정과의 안  수업방법으로 등장하 다. 앞선 통  수

업들은 학습자를 수동 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환경에 잘 응시키는 

기능습득 주의 강의식 수업을 강조했다. 반면에 실천  추론 수업은 

비 과학 에서 나온 수업으로 학습자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아 환

경의 옳고 그름을 비 인 시각으로 단하여 행동하는 인간으로 기르

는 것을 교육의 주목 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은 문제

를 비 으로 바라보게 하며, 다양한 고등사고를 사용하여 도덕 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단을 내려 실천하는 역량을 길러 다는 에서 가정

과 수업에 합하다고 단되어(채정 , 유태명, 2006) 최근 련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창의성(이 미, 1998), 의사결

정력(채정 , 1999), 비  사고력(변 진, 채정 , 2002), 도덕성(문성희, 

채정 , 2001; 채정  외, 2003), 셀 리더십(김은정, 2009)등 여러 역량에 

실천  추론 수업이 정 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자아존 감(채정 , 유태명, 2006), 자아효능감  자아 탄력성과 행복감

(유지혜, 이연숙, 2013) 상승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효과성은 상

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까지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여러 효과에 한 연구들은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포 인 역량에 집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질의 

향상이 구체 인 분야에 한 변화로 발 되는지에 한 연구는 다소 부

족하다. 특히 의생활과 련한 실천  추론 수업의 연구들(김명순, 2010; 

반윤자, 2011; 성은주, 2000; 조 주, 이가희, 2004)은 수업방법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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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흥미 향상에 더 집 되어 있으며 청소년 의생활 문제를 직  다룬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여 교육 장에 용한 후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실천  추론 수업 과정의 심이 되는 비  사고 성

향을 의생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선택하여,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

활 태도의 정 인 변화를 한 실천  추론 수업 모형의 실증 인 근

거를 마련하고, 교육 장에서 가정과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수업을 가정과 의생활 역에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비  사고 성향이 증진될 것이며 한 의생활 태도 변화에 

향을  것으로 기 하 다. 이를 한 기  연구로 먼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실행

한 뒤 다음의 연구 문제에 한 해답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 한 목 을 이루기 해서 설정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 문제 1)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은 학생의 비  사고 

성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비  사고 성향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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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실천  추론 수업과 비  사고 성향 

1) 실천  추론 수업

  실천  추론 수업은 실천  문제 심 수업, 실천  문제 해결 학습

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천  추론 수업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실천  추론은 실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숙련된 지 ·사회  탐구 과정”이라고 

Reid(1979)의 정의가 가장 리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천  

추론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실천  문제를 타인과 사회를 고려해 선

하고 도덕 인 행동을 유발하는 고등 정신의 일종이라고(채정 , 유태

명, 2006) 하고 있다. 즉, 실천  추론이란 실천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데 가장 합한 방법을 취해 최선의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고등 

사고 과정인데(유태명, 이수희, 2010), 여기서 실천  문제는 일반 인 

문제와는 구별된다. 일반 인 문제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와 같이 정

해진 답이 있으며 해결해가는 데 객 인 기 이 존재하는 반면에 실

천  문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로 최선의 답은 구

체 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구체  상황에서의 특

정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비구조화된 문제이기 때

문에 해결책과 련해서 가치 단을 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Brown, 1980; Laster, 1982). 따라서 이러한 실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과정은 일반 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과 원리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  배경과 가치를 고려하여 도덕 으로 타당한 최선의 

행동에 이르게 하는 추론 과정이다(유태명, 이수희, 2010). Brown(1978)

은 이러한 실천  추론 과정은 삶과 한 련이 있는 가정과 교육

에서 합하다고 했으며, 그동안의 가정학의 본질에 한 연구(Brown, 

1980; Brown & Paolucci, 1979)에서도 가정학을 실천과학으로 규명하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반 이후로 가정과 교육에서 실천성

을 시해 왔다. 2009년 가정과 교육의 목표에서 가정과는 실천 교과의 



- 5 -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립 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

기 주도 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 것’에 주안 을 둔다고 하

으며, 실천  자기 리 능력을 기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가정과에서의 실천은 가정의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유익을 고려한 가치 단이 이

루어지며 사회에 미치는 향까지 고려하여 도덕 으로 타당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김경미, 1993)을 의미한다. 한, 실천  문제를 인

간의 변함없는 욕구를 충족하기 해 과거부터 재까지 여러 세 에 

걸쳐 당면한 문제들로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

는 것은 앞서 언 한 가정과의 사명과도 부합한다. 

  Habermas(1971)는 실천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 발달시키기 해서

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시하는 기술  행동 체계, 계 속에

서 이해를 시하는 의사소통  행동체계, 사회의 지배 인 인식을 비

으로 인식하는 반사숙고 (해방 ) 행동을 포함하는 세 행동 체계

에 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Brown(1980)은 가정학과 연

결해 실천  행동을 언 한 이후로 이 세 행동 체계에 기 하여 여러 

학자마다 교육과정과 주(state)에 따라 실천  추론 과정을 제시하 다.  

 특히 Laster(1982)는 실천  추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한 교수법으로 ‘실천  행동 가정과 교수법’(Practical 

Action Teaching Method in Home Economics)을 개발하 다. 이 과정

은 개별 이고 분 된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고등 사고 과정이기 때문

에 그 과정을 모두 동일하게 정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공통 으로 

Brown과 Paolucci(1979)의 문헌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여러 문헌에서 

실천  추론 과정에 해 제시하고 있다.

   AHEA(1989)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규명하는 과정, 문제를 분석하

고 구조화하는 과정, 문제 해결을 한 실천 인 추론 과정, 실천  추

론을 지원하는 추론의 과정으로 4단계로 제시했으며, Hittman과 

Brodacki-Thorsbaken(1993)은 실천  추론 과정에 한 요소로 항구

인 문제의 맥락에 한 해석, 이상 인 가치의 목표 설정, 목표에 이르

기 한 방법에 한 정보, 행동의 효과를 지정하며 도식화하여 나

타냈다. Laster(1982)는 문제 정의 단계, 실천  추론 단계, 행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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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계로 나 어 실천  추론 수업 과정을 제시하 는데 최근에는 

민주 인 학습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을 1단계로 추가하여 총 5단계로 

제시하 다(Laster, 2008). 이는 한 교육과정에 따라 조 씩 강조 을 

달리하여 나타났는데 오하이오주는 기술  행동을 좀 더 부각하 으며, 

메릴랜드 주는 의사소통  행동에 보다 이 맞춰져 있었고, 스콘

신 주는 반사숙고 (해방 ) 행동을 더 강조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비  성향을 더 강조한 스콘신 주에서 제시한 실천  추론 

방식을 용하여 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Ⅱ-1>은 스

콘신에서 개발한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의 책

을 참고로 연구자가 정리하 다.

항구 인 실천  문제 인식하기

⇩

문제에 한 정보 해석하기

⇩

문제로 인한 결과 악하기

⇩

가치를 둔 목표를 설정 & 안  방법 제시

⇩

반사숙고 인 단과 평가

<그림Ⅱ-1> 실천  추론 수업 과정

출처 :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

(1996, p.  32-34) 참고

 첫 번째 단계는 항구 인 실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에 심을 가지도록 하는 과정이

다. 여기서 실천  문제는 재의 상태와 이상 인 상태 간에 gap이 존

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의 삶과 련된 

실천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 인 단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에 한 문제와 련한 정보를 해석하는 단

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재 상태를 악하는 것으로 역사 , 사회 , 심

리 , 사회경제 , 정치 , 문화  등 그 문제를 둘러 얽 있는 여러 상

황과 련된 정보, 이론과 지식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사회 ,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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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환경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 보는 과정이다. 인간의 행동

은 쉽게 측할 수 없어 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행동

에 따른 효과를 신 하게 검토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는 한 

사람의 행동이 한 개인에게만 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 

더 나아가 로벌 환경까지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에 필수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행동을 취했을 경우 

미칠 단기, 장기 인 효과를 고려하며 그 가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

다. 한, 이런 여러 국면에 한 결과를 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신뢰성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외부 으로 

드러난 정보 외에 내부 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치와 편견, 믿음도 비

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악한 상과 이것이 미칠 결

과를 고려하여, 그 다면 우리가 어떠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하고 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즉, 가치를 둔 목

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는 실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루어질 바람

직한 결과를 측하며 목표나 이상 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때 

가치는 특정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롭고 사

회 보편 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기 으로 안 인 행동을 

찾아 제안한다.

 마지막 단계는 제안된 여러 안  행동과 방법 에서 어떤 행동과 

략이 최선의 행동인지 정당화된 근거, 가치를 둔 목표, 맥락  조건 

등 효과를 고려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선택한 행동을 달

성하기 해 구체 으로 계획을 세워 앞서 설정한 기 과 가치를 둔 

목표를 토 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더하여 실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추론의 과정들을 반사숙고 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삶과 자아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며 실천  단과 행

동으로 이끌기 때문에 독립 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상호보완 으로 동

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제껏 당면했던 

문제들 혹은 당연시 여겨 왔던 문제들에 해 규명하여 이에 향을 

 요인들과 그 문제로 인해 일어나게 될 결과들을 비 으로 바라보

고 분석하여 더욱 바람직한 실천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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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추론 수업의 효과

  Laster(1982)는 실천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80년 부터 이미 실천  추론을 활용한 수업에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반부터 이에 한 연

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천  추론 수업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채정 과 유태명(2006)의 

실천  추론 수업이 학생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에서는 실천  추론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족감을 주어 자

아 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하며 실천  추론 수업의 효과

성을 입증했다.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이 여고생들의 창의성에 미치

는 효과를 본 이 미(1998)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창

의성의 인지  요인에서 효과성을 나타냈다. 한,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의사 결정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채정 , 1999; Manifold, 1984; Martin, 1988) 도덕성 발달에

도 효과 임이 입증되었다(문성희, 채정 , 2002). 변 진과 채정

(2002)은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이 비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실천  추론 수업이 학생들의 실천  문제에 해 여러 

의문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 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  사고

력 증진에 탁월한 수업임을 밝혔다. 한 류상희(2007)의 실천  추론

을 용한 실과 수업에 련한 연구에서도 실천  추론 수업이 통

인 수업보다 등학생의 문제해결력, 정보 수집 능력을 증진하고 문제 

해결에 한 자신감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민주시민 정신과 타

인과 자신에 한 이해 등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도 효과 이라고 나

타났다.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청소년의 셀  리더십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본 김은정의 연구(2009)에서도 의사소통기술, 학습능력기술, 집

단 리 기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학생들을 상으로 한 채

정 과 유태명의 연구(2006)에서는 실천  추론 수업이 자아존 감을 

향상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질 뿐 아니라 인

계에서도 효과 인 수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지혜와 이연숙(2013)

은 실천  추론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통 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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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실천  추론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자아효능감과 자아탄

력성,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실천  추론 수업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이런 

역량  자아존 감 향상은 주체 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창의성과 비  사고의 증진은 청소년들이 일 되고 수동 인 

의생활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의생활을 하는데 정 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  사고를 심으로 의생활 태도 변화

에 미치는 실천  추론 수업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실천  추론 수업과 비  사고 성향

 

  비  사고 증진은 1970년  이후 증가한 가족 폭력, 이혼, 자살 등

의 범죄를 해결하는 데 요한 열쇠라고 하며(Peterat, Slocum, 1997) 

미국의 미네소타주, 오리건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교육

에서 비  사고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가해왔다. 비  사고는 “어

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어떤 행 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해서 언어  

표 과 행 에 해 논리  구조와 의미를 악하고 개념, 증거, 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한국교

육과정평가원, 2002)로 어떠한 문제를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

리 이고 합리 으로 분석하는 사고기술을 말한다. 실천  추론 수업의 

‘실천’은 비 과학 에서 나온 개념으로 실천  추론 수업과 비  

사고는 깊은 련을 맺고 있다. 이는 가정 교과의 사명과도 연 되어 

있는데 유태명(1992)은 비 과학 에서 가정과 교육을 설명하 으며 

2008년 세계 가정학회에서도 가정 교과는 실천 비  성격을 지닌다

고 하 다. 따라서 비  사고는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많은 연구(문 훈, 2013; 변 진, 1999; 변 진, 채정 , 2002; 육

승희, 2010)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이루어

지는 추론 과정은 실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  

사고를 통합하는 사고과정으로 가정과 련한 문제를 자주 , 비 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 이다(Brown, 1978). 즉, 정

보를 단순히 암기하여 습득하는 수업이 아닌, 신뢰성 있는 정보를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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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하고 비 으로 분석하여 조직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해 내려고 하는 실천  추론 수업은 학생들의 비  사고 성향에 

정 인 향을  것이다. 한, 비  사고 기능은 의도 으로 계

획된 수업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여러 선행 연구(강승희, 김 , 

2006; 박선환, 1999; 서기희, 2003)에서 입증한 바로 본 연구의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이를 증진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2.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1) 의생활 태도

  
  의생활은 의복과 련한 생활, 즉 입는 일이나 입는 옷에 한 생활을 

말한다. 여기서 의복은 인체를 감싸는 구조화된 직물로 보통 ‘옷’이라는 

말로 표 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에서는 의복이 단순히 신체를 자연

과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 하

고 나타내는 자기표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 되었다. 따라서 의생활은 

의복을 통해 착용자를 둘러싼 환경  심리를 반 하며 이는 소비 양식

과 한 계가 있다(이수정, 1994). 즉, 의생활 태도란 의생활에 있어 

의복의 선호, 선택, 구매, 착용에 여하는 가치 단  태도를 의미하는

데 본 연구는 의복 소비에 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경제 발달

로 인한 물질  풍요로 인해 의 청소년들은 소비자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에 소비 양상을 살펴보면 이들의 반 인 생활을 짐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래나 매체에서 보이는 

정보들을 의복을 구매할 때 요한 기 으로 삼고 있었고(김은정, 1998; 

임경복, 1991) 이런 청소년의 반 인 의생활에 련한 문제들은 유행

과 동조로 인한 과시 소비, 충동 소비, 과잉 소비 등과 같은 소비의 문제

들로 표출되고 있었다. 강이주(198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용도와 필요성에 을 맞추기보다는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

라 의복을 구매했으며 이는 충동 인 구매성향을 이끈다고 하 다. 한, 

청소년들은 의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계획 인 구매 행동이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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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있으며(김종희, 조 주, 2003; 최정희, 1992) 자기 생각이나 상

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래 친구들이 어떤 의복을 소비하는지에 많은 

심을 보이며 이를 기 으로 삼는 경우가 높았다(김흥복, 2001; 편세린, 

1997). 그 기에 품질과 기능보다는 유명 랜드 여부와 유행성을 더 

시하여 과시 이며 감각 이고 충동 인 구매 태도를 보 다(차경욱, 최

민 , 2010). 한 청소년들은 의복과 련한 환경의식이 낮게 나타나 친

환경  의복 구매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김지 , 신혜원, 

2012). 이 듯 의생활의 시작 과 문제의 심인 소비를 통해 청소년들

의 의생활 교육의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 행동에 여하는 의생

활 변인으로는 앞서 언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과 한 

련이 있으며 교육 방향으로 합하다고 생각하는 개성과 동조성(유행

성), 기능성과 심미성, 착장 상황, 지속가능성을 심으로 연구하고자 한

다.

2)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청소년들의 의생활 태도에 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매체

와 래집단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밝 왔다.  사회의 TV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는 연 인들을 통해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여 청소년의 동

조와 모방 행동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단이다(강상연, 채백, 1996; 

류 한, 1998; 류 제, 2002). 하지만 이 게 생성된 미디어에 한 정보

를 청소년들은 비 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래집단 내의 동조

를 통해 그 로 내면화시킬 가능성이 많다(Craing, Martz, & Bazzini, 

2007; Dohnt & Tiggemann, 2006). 이 게 내면화된 신념과 가치 들은 

청소년들이 의생활을 하는 데 있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이상 이라고 생

각하여, 그 지 못할 시에는 자아존 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이는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잘못된 길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미 정해진 답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고하

고 단을 할 기회를 앗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향을 그 로 받

아들여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 으

로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2 -

 윤지 (1993)의 연구에서는 비  사고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으로 조망하는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강승희(2013)

의 비  사고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

 사고를 길러주는 로그램이 학생들이 추론하여 분석하여 평가하는 

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비  사고 성향의 증진은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련의 정보의 객 성과 정확성 등을 단하

고 추론하여 평가하는 사고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변 진, 채정 , 2002).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소로는 여러 연구에서 조 씩 다르게 나타나

고 있지만 공통 으로 지  열정  호기심, 신 성, 자신감, 체계성, 지

 공정성, 건 한 회의성, 객 성 등(박선환, 1998; Ennis, 1991)이 있는

데 이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과 련이 있을 것이라고 상되는 3변인

만을 추출하여 조사하 다. 먼  신 성은 단을 내리기에 앞서 객

이고 논리 인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의생활과 련한 여러 정보를 그 로 성

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히 합리 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건 한 회의성은 사회 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인정된 사실이라

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말한

다. 객 성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이 에 증거와 타당한 이유를 근

거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비  

사고 성향은 의생활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래집단이나 매체의 정

보를 그 로 받아들여 행동하기보다 비 으로 추론하고 단하여 합리

인 의생활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수업

을 통한 비  사고의 증진이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

져다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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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비  사고 성향이 의생

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다룬 연구 문제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은 학생의 비  사고

            성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가설 H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비  사고 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신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2]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건 한 회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객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가설 H2]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의 하  

변인에 변화를  것이다.

    [가설 H2-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개성에 변화를  것이다.

    [가설 H2-2]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기능성에 변화를  것이다.

    [가설 H2-3]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심미성에 변화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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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H2-4]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동조성에 변화를  것이다.

    [가설 H2-5]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상황성에 변화를  것이다.

    [가설 H2-6]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지속가능성에 변화를  것이다.

연구 문제3) 비  사고 성향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가설 H3] 비  사고 성향의 각 하 요인 3가지(신 성, 건 한 

회의성, 객 성)는 의생활 태도의 각 하 요인 6가지 

(개성, 기능성, 심미성, 동조성, 상황성, 지속가능성)에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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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이루기 한 연구 방법으로는 여러 다양한 교수설계 

모형  공통되는 주요 역을 포함하고 있는 ADDIE 교수설계 모형에 

따라 실시하 다. ADDIE 교수설계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 평가(Evaluation)단계로 나 어

지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분석(Analysis)단계에서는 재 사용 에 

있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의생활’ 역의 내용과  사회의 청소년

의 당면 문제를 담고 있는 사회  이슈들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 다. 

이를 기 로 하여 설계(Design)단계에서는 실천  문제를 추출하여 수행

목표를 구체화하고, 학습 내용을 계열화하 으며 교수매체와 략을 선

정하 다. 개발(Development)단계에서는 스콘신의 실천  추론 수업 

모형 단계에 맞춰 교사용 지도서 6차시와 활동지와 보조자료, ppt등 학

습 자료들을 개발하 다.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습 자료를 바탕

으로 실행(Implement)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서울시 강서구에 

치한 C 학교를 상으로 수업을 실시하 으며, 연구 문제에 한 해

답을 얻기 해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한 사 ·사후 설문

지를 통해 변화를 평가하 다.

구체 인 연구 설계는 <그림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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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Analysis)

실천  문제
분석  추출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 분석

 재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의생활 사회  이슈 분석

 청소년 의생활 태도에 한 선

행연구 분석

 실천  문제  내용 추출

⇩ ⇩

설계
(Design)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자료 개발

⇨

 실천  문제  내용 추출

 학습 내용 계열화

 교수 매체  략 선정

⇩ ⇩

개발
(Development)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자료 개발

⇨

 추출한 실천  문제를 바탕으

로 스콘신의 모듈을 활용하

여 6차시 교수-학습 지도안과 

자료 개발

⇩ ⇩

실행
(Implement)

실천  추론 수업 실행

사  검사

⇩

⇨ 실천  추론 수업 실행

⇩

사후 검사

⇩ ⇩

평가
(Evaluation)

비  사고 성향  
의생활 태도 변화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그림Ⅲ-1> 연구 설계

1. 분석 단계

분석단계는 교수 설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기 

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 수 과 재 학습자들이 지니

고 있는 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 하여 앞으로의 수업

방향의 토 를 다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목표 

수 으로 이끌어 가기 한 실천  문제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청소년

이 재 당면하는 의생활 문제를 심으로 구성하여 의생활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의생활 역의 실천  문제

를 추출하기 해서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가정교과 

내용체계와 내용별 성취기 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Ⅲ-1>은 교육과

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연구 목 과 련된 부분만 편집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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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실천  추론 문제 추출을 한 교육 과정 분석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1, p.  6-7, 12-14)

가정생활

내용체계

기술·가정

( 학교 

1~3학년 군)

1권 2권

○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성과 친구 계 

○ 가족의 이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계와 의사소통

○ 청소년의 생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옷차림과 자기표

 ·주거와 거주 환경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친환경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 청소년의 자기 리

 ·청소년의 시간·스트 스

 ·청소년의 소비생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 진로와 생애 설계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학습 내용별 

성취 기

1권 

2.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기에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인 식생활, 의생활, 주생

활과 련된 자기 리 능력을 기른다. 이를 해 청소년기 식생

활의 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능력, 자신에게 합하고 남을 배려하는 옷차림과 의생활문

화의 계승을 통한 올바른 의생활 실천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활

공간의 요성을 인식하고 주거 선택과 련된 올바른 가치 을 

형성하는 주생활 실천 능력을 기른다.

  2-2. 옷차림과 자기표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 함으로써 정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 ·사회 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

하며, 우리나라 통 옷차림의 우수성  생활 문화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

2권 

2.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반에 걸쳐 환경 친화 인 가정생활 

능력을 기른다. 이를 해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까지 녹색 식생

활을 실천하고, 자신의 의복 구매부터 리까지의 친환경 인 의

생활을 실천하며, 가족생활에 합한 효율 이고 친환경 인 주거 

환경에 한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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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역은 <표Ⅲ-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1권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의 단원에 ‘옷차림과 자기표 ’으로 자신을 표 하며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하여 개인 ·사회 으로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하는 것을 성취기 으로 삼고 있었다. 2권에서는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단원에서 의복 구매와 리, 의복 구성의 원리와 친환경 인 의생활 실

천을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 학생들의 의생활 문제와 가·

장 한 련이 있으며 사회 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앞선 선행연구에

서 지 한 청소년의 의생활 련 내용을 기 으로 설정하여 내용을 추출

하 다. 이 기 에 의해 본 연구자는 1권의 ‘옷차림과 자기표 ’에서 

통의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함께 2권의 의복구매와 친환경  의생

활과 부분을 추가하여 내용을 구성하 다. 한, 최근 사회 으로 문제 

삼고 있는 공정거래와 지  재산권을 다루는 사회 인 의생활 지속가능

성으로 포함해 추가하 다. 이를 토 로 추출한 의생활 련 항구  문

제와 실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Ⅲ-2>와 같다.

  2-2. 친환경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의복 선택  구입방법을 이해하고,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

과 보 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하며, 의복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옷 고쳐 입기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인 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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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의생활 련 실천  문제

  먼  ‘옷차림과 자기표 ’의 소단원 목표에 따라 ‘자아존 감과 의생

활’과 ‘상황에 한 의생활’을 추출하 고 사회 인 이슈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건강한 신체와 의생활’과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내용 요

소로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재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의 문제로 드

러나고 있는 의복 소비와 련한 계획  구매 부분을 수업 반에 걸

쳐 추가하 다.

비  과학  

의생활 교육과정

항구  문제

주체 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아존 감과 

의생활

상황에 한 

의생활

건강한 신체와 

의생활
환경과 의생활

자아를 표 하기 

한 의생활을 

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상황에 한 

의생활을 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신체에 이로운 

의생활을 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의복의 의미

의복 디자인의 

요소

때,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

의복의 물리  

기능

지속 가능한 

의생활

의복의 계획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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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개발 단계

  본 연구에서는 설계의 첫 단계로 앞서 이론  배경에서 제시했던 미

국 스콘신 주에서 개발한(1996)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Society”에서 제시한 개념  틀을 참고하여, 의생활 내용을 심으로 

연구자가 <표Ⅲ-2>으로 수정·정리하 다.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Society”에서는 ‘가족, 음식, 사회’를 주제로 하여 실천  

추론 수업 개발 과정의 이론  근거를 가장 먼  제시하 으며, 이를 

토 로 식생활의 실천  추론 문제를 추출하 고, 실천  추론 수업의 

각 과정을 모듈 A부터 E까지 제시하 다. 한, 각 모듈마다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각각 20개 내외로 제시하 으며 교사가 어떻

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질문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해 자

세하게 담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를 모두 직  번역을 하 으며, 이 

 본 연구의 목 에 알맞은 교수 자료를 각 모듈에서 2~4가지씩 선택

하 다. 이를 ‘가족, 의복, 사회’로 ‘의생활’에 을 두어 용하 으며 

한국 학교의 실정과 앞선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개발하 다. <표Ⅲ-2>는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표로 정리한 

항구 인 의의 문제의 하 요소로 본 연구의 수업 1차시부터 5차시

까지 해당하는 내용이다. <표Ⅲ-2>의 첫 번째 칸의 ‘강조되는 실천  

추론의 범주’는 앞서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그림Ⅱ-1> 실천  추론 

수업의 과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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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실천  추론 수업 개념  틀

출처 :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and Society

(1996, p.  32-35)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주체 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듈 A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 E

강조

되는 

실천

 

추론

의 

범주

항구 인 

의생활 

문제에 해 

인식하는 것

항구 인 

의생활 

문제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한 정보의 

해석

문제로 인한 

결과들의 

평가

가치를 둔 

목표, 안  

방법과 

효과

반사숙고 인 

단과

신 한 행동

하  

심

사

왜 우리는 의

생활에 심

을 가져야 하

는가?

우리는 의생

활 태도와 규

범에 련하

여 무엇을 

악해야만 하

는가?

의생활에 

련하여 우리

는 무엇을 해

야 하는가?

주 체 이 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

기 해서 우

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의생

활과 련해

서 어떤 행동

을 취해야 하

는가?

모듈 

설명

의생활에 

해 폭넓고 항

구 인 심

에 해서 소

개, 문제를 인

식

 의생활 련 

태도와 규범

에 향을  

여러 요소들

에 해 인식

의생활의 결

과가 개인, 가

족, 사회에 미

치는 결과를 

악

의생활과 

련하여 가치

를 둔 목표를 

상정하고 

안  방법을 

제시

앞의 모듈 

A~D통합하여 

반사숙고 인 

단과 평가

과정 

질문

․ 왜 의생활

실천이 개인, 

타인과 사회에 

요한가?

․ 우리가 직

면하는 의생

활에 해 의

미 있고 항구

인 문제는 

무엇인가?

․ 의생활에 

해 기 되

는 우리의 역

할은 무엇이

어야 하는가?

․ 재 의생

활 태도는 어

떤 향을 받

고 있는가?

․ 의생활에 

한 태도는 

여러 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 어떠한 의

생활 태도가 

바 람 직 한 지 

결정하기 

해서 우리는 

맥락 인 정

보들을 어떻

게 이용해야 

하는가?

․ 왜 우리는 

재의 의생

활에 해서 

고려 해 야

하는가?

․ 의생활이 

향을 미치

는 결과들은 

무엇인가?

․ 의생활과 

련한 문제

를 다루기 

해서 우리는 

어떤 지 이

고 사회  기

술을 사용할 

․ 왜 사람들

은 바람직한 

의생활을 실

천하는 방법

에 심을 가

져야 하는가? 

․ 우리가 의

생활과 련

한 가치목표

를 추구하는 

데에 어떤 요

소와 조건이 

향을 미치

는가?

․ 우리가 의

생활의 바람

직한 가치를 

추구하기 

․ 의생활과 

련한 결정 

과정에서 어

떤 종류의 추

론을 사용하

는가?

․  의생활과 

련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행동은 무엇

인가?

․ 의생활과 

련하여 신

하고 합리

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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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  틀에서 설명된 모듈 A부터 E를 본 연구에서는 각각 1차

시씩 나 어 총 5차시, 그리고 마지막 6차시는 로젝트 수업으로 개발

하 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시간 계상 5차시로 여 수업을 진행하

다. 

수 있는가?

해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

을 어떻게 결

정하는가? 

하기 해서 

우리는 무엇

을 해야 하는

가?

강조

되는 

의

의 

개념

의미 있고 

항구 인

의생활 문제

의생활 련

태도와 

규범에 

미치는 

향들

믿을 수 있는 

정보, 모순, 

가능한 

결과들

바람직한 

의생활 문제 

해결 방법

합리 인 

행동

강조

되는

지 ·

사회

 

기술

을 갖는 것과 

모순을 분석

하는 것

여러 요인

분석  해석

의생활과 

련된 바람직

한 목표를 추

구하는데 방

해하는 요소, 

서로 다른 생

각이나 행동

의 효과

에 한 비

인 인식

가치를 둔 목표에 

련된 추론
실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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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실천  추론 수업 단계  주요개념

단계 주요개념

1
항구 인 실천  

문제 인식하기

- 역사 으로 의생활은 개인, 가족, 사회의 심이

었다.

- 의생활과 련한 많은 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

리는 어떤 문제가 요한지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의생활과 련된 항구 인 문제에 해 우리는 

실천  추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2
문제에 한 

정보 해석하기

- 우리는 이제껏 변화해 온 의생활 태도와 의생활 

규범에 해 향을  요인에 해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여러 사회  외부 요소들이 의생활 태도에 향

을 다.

-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내부  요인들이 의

생활 태도에 향을 다.

⇩ ⇩

3
문제로 인한 

결과 악하기

- 이 게 형성된 우리의 의생활 패턴에 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 여러 정보와 욕구 속에서 혼란과 갈등은 실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의생활 패턴에 향을 미치는 여러 맥락  요소

들이 있으며 이들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재 패턴과 결과를 악하기 해서는 비 인 

사고가 필요하다.

⇩ ⇩

4

가치를 둔 목표 

설정 

&

안  방법 

제시

- 의생활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다양하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 우리는 의생활에 있어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

를 논리 으로 단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맥락  요소들이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데 향을 미친다.

- 우리의 선택은 가족과 사회에 향을 미친다.

⇩ ⇩

5
반사숙고 인

단과 평가

- 실천  추론 과정을 통해 반사숙고 인 단과 

신 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

6
1~5를 통합한 실

천  추론 학습

- 1~5단계를 거쳐 항구 인 실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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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와 <그림Ⅲ-3>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수업

계획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2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직면할 수 있는 의생활 련 문제나 한 번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

던 부분에 해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 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의생활 문제가 역사 으로 이제껏 심거리가 

돼 왔고 우리가 재 직면하는 의생활에 해서도 어떤 문제가 요한지

에 해 깨닫도록 하 다. 3차시에서는 우리의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의생활에 한 태도와 규범에 해 살펴보게 하고 

그 원인에 해 외부 , 내부 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수업으로 구성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의생활에 주는 여러 향에 해 비 인 시

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악하게 될 것으로 기 하 다. 4차시에서는 이

게 형성된 의생활이 지속해서 행해진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여러 

맥락  요소들을 비 으로 사고하여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 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제껏 당연시 받아들 던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여 모순을 생각해보고 가능한 결과에 해 논리 으로 추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5차시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생활 문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이

루기 한 안 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게 제시된 다양한 

안  제일 나은 방법을 찾도록 반사숙고 인 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6차시에서는 앞서 1차시부터 5차시에서 

진행된 추론의 과정을 거쳐 하  실천 요소를 모둠별로 해결해 나가는 

로젝트 학습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 하지만 시간 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 수업에서는 1,2차시를 1차시에 진행하여 총 5차시로 수업을 하 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사용 지도서(6

개), 교사용 자료(피피티6개, 상3개), 학생용 참고자료(2개), 학생 개인 

활동지(10개), 학생 모둠 활동지(1개) 등 다양한 학습 자료로 개발하

다. 인 수업의 내용과 스콘신주의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Society”에서 제시한 모듈  연구자가 참고하여 활용한 모듈, 연

구자가 개발한 활동 자료를 다음 <표Ⅲ-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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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실천  가정과 의생활 수업 차시별 활동 내용

* 실제수업 사용자료

차시 수업 내용 활용 모듈 자료

1

관심! 문제를 인식해요!

항구적인

실천적 문제 인식하기

A01. 의복의 시대사

학습지1-1

학습지1-2*

학습자료 1-1

교사참고자료 

1-1

영상자료1-1*

2 A02. 관련 만화

학습지1-3*

학습자료1-2 

A~E*

3
어떤 것이 영향을 주었지?

문제에 대한 정보 해석하기

B03. 사회적 압력 학습지2-1*

B04. 내부적 요인 

학습지2-2*

교사참고자료

2-1*

영상자료2-1

4

문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문제로 인한 결과 파악하기

C1. 결과 파악하기
학습지3-1*

참고자료A, B*

C2. 파급효과 생각하기
학습지3-2*

영상자료3-1*

C3. 만화그리기 학습지3-3*

5

바람직한 결과는?

가치를 둔 목표 설정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

대안적 방법 제시

D1. 바람직한 패턴
학습지4-1*

참고자료C*

D2. 만화그리기 학습지4-2*

D3. 바람직한 시나리오
학습지4-3

예시답안4-2

6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젝트 진행하기!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

E02. 실천적 추론 학습지5-1

E07. 프로젝트 계획 학습지5-2

E08. 프로젝트 평가 학습지5-3*

E03. 의생활 점검 학습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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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개발한 지도안과 학습 자료는 실천  추론 수업 수업에 해 

지식이 있는 문가 7명을 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다. 

문가들은 이 지도안과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

활 태도에 정 인 향을 가져오는 데에 있어 정 이라고 평가하

으나 약간의 문제 도 지 하 다. 그 문제   학생 수 에서 이

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정하여 보완하 으며, 그 외는 반 으로 

자 크기나 학생 수 의 단어 선택의 부분이었다. 지도안의 평가 기

표는 다음의 <표Ⅲ-4>와 같다.



- 27 -

<표Ⅲ-4> 지도안 평가 기 표1)

1) 본 프로그램 평가 모델은 Elizabeth R.(1986)가 개발한 모델의 평가영역 10개 중 ‘관찰
된 학습자 성과’, ‘관찰된 사회적∙경제적 성과’, 그리고 ‘철학과 목적의 재진술’ 항목을 
제외한 7개 평가 영역만 활용했으며, 각 영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목
적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해 교과교육 전공 교수 1인과 교과교육 전공 석∙박사 2인에
게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평가 역 구체 인 기  

1.

철학과 목

1. 본 지도안은 제시하고 있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는가? 

2. 본 지도안은 제시하고 있는 목   가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3. 본 지도안은 이데올로기, 편견, 무의식 인 행동에 해 문제 제기

를 하고 있는가?

4. 본 지도안은 하나의 상에 해 다양한 에 해 사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2.

기 하는 

학습자 성과

5.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세 가지 행동체계(기술 , 의사소통 , 

해방  행동체계)를 기를 수 있는가?

6.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실천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7.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비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3. 기 하는

사회 ∙ 

경제  성과

8.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환경을 주도 으로 이끄는 능력이 배양

될 수 있는가?

9. 본 지도안은 학습자가 사회  상에 심을 가지게 하는가?

4. 

내용 요소

10. 본 지도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생활을 해 필요한 내용 요소

를 다루고 있는가?

11. 본 지도안의 학습자인 학교 2학년 수 에 합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12. 제시하고 있는 의생활 련 사회  이슈가 본 로그램의 학습 내

용에 한가?

5. 학습자의 

요구  심

13. 본 지도안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습자

의 의생활과 련이 있는 내용인가?

14. 본 지도안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습자

의 심사가 반 된 내용인가? 

6.

교수 략

15. 본 지도안은 비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교수 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16.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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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단계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이 학생들의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C 학

교 2학년을 상으로 수업을 실행하 다. 수업 실행 교사는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0  반의 교사 경력 10년 차의 여자 가정과 교사 다. 

연구자와 수업 실행 교사는 2015년 12월부터 수업이 실제 실행되기 인 

2016년 5월 까지 5차례에 걸쳐 직 인 만남을 통해, 연구자가 수업 

실행 교사에게 모든 자료와 수업방식에 해 자세히 설명을 진행하 으

며 실제 수업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하 다. 

수업은 각 50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 어 같은 단원을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치되 본 연구자가 수업에 일부 참 하 다. 비교집단의 수업

은 기존의 2009개정 기술·가정 교과서의 ‘옷차림과 자기표 ’의 단원을 

교과서 내용을 심으로 평소의 수업 방식과 같이 설명식으로 진행하

으며 간단한 빈칸 채우기, 자신의 체형에 어울리는 옷 그려보기의 활동

지로 수업을 진행하 다.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실천  추론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5  Likert 척도 설문지와 개방형 질문

지를 사용하 다. 먼  비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해 윤진의 연구

(2004)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  의생활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상한 

하  요인 신 성, 건 한 회의성, 객 성 3가지를 추출한 설문지를 사용

하 다.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를 측정하기 해 구명진 외(2015), 김지

와 신혜원(2012), 김해정(2008), 김희선(2008)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에서 추출하여 연구자가 학생 수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 따라서 설문 문항은 비  사고 성향을 측정하는 

11문항, 의생활 태도를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총 41문항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 다(5 )”, “약간 그 다(4 )”, “보통이다(3 )”, “별로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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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2 )”, “  그 지 않다(1 )” 로 5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지의 자세한 문항은 <표Ⅲ-5>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변인에 해당

하는 하 요인 간 신뢰도는 Ⅳ.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부분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이  신 성 문항에서 부정  방향으로 진술된 문항인 1, 2

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 으며, 모든 문항은 같은 변인 내에서 임

의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 다.

<표Ⅲ-5>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
하

변인
설문 내용

비

 

사

고 

성

향

신 성

1 나는 어떤 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이다.

2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빨리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빨리 단하지 않고 거듭 생각하는 편이다.

4
나는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단을 보류하고 

심사숙고 한다.

건 한 

회의성

5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을 할 때가 있다.

6
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에도 종종 의문이 

생긴다.

7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8
나는 일상 으로 하던 일도 새로운 것처럼 다시 생각해 볼 때

가 있다.

객 성

9
나는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내가 믿는 것에 해 나름 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한

다.

의

생

활 

태

도

개성

1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나만의 독특한 분 기를 연출할 수 있

는 옷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남들이 입지 않는 스타일인지를 고려한

다.

3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이 독특한지를 고

려한다.

4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옷인지가 요

하다고 생각한다.

기능성 5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활동하기 편한 옷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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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세탁과 리가 편리한지를 고려하는 것

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아무 때나 자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고려하는 것

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안 과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고 생각한다.

심미성

11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디자인과 색상

이 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다른 제품에 비

해 미 으로 우수하면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좀 추워도 멋있게 보이기 해서라면 

옷을 얇게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매력 인 차림이면 좀 노출된 옷도 괜

찮다고 생각한다.

동조성

(유행성)

15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인기 있는 랜드 

옷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이 지난 스타일은 입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인기 있는 연 인이 입었던 상표나 스

타일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친구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인가를 고려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최신 모델인지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고 생각한다.

상황성

20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특별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에 갈 

때 어울리는 옷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특별한 모임(가족모임, 친구모임 등)에 

어울리는 옷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특별한 장소(교회, 음악회장 등)에 합

한 옷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특정 시간(시험기간 등)에 합한 옷인

가를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성
24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환경보 을 해 노력하는 회사의 옷을 

구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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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는 문가 집단 (교수 3인, 박사 학 를 취득한 직 교사 5인, 

학원생 10인)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하 고, 수업 집단이 아닌 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비조사를 하여, 학생들이 답변하기에 이해하기 힘

들었던 문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설문지를 다시 보완하 다.

  한 설문지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악하기 해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지로 총 5문항도 추가하여 진행하 다. 질문내용은 

실천  추론 수업의 반 인 장·단 과 비  사고와 의생활에 미치는 

향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다음 <표Ⅲ-6>과 

같다.

<표Ⅲ-6> 개방형 질문지 내용

질문 구성 질문 내용

1
실천  추론

수업의 장·단

실천  추론 수업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서 어떤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2
실천  추론 수업에서 보완되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비  사고 성향
실천  추론 수업이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4 의생활 태도
실천  추론 수업이 의생활에 한 인식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다고 생각하나요?

5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의복을 선택하거나 구매할 때 비 으로 사고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25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알뜰시장이나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

입하거나 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구입한 옷이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해 심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노동자의 인권을 존 하는 기업의 제

품인지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8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생산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

품인지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이 세계 어딘가에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의복을 선택할 때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인

지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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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수업이 학생들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변화에 주는 향을 알아보기 해 2학 의 실험집단과 2학 의 비

교집단으로 나 어 후비교검사설계로 진행되었다. 개발된 실천  추론 

수업 자료로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과 기존의 설명식 강의로 수업을 받은 

비교집단 간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변화를 보기 한 연구 

설계를 도식화하면 <표Ⅲ-7>와 같다

<표Ⅲ-7> 본 연구의 실험 설계

X1 : 개발한 실천  추론 수업 실시

X2 : 기존의 설명식 강의 수업 실시

O1 : 실험집단의 사  검사

O2 : 비교집단의 사  검사

O3 : 실험집단의 사후 검사

O4 :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

 (1) 사  검사

 본 실험을 한 사 검사는 2016년 4월 25일에 기술·가정 수업 시간에 

수업집단 4학 을 상으로 실시하 다. 사  검사 문항은 비  사고 

성향 설문지와 의생활 태도 설문지 총 41문항으로 실험집단 53명, 비교

집단 55명, 총 108명에게 배부 다. 이 에서 미완성이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경우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실험집단 

51부와 비교집단 51부로 총 102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내외 다. 

실험 집단 O1 X1 O3
비교 집단 O2 X2 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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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 실시

 본 실험을 한 수업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C 학교 2학년 학생을 

상으로 2016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5차시 동안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실천  추론 수업 지도안과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 다. 수업은 

이 학교의 기술·가정 경력 10년 차의 교사가 실험집단 5차시를 모두 수

업을 하 으며 본 연구자는 마지막 5차시에 참 하여 학생들의 태도  

활동과 수업을 평가하 다.

 (3)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앞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인 실험집단 51명, 비교집단 48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비교집단의 설문지는 사  검사와 동일한 설문지로 진행하 으며 실험집

단에게만 수업 참여도와 련한 5문항과 개방형 질문지 추가하여 응답하

게 하 다.

4. 평가 단계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win 22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사 ·사후 검사를 모두 마친 실험집단 51명, 비교집단 

52명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99명의 검사지를 상으로 평가

를 진행하 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하여 문항 내  일 성 법

인 Cronbach’s ɑ를 산출하 고, 실험집단의 실험 과 후를 비교하기 

하여 응표본 t-test를 용하 다. 그리고 비  사고성향이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 으며 실

험집단의 수업 후의 개방형 질문지와 활동지를 분석하 다. 



- 34 -

Ⅳ. 연구 결과  논의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을 실험집단 2학 , 비교집단 2학 으

로 총 4학 을 상으로 하여 수업 과 후에 나타난 비  사고 성향

과 의생활 태도를 5  Likert 척도에 의해 측정하 다. 한, 수업 후에 

실천  추론 수업이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학생들의 사후 설문지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분석하 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앞서 연구 가설에서 제시한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각각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비  사고 성향이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향

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의 요인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비  사고 성향의 검사 도구는 윤진의 연구(2004)

에서 개발한 것으로 의생활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상한 하 요인 신

성, 건 한 회의성, 객 성 3가지 요인을 추출하 다. 한, 의생활 태도

를 측정하기 해 구명진 외(2015), 김지 와 신혜원(2012), 김혜정

(2008), 김희선(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추출하여 연구자가 학

생 수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따라서 결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사용된 검사 도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사 검사지의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 다.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는 <표Ⅳ-1>과 <표Ⅳ-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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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비 사고 성향의 요인분석

KMO = .519 Bartlett's test 결과 카이제곱 = 121.000 자유도 = 15 유의수  = .000

측정항목
성분 Cronbach's 

α신 성 건 한회의성 객 성

문항 1 .906 -.019 .055
.780

문항 3 .892 -.149 -.003

문항 7 -.045 .864 -.146
.635

문항 4 -.126 .829 .187

문항 2 -.069 -.178 .875
.660

문항 10 .131 .226 .841

고유값 1.656 1.540 1.532

-분산 27.607 25.673 25.538

누적설명력 27.607 53.280 7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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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의생활 태도의 요인분석

KMO = .765 Bartlett's test 결과 카이제곱 = 670.589 자유도 = 171 유의수  = .000

 요인추출방법으로는 SPSS 22를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회 은 직각 회 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 다. 요인 추출의 기 으로는 고유값(Eigen value) 1.0 이

상으로 하 으며, 요인 재값이 .5 이하로 나타난 항목들은 제외하여 비

 사고성향은 3개의 요인, 의생활 태도는 6개의 요인으로 각각 추출

측정항목
성분 Cronbach's 

α지속가능성 상황성 심미성 기능성 동조성 개성

문항 11 .751 .148 .253 .055 -.103 .194 

.797
문항 12 .751 .103 .172 .083 .074 .322 

문항 27 .727 .004 -.080 .150 .134 -.043 

문항 4 .695 .158 -.056 -.186 .154 -.039 

문항 29 .658 .051 -.055 .048 .027 .136 

문항 10 .015 .787 -.137 .054 .359 .100 

.759
문항 21 .058 .759 .110 .248 .191 -.121 

문항 17 .225 .663 .171 .145 -.148 .252 

문항 15 .351 .596 .380 .083 .029 .099 

문항 25 .091 .054 .803 .059 .079 .067 
.683

문항 30 -.128 .186 .770 -.123 .260 .085 

문항 26 -.050 .031 -.258 .817 .022 .156 

.683문항 18 -.023 .298 .149 .716 .210 -.141 

문항 24 .398 .243 .149 .669 -.077 -.193 

문항 9 .046 .276 .015 .094 .827 -.002 

.660문항 7 .087 .155 .276 .124 .603 .279 

문항 1 .270 -.144 .390 -.067 .596 .147 

문항 16 .123 .097 .068 .001 .095 .883 
.729

문항 20 .432 .062 .162 -.175 .273 .652 

고유값 3.221 2.371 1.917 1.869 1.859 1.659

-분산 16.953 12.477 10.090 9.837 9.783 8.730

설명력 16.953 29.431 39.520 49.357 59.140 6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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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즉, 윤진의 연구(2004)에서는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을 

신 성 4문항, 건 한 회의성 4문항, 객 성 3문항으로 설정하 으나 이 

 요인 재값이 0.5 이하로 나온 5, 6, 8, 9, 11번을 제외하여 신 성 2

문항 (5번, 6번), 건 한 회의성 2문항 (9번, 11번), 객 성 2문항 (2번, 

10번)을 추출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 의생활 태도에서도 역시 요인 

재 값이 0.5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지속가능성 5문항 (4, 11, 12, 27, 

29번), 상황성 4문항 (10, 15, 17, 21번), 심미성 2문항 (25, 30번), 기능성 

3문항 (18, 24, 26번), 동조성 3문항 (1, 7, 9번), 개성 2문항(16, 20번)으로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 한, Cronbach’s α  계수는 .60 이상일 때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최종 도구에서 확인된 모든 

요인은 .60을 넘는 것으로 나와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

 실천  추론 수업을 하기 이 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의 여부

를 확인하기 해 비  사고 성향, 의생활 태도에 한 사 검사를 하

다. 검사의 결과를 요인별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하 으며 결과는 다음에 나타난 <표Ⅳ-3>, <표Ⅳ-4>와 

같다. 

<표Ⅳ-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  사고 성향 동질성 검사

O1 : 실험집단의 사  검사

O2 : 비교집단의 사  검사

N M SD t P

신 성
O1

51 3.2451 1.00186
-.725 .470

O2 48 3.3854 91814

건 한회
의성

O1
51 3.5980 .86614

.748 .456
O2 48 3.4688 .85307

객 성
O1

51 3.7451 .63539
-.322 .748

O2 48 3.7917 .7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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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의생활 태도 동질성 검사

O1 : 실험집단의 사  검사

O2 : 비교집단의 사  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의 결과,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2 역의 모든 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 하다고 볼 수 있다.

N M SD t P

개성
O1

51 2.5784 .86240
-.537 .592

O2 48 2.6771 .96475

기능성
O1

51 3.9210 .74479
-.121 .904

O2 48 3.9377 .61776

심미성
O1

51 2.8137 .94848
-.050 .961

O2 48 2.8229 .89019

동조성
O1

51 2.6465 .79573
.901 .370

O2 48 2.4927 .90136

상황성
O1

51 3.6422 .80352
.203 .839

O2 48 3.6094 .80044

지속
가능성

O1
51 2.9610 .62744

.740 .461
O2 48 2.8573 .76323



- 39 -

3.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학생의 비  사고 성

향 변화

  연구 문제 1)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은 학생의 비  사고

              성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먼  비  사고 성향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해 실시한 비  

사고 성향의 사 ·사후 검사의 평균(M), 표 편차(SD), 응 표본 t-검

증을 SPSS 22를 통해 분석하 다. 비교집단의 비  사고 성향의 사

·사후 평균 수 차이는 약 0.0013  차이로 거의 동질 하게 나타났지

만, 실험집단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 평균 수 차이는 0.2722 으로 

95% 신뢰 수 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응 표본 t-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는 <표Ⅳ-5>와 같다.

<표Ⅳ-5> 비  사고 성향 검사의 사 ·사후 수  t값

실험집단 N=51

비교집단 N=48

*p<0.05 , **p<0.01

  와 같은 결과로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의 증진에 정 으로 작용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  사고 성향의 3가지 하  요인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Ⅳ

-6>과 같다.

집단
사  검사 사후 검사

t값

M SD M SD

실험집단 3.5288 .47931 3.8010 .58495 3.335*

비교집단 3.5479 .47483 3.5492 .4866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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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비  사고 성향의 사 ·사후 하  요인 비교

실험집단 N=51

비교집단 N=48

 *p<0.05 , **p<0.01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인 신 성, 건 한 회의성, 객 성의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비교집단의 경우는 신 성은 

3.3854 에서 3.1979로 오히려 0.1875  감소하 고, 건 한 회의성은 

3.4688 에서 3.6979 으로 0.2291 , 객 성은 3.7917 에서 3.7500 으로 

0.0417 의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실천  

추론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의 경우는 ‘신 성’은 3.2451 에

서 3.3667 으로 0.1216  향상되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 한 회의성’도 3.5980 에서 3.8922 으로  

0.2942  향상되어 이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 성’은 3.7451 에서 3.8431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까지는 아니지만 0.098 의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

서 세운 [가설 H1-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신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H1-2]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건 한 

회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하지만 [가설 H1-3]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객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직 학생들이 어떤 주장이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거나 믿는 것에 해 나름 로 근거를 가지기에는 시간상으로 부

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으로 교사 혼자 설명식

으로 하는 교과서 수업보다 학습자가 여러 자료를 찾고 스스로 계속 생

하 요인 집단
사  검사 사후 검사

t값

M SD M SD

1.신 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3.2451 1.00186 3.6667 .73937 2.815*

3.3854 .91814 3.1979 .87967 -.903

2. 건 한 

회의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3.5980 .86614 3.8922 .73016 2.331*

3.4688 85307 3.6979 .81043 1.372

3. 객 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3.7451 .63539 3.8431 .77130 .919

3.7917 .79783 3.7500 .6919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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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볼 기회가 있었던 실천  추론 수업이 비  사고 성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천  추론 수업이 비  사고 성향에 정 인 향을 주었다

는 것은 사후 검사의 개방형 질문지에서의 응답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가설 H1]을 지지하 다. “실천  추론 수업이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한 방

식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한 학생들의 

답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매우 그 다’ 10% (5명), ‘그 다’ 32% (16

명), ‘보통이다’ 42%(21명), ‘아니다’ 12% (6명), ‘  아니다’ 4% (2명)로 나

타나 보통 이상의 응답자가 84%를 차지했다. 한 개방형 질문지에서 얻은 

학생들의 답변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책에서 말고도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생각을 하게하고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다”

 “생각하지 않은 곳까지 생각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아직 학생들이 비 으로 사고하여 객

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해서는 능숙하지는 않지만, 이제껏 당연시 

여겨 왔던 것에 해 한 번 더 생각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여러 방면

에서 들어보려는 노력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설문지의 결과와 함께 실천  추론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증진에 향력이 있음을 입증하 다. 이는 변 진과 채정 의 연구

(2002)에서 나타난 실천  추론 수업의 비  사고 성향 증진에 한 

결과와 일치하 다. 한, 김세은의 연구(2007)에서 실천  추론 수업을 

식생활 역에 도입한 결과 비  사고 성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

와 일치하며, 육승희(2010)의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비  리터러시 

증진과 련된 연구에서 본 비  사고 성향 증진과도 같은 결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앞서 세운 [가설 H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통해 

비  사고 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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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학생의 의생활 태도 변화

 연구 문제 2) 실천  추론 가정과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학생의 의생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해 

앞서 비  사고 성향 변화를 알아보기 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생활 태도의 사 ·사후 검사의 평균(M), 표 편차(SD), 응 표본 t-

검증을 SPSS 22를 통해 분석하 다.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의생활 태

도 하  6가지 요인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응 표본 t-검증을 통

해 얻은 결과는 <표Ⅳ-7>과 같다.

<표Ⅳ-7> 의생활 태도 사 ·사후 하  요인 비교

실험집단 N=51

비교집단 N=48

 *p<0.05 , **p<0.01

하 요인 집단
사  검사 사후 검사

t값

M SD M SD

1.개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2.5784 .86240 3.3627 .67140 5.769**

2.6771 .96475 2.8333 .73175 .982

2. 기능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3.9210 .74479 3.9153 .66314 -.045

3.9377 .61776 3.8058 .67361 -1.082

3. 심미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2.8137 .94848 2.8529 .77649 .276

2.8229 .89019 3.0208 1.12021 1.181

4. 동조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2.6465 .79573 2.6469 .64409 .003

2.4927 .90136 2.5835 1.00953 .596

5. 상황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3.6422 .80352 3.9608 .67151 2.372*

3.6094 .80044 3.6823 .89136 .426

6. 지속가능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2.9610 .62744 3.3167 .42681 3.174*

2.8573 .76323 3.0208 .74060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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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7>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집단의 경우는 의생활 태도의 하  6

가지의 모든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험집단은 의생활 태도의 하  6가지 요인 에 개성, 상황성, 지

속가능성 요인이 각각 0.7843 , 0.3186 , 0.3557 으로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증가하 다. 따라서 [가설 H2-1]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개성에 변화를  것이다.’와 [가설 H2-5].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상황성에 변화를  것

이다.’ , [가설 H2-6]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지속가능성에 변화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하지만 기능성, 심미

성, 동조성 요인은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보이지 않아 [가설 H2-2].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기능성에 변화를 

 것이다.’ , [가설 H2-3]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심미성에 변화를  것이다.’와 [가설 H2-4] ‘실천  추론 의생

활 수업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  동조성에 변화를  것이다.’는 지지

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옷의 기능 측면을 편안함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며, 기존의 교과서에서 기능 인 측면을 잘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혜정, 2009) 이미 사 검사에서 3.9210 으로 다른 요인보다 높게 평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 심미성과 동조성 요인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는 심미 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성을 표 하려 하며, 래 집단 내에서 비슷한 의복을 통해 소속감을 

얻고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는 청소년기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다 개성과 상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에서 

무조건 동조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만을 추구하

지는 않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는 사후 검사의 “실천  추론 수업이 앞으로의 의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학생들의 답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0% (10명), ‘도움이 될 것이다.’ 38% (19명). 

‘보통이다.’ 34% (17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 (4명), ‘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명)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훨씬 높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는데 “실천  추론 수업이 의생활에 한 인식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한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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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활에 바른 태도를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의생활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

각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환경문제, 동물 학 에 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생활에 해 다른 생각도 더 해볼 

수 있었다”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짝퉁을 사는 것이나, 모피를 구입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몰랐다.”

  많은 학생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의생활 태도에 해 여러 방면

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을 하 는데, 이는 김명순과 이혜자

의 연구(2010)에서 나타난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학생의 의복 선택

과 리에 해 로하스 의식이 함양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 으며 성은

주의 의복 구매 단원을 상으로 한 실천  문제 해결 모형 수업의 효과

를 본 연구(2000)에서도 의복구매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는 것과

도 같은 결과를 보 다. 따라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과서만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해보고 여러 

방면에서 의생활을 바라볼 기회를 주어 의생활 태도가 개인의 심에서

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역까지 확 되는 데 이바지를 했

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H2]. ‘실천  추론 의생

활 수업을 통해 의생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 으로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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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연구 문제 3) 비  사고 성향은 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을 통해 비  사고 성향이 학생들의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독립변수를 비  사고의 

3가지 하 요인(신 성, 건 한 회의성, 객 성), 종속변수를 의생활 태도

의 6가지 하 요인(개성, 기능성, 심미성, 동조성, 상황성, 지속가능성)으

로 두어 각각 회귀분석을 하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Ⅳ

-8>에 나타내었다.

<표Ⅳ-8> 비  사고성향과 의생활태도의 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F β t p 수정된 

개성

신 성

5.176*

.236 1.713 .093

.200건 한회의성 .214 1.307 .198

객 성 .191 1.096 .279

기능성

신 성

13.678**

.426 3.660 .001

.432건 한회의성 .310 2.243 .030

객 성 .149 1.014 .316

심미성

신 성

.168

-.007 -.047 .963

-.053건 한회의성 -.0010 -.052 .959

객 성 -.112 .559 .579

동조성

신 성

3.327*

-.430 -2.977 .005

.123건 한회의성 -.079 -.459 .648

객 성 .088 .480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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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 **p<0.01

 학생의 비  사고 성향이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용된 회귀분석 방법은 다 회귀분석법이며 그  동시 입력

(Enter) 방법을 사용하 다. 이는 연구자가 고려하는 모든 독립변수를 한

꺼번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 에 합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종속변수에 한 F값은 95% 신뢰 수 에서 회귀

모형이 합하다고 결과가 나왔다. 한 종속변수의 값도 상호 독립 이

어야 하는데, 이것은 독립변수의 변화된 값에 응해서 찰된 종속변수

의 값에 포함된 오차 간에 서로 상 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먼  찰된 종속변수의 값이 후에 찰된 종속변수의 값에 향을 미친

다면, 이는 설문지에 포함된 오차가 서로 연 된 것으로서 자기 상

계(autocorrelation)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구하기 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Durbin-Watson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도 Durbin-Watson를 이용하 고, 그 값은 1~3 사이의 값을 보여 종속

변수의 독립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비  사고 성향에 한 의생활 태도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를 체 으로 살펴보면 의생활 태도 6가지 요인  기능성, 동조성, 상

황성, 지속가능성이 비  사고의 향을 받았다고 나타났다. 먼 , 기

능성에 향을 주는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은 신 성(β=.426, 

t=3.3660, p<.01)과 건 한 회의성(β=.310, t=2.243, p<.05)이었으며, 동조

상황성

신 성

11.077**

.180 1.478 .146

.377건 한회의성 .368 2.540 .014

객 성 .252 1.641 .108

지속가능성

신 성

10.802**

.330 2.692 .010

.370건 한회의성 .298 2.046 .046

객 성 .200 1.29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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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는 신 성(β=-.430, t=-2.977, p<.01)이 향을 주었다고 나타났다. 

상황성에는 건 한 회의성(β=.368, t=2.504, p<.05)이 향을 미쳤다고 나

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는 신 성(β=.330, t=2.692, p<.05)과 

건 한 회의성이(β=.298, t=2.046, p<.05) 향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 반해 개성과 심미성은 통계 으로 비  사고 성향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성이 ‘나만의 독특한 분 기를 내는 것’

으로 설명되어 충분한 ‘근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의심’을 하는 것

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심미성은 이러한 개성을 

나타낼 때 의복의 색상과 디자인에 가장 을 둔다는 김계향 외(1986)

의 연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가설 H3] 

‘비  사고 성향에 따른 의생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음을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비  사고 성향은 의생활 태도의 하 요

소에 상당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

이 매체의 미디어와 래의 가치 을 그 로 수용하여 단을 내리

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에 다시 한 번 사고하고 여러 방면을 

고려하여 단한다는 에서 의생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었으리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  사고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고 밝힌 

김성희의 연구(2006)와도 같은 결과를 보 다. 그의 연구에서 실천  추

론 수업이 통  강의식 수업을 받은 학생보다 문제의 안을 탐색하고 

가치를 단하는 단계에서 더 효과 으로 나타났다고 입증하 는데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 이는 사후 검사의 개방형 질문지의 “의복을 선택하거나 구매할 

때 비 으로 사고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한 

응답과도 같은 결과를 보 다.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옷을 고를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것 같다.”

 “옷에 한 생각을 깼다 ”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찾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옷에 

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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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실천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을 지속

으로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비  사고 성향을 자극하여 앞으로의 실

제 의생활과 련한 문제에 있어 여러 방면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데 

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6.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에 한 반 인 평가

 연구자가 개발한 실천  추론 의생활 지도서와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

교 2학년 남, 녀 학생 총 102명을 상으로 5차시에 걸쳐 수업을 하 다. 

수업이 모두 다 진행한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수업을 한 교사에게 개

방형 설문지를 실시한 후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한 학생의 개방형 설

문지는 총 99부, 실행교사는 1부이다.

 1) 학생 평가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천  추론 수

업의 좋은 과 어려웠던 에 해 알아보았다. 먼  ‘실천  추론 수업

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서 어떤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의 개

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은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

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다룰 수 있어 좋았다.”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도 말하는 시간이 좋았다.”

 “이제껏 생각을 깨는 시간이었다.”

 “여러 학생이 의견을 내며 답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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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친구들과 함께 직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흥미로웠다.

 “친구들이랑 같이해서 재미있었다.”

 “친구들과의 소통이 좋았다.”

 “재미있고 이해가 잘되어 좋았다.”

 “더욱 흥미가 생기고 집 이 좋았다.”

 셋째,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에 집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직  참여할 기회가 많아 좋았다.”

 “확실하게 머리에 잘 들어오고 집 이 잘 다.”

 “자율성이 보장되어 더 좋은 집 력이 유지되었다.”

  의 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일반 강의식 수업보다 흥미를 더 많이 느

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여러 자료를 

찾고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유익했다고 나타났

다.

  하지만 ‘실천  추론 수업에서 보완되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 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부족했다.

 “ 시간이 부족했다.”

 “ 활동지 하는 시간이 짧았다.”

둘째, 실천  추론 수업이 익숙하지 않았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조  어려웠다.”

 “직  하는 것이 많아 조  힘들었다.”

 “조원들과 의견이 다를 때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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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실천  추론 수업이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다양한 자

료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사고할 기회를  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정 으로 작용했지만, 다양

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활동지가 많은 실천  추론 수업의 특징을 고려하

여 더욱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강

의식 수업에 이미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에게 단번에 수업의 방식을 바꾼

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실천  추론 수업

에서 추구하는 생각할 시간과 토론의 기회를 진 으로 제공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한다면 이

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정 으로 향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교사 평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수업에 한 평가를 개방형 질문지 형

식으로 답변을 받아 분석하 다. 질문지의 내용은 기존의 교과서를 토

로 한 강의식 수업과 비교한 실천  추론 수업의 장 과 개선 이었다.

 먼  기존의 교과서를 토 로 한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의 실

천  추론 수업의 장 은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 그리고 수업

의 분 기  태도로 나 어 볼 수 있었다. 비  사고 성향 부분에서

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보다 더 범 하게 타인과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고 넓게 사고할 기회가 주어진 이 비  사고 성향을 높이는 데 도

움을 주었다고 하 다. 한, 의생활 태도에 있어서도 의생활 기업의 아

동 노동착취 문제, 동물 학  문제, 신체 인 악 향 문제, 환경 문제 등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

어 학생들이 앞으로 옷을 살 때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여 소비활동을 하

겠다는 다짐들을 보 다고 했다. 수업 태도에 있어서도 여러 활동지를 

사용하 기 때문에 학생들의 극 인 반응들로 수업의 참여도 상승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특히 사회 , 환경  문제들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주제로 남녀, 성  차이에 상 없이 높은 심을 보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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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수업의 개선 으로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직  참

여해야 하는 그림 그리기, 로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활동이 반복되었

던 에서 여러 차시를 반복하기에는 학생들이 조  지루해 보이는 모습

도 보 다고 했다. 따라서 PPT, 상, 활동지 외에 모둠별 게임, 체험활

동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추가하면 더 높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한, 모둠별로 발표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표하는 학생들만 주로 활동을 해서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들

도 생기는 이 아쉬웠다면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한 강구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추론 수업을 학교에서 

계속 용하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1학년에게는 가능하지만, 2학

년 3학년들은 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아야하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수

업 내용으로 5~6차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  추론 수업이 학교에서 잘 실행되기 해서는 

시간 인 여건들이 마련되거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최 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이상으로 교사의 평가를 종합하여 보면 실천  추론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하여 비 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인과 

사회,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다. 

한, 여러 새로운 내용과 활동지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고 하

지만 해야 할 활동들이 그리고, 생각을 로 써내는 부분이 많았다는 

에서보다 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 수업시간의 부족과 수업에 극 이지 않은 

학생들에 한 문제 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 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더 좋은 실천  추론 수업

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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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수업을 의생활 단원에 용하여 교수·학습 지도

안과 활동지를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용한 후 비  사고 성향과 의

생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들이 의생활을 함에 있어 비 으로 사고하고 더욱 주체 으로 행동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이러한 목 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학교 2학년 남, 녀 1학 씩 2

학  51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2016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5

차시에 걸쳐 실천  추론 수업 모형을 용하고, 이를 강의식 수업만을 

시행한 같은 학교 남, 녀 1학 씩 2학  48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연구

하 다. 수업의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청소년이 재 당면하고 

있는 의생활 문제를 심으로 구성하 다. 이를 미국의 스콘신 주에서 

개발한(1996) “A Teacher’s guide : Family, Food, Society”에서 제시한 

개념  틀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것을 토 로 수업을 진행하 다.

 이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해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한 

설문지를 통해 사 검사와 사후 검사를 하 고, 자료 분석은 SPSS 22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문항 내  일 성 검사, 평균, 표 편차, 

t-test, 다 회귀 분석 등을 하 으며, 사후 검사를 통한 개방형 질문지

를 분석하 다.

 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용한 가정과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에 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한 사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상승을 나타냈다.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 3가지 모든 역에서 수업 후에 상승이 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난 하  요인은 신 성과 건 한 회의성으로 나타났다. 

즉, 실천  추론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단을 내리기 에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제껏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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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것에 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 데 정 인 향

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용하여 학생의 의생활 태도의 하

 요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증한 결과, 강의식 수업으로 의

생활 수업을 했던 비교집단은 아무런 변화를 나타나 보이지 않은 것에 

비해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한 실험 집단은 개성, 상황성, 지속가능성

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기존의 교과서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의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기회가 었던 것에 

반해 실천  추론 수업은 여러 가지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하고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무조건 동조하고 미를 따르기보다는 상

황과 환경, 사회를 고려하여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 으로 작용했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  사고 성향이 의생활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한 다 회귀분석의 결과 비  사고 성향의 신 성은 학생의 의

생활 태도 하  요인  기능성과 동조성, 지속가능성에 향을 미쳤으

며, 건 한 회의성은 의생활 태도  기능성과 상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

하는 데 객 인 증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의생활을 함에 있어 무조건

이고 무비 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기능

성과 상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성을 표 하 으며, 이는 무조건

인 동조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한 의생활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흥미를 증가시

키며, 이는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에 정 으로 작용하 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은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 있어 비 인 사고 

성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 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는 의생

활과 련하여 교과서에 없는 사회 인 부분과 환경 인 부분을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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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주체 이고 비 으로 의생활을 하는 데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

다.

 첫째, 실천  추론 수업이 여러 가지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연구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질이 구체 인 분야에 한 변화로 발

되는지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나 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역량 측정에만 그쳤으며 이들 간의 상 계에 해서는 검증한 

바가 많지 않았다. 한, 가정과 교육에 한 선호나 반 인 인식의 차

이에 한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이와 연 하여 학생의 실제 생활, 특히 의생

활을 심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본 연구는 실천  추

론 수업이 학생의 비  사고 성향의 증진과 의생활 태도의 정 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분의 실천  추론 수업의 개발 연구들은 Laster(1982)가 제시

한 실천  추론 과정의 네 단계를 주 모델로 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천  추론 수업에서 강조하는 3가

지 행동체계  비  성향을 보다 강조하는 스콘신 주에서 제시한 

방식을 참고하여 개발하 으며 실천  추론 과정을 1단계에서 5단계를 

순서 로 모든 학생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닌, 5가지의 

주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모든 역을 매 차시 반복 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었다는 에서도 차별화된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천  추론 수업과 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교수·학습 지도

안 개발에서 그친 것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연구를 토 로 

실제로 수업을 시행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양

 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해 개방형 질문지도 추가 로 실시

하 으므로 설문 문항에 한 이유에 해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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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끝으로 본 연구는 실천  추론 수업이 학교 장에서 활용될 때  높은 

효과를 보기 해 고려할 과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C 학교 한 학교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상

을 국의 학교 학생, 다양한 학년으로 확 하여 용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한, 학생에게는 비 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 에 맞는 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개

발하거나 고등학생에게 용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 ·공간  제약으로 인해 5차시만을 수업에 용

하 기 때문에 더 많은 차시를 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실험에서 사용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천  추론 

수업의 효과를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의생활 역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다른 단원에서도 실천  추론 수업 지도안을 개발

하여 가정 교과 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과

서에서도 실천  추론 수업 방식을 용한다면 더 높은 활용성과 효과성

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행 시행 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심으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진행하 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용된 교과

서가 2018년도부터 시행되므로 바 는 교과서 내용에 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의생활 태도를 본 것에

서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비  사고력을 향상하고, 의생활 행동을 변

화시키는지에 한 검증에 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후속 연구에서는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을 바탕으로 실제 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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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증진을 검정하고 의생활 태도에서 더 나아가 의생활 행동의 반

인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육에서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이 재 많은 효

과성 검증으로 인해 두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수업 장에서는 사용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이 학교 장에서 활성화

되기 해서는 직 교사들을 한 실천  추론 수업에 한 이해에 

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들이 쉽게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이

해하기 쉬운 다양한 지도서 개발이 필요하다. 한, 수업을 받는 학생들

도 부분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실천  추론 수업을 용하

을 경우 낯섦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  추론 수업에 

능동 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해 학생들의 사  교육이 체계 으로 마

련되면 더욱 높은 교육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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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사후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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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실천  추론 의생활 수업 지도서  학습자료

● 작권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진들은 로 축약하여 넣었습니다.

A Teacher’s Guide :  We, Clothing and Society

실천적 추론 가정과 의생활 수업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

철학적 고찰 :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01) 의생활 수업의 필요성

  의생활은 역사적으로도 늘 중요한 관심사였다. 의생활은 개인을 나타내는 자기표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의사소통 역할까지 담당하며 그 역할이 확대

되었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들은 의생활과 관련하여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으며 이

는 모방소비, 충동소비, 과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낳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해로운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악영향을 끊기 위해

- 청소년들은 의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 자신의 의생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02) 의생활 수업을 받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특성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은

-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의 답을 또래집단이나 대중매체의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찾

으려는 경향이 있다.

- 미디어, 정부, 기업 등의 사회적 권력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내

면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다. (청소년 발달에 따른 이론과 연구)

-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신중해 질 수 있다.

- 스스로 의생활 관련 경험을 이론과 통합할 수 있다.

- 의생활 관련 문제에 대해 비판적 추론을 통해 판단, 행동하는 지적·사회적 기술을 개

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자신의 학습을 관찰하고 새로운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다.

1 과정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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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가정과 교육의 의생활 수업에 대한 접근

전통적인 접근 비판 과학적 관점

학습자를 

보는 

관점

- 수동적인 존재

-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

한 지식이나 기술을 합리적으로 

활용함

- 능동적인 존재

- 이성을 가진 존재

-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

라, 환경을 바꿀 수도 있음

사회를 

보는 

관점

- 사회는 인간을 위해 잘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강조

- 현존하는 사회 상황을 삶의 가치

로 채택

- 절대적인 사회적 환경과 규범을 

현존하지 않음

- 사회 구성원은 이성적으로 사회 

상황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수업 

목표
의생활 관련 교과 능력 중심

의생활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비판적 고등 사고 개발을 강조

학습 

내용

- 기본적인 의복 계획과 의복 준비

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교과 내용과 기술

- 교사는 학생을 가르침

- 학습자가 이성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교과 내용과 지적이고 사회

적인 기술 습득 

- 가족, 의생활, 사회에 대해 어떻

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사를 연구

- 교사와 학생은 공동의 탐구자 

  세 행동 체계

의사소통적 

행동체계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관한 

이해를 지향

반사숙고적 

행동체계
의생활과 관련된 내제된 믿음과 가정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

기술적

행동체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생성하는 기술적 정보를 검

토하고 행동 전략이 되는 수단에 대한 정보

  

- 비판적 사고 중심 과정의 의생활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한다.

- 의생활은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를 암기하는 것은 중요

하지 않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실천적 추론과 세 행동체계

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지적· 사회적인 기술 개발을 강조 한다.

- 의생활 관련 행동이 개인, 가족,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통합

적인 행동 전략을 배워야 한다.

- 우리는 의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의미, 과정, 조건, 사건들에 대

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 의생활 관련 지식은 5가지 하위 관심사로 구성될 수 있다 : 자아정체성을 고려한, 신

체(기능)을 고려한, 상황을 고려한, 환경 고려한, 사회를 고려한 의생활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75 -

  04) 대안적 가치 목표

복잡한 위치

(보다 많은 자유와 책임)

관심사:

•신체적 건강(기능성)

•주체적 선택(개성)

•의사소통 능력(상황성)

•사회, 환경 고려

  (지속가능성)

단순한 위치에서

복잡한 위치로의 이동

•지식과 기술

-개념 분석

•지적·사회적 기술

-비판적 사고

-실천적 추론

-협력적 대화

➜

단순한 위치

(보다 적은 자유와 책임)

관심사:

•쾌락

•외모

•편의

•경제

•효율

➜

단순한 위치 복잡한 위치

특징

- 사회에 대한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 의복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

해 의복을 선택

- 자신과 타인의 복지에 무책임→

가족과 사회적 목표를 자기탐닉

으로 조장

- 사고와 행동에 더 적은 자유를 

사용: 외부적 요인(경제적 자원, 

미디어, 또래집단)에 크게 영향

- 다른 사람의 이해와 상충하더라

도 쾌락, 외모, 편의, 경제, 효율

의 원리를 따름

- 더 큰 자유와 책임을 포함

- 효율성과 경제에 대한 관심들은 공정

함, 정의, 평등, 자유의 요소와 균형을 

포함함

-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보호하며 적절

한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의복을 통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의복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들을 신중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무조건적

으로 모방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근거 있는 생각을 바탕으

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 또한 이는 자

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회적 의사

소통 수단으로 이어짐.

-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덜 민감→선택에 

유연성 증가→ 자기조절, 적극적 행동

으로 힘을 얻게 됨

- 상황에 맞는 의복을 통해 함께 모이고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 또한 의복 선택과 관련된 자신

과 타인을 위한 행동에 관한 경제적, 

도덕적, 정책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을 

포함.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하여 미래

의 의복과도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

지지 

이유

- 의복에 관한 생각과 행동에 시간

을 들이지 않으므로 삶이 단순해

지고 걱정이 없음

- 자신과 타인을 교육시키려는 신중한 

시도를 포함→자신의 신념에 대한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

-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으고 협력→공동체의식 형성, 

사회적 변화와 재구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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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의생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생활의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시대에는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의생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01) 사회·문화적 변화 및 교육과정 분석

전통시대 현대시대

기능성

- 추위나 더위, 혹은 위험한 동물이

나 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

해 의복을 입음

-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의복

을 입음

- 의복을 통하여 신체를 조이거나 

부풀려서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수

단으로 의복을 사용

- 여러 기능성 의복의 발달함에 따

라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도

움을 주는 의복이 발달

상황성 신분에 따라 옷에 제한이 있었음

신분에 따른 의복의 의무화는 없어

졌지만 이전보다 복잡한 사회가 되

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상황에 걸

맞은 복장이 요구되어짐

개성

옷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기 보다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의 자아실현이 

우선시 됨. 신분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옷 선택에 제한이 있었음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기술들의 발달

로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상

관없이 옷 선택이 자유로워짐. 옷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시대

지속 

가능성

환경을 의복을 생산하는 데 사용함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의생활이 강조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효율성을 중

시

공정한 가격을 치르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사상이 대두. 공정 무역을 

중요시 여기고 모조품을 사용하는 

것도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됨

2 의생활 이야기

자신

과 

타인

에 

대한 

결과

- 문제와 관심사들이 재등장→충동

적이고 과시적인 생활태도가 불

만족, 소외, 절망을 증가시킴

- 의복 선택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습관에 의해 나올 때, 개인의 신

념과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못함

- 통제, 권력, 자유에 대한 인식 증가

- 개인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개인

과 사회의 반사숙고적인 발달

- 이러한 행동은 시간, 에너지, 다른 자

원들을 필요로 함->지속적 참여에 어

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모든 사회 구

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광의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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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내용체계

기술·가정

(중학교 

1~3학년군)

1권 2권

○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 가족의 이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 청소년의 생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옷차림과 자기표현

 ·주거와 거주 환경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 청소년의 자기 관리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청소년의 소비생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 진로와 생애 설계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학습 내용별 

성취 기준

1권 

2.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기에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식생활, 의생활, 주생

활과 관련된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식생

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능력, 자신에게 적합하고 남을 배려하는 옷차림과 의생활문

화의 계승을 통한 올바른 의생활 실천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활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 선택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주생활 실천 능력을 기른다.

  2-2. 옷차림과 자기표현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

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

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

2권 

2.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가정생활 영

위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까지 녹색 식생

활을 실천하고, 자신의 의복 구매부터 관리까지의 친환경적인 의

생활을 실천하며, 가족생활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태도를 기른다.

  2-2.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의복 선택 및 구입방법을 이해하고,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

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하며, 의복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옷 고쳐 입기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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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의생활 교육을 위한 실천적 문제 추출

비판과학적 관점

의생활 교육과정

항구적 문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아존중감과 

의생활

상황에 적절한 

의생활

건강한 신체와 

의생활

지속가능한 

의생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상황에 적절한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신체에 이로운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의복의 의미

의복 디자인의 

요소

때,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

의복의 물리적 

기능

지속 가능한 

의생활

의복의 계획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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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도입

  각 모듈은 개념 설명, 지도내용, 학생 자료, 참고자료, 예시답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02) 교육과정에 관한 가정

  - 사회를 보는 관점 : 자유 민주 사회

  - 학습자를 보는 관점 : 능동적이고 이성을 가진 학습자

  - 내용을 보는 관점 :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 체계 포함한 역량

  03) 교육과정 목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와 현재의 상태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관심으로 학생들이 

가치를 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기술을 배우는 것

  04) 개념적 틀

3 강의 요강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실천적 추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사용하여 의생활의 항구적인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게 되는 것

․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 자신이 지닌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

․ 가족 구성원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

․ 의생활과 관련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듈 A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 E

강조

되는 

실천

적 

추론

의 

범주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한 정보의 

해석

문제로 인한 

결과들의 

평가

가치를 둔 

목표, 대안적 

방법과 

파급효과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신중한 행동

하위 

관심

사

왜 우리는 의

생활에 관심

을 가져야 하

는가?

우리는 의생

활 태도와 규

범에 관련하

여 무엇을 파

악해야만 하

는가?

의생활 패턴

에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

을 해야 하는

가?

주 체 적 이 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

기 위해서 우

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의생

활과 관련해

서 어떤 행동

을 취해야 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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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설명

의생활에 대해 

폭넓고 항구적

인 관심에 대

해서 소개, 문

제를 인식

 의생활 관련 

태도와 규범

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

에 대해 인식

의생활의 결

과가 개인, 가

족, 사회에 미

치는 결과를 

파악

의생활과 관련

하여 가치를 

둔 목표를 상

정하고 대안적 

방법을 제시

앞의 모듈 

A~D통합하여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

과정 

질문

․ 왜 의생활실

천이 개인, 타

인과 사회에 

중요한가?

․ 우리가 직면

하는 의생활

에 대해 의미 

있고 항구적

인 문제는 무

엇인가?

․ 의생활에 대

해 기대되는 

우리의 역할

은 무엇이어

야 하는가?

․ 현재 의생활 

태도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 의생활에 대

한 태도는 어

러 영향에 따

라 어떻게 변

화되는가?

․ 어떠한 의생

활 태도가 바

람직한지 결

정하기 위해

서 우리는 맥

락적인 정보

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

는가?

․ 왜 우리는 

현재의 의생

활에 대해서 

고려 해봐야

하는가?

․ 의생활이 영

향을 미치는 

결과들은 무

엇인가?

․ 의생활과 관

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서 우리는 어

떤 지적이고 

사회적 기술

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왜 사람들은 

바람직한 의

생활을 실천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

야 하는가? 

․ 우리가 의생

활과 관련한 

가 치 목 표 를 

추구하는 데

에 어떤 요소

와 조건이 영

향을 미치는

가?

․ 우리가 의생

활의 바람직

한 가치를 추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

선의 방법을 

어떻게 결정

하는가? 

․ 의생활과 관

련한 결정 과

정에서 어떤 

종류의 추론

을 사용하였

는가?

․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행동은 무엇

인가?

․ 의생활과 관

련하여 신중

하고 합리적

인 행동을 하

기 위해서 우

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강조

되는 

광의

의 

개념

의미 있고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

의생활 관련

태도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들

믿을 수 있는 

정보, 모순, 

가능한 

결과들

바람직한 

의생활 문제 

해결 방법

합리적인 

행동

강조

되는

지적·

사회

적 

기술

관점을 갖는 것과 

모순을 분석

하는 것

여러 요인

분석 및 해석

의생활과 관

련된 바람직

한 목표를 추

구하는데 방

해하는 요소, 

서로 다른 생

각이나 행동

의 파급효과

에 대한 비판

적인 인식

가치를 둔 목표에 

관련된 추론
실천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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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단계별 주요 개념

 

단계 주요개념

1
항구적인 실천적 

문제 인식하기

- 역사적으로 의생활은 개인, 가족, 사회의 관심이 

었다.

- 의생활과 관련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

리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의생활과 관련된 항구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실천적 추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2
문제에 대한 

정보 해석하기

- 우리는 이제껏 변화해 온 의생활 태도와 의생활 

규범에 대해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여러 사회적 외부 요소들이 의생활 태도에 영향

을 준다.

-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내부적 요인들이 의

생활 태도에 영향을 준다.

⇩ ⇩

3
문제로 인한 

결과 파악하기

-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의생활 패턴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 여러 정보와 욕구 속에서 혼란과 갈등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의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맥락적 요소

들이 있으며 이들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현재 패턴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 ⇩

4

가치를 둔 목표 

설정 

&

대안적 방법 

제시

- 의생활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다양하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 우리는 의생활에 있어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

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이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우리의 선택은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 ⇩
5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

-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신중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
6

1~5를 통합한 

실천적 추론 학습

- 1~5단계를 거쳐 항구적인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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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지도안 목차

참고자료A~C : 학생에게 미리 준비해오게 하는 것이 더 좋으나, 필요에 의해 교사가 이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차

시
수업 내용 활용 모듈 자료

모듈A

1

관심! 문제를 인식해요!

항구적인

실천적 문제 인식하기

의복의 시대사

학습지1-1

학습지1-2

학습자료 1-1

교사참고자료 

1-1

영상자료1-1

2 관련 만화
학습지1-3

학습자료1-2

모듈B 3

어떤 것이 영향을 

주었지?

문제에 대한 정보 해석하기

사회적 압력 학습지2-1

내부적 요인 

학습지2-2

교사참고자료

2-1

영상자료2-1

모듈C 4

문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문제로 인한 결과 파악하기

결과 파악하기 학습지3-1

파급효과 생각하기

학습지3-2

예시답안3-2

영상자료3-1

만화그리기 학습지3-3

모듈D 5

바람직한 결과는?

가치를 둔 목표 설정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

대안적 방법 제시

바람직한 패턴
학습지4-1

예시답안4-1

만화그리기 학습지4-2

바람직한 시나리오
학습지4-3

예시답안4-2

모듈E 6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젝트 진행하기!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

실천적 추론 학습지5-1

프로젝트 계획 학습지5-2

프로젝트 평가 학습지5-3

의생활 점검 학습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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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프로그램 평가 모델은 Elizabeth R.(1986)가 개발한 모델의 평가영역 10개 중 ‘관찰
된 학습자 성과’, ‘관찰된 사회적∙경제적 성과’, 그리고 ‘철학과 목적의 재진술’ 항목을 
제외한 7개 평가 영역만 활용했으며, 각 영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목
적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해 교과교육 전공 교수 1인과 교과교육 전공 석박사 2인에게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4 프로그램 평가표2)

  평가

  영역
구체적인 기준 

 척도

해당되는 칸에 O 표시를 

해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철학과 

목적

1. 본 지도안은 제시하고 있는 철학이 내재되

어 있는가? 
1 2 3 4 5

2. 본 지도안은 제시하고 있는 목적 및 가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1 2 3 4 5

3. 본 지도안은 이데올로기, 편견, 무의식적

인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
1 2 3 4 5

4. 본 지도안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사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1 2 3 4 5

2.

기대하

는 

학습자 

성과

5.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세 가지 행동

체계(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를 

기를 수 있는가?

1 2 3 4 5

6.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실천적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1 2 3 4 5

7.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1 2 3 4 5

3. 

기대하

는사회

적∙ 

경제적 

성과

8. 본 지도안을 통해 학습자가 환경을 주도적

으로 이끄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가?
1 2 3 4 5

9. 본 지도안은 학습자가 사회적 현상에 관심

을 가지게 하는가?
1 2 3 4 5

4. 

내용 

요소

10. 본 지도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생활을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가?
1 2 3 4 5

11. 본 지도안의 학습자인 중학교 2학년 수준

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 2 3 4 5

12. 제시하고 있는 의생활 관련 사회적 이슈

가 본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에 적절한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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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5. 

학습자

의 

요구 

및 

관심

13. 본 지도안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1 2 3 4 5

14. 본 지도안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과 

자료들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내용인가? 

1 2 3 4 5

6.

교수 

전략

15. 본 지도안은 비판적 리터러시를 향상시키

는 교수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16.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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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의생활에 대해 폭넓고 항구적인 관심에 대해서 소개, 의생활 관련 문제 인식

-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듈 A

하위 관심사 사람들은 의생활과 관련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모듈 설명 의생활에 대해 폭넓고 항구적인 관심에 대해서 소개, 문제를 인식

과정 질문

․  왜 의생활실천이 개인, 가족과 사회에게 중요한가?

․ 우리가 직면하는 의생활에 대해 의미 있고 항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의생활에 대해 기대되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

강조되는 광의의 

개념
의미 있고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

강조되는

지적·사회적 

기술

관점을 갖는 것과 모순을 분석하는 것

개념 설명 지도 활동 자료

- 역사적으로 의생활은 개

인, 가족, 사회의 관심이

었다.

-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의생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높다. 하지만 의생활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여러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변해왔

다.

- [활동1] 학생들에게 학습지 1-1과 학

습자료 1-1을 나눠주어 학습자료 1-1

의 그림을 학습지 1-1에 채워 넣는 

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

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복이 어떤 의미

와 기능을 지녔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현대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의생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들에게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긴 세

월동안 의복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관심

을 가지고 현대 의생활에도 우리가 관

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

명한다. 학생들이 어려워 할 경우 교

학습지 1-1

학습자료1-1

교사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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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활과 관련한 많은 관

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

리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는 교사용 참고 자료 1-1을 제공해 

주거나 학습지 1-1의 빈칸의 일부를 

채워 제공해도 좋다.

- 학생들이 활동할 시간을 준 뒤 교사는 

영상자료1-1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정

답을 스스로 맞추어 보도록 한다. 학

생들은 영상을 보며 의복이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관

심을 갖게 될 것이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깊

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 이제껏 본 의생활에 대해 가장 놀

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의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의복의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 사람들의 의생활은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 현재에도 그런가요?

- [활동2] 이제껏 역사적으로 의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현대 우

리가 겪고 있는 의생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학습지 1-2에 그림을 

그리고 물음에 답을 하며 생각해볼 시

간을 준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현대 우리의 의생활에서 의복이 갖는 

의미와 기능, 그리고 문제에 대해 고

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은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 전에 의

생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

다.

- [활동3] 학습지 1-2를 작성한 뒤 학

생들은 모둠원끼리 공유하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의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를 꼽도록 한다. 모둠에서 한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교

사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생활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어떠

한 문제가 중요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준다.

자료 1-1

영상자료1-1

학습지 1-2



- 87 -

- 의생활과 관련된 항구적

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실천적 추론의 필요성을 

인식 해야 할 것이다.

- [활동4] 학생들에게 학습자료1-2 A부

터 E까지 조별마다 하나씩 나눠 준다. 

(이 자료는 필요에 의해 참고자료 A를 

활용해도 좋다). 이 학습자료1-2를 통

해 학생들은 앞서 했던 [활동3]을 통

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현대 

의생활 문제에 대해 더 넓고 깊이 생

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자료 

1-2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지 1-3을 

작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현대 우리의 의생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후에 이 활동지는 모든 학습

을 마쳤을 때 학습 평가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4] 학생들은 학습지 1-3을 모둠

별로 정리한 후 발표하도록 한다. 발

표를 통해 우리의 의생활을 둘러싼 문

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며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생각을 넓히도

록 한다.

  ▶ 현대 의생활에서 의복이 갖는 의미

와 기능은 무엇인가요?

  ▶ 다른 모둠의 발표를 통해 미처 생

각하지 못했던 의생활 문제는 무엇이었

나요?

  ▶ 의생활에 있어 어떤 것들이 문제라

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이 활동이 끝난 후에 의생활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

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습자료1-2

(A~E)

학습지 1-3

참고자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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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의복의 시대사

학습지

1-1
학생용

그림

이 그림의 

옷을 보면 

어떤 시대가 

떠오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옷을 

입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옷이 

나타내는 

의복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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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1-1
학생용

[그림:인류초창기의 의생활] [그림:선사시대의 의생활]

[그림:중세시대 의생활] [그림:18세기 의생활]

[그림:1850년대 의생활] [그림:1차 세계대전 의생활]



- 90 -

[그림:1차 세계대전 직후 의생활] [그림:2차 세계대전 의생활] 

[그림:1950년대 의생활] [그림:1960년대 의생활]

[그림:1970년대 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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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1-2 학생용

* 현재 나에게 의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나에게 의복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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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의생활 관련 만화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은 현재 의생활 상태, 가능한 결과, 사람들이 이 관심사

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며 실천적 문제를 확인한다.

학습자료

1-2 A
학생용

[만화1:같은옷] [만화2:같은옷]

[만화3:같은옷] [만화4:같은옷]

[만화5:노*페이스,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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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1-2 B
학생용

[그림:개미허리를 위한 코르셋]

[그림:중국 전족]

[광고사진:코르셋 재킷] [광고사진:쉐딩스커트]

나폴레옹은 이번 “워털루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이제껏 패한 적이 없거든요. 나폴레옹은 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하면 더 큰 유

명세를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군중들 앞에서 멋있게 보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행하던 쫄바지를 입었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평소에 치질을 앓고 있었거든요. 

쫙 달라 붙는 쫄바지는 치질을 더욱 악화 시켰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나폴레

옹은 결국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장막에만 머물러 아편을 맞았어요. 그렇게 나폴레

옹은 작전 계획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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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1-2 C
학생용

[그림:넘쳐나는 옷들] [그림:옷 쓰 기더미]

[ 고:모피1] [ 고:모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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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1-2 E
학생용

[뉴스캡쳐사진1:패션업체 노동착취]

[뉴스캡쳐사진2:패션업체 노동착취]

[뉴스캡쳐사진3:패션업체 노동착취]

GAP 인도 아동 노동착취

미국의 유명 의류 업체 갭(GAP)이 인도에서 어린이들을 착취해 옷을 만든다는 사

실이 드러난 후, 인도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경찰과 인권운동가들이 뉴

델리의 한 의류 공장을 급습해 이곳에서 일하던 어린이 14명을 구출했습니다.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은 불결한 환경 속에서 하루 15시간씩 노동에 시달리며 옷을 만들

어왔습니다. 또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비인간인적

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서 왔고 이 가운

데는 팔려온 어린이도 적지 않습니다

2007. 10.31.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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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이 스웨터는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고2:이 드 스는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터:패션왕中짝퉁간지] [광고:저작권]
: 똑같이 찍어내시면 안됩니다

  최근 이모군(18)은 동대문 야시장에서 자스페로 시계를 구입했다. 물론 이 제품

은 ‘짝퉁’이다. 정가로 구입했을 시 80만원을 호가하는 이 명품 시계를 동대문에서 

단 3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한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착용한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

서 유행을 해서 구매를 결심했다며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솔직히 정품이면 

좋지만 짝퉁 티만 안 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 등골 브레이커보다 이게 낫

죠”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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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1-2 D
학생용

렌은 열 시간에 걸친 쇼핑 끝에 빨간 구두 한 켤레를 골랐어요. 남자친구인 

카터는 실신 직전에 이르렀어요. 카렌이 빨간 구두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그리고

는 시원하게 카드를 긁었어요. 저번 달 카드 값도 채 갚지 못한 카렌이지만 긁을 

때는 시원하게 긁어줘야 한다는 그녀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렌의 구두 한 

켤레 가격이면 아프리카 원주민 대가족 한 달은 먹여 살릴거에요. 하지만 카렌은 

원주민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긴 아프리카도 아니잖아요. “빨간 구두

를 신으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카렌은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보고 행복

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의 친척이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카렌은 

장례식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얼마 전에 산 빨간 구두가 더 예

뻐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름다움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카렌은 장례식장에 빨

간 구두를 신고 가게 돼요.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을 찾은 카렌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카렌은 다들 빨간 구두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며 더 당당하게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걷기 시작했어요....    

북한산이 뒷산입니까?

대원들이 가장 자주 보는 유형은 동네 뒷산족(族), 즉 북한산을 동네 뒷산쯤으로 알

고 오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산을 자주 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다. 인수대피소 기

남 팀장은 "동네 뒷산을 값비싼 등산복을 입고 오른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진상은 북한산에 오면서 동네 뒷산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은 패딩 안에 면티를 입고 등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온다. 넘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배낭도 메지 않는다. 이런 복장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

다. 기 팀장은 "올 1월에 한 대학생이 면티 위에 오리털 패딩을 껴입고 왔다. 정상

까지 올라왔다가 더워서 패딩을 벗었고 젖은 면티가 찬바람에 노출되며 저체온증에 

걸려 결국 구조 헬기를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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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1-3

▶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본 적이 있나요?

▶ 사람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만화/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만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교사용 참고자료 1-1 교사용

인류초창기
중요한 부위를 가림으로써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예의를 표하고자 

함

인류초창기 

이후
위험한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

중세시대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 타인으로 부터 관심을 끌고자 함, 부의 상징, 

코르셋으로 신체를 압박

18세기 과한 장식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추구

1850년대 에 라 블루머에 의해 여자도 바지를 처음으로 착용하기 시작

1차 

세계대전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 여자들이 일을 해야하기 시작. 편안 샤넬라

인 옷이 등장

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음악과 함께 파티를 즐기기 시작. 플래퍼 

룩이 등장

2차 

세계대전
또 일어난 전쟁으로 리터리 룩의 등장

1950년대
소련의 첫 인공위성 발사로 우주에 대한 관심 증대, 미니멀리즘 유

행으로 미니스커트의 등장

1960년대 자유를 나타내는 히피룩의 등장

1970년대 반항을 나타내는 펑키룩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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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1-1
교사용

그림

이 그림의 옷을 

보면 어떤 

시대가 

떠오르나요?

그림에 나타난 

의복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이 옷을 입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옷이 

나타내는 의복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림]

인류초창기의 

의생활

아담과 하와 

시대

인류 초창기 

시대

잎사귀로 

중요부위만을 

가리고 있다

중요한 부위를 

가림으로써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었다.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예의로써 

도구.

[그림]

선사시대의 

의생활

인류 초창기 

이후

구석기, 신석기 

시대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고 하고, 

식물의 악성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고 

하기 위해서 

입었을 것이다.

신체를 보호함

[그림]

중세시대의 

의생활

중세시대

화려한 옷을 

입는다. 

코르셋으로 몸을 

압박하고 있다.

옷에 많이 

장식함으로 부를 

과시하려고 

하였으며, 

코르셋으로 얇은 

허리를 강조하여 

아름다움을 

과시했다.

부의 상징, 

아름다움을 과시

[그림]

18세기의 

의생활

18세기
옷이 예전보다 

간소화 되었다.

과한 장식과 

신체를 압박했던 

것들이 줄어들고 

편안함을 

추구하였다.

편안한 활동성을 

이전에 비해 

강조

[그림]

1850년대의 

의생활

1850년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헐렁한 

상의를 입었다.

여자도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

[그림]

1차세계대전의 

의생활

1차 세계대전

정장 차림의 

의복으로 

바뀌었다.

남자가 전쟁터에 

나감으로 여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다.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실용성을 추구한 

의복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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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차세계대전 

직후의 의생활

1차 세계대전 

직후

이전보다 살짝 

화려해졌다.

전쟁이 끝난 

직후 기쁨으로 

파티를 많이 

즐기기 

시작했다. 

실용성보다는 좀 

더 장식성을 

추구

플래퍼 룩으로 

화려한 의복이 

다시 등장

[그림]

2차세계대전의 

의생활

2차 세계대전 군복느낌의 옷

또 다시 일어난 

전쟁으로 

리터리 룩이 

등장했다

리터리 룩

[그림]

1950년대의 

의생활

1950년대

미니 원피스로 

급격히 짧아진 

치마

소련의 첫 

인공위성 발사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 

미니멀리즘 

유행으로 

미니스커트의 

등장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미니스커트 유행

[그림]

1960년대의 

의생활

1960년대
여러개를 

겹쳐입었다.

여러 전쟁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함

히피룩의 등장

[그림]

1970년대의 

의생활

1970년대 강해보이는 옷

자유를 넘어 

반항을 나타내는 

펑키룩의 등장

펑키룩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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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의생활 태도와 규범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인식

모듈 B

하위 관심사  우리는 의생활 태도와 규범에 관련하여 무엇을 파악해야만 하는가?

모듈 설명  의생활 관련 태도와 규범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인식

과정 질문

․ 현재 의생활 태도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 의생활에 대한 태도는 여러 영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 어떠한 의생활 태도가 바람직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락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한 정보의 해석

강조되는 광의의 

개념
의생활 관련 태도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들

강조되는

지적·사회적 

기술

여러 요인 분석 및 해석

개념 설명 지도 활동 자료

- 우리는 이제껏 변화해 온 

의생활 태도와 의생활 규

범에 대해 영향을 준 요

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교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

지게 된 의생활에 대해 한 번 더 설명

을 하여 학생들이 의생활 태도 문제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의생활 문제는 여러 가지 영향

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설명으로 수업

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알린다. 의생활

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내부적 요인

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다음 질문을 통하여 압력에 대해 학생

들이 생각해보도록 하며 의생활과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 ‘압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어

떤 느낌이 드나요?

 ▶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도

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나요?

 ▶ 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생

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압력들

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활동1] 학생들은 모듈A에서 다루었

던 실천적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압력

학습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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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회적 외부 요소들

이 의생활 태도에 영향을 

준다.

에 대해 생각해보며 학습지 2-1을 작

성하도록 한다. 개별로 작성한 학습지 

2-1을 모둠별로 공유하여 모둠별로 

하나의 마인드 맵으로 작성하도록 한

다. 이때 교사는 미리 학생들에게 자

료를 준비해오게 할수도 있고 참고자

료B를 제공해줄수도 있다.

- [활동2] 학습지 2-1을 통해 만들어진 

마인드 맵을 교실에 전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다른 모둠이 한 것들을 보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교사는 다음의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 공통적인 사회의 압력은 무엇인가요?

 ▶ 이러한 압력 중 어떤 것이 우리의 

의생활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나

요?

 ▶ 이러한 압력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고 있나요?

 ▶ 이러한 압력은 긍정적인가요? 부정

적인가요?

 ▶ 그들이 말하는 정보는 믿을만한가

요? 정확하나요?

 학생들은 이 활동과 질문을 통해 이제

껏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적 압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B

-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

러 내부적 요인들이 의생

활 태도에 영향을 준다.

- 의생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부적인 요인에 대해 학생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요구, 욕망, 선호,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한다. 영상자료 

2-1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에 도

움을 줄 수도 있다.

  ◼요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어떤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ex)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욕망: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생

하며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님.

  ex)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선호: 어떤 것을 좋아하는 생각

  ex) 나는 짜장면보다 짬뽕이 더 좋다.

영상자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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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

방법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

준 또는 표준

  ex) 몸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

어야한다.

  예시를 함께 들어 설명을 하여 학생들

의 이해를 돕는다. 이 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 이

야기 하게해봄으로 좀 더 개념을 명확하

게 하도록 한다.

- [활동3] 학생들에게 학습지 2-2를 작

성하도록 하여 우리의 의생활 문제를 

둘러싼 내부적인 요인이 어떻게 작용

하는 지 파악하도록 한다. 학습지 

2-2의 주제는 이제껏 앞서 했던 실천

적 문제로 해도 좋고, 교사용 참고 자

료 2-1을 제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해도 좋

다.

- 활동이 마친 후에 모둠별로 공유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

이 우리의 의생활 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

는다.

 ▶ 이러한 내부적 요인 중에 가장 강력

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요?

 ▶ 이러한 내부적 압력은 긍정적인가

요? 부정적인가요?

학습지 2-2

교사용 

참고자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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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사회적 압력 나타내기

D.4,5 밀고 당기기

학습지

2-1
학생용

학습지 

2-2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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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장인물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 등장인물은 왜 혼란스러워 하나요?

 ▶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 이러한 내부적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이러한 내부적 압력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교사용 참고자료 2-1 교사용, 학생용

1. 지영이는 내일 학교에서 소풍으로 관악산에 간다. 지영이는 원래 바지보다는 치

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3반에 있는 동원이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얼마 전 새

로 한 원피스를 입고 가고 싶다. 하지만 예전에 등산에 편한 옷을 입고 가지 않

아서 큰 사고를 당한 뉴스를 본 적도 있고 때와 장소, 상황에 옷을 적절하게 입

어야한다 생각하긴 한다.

2. 경현이는 친구들과 놀러가기 위해 청자켓과 빨간 치마를 입고 밖에 나왔다. 그

런데 갑자기 친척 어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다. 경현이는 집에 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기는 귀찮고 바로 가자니 옷차림

이 괜찮을까 염려가 된다

3. 묘경이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멋스러운 모피코트를 하나 장만하려고 백화점

으로 나섰다. 가는 길에 모피 한 벌에 동물 200마리가 희생된다는 내용의 피켓

을 들고 모피 반대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았다.

4. 가영이는 체육시간에 입을 운동복을 사기위해 동대문에 갔다. 그런데 요즘 아이

돌이 많이 입고 다니는 원피스가 50% 할인 하고 있었다. 원피스를 사면 운동복

을 살 돈이 남지 않지만 이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5. 다예는 올 겨울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엄마랑 함께 백화점에 갔다. 다예는 요

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몽*** 패딩 점퍼를 사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학생이 100만원 상당의 옷을 사는 것은 사치라고 하며 유명하지 않은 A브랜드

의 패딩을 사라고 하신다. A 브랜드의 패딩도 똑같이 따뜻했지만 이왕이면 친구

들이 부러워하는 몽*** 패딩을 사고 싶다.

6. 동해는 할머니가 동해의 하얀 피부에 잘 어울릴 것이라며 핑크색 원피스를 선물

해주셨다. 입어보니 엄마 아빠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줬고 동해가 보기에

도 색이 아주 잘 맞아보였다. 하지만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이 핑크 나라 핑크 공주라고 놀릴 것 같아 고민이다.

7. 혜원이는 요즘 100만원 상당하는 OO브랜드의 가방이 갖고싶었지만 경제적인 형

편으로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디자인을 10만원에 팔고있다는 인터넷 쇼핑

몰을 알게되었다. 혜원이는 미술시간에 친구가 자신의 그림을 비슷하게 따라 그

려 화가 났던 기억이 떠올라 모조품을 사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어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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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진정한 욕구와 인지된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기. 현재 의생활 패턴이 

자신과 타인, 사회에 미치는 장·단기적/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로 표현하기

-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의복과 관련하여 진정한 욕구와 인지된 욕구를 알

고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현재 의생활을 지속적으로 행할 경우 어떠한 결과

를 낳을 지 장·단기적, 긍정·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모듈 C

하위 관심사 의생활 패턴에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듈 설명 의생활 패턴의 결과가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

과정 질문

․ 왜 우리는 현재의 의생활 패턴에 대해서 고려 해봐야하는가?

․ 의생활 패턴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은 무엇인가?

․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적이고 사회

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문제로 인한 결과들의 평가

강조되는 광의의 

개념
믿을 수 있는 정보, 모순, 가능한 결과들

강조되는

지적·사회적 

기술

의생활과 관련된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개념 설명 지도 활동 자료

-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의

생활 패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여러 정보와 욕구 속에서 

혼란과 갈등은 실천적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 우리는 앞서 본 외부적·내부적 요인들

의 영향으로 형성된 의생활에 대해 문

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교사는 이끌어야 할 것이다.

- [활동1]은 학생들이 우리의 의생활 패

턴이 앞으로 쭉 지속된다면 어떠한 결

과를 가져올지 예상해볼 기회를 제공

한다. 학생들은 학습지 3-1을 작성하

면서 이러한 의생활이 누구에게 어떠

한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본다. 학생들

에게 타인, 가족, 사회, 국가, 세계, 

학습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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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

이 있으며 이들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현재 패턴과 결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지시

한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인지된 욕구’와 ‘진정한 욕구’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교사

는 학생들에게  ‘인지된 욕구’와 ‘진정

한 욕구’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원래

의 의생활에서 진정한 욕구는 무엇이

었는지 재고하도록 한다. 

-  [활동2] 의생활태도는 여러 가지 맥

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에 따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은 이전의 모둠 주제를 가지고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전 시간

에 외부적·내부적 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를 한명씩 맡아 그 

입장에서 학습지3-2를 작성하도록 한

다. 예를 들면 기업의 광고, 학교의 

규제, 사회적 시선, 예뻐보이고 싶은 

욕망을 꼽았다면 그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지배했을 경

우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하도

록 한다. 영상자료 3-1을 통해 학생

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학

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 좀 더 멀리 생각해보고, 

여러 맥락적 요소를 비판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사

는 참고자료A를 자료로 제공해줄 수 

있다

- [활동3] 작성한 활동지 3-2를 바탕으

로 학습지 3-3에 만화로 결과를 만들

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학습지 

3-3은 이후 수업에서 비교자료로 사

용될 것이다.

- [활동4] 학생들은 모둠별로 만화를 공

유하여 맥락적 요소마다 다양한 결과

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

다.

학습지 3-2

영상자료3-1

참고자료A

학습지 3-3



- 108 -

A.21

학습지 

3-1
학생용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누구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칠까요?

1. 유행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면...   

2. 짧거나 파인 옷을 입어 과하게 신체가 노출 된다면...        

3. 신체를 압박하는 옷을 자주 입는다면..  

4. 상황에 맞게 옷을 입지 않는다면...     

5. 고가의 옷 소비가 성행하여 옷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6. 모피가 유행하여 모든 옷에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 들어간다면..  

▶ 사람들의 원래 옷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사람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나요?

▶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것은 무엇인가요? 

C.16

학습지 

3-2
학생용

패턴의 묘사 결과

자신 타인

단

기

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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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학습지 

3-3
학생용

▶ 이 만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결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 모든 사람이 이러한 패턴으로 의생활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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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가치를 둔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적 방법과 파급효과를 생각하기

모듈 D

하위 관심사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듈 설명 의생활과 관련하여 가치를 둔 목표를 상정하고 대안적 방법을 제시

과정 질문

․ 왜 사람들은 바람직한 의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

는가? 

․ 우리가 의생활과 관련한 가치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어떤 요소와 조

건이 영향을 미치는가?

․ 우리가 의생활의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가치를 둔 목표, 대안적 방법과 파급효과

강조되는 광의의 

개념
바람직한 의생활 문제 해결 방법

강조되는

지적·사회적 

기술

가치를 둔 목표에 관련된 추론

개념 설명 지도 활동 자료

- 의생활에 있어 우리의 목

표는 다양하기 때문에 목

표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

하다.

- 우리는 의생활에 있어 추

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필요

가 있다.

-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맥락적 요소에 

따른 결과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

야기 하도록 하고 칠판에 적는다. 여

러 가지 목표가 나왔을 때 교사는 이

렇게 우리의 목표는 다양하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설

명을 해주며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도록 함께 논의한다. 가치를 둔 

목표를 설정 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의생활로 생각해보기 위해 학습지 

4-1을 시행한다.

- [활동1] 지난 시간을 통해 알아본 우

리의 의생활 패턴들을 활동지 4-1의 

오른쪽 칸에 개인적인 패턴과, 사회적

인 패턴들을 나누어 적도록 한다. 현

재의 의생활 패턴들을 작성하게 한 후

에 더 바람직한 패턴들에 대해 작성하

게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패턴들은 

앞서 공유한 가치를 둔 목표를 생각하

학습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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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이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우리의 선택은 가족과 사

회에 영향을 미친다.

며 작성하게 한다. 이렇게 바람직한 

가치 목표를 세우는 일은 후에 여러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따라서 

최선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체적

이고 책임감있는 의생활을 해야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학생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한

다.

- [활동2]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 

4-1를 바탕으로 학습지 4-2의 바람직

한 결과를 이끌어 오는 만화를 그리도

록 한다. 교사는 이 때 학생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참고자료C를 제공해줘도 

좋고 전 시간에 학생들에게 준비해오

도록 해도 좋다.

- [활동3]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은 이

전 수업시간에 했던 학습지3-3을 나

누어주어 학습지 4-2와 비교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이 비교활동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인식

하게 될 것이다.

- [활동4] 결과 비교활동을 통해 학생들

은 학습지 4-3를 통해 가치를 둔 목

표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정리할 

시간을 갖게 한다.

학습지 4-2

참고자료C

학습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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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학습지 

4-1
학생용

지속적인 개인의 관심사들

현재 의생활 패턴들 더 바람직한 패턴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사들

현재 의생활 패턴들 더 바람직한 패턴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C.9

학습지 

4-2
학생용

▶ 이 만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사람이 이러한 패턴으로 의생활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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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학습지 

4-3
나는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나는                                                             을 보고,

                                       을 듣는다.

나는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

                       때문에 나는 여유있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움직일 것이다.

나는                                                      에 대해 혼란스럽다.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을/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다.

                               때문에 다시 이 생각으로 의복을 선택할 것이다.

                                                     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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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

모듈 D

하위 관심사 우리는 의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모듈 설명 앞의 모듈 A~D통합하여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평가

과정 질문

․ 의생활과 관련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추론을 사용하였는가?

․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 의생활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강조되는 실천적 

추론의 범주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신중한 행동

강조되는 광의의 

개념
합리적인 행동

강조되는

지적·사회적 

기술

실천적 추론

개념 설명 지도 활동 자료

-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반사숙고적인 판단과 신

중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활동1] 학생들은 이제껏 앞선 수업의 

활동을 통해 실천적 추론 과정을 다루

었다. 이 과정을 정리하는 의미로 학

습지 5-1을 작성하게 한다.

- [활동2] 학생들은 학습지 5-1을 바탕

으로 모둠별로 공익 광고 포스터를 만

들어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학습지 5-2를 작성하고 학생들은 교

사에게 검사를 받는다. 교사는 피드백

을 해주고 승인을 하면 학생들은 포스

터 만들기를 진행한다.

- 포스터가 완성이 되면 모두 다 전시하

고 함께 발표하고 구경하는 시간을 갖

는다.

- [활동3] 학생들은 학습지 5-3을 통하

여 자신들의 학습과 프로젝트를 반사

숙고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 [활동4] 학습지 5-4를 통해 학생들은 

이제껏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생활 태

도의 변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지 5-3과 5-4는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점검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

으며 앞으로의 수업 방향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지 5-1

학습지 5-2

학습지 5-3

학습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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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학습지

5-1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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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학습지

5-2
학생용

프로젝트 이름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나요?

■ 이 프로젝트가 잘 시행되려면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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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학습지

5-3
학생용

■ 이번 활동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나요?

■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고려했던 대안들은 무엇이었나요?

 

■ 어떤 점이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 다른 모둠의 포스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다른 모둠의 포스터에 조언해줄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다음에는 무엇을 시도하고 싶나요? 

■ 아직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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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학습지

5-4

현재 

활동
활동들

과거 활동

종종 

했음

가끔 

했음  

전혀 

안함

나는 옷을 살 때 유행을 따른다

나는 옷을 선택할 때 상황에 맞는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는 옷을 사기 위하여 여러 정보들을 분석 한다

나는 옷을 살 때 이 구매활동이 세계 어딘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나 정부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나는 옷을 선택할 때 오늘 할 활동에 대해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는 옷을 구매할 때 친환경적인 제품인지

고려한다.

나는 의생활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조직이나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

나는 나의 의생활에 영향을 준 요소들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옷을 사기 전에 계획을 하고 구매한다

나는 옷을 선택할 때 노출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를 고려한다.

나는 옷을 선택할 때 친구들의 의견보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인지를 고려한다.

나는 옷을 선택할 때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은지 

고려한다. 

나는 옷을 선택할 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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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A 실태·결과

의류수거함 배출량, SPA성장률과 동반 증가

가격이 저렴하고 순환주기가 짧은 패스트패션이 급증하면서 소비패턴이 유행에 

민감하고 즉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패스트패션 의류는 전 세계적

으로 단기간 착용하고 쉽게 버려져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PA시장규모 

성장만큼이나 의류 폐기물 역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008년 5만4677t에서 2010년 

6만4057t으로 9380t(17%)이 늘어났다. 1㎏짜리 보통 청바지로 따지면 2010년 

한 해에만 청바지 6405만장이 가정에서 버려진 것이다. 이는 최근 환경 의식 강

화로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년 동안 3.54%에서 4.29%로 증가했다. 실제로 헌 의

류를 수거하는 한 업체에 따르면 한달 평균 300세대당 300kg에 육박하는 의류폐

기물이 발생한다. 의류수거 관계자는 “실제로 오래돼서 버리는 옷도 있지만, 단순

히 유행이 지나거나 질린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의류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

거가 된 헌옷은 대부분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매립이나 소각처리 된다. 이는 

곧 환경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가죽의 경우 독성화학약품이 사용되고 합성품은 

휘발성 물품이 사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최근 소비트렌드가 유행에 민감해지다 보니 

몇 번 입고 버리는 옷이 늘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기업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구매를 부채질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ITN뉴스 2012.05.14.

참고자료A 실태·결과

왜 동물성 소재들을 피해야 할까? 

가죽과 모피의 생산 과정은 일반에도 많이 알려졌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소, 돼

지, 양, 염소 그리고 아름다운 모피를 지닌 동물들이 오로지 그들의 털가죽 때문

에 학살된다. 두툼한 방한용 코트뿐만 아니라 소매에 부착하는 장식 털, 가죽장

갑, 벨트, 지갑 따위를 만들기 위해서도 말이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 

모든 잔혹한 가공 과정이 종종 마취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악어나 뱀, 도마뱀

의 경우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편이 야들야들하고 탄력 

있는 가죽 질감을 만든다는 업계의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소재들도 그 생산 과정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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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wool)과 시어링(shearling) 

'단순히 털을 깎아내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통 

양들은 피부 바로 끝까지 털을 게 되는데, 양털 깎는 사람은 시간제가 아니라 

작업량으로 임금을 지불 받는 게 일반적이라 단시간에 많은 털을 얻기 위해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 같은 건 무시되기 일쑤다. 사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따

로 있다. 전 세계 양모의 상당량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는데, 매년 수천만 마

리 양들이 '노새화(mulesing)' 과정이란 것을 거친다. 털이 곱슬곱슬하다 못해 북

슬북슬 주름까진 진 메리노(Merino) 양들은 호주의 뜨거운 계절을 보내는 동안, 

습기 차서 눅눅해지기 쉬운 엉덩이 주위에 파리가 들러붙어 구더기가 들끓는 경

우(이를 'flystrike'라고 함)가 많다. 양모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므로, 업자

들은 양들의 꼬리와 엉덩이 부위를 '제초'하는데, 이 과정에서 커다란 접시만 한 

사이즈의 피부와 살점까지 잘려나간다. 종종 마취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말이다. 거

세와도 비슷하지만, 양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그보다 더 길고 오래가며, 심지어 비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구더기 끓는 현상을 막기 위한 보다 안전한 대안은 그 부

위에 클립을 끼우는 것이지만 1927년부터 행해져온 구습은 여전히 업계에 만연해 

있다. 시어링은 한 면은 스웨이드와 같은 감촉이고 반대쪽 면은 짧게 깎인 양모

가 나 있는데, 보통 털이 있는 쪽을 안쪽으로 해서 입는다. 양과 새끼 양의 털을 

짧게 깎은 다음 가죽을 벗겨내는데, 시어링 코트는 양모가 그대로 촘촘하게 붙어

있는 바로 이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보통 시어링 의류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25~45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된다.

2. 앙고라(angora) 

앙고라 토끼는 털이 깎이는 동안 상판 위에 결박당한 채로 있는데 저항의 과정에

서 매우 격렬하게 발차기를 한다. 털 깎는 가위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살점에 찔

리고 그 과정에서 피가 난다. 앙고라 토끼의 수컷은 암컷보다 털 생산량이 

75~80% 정도에 그치므로, 수컷들은 토끼 농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기

도 한다.

3. 다운(down) 

다운 깃털은 오리와 거위에게서 얻는데, 종종 마취 과정 없이 산 채로 뽑히거나

(지금 당신의 다리털 하나를 뽑아보라!), 도살 후 뽑힌다. 때로는 너무 세게 뽑혀

서 살점이 뜯어지기도 하는데, 농장 근로자들은 깃털을 뽑아내는 바로 그곳에서 

역시 마취 없이, 소독 없이 벌려진 상처를 꿰맨다. 무균질의 환경이 아니므로 상

처가 곪는 건 다반사다.

 

4. 실크(silk) 

실크는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기 위해 입에서 뿜어내는 섬유인데, 실크를 얻기 

위해 누에는 고치에 들어가 있는 채로 증기에 쪄지거나 가스를 들이마신다.

도서 Begun 201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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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A 실태·결과

레인부츠 자주 신으면 관절 건강에 악영향 줘

여름철 장마에 대비하고자 레인부츠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인부츠는 비에 

발이 젖지 않도록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장마철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여성들의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레인부츠를 자주 

신을 경우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레인부츠

는 신발 자체가 일반 신발보다 무게가 무거운데다 부츠 형태로 돼 있어 길이가 

종아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정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것으로 구매하므로 관절

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신발 무게가 가뜩이나 무거운데다가 사이즈까지 

크면 뒷꿈치를 끌면서 걷게 돼 걸음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걸을 때 무

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것을 방해해 발목까지 무리가 갈 수 있다. 레인부츠

의 딱딱한 밑창도 발 관절질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경북매일신문 2015.7.24

참고자료A 실태·결과

하이힐, 다리는 예뻐 보이지만 ‘무지외반증’ 위험 높아 

무지 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둘째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엄지발가락 관절

이 안쪽으로 돌출된 상태를 말한다. 심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둘째발가락과 

엇갈리는 정도까지 돌아가기도 하는데 특히 앞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

는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 족부 질환이다.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무지외반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돌출

된 관절로 인해 서 있거나 걸을 때 자극을 받아 빨갛게 변하고 굳은살이 잡히며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걸을 때 지지하고 추진력을 주어야 하는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발의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발 모양의 

변형, 허리의 통증 역시 발생한다. 무지외반증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계속 좁

고 높은 힐이나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엄지발가락의 변형뿐만 아니

라 관절의 염증, 다른 발가락과 발 부위의 통증과 변형, 허리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선뉴스 2015.12.09

[뉴스사진:무지외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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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가죽?? 괜찮을까?

최근에 떠오르는 소재 중 하나가 식물성 가죽(vegetable leather 혹은 

eco-leather라고도 함)이다. 말이 식물성이지 이 또한 진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다(비건 소재가 아니다). 다만 가죽을 무두질(짐승의 생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

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할 때, 일반적인 나파 가죽(napa leather)처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크롬이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타닌(tannin)으로 무두질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베지터블 가죽도 환경에 끼치는 충격은 

크롬, 알데하이드로 가공한 가죽과 별 차이 없다는 연구가 있다. (무두질 그 자체

만 볼 것이 아니라 가죽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고려하는 LCA(a life cycle 

assessment) 방식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가죽이 물과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자연사한 동물의 가죽을 쓴다는 케이스도 있다. 실상 '식용' 

목적으로 도살된 동물의 가죽을 쓰는 경우인 게 대부분이다. 어쩌면 친환경·윤리

적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고, 식육산업에 일조한다는 혐의를 지우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가죽을 생산하기 위해 헛되이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지킨

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지점에선 차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Vegan Fashion, 이상과 현실 중

참고자료A 실태·결과

‘패스트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옷들을 자주 내어놓는 페스트 패션.

모든 가격이 다 올랐지만 이러한 페스트 패션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 반대편. 방글라데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의 수출품 중 77%가 바로 의류산업. 어린 소녀들은 열악

한 환경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260원을 받으며 미싱질을 한다.

“한달에 한두번은 납품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잠금상태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해

야해요. 공장에서는 시키는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

며, 우리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SPA 브랜드와 같은 저가형 페스트 패션 브랜드가 제시하는 공급가를 맞추려면 

노동임금을 낮추고, 안전시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지 공장 고용주의 입장이다.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의

류공장은 불법증축에 의해 공장균열로 영업중단을 선고받았음에도, 일부 직원들

을 감금시킨채 공장을 계속 가동했고 결국 건물이 붕괴되면서 1,1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인근 의류공장 화재로 100여명이 목숨을 잃은지 불과 5개월만

에 일어난 사고로 사람들을 경악케했다.

EBS하나뿐인지구 [패스트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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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A 실태·결과

면화 재배 환경오염

[사진:면화 재배로 오염되어가는 지구]

세계 농약 사용량의 10%, 세계 살충제 소비의 25%가 면화재배에 사용된다. 중

앙아시아의 아랄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내해였으나, 목화 제배를 위해 난개발

을 거듭한 결과 30~40년만에 물의 양이 90%이상 감소하여 이제는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작은 호수가 되었다.

EBS하나뿐인지구 [패스트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참고자료A 실태·결과

[그래프:의류폐기물 발생 현황]

서울의 의류집하장에는 하루에 3~6톤의 옷이 버려지며, 이중에는 포장이나 텍도 

뜯지 않은 새옷들도 엄청나다.

환경통계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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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A 실태·결과

하의실종패션, 하의 입지않은 듯한 느낌 패션

하의실종 패션이 자궁질환을 일으킬 가능성

“미니스커트를 즐겨입는데 건강에 영향이 없겠죠.”

“짧은 패션을 입으면 각선미가 돋보이고 좋은데...”

하의실종 패션이 자궁질환유발?

하의실종 패션은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국민건

강보험공단에게서 입수한 ‘자궁관련질환 진료현황’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이 자료

에 따르면 자궁근종과 자욱내막염이 최근 5년간 젊은 연령대에서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일명 ‘하의실종’옷차림을 할 경우 

하복부의 온도를 내려가게 해 자궁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이런 추세가 여성들의 자궁질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10.26. 세미예

참고자료A 실태·결과

[뉴스캡쳐사진:대한믹국 남성의 정자가 위험하다1]

[뉴스캡쳐사진:대한믹국 남성의 정자가 위험하다2]

[뉴스캡쳐사진:대한믹국 남성의 정자가 위험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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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A 실태·결과

[뉴스캡쳐사진:청바지 한 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참고자료A 실태·결과

‘디자인 카피’가 발목 잡는다

[디자인 원본 
사진]

[디자인 카피 
사진]

[디자인 원본 
사진]

[디자인 카피 
사진]

<KENZO & H&M> <안나수이 & 포에버21>

                  

패션계가 ‘디자인 카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와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 카피 문제는 비일비재하다. 이들

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도용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2007년 디자이너 안나수이가 미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 글로벌 SPA브랜드 

포에서 21을 상대로 의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글로

벌 SPA브랜드 자라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선보여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SPA브랜드 H&M은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겐조의 시그

니처 캐릭터인 ‘타이거’와 흡사한 패턴의 제품을 출시해 언론의 손가락질을 받았

다. 또한 H&M의 티셔츠 가격은 약 46,000원으로 겐조의 약 257,000원보다 약 

82%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겐조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패션서울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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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B 영향

[신문기사사진:미셸 오바마 런던서 입은 가디건 불티나게 팔려]

참고자료B 영향

[광고사진:올해 대세 패션] [사진:아이유의 유행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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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B 영향·실태

[만화:스키니 같은 교복]

참고자료B 영향·실태

[신문기사사진 : 장례식에 입고 나타난 화려한 옷차림]

참고자료C 대안

청소년 짝퉁 사용 근절 위한 나눔 캠페인 개최

나눔을 통해 청소년들의 위조 상품 사용을 근절하고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특허청은 오늘 오전 서울 은평대영학교에서 '짝퉁 

OUT 정품 OK, 정품 사용 약속합니다!'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영민 특허청장과 홍보대사인 배우 박신혜가 참석해 

학생들에게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

했습니다. 또 은평천사원 아이들에게 생활 용품을 기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한 학생에게는 특별 선물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영민 특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발명

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2014-1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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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C 대안

파타고니아의 끈질긴 환경 사랑

파타고니아는 화학원료와 첨가물 등을 사용하는 기존 재배 방식이 토양을 오염시

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농 면을 제시했다. 파타고니

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스포츠웨어는 100% 유기농 면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사무실 벽, 페인트, 목재, 지붕, 천장, 타일 등의 자재 역시 재활용 제품

을 사용하였다.

매일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패션 아이템은 청바지 뿐이다. 그런데 이 청파지가 

환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파타고니아는 “데님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다.

gearbax.com

참고자료C 대안

당장 가죽과 모피를 포기할 수 없다면 빈티지를 구제한다 

가죽, 모피, 울 등 동물성 소재 의류 등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인조가죽이

나 인조모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빈티지 제품이 대안이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그 어떤 컬렉션에서도 모피나 가죽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디

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역시 빈티지 가죽은 괜찮다고 옹호했

다. 패션도 하나의 기호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비건이 가죽을 입는 것은 모순되고 

위선적이지만, 그것이 빈티지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일어난 과거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헛된 희생은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빈

티지를 선택하는 것은 현 트렌드인 업사이클링 패션과도 궤를 같이한다. (같은 시

각으로 볼 때,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모피코트를 물려받아 처분하기도 눈치 보여 

난감해 하고 있다면, 잘 수선해서 입는 것도 방법이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 

혹은 차악이 될 수는 있다.

Vegan Fashion, 이상과 현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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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C 대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포스터:H&M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작년에 비해 매장에서 평당 14% 전기를 아꼈음

- 청바지 제품 제작과정에서 3억 4천만 리터의 물을 아꼈음

- 현재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이 15.8%

-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의 사용을 100%로 만드는 것이 목표

- 3,047톤의 헌옷을 브랜드와 상태에 상관없이 수거하여 새옷으로 만들었음

- 모든 쇼핑백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

참고자료C 대안

[그림:노동착취1] [그림:노동착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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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C 대안

대지를 위한 바느질

Q. 대지를 위한 바느질, 멋진 이름은 누구의 아이

디어인가요?

A. 2006년 개인전 주제였습니다. 자연의 해가 되

지 않는 옷 지금의 대지를 위한 바느질 역사네요.  

친환경 웨딩드레스 소재로 전시를 했습니다. 

Q. 간략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친환경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장 큰 파트

가 웨딩쪽이고 서브로 유니폼(단체복)과 리빙(영유

아)로 집에서 쓸 수 있는 소품들도 제작하고 있습

니다. 통틀어서 의류디자인회사죠. 웨딩쪽은 드레

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젠 올바른 결혼 문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안

시키는데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중입니다. 하하(웃

음). 

Q: 패션 산업의 환경문제가 심각한가요?

A :옷을 또 예로 들어 보죠. 인류가 입고 있는 옷은 면이 50% 합성섬유 50%입

니다. 합성섬유는 모두 아시겠지만 석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비닐과 같아 썩지 

않습니다. 면은 썩지만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농약과 화학살충제가 사용되고요.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면과 양분되거나 입자가 파괴되어 땅에 자연스럽게 분해

되는 합성섬유로 옷을 만든다면 함께 건강한 토양이 늘어나겠죠. 후 가공도 엄청

납니다. 청바지의 경유 엄청난 염색이 진행됩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미국 청바

지 시장의 경우 염색은 제3국에서 진행됩니다. 돈은 미국에서 벌고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는 온통 제3국의 몫이죠. 핵폐기물 돈 줄테니까 너희 땅에 뭍어라. 

얼마나 끔직한지 모릅니다.

사회적 기업끼리 원료에 대한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제작비나 제작원가를 함께 

조율하기도 하면서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문제를 생각하고 더 나은 소비와 

과정을 위해 생각하고 올바른 유통을 준수하며 또래업체끼리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은 차별성임과 동시에 대지를 위한 바느질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대표의 인터뷰 중..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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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C 대안

비거니즘 -Veganism-

비거니즘(Veganism). 보통 '순수 채식주의'로 통용되는 이 생활철학은 동물성 음

식을 먹지 않는 것이 주된 실천 방법이다. 하지만 이 주의(主義)는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나 몸에 걸치고 바르는 등의 생산품까지도 눈여겨보도록 만든

다. 의식주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동물성 제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하게 된다.

비건 의류, 비건 구두 그리고 비건 액세서리까지… 예전보다 접근성이 좋아진 탓

에, 비건도 충분히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보호에 앞장

서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면서 가죽과 모피 등 동물성 소재를 쓰지 않는 브랜드

도 생겨나고 있다. 

비건 소재 

•리넨(linen), 면(cotton), 면 플란넬(flannel), 데님, 트윌(twill), 저지(jersey), 캔버

스(canvas)

•나일론(nylon),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플리스(polyester fleece), 아크릴

(acrylic)

•비스코스(viscose), 합성섬유(스판덱스와 같은 폴리우레탄 섬유 포함)

•레이온(rayon 인조견),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

•인조모피, 합성다운, 다운 대용품, 극세사

•인공가죽, 모조피혁(pleather), 합성소재

•Tencel®(생분해성 섬유), PrimaLoft®, 3M™ Thinsulate™, GORE-TEX®, 

Polartec® Wind Pro®, Thermolite®

 

피해야 할 동물성 소재 

•울(wool), 플리스(fleece), 다운(down), 앙고라(angora)

•모피, 파시미나(pashmina), 캐시미어(cashmere), 시어링(shearling), 캐멀 헤어, 

모헤어, 알파카

•실크(silk), 가죽(leather), 악어 가죽, 뱀 가죽, 캥거루 가죽

•스웨이드(suede,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슴, 양, 돼지, 염소의 가죽도 

많이 쓰임)

Vegan Fashion, 이상과 현실 중



- 132 -

<부록-4> 실제 학생 수업 자료 시안



- 133 -



- 134 -



- 135 -



- 136 -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 142 -



- 143 -

Abstract

Changes in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othing attitud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via practical reasoning home economics instruction

Cho, Soo Ye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guide and worksheet by applying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to middle school students’ clothing and then eventually to 

bring positive change to middle school students’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othing attitude. In order to develop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course for this, practical problems in clothing which middle 

school students encountered with were extracted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2009 curriculum revision, preceding researches, and social 

issues.  And 6th teaching guide and worksheet were developed with 

a reference to <A teacher’s guide: Family, Food, Society> suggested 

by Wisconsin, a state in U.S, which emphasizes critical thinking 

tendency.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course was carried out among 

second grade students in C middle school located at Gangseo-gu over 

5 times, and then analysis was conducted in comparison with 

comparative group which was carried out with the existing expository 

instruc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in regard with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othing attitude. 

Data analysis such as factorial analysis, inter-item consistency test,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etc. was carried out using the program, SPSS 22, and then an open 



- 144 -

questionnaire was conducted via post-inspection. 

 The result derived from the course of study above is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greater increase than the 

comparative group in the pre- and post-inspection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course applied to homes and 

classes on middle school students’ critical thinking tendency. All of 

the three sub-factors of critical thinking tendency turned out to be 

increased after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course. However, the 

sub-factors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were 

prudence and healthy skepticism.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practical reasoning course had more positive influence than the 

existing expository course on whether middle school students think 

enough before reaching any conclusions and have a doubt about what 

they have believed.

  Second, the result of inspection that applied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course in order to find out changes among sub-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clothing attitude indicated that the 

comparative group which carried out clothing class with expository 

instruction did not show any changes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carried out class that applied practical reasoning cour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factors such as individuality, 

contextuality, and sustainability. It can be concluded that practical 

reasoning course had a positive effect in that it captured individuality 

in consideration of context, circumstance, and society by utilizing 

various actual materials and providing chances to discuss and 

consider rather than leading students to agree unconditionally and 

solely follow aesthetic part while expository instruction which was 

carried out with the existing textbooks provided less chances to 

approach clothing in various aspects. 

  Thir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tendency on changes in cloth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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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prudence of critical thinking tendency had an influence on 

functionality, syntonicity, and sustainability among sub-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clothing attitude, and healthy skepticism had 

an influence on functionality and, contextuality among clothing 

attitude. It This may signify that efforts to think over again as well 

as to find objective evidence to support their own behaviors led to 

expressing individuality in consideration of 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in terms of clothing rather than taking action 

unquestioningly and unconditionally, which also means that it helped 

reducing unconditional syntonicity.

  To sum up the result above, it is indicated that clothing class that 

applied practical reasoning course increases students’ engagement and 

interest more than the existing expository instruction, which signifies 

that it had positive influence on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othing attitud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s effective in terms of providing students a 

chance to consider in various aspects and leading them to look for 

materials on their own and utilize them, consequently increasing 

critical thinking tendency. Also it can be concluded that it 

meaningfully come into middle school students’ practicing clothing 

autonomously and critically.

 To sum up the result above, this study has following implication.

  First, 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es that suggested 

practical reasoning course enhances various capability,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that focused on whether such enhancement in 

capability leads to a change toward specific fields. Especially, most of 

researches ended up measuring a single capacity and not many of 

them have verified their interrelation. Also a large portion of 

researches focused on preference for home and education or difference 

in general recognition. Therefore, since there never have been any 

researches that focused on capability enhancement via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and middle school students’ actual life,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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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in relation with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 in that it presented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enhanced middle school students’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brought positive change in terms of their clothing attitude.

 

  Second, most of development researches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developed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guide mainly 

based on 4 phases of practical reasoning process suggested by Laster 

(1982). However, when developing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guide, this study referred to the method suggested in Wisconsin 

which emphasizes critical tendency more than the rest of the three 

behavior systems emphasized in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And 

the guide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did not carry out practical 

reasoning process in the order of the sequence from the first phase 

to the fifth providing a single topic to the whole students, but dealt 

with 5 topics at once covering every field together repeatedly through 

every sequence.

  Third, this study has implication in that it practiced actual course 

based on instruction developed in the study while many of th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with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ended 

up developing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guide. It also has 

implication in that it could have examined the reason of items on the 

survey as it not only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but also open 

questionnaire in order to supplement it. 

  Finally, in the following paragraphs, this study suggests what to 

consider in order to induce higher effect while utilizing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n school as well as to support follow-up 

studies.

  First, since this study only covered a single middle school named 

C, located Gangseo-gu, Seoul,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limit in 

generalizing the resul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should be 

applied to a larger scale covering middle school students all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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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and various grades. Also, since there have been opinions 

that the process of criticizing and deducting was somewhat difficult 

to middle school students,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more various instruction methods that match with their level or apply 

it to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Second, since this study has conducted application only 5 times due 

to limitation in terms of time and space, a constant research that 

conducts application more than 5 times for a longer period is needed, 

and it needs to examine the detailed effect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using various methods that this study could not utilize. 

Also,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guide needs to be developed not 

only in clothing, but also other chapters in home economics so that it 

could be dealt with in the whole process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Moreover,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s expected to 

draw high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when applied to textbooks.

 

  Third, although this study developed and carried out the instruction 

guide mainly on the basis of 2009 curriculum revision which is 

currently adopted, follow-up researches will have to revise the 

contents in developing,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extbooks that 

will be adopted by 2018 curriculum revision.

  Fourth, as this study ended up examining middle school students’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othing attitude, there is a limit in 

verifying whether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enhances their ability 

of critical thinking and changes their clothing behavior. In order to 

compensate this matter, follow-up studies will have to verify 

enhancement and changes in ability of critical thinking, clothing 

attitude and even more, general part of clothing behavior on the basis 

of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instruction. 

  Finally, although practical reasoning clothing instruction is drawing 

attention due to its high effectivenes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it 

is not widely used in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Therefore,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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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tivate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current teachers will have to be educated to understand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and various instruction guid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eachers can easily understand and practice it. Also, 

since students too are accustomed to expository instruction, they may 

experience unfamiliarity and difficulty when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s adopted. Therefore, if orientation course is arranged 

systemically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engagement into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it is expected to result in high educational 

effect.

Key words: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critical thinking 

tendency, clothing attitude, middle school students

Student Number: 2014-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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