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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의복을 통해 초등학교

교직문화를 탐색했다.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각적인

관점들과 연구방법들은 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

치 신념체계의 범주 모두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물질문화, 사회적 조

직, 가치 신념체계의 범주와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교사의 외면

과 내면을 동시에 반영하는 의복행동을 통해 그것의 실제와 인식을 분석

하였다. 또한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인식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교직문

화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초등학교 담임교사 5

인(남자: 2인, 여자: 3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총 10주간 자기보고

서를 수집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하

기 위해 의복 이미지를 유행성, 품위성, 활동성으로 유형화한 분석틀을

활용하였고,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을 활

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품목과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색상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상황에

맞추어 학교 내에서는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스타일을, 학교

외에서는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스타일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담당하는 학급과 관련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의복 스타일은 일정

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의복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교사는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인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구

성된 10가지 범주와 71개의 핵심내용으로 의복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인식에 관한 분석에 기초해서 파악한 초등학

교 교직문화는 다음과 같이 4가지였다.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

를 두는 문화’,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문화’,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문화’, ‘자율성,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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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등이다.

이러한 교직문화의 특징은 기존 교직문화와 일관성을 보이는 한편

새로운 문화의 생성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3가지 특징은 ‘개인주

의’, ‘외부 영향에 취약함’,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자율성,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새로운 경

향성으로 교직문화의 변화 양상과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교사 의복행동이 교직문화를 반영하는 구체적 상징이

면서 교직문화를 강화하는 매체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 의복행동 디자

인이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의 예술성을 나타내며, 그 질을 높이고, 전

통적 교직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교직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점도 시사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함의와 제언을 하였다. 교직문화에 대해 교사

의복행동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과 전통적 교직문화와 변화하는 교직문화

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 의복행동 디자인을 통한 새

로운 교직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함의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교사의 경력

별, 지역별 확대와 교사 이외의 학교 구성원 인식 탐색, 연구 기간의 연

장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교사 의복행동, 초등학교 교직문화, 의복 이미지,

질적 내용분석, 변화, 교사 의복행동 디자인

학 번 : 2015-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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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의복을 착용하며, 의복은 제 2의 피부라

고 불릴 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복의 기원은 신체를 보호하

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의복은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를 밖으로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착용자의 인성, 직업, 신분이나

지위, 생활 태도 등까지 나타내고 있다(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김은영,

2002;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2009).

의복을 착용했을 때 발생하는 의복에 대한 선택, 태도, 관심, 습관, 착

용 행위 등을 포괄하여 의복행동이라 한다(임숙자 외, 2009; 이윤정,

2015). 의복행동을 통해 개인은 집단, 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

에, 의복행동은 집단이나 사회의 실제 모습뿐 아니라 예절,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규범, 가치관 등의 문화까지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양종희, 1994; 장기범, 2010; Crane & Bovone, 2006). 이처럼 의복

은 단순히 인간이 제작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술

과 물질문화(technology)이자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

(social structure)과 연관이 있으며 인간의 생활을 가이드하는 신념이나

가치체계(ideology)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김경학, 1999; 김현식, 2000;

White, 1975).

한편, 교육의 중심 단위가 학교로 변화함에 따라 학교의 구성원 중 교

육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병찬, 2003;

왕한신, 2014; 이정선, 2000; Sachs & Smith, 1988). 교사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교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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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자 토대인 교직문화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교사 집단의 특유의

가치관, 규범이나 행동 방식 등의 집합체인 교직문화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되고 있다(김병찬, 2003; 이인효, 1990; 이정선,

2002; 박영숙, 전제상, 2005; 조용환, 1995, 1999; 황기우, 1992;

Hargreaves, 1986; Lortie, 1975, 진동섭 역, 1993). 대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교직활동 전반을 교사의 수업, 행정, 인간관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

었고, 학교 급, 지역, 학사일정, 학년별, 공간, 시간적 변화 등의 관점과

참여관찰, 설문지, 면담, 해석학적 접근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고형일,

이두휴, 정환금, 1995; 김영태, 2001; 박종렬, 신덕섭, 2004; 손형국, 2015;

손형국, 양정호, 2014; 이은주, 김병찬, 2013; 이동성, 2007). 이와 같이 교

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각적인 관점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수

행되었지만, 문화를 심도 있게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모든 범주를 다

루지는 못했다는 점과 교사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다루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문화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범주에 모두 관련 있는 관점

이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White, 1975). 그러나 그동안의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관점과 방법은 주로 학교 급, 지역, 학사일정,

학년별 등 교사의 사회적 조직을 통해 교사의 가치 신념체계를 접근하여

교직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교직문화를 문화의 2가지 범주만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현식, 2000). 그리고 기존의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방법은 교사의 외면과 내면 중 한쪽에 치중한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해 교사의 실제 생

활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설문지나 면담,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교사의 인식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의복은 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3가지 범주인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신념과 가치체계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의복행동을 통

해 실제 생활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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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 등까지 모두 살

펴볼 수 있다(강혜원, 1996). 즉, 교사의 의복행동은 문화를 설명하기 위

한 3가지 범주와 모두 연관이 있으면서 교사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살

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직문화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새로운 관

점과 방법으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3가지 범주 모두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교사의 외면과 내면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교사의 의복행동을

통해 교직문화를 탐색,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복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의

평상시 의복과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복을 통해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인식 분석을 종합하여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

난 교사 집단의 행동 방식과 생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해

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3가

지로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는 어떠한가?

- 평상시 교사의 의복행동은 어떠한가?

- 특정 상황에 따라 교사의 의복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 문제 2.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난 교직문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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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인간이 의복을 입을 때 가지게 되는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착용 행위를 포괄하여 지칭한다(임숙자 외, 2009;

이윤정, 2015). 의복행동은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인적 의복

행동과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대인적 의복행동으로 나뉘게 된

다(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김은영, 2002). 의복행동은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외면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면적 특성이나 말로 표현되

지 않는 감정,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 등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강혜원,

1996).

나. 교직문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 혹은 사회가 공유하고 있

는 감정, 가치, 신념, 규범, 태도 및 행동 방식 등을 교직문화라고 한다

(류방란, 이혜영, 최윤선, 2002; 박영숙 외, 2005; 박영숙, 전제상, 황은희,

전혜정, 2012; Hargreaves, 1986). 교직문화를 통해 교사라는 직업을 가

진 사람들의 특유한 행동 방식이나 생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 의복 이미지

지각, 인지, 인상에 의한 모든 내용을 이미지(image)라 하는데, 의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의복 이미지라 한다. 의복 이미지란 의복이

전달해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서, 사람들이 의복을 접했을 때 갖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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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영, 1997; 정인희, 이은영, 1992).

의복 이미지는 유형화될 수 있으며, 품목, 색상, 무늬, 실루엣, 디테일

과 트리밍, 소재별 등의 의복 디자인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김일분, 유태순, 1997, 1999). 본 연구에서는 의복 디자인 중 품목과 색

상에 따라 유형화된 의복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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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의복행동

가. 의복과 의복행동의 개념

의복(clothes)은 신체를 감싸는 물품의 총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옷이라

는 말로 표현한다(권수애 외, 2008; 신혜원, 이정욱, 김희라, 하오선,

2015; 신혜원, 최선형, 이정순, 이정욱, 김희라, 2009). 오랜 기간 동안 인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복에 대해 사람들은 의복, 피복, 복식, 복장,

의상 등 크게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

전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권수애 외, 2008; 라사라 패션정

보, 2000).

<표 Ⅱ-1> 의복, 피복, 복식, 복장, 의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

(권수애 외, 2008에서 재인용)

용어 정의

의복(衣服) Clothes

인체에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

로 모자, 장갑, 양말과 같은 부속품은 포함

되지 않으며, 보통 옷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피복(被服) Clothing

의복과 모자, 장갑, 신발 등 인체를 감싸주

는 모든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침구류, 커튼, 카펫, 시트

등 모든 직물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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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장갑, 양말과 같은 부속품을 제외한 인체에 입혀지는 것만을 뜻

하는 의복은 초기에는 단순하게 기후를 조절하고, 신체를 보호하며, 신체

를 청결하게 하여,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물리적, 도구적인 기능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체제가 구체화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의복은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표출하며, 생활양식까지 나타낼 수 있는

표현욕구 충족의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전달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비

언어적 의사소통 도구가 되었다(권수애 외, 2008; 신혜원 외, 2015; 이인

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이의정, 신혜원, 2007; 임숙자 외, 2009).

이와 같이, 의복의 물리적, 도구적 기능 뿐 아니라 표현욕구 충족과

상징적 전달이라는 사회적 기능까지 부각되면서 목적, 상황, 지위에 맞게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것이 강조되었다(신혜원 외, 2015; 이윤정,

2015, 한명숙, 1987). 의복의 선택과 착용이 중요시됨에 따라 의복을 입

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포괄하는 의복행동이라는 용어가 대두되었으

며, 의복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측면(social-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에서 접근하는 의복사회심리학연구도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하고

복식(服飾)

Clothes

&

Ornament

의복뿐 아니라 장신구 일체를 포함하는 말

이다. 시대의 정치, 사회, 도덕, 풍습 등 인

간의 총체적인 생활사가 집약되어 표현되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복장(服裝)
Clothed

Apparel

인간이 의복을 입음으로써 나타나는 인간

적인 요소가 포함된 모습을 말한다. 어떤 목

적과 용도로 의복을 착용한 착장(着裝)의 모

습을 표현한다.

의상(衣裳) Costume

민족, 지방, 시대, 신분 등의 특수한 의복을

나타내는 말로 궁중의상, 무대의상, 민속의

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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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혜원, 1996).

의복행동이란 의복을 입을 때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착용 행위를 포괄한다. 의복행동을 통해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외면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내면적 특성

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 등을 추측할 수

있다(강혜원, 1996). 이러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정리하고 있다.

박혜선(1995)과 박혜선, 김화순(1998)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

과 개성, 신분 상징성, 중요성, 만족의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박광희,

정인향, 최선영, 한정숙(1998, 1999)의 연구에서는 실용성, 정숙성, 심미

성, 동조성, 개성, 유행, 신분 상징성, 중요성, 만족도, 흥미성의 10가지를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의

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하면, 실용성, 정숙성, 심미성, 동조

성, 개성, 유행, 신분 상징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실용성은 신체와

심리적인 편안함을 중요시하고, 관리적인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의복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숙성은 성적인 흥미와 관련되어 신

체에 밀착된 의복을 피하거나, 신체노출이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의복

을 착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심미성이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는 의복 태도를 말한다. 동조성은 소속된 집단의 영향을 받아 그와 유사

하게 의복을 입으려는 태도를 뜻하며, 개성은 동조성과는 대비되어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착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 유행은 의복에 관심을 갖고 의복을 선택할 때 세태를 반영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신분 상징성은 자신의 경제적 능

력과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이자 태도를 말한다.

위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요인들과 다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요인들의

영향력과 대표성을 고려하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유



- 9 -

행성과 정숙성, 그리고 실용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단순하게 물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의복을 입는

것에서 벗어나 유행성과 정숙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비언어적으로 자

신을 표현하기 위해 의복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대중 앞에 많이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비언어적 표현도구로서 의

복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들은 1997년 대선 이후 자신의 소신과 정치적 색,

이미지 등을 표출하기 위해 의복행동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2007년 대

선의 경우 ‘이회창 후보’는 젊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편안한 점

퍼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반면 이명박 후보는 건설회사의 이미지가 아닌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정장을 자주 입었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과격한 진보 이미지 대신하여 부드러운 진보

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정장을 많이 착용하였다(신혜원 외, 2009).

2000년 미국 대선에서도 ‘부시’와 ‘고어’가 의복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

치적 성향을 나타냈는데, ‘부시’의 경우 정장을 고수하여 안정지향의 이

미지를 심어주었으며, ‘고어’의 경우 연설 장소에 따라 다양한 옷차림을

연출하여 젊고 진보적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신혜원 외, 2009). 미

국의 대통령인 ‘오바마’의 경우 메이저리그 시구에서 엄마 스타일의 펑퍼

짐한 청바지를 입어 대중들에게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협상 자리에서 의복행동을 통해 각자의 성격

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이승호, 박세준, 한송이,

허소윤, 진동섭, 2016).

정치인들은 자신의 생각, 느낌, 역할, 지위를 바탕으로 의복을 선택하

고 착용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타인에게 의복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

치적 신념 등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행동은 의복을 착용하는 개

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한명숙, 1987). 개인, 소속 집단, 사회 단위까지도 의복행동을 통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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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의복행동과 사회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복행동은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집단,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다양한 문화까지도 설명할 수 있

다. 문화는 기술이나 물질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 가치

나 신념체계인 3가지 범주를 통해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다(White,

1975). 의복과 의복행동은 단순히 기술이나 물질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조직이나 가치 신념체계의 문화의 모든 범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순심, 1991; 김현식,

2000; 임숙자 외, 2009).

다시 말해, 의복행동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를 표현하는 도

구로서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의 범주까지 관련이 있다. 즉, 착용자

를 통해 착용자의 집단과 사회의 문화를 정의하기에 충분한 수단이자 도

구라고 할 수 있다(김경학, 1999; Crane & Bovone, 2006; Hansen, 2004;

Roach & Eicher, 1979).

나. 직업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사회 구조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단서로 외모, 얼굴표정, 언

어활동, 의복 등이 있다(강혜원, 1996). 그 중 의복은 사회적 의미와 문화

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의복을 통해서 사회에서 수행

하는 역할을 나타낼 수 있다(강지혜 외, 1993).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

나 사회에서도 의복에 대해 법과 같은 구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

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집단,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향성이 드러난 옷

차림을 하게 된다(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6; 이선재, 1998). 그렇기

때문에 의복은 직업적 역할을 연출할 수 있고, 직업에 따른 소속 집단과

사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의복행동은 직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직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복행동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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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인, 이규혜, 2013).

직업과 의복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의복행동을 통해 직업 역할과 지위를 표현하거나 해당 직업과 관련

된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둘째, 직업에 따

른 의복행동이 의복 착용자가 아닌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의복행동을 통해 직업 역할, 지위, 직무 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

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지인 등(2013)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지

인 등(2013)은 남성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만족과 직업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직업 특성에 적합한 의복은 존재하며, 그 특성

이 서로 일치할 경우 착용자의 업무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 따라 그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에 대해서 연구

한 Nelson과 Bowen(2000)의 연구에서는 카지노 직원들의 의복행동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의복 착용이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 직업에 따른 의복행동이 의복 착용자가 아닌 타인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상미, 이환의, 이주엽(2011)은 커피

전문점 직원의 복장이 고객들의 감정반응(즐거움)과 가치,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여러 가지의 의복 스타일 중에 종업원

이 정장 스타일이나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스타일을 입었을 경우 고객에

게 즐거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직원의 의복 스타일을 통해 착용자

가 아닌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했다. 정연희, 김석

범, 강복수(1996)은 의사와 간호사의 복장에 대해 의사, 간호사,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에 따라 각자가 바라는 의복 스타일이 무엇인지

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착용자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 타인인 환

자까지도 의사와 간호사는 하는 역할에 맞게 의복 스타일을 입어야 한다

고 이야기했다. 특히, 각각 생각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이

미지가 의복 스타일과 적합한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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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사의 복장에 대해 환자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조화롭게 변화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으며, 의복이 착용자 뿐 아니라 타인의 영향을 직, 간접

적으로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가로 유니폼이 있는 직업과 유니폼이 없는 직업을 구분하여 직업과

의복행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유니폼이 있는 직업의 경우 유니폼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능성과 직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선영, 2015). 그러나 유니폼이

없는 자유복 직장의 경우도 유니폼이 있는 직장만큼은 아니지만 의복에

대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경향성이

있거나 요구하는 옷차림을 함으로써 의복 착용자로 하여금 직업 정체성

을 느끼게 해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직업과 의복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의복은 직업에 따

라 일정한 경향성을 띈다는 점과 직업에 따른 의복행동이 의복 착용자나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직업과 의

복행동은 서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교사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직업과 의복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의복

행동이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교사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교사의 의복

행동과 교사의 정체성이 관련된 연구와 둘째, 교사의 의복행동이 학생들

의 수업태도나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셋째,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교장, 교감), 대

중매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첫 번째, 교사 의복행동과 교사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할 수 있

다. 먼저, 국내 연구 중 한명숙(2004)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으

로 ‘단정함’을 언급했으며, 이를 교사다움으로 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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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남교사는 ‘Y-셔츠’와 ‘정장바지’ 스타일, 여

교사는 ‘블라우스와 캐디건’, ‘중간 길이 스커트’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의

복을 통해 교사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단정함’을 교사의 정체성으로 제

시했다.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언급한 연구도 있는데,

이승호 등(2016)에 따르면 대중매체에서 언급되는 교사의 의복에서 ‘품위

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의 의복에

‘품위성’을 강조하는 고정관념은 교직문화의 특성인 개인주의, 보수주의,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의 정체성을

제언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Bao-xin(2012a)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교사 집단을

잘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교사의 복장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

다. 교사의 의복이 교사들이 현장에 나아갔을 때의 학교생활에 주는 영

향이 매우 높음을 언급하였고, 교사 의복행동을 통해 교사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교사 역량 강화의 측면을 역설하였다. 또 다른 Bao-xin(2012b)

의 연구의 경우 교사 의복행동이 교사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

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의복을 통해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나아갔을 때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교사들

이 가장 처음 학급에 들어서기 전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일까에 대해 제

시했던 Weber와 Mitchell(1995)의 연구와 교사의 의복과 교사에 대한 믿

음에 대해 연구한 Dunbar와 Segrin(2012)에 따르면, 의복을 통해 교사라

는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

는 교사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교사가 의복을 입음으로써 교사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의복행동과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

의 의복행동은 교사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사의 의복행동이 교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

자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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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교사의 의복행동이 학생들의 학습효과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윤정(2015)은 초

등교사의 의복 연구를 통해 교사 의복과 학생의 학습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교과 성격과 수업활동에 맞는 교사의 의복은 학생들의 학습효과

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의복의 종류와 학생들의 학습효과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

들 중, 민귀영(1990)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민귀영(1990)은 유행에

맞거나 화려한 옷차림보다는 단정하고 정숙한 옷차림이 학생들의 학습효

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의 옷차림에 정숙성을 강조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명숙(1987)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의복행동이

학생의 수업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화려하고 유행에 맞는

옷차림보다는 단정하고 산뜻하며 색조화가 잘 된 옷이 학습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김진 등(1991)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집중이 잘 되도록 하는 교사의 의복을 안정되고 단순한 느낌의

검은색, 빨강색, 파랑색 계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의복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로 이영주(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중

학교 교사의 옷차림에 대해 연구한 이영주(2007)는 교사의 의복이 학생

의 학습 의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적합한 의

상스타일로 장식이 많고 화려하거나 개성이 두드러진 의복이 아닌 단정

하고 밝은 색 계통의 품위 있고 세련된 옷차림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이남미(197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의 학습의욕을 유발시키는 교사의 옷은 단정하고 산뜻하며 색조화가 잘

되고 세련된 품위 있는 옷차림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은주(1993)의 연구

역시 색상, 디자인 등이 화려하고 밝은 교사의 옷차림이 여자중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켜 학습태도를 높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한(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의복이 중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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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유발시키고 학습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사의 의복행동과 학생의 학습효과나 학습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품위 있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학습효과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

복의 품목과는 다르게 의복 색상에 있어서는 밝고 산뜻하며 색조화가 잘

된 옷차림이 학생들의 학습효과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

시하고 있다.

세 번째,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교

장, 교감), 대중매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교사 의복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각 집단별로 의복행동의 특성 중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김승자와 김홍자(1965)에 따르면, 바람직한 여교사상의 의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집단이 화려하고 활동적인 복장보다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경혜(1986)의 연구에서는 여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서 심

미성, 예의성, 유행성을 주요한 특성으로 보아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 집단 별로 강조하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제시한 3가지 특성에 대해 크게 차

이가 있지 않으며, 예의성에 크게 위반되는 의복이나 주의 집중의 정도

가 지나치게 심한 의복을 제외하고는 허용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학교

행정가의 경우 예의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심미성과 유행성에 대해 부정

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학교 행정가의 예의성을 중요시하는 측면

은 교사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유순과 박찬부

(198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의복행동 변인 중 정숙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유행성을 혐오하는 모습에 대해 다루었다. 김수자(1988)는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의 의복행동과 용모의 만족도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숙성, 디자인, 색상별로 분석하였다. 신체노출이 적고 정숙하며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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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옷차림을 할수록,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가 있고 편안한 옷차림을

할수록, 상하의가 조화를 이루며 교사의 개성과 어울리는 옷을 착용할수

록 교사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이 정숙성을 강조하고 유

치원처럼 학교 급이 내려갈 경우 개성과 디자인이 강조된다고 정리하였

다.

학교 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집단별로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반응을 연구한 민귀영(1990)은 의복행동의 특성을 심미성, 정숙성, 유행

성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집단은 정숙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주목할 점은 학생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을 선

호한다는 것이었다. 백선영(1992)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녀교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교사의 연령이 올라갈수

록 정숙성을 강조하며 낮아질수록 심미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하였다. 특

히 교사들은 성별, 근무지, 결혼 유무, 담당 과목, 학교 형태(학교 급, 공·

사립 여부)에 관계없이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여기지만, 간편하고 편안

한 옷차림도 효과적인 교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함을 역설했다. 중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연구한 안정민(1994)은 심미성,

유행성, 정숙성을 의복행동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들은

교사의 품위에 맞으면서, 어느 정도 유행에 동조하는 옷차림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있었다.

차령아(1996)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사상

에서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검소하고 수수하며 깨끗한 옷차림을 한 교

사를 선호했지만, 학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유행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

는 교사를 선호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향미와 김재숙(1998)은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의

품목, 색 등을 연구하였는데, 너무 격식을 차린 옷차림의 경우 학생들에

게 반감을 샀으며, 적당히 품위와 단정함을 보인 옷차림에 대해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언급하였다.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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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학년 수준별 기대에 대해 연구한 이해지(1995)는 교사의 의복

에 대해 저학년일수록 활동적인 옷차림을 중요시하고 고학년일수록 단정

한 옷차림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호(2000)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교사상 중 교사의 의복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청바지나 캐주얼 차림의

평범하고 꾸밈없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흥순(2000)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교사의 의복에 대해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

유행에 맞는 옷차림, 활동에 편리한 옷차림 순으로 그 선호도를 나타냈

다. 반면, 항상 정장의 옷차림의 경우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

경우(2001)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상 중 교사의 의복

과 관련하여 항상 검소하고 소탈한 옷차림을 선호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고재걸(2002)은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을 비교하였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외모에 대해서 검소하고 수수하며 깨

끗한 교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유행에 따라 옷을 바꾸는 교사, 인물이

잘생긴 교사,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교사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

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여교사의 의복태도에 대한 중학생의 반응에 대해

연구한 신경한(2002)의 경우 심미성, 정숙성, 유행성으로 의복행동의 특

성을 분류하였는데, 중학생들은 너무 보수적이거나 규격화된 의복보다는

적절한 유행을 따르면서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의복을 바람직한

교사의 옷차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의복행동 특

성에 대해 연구한 정진자(2002)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의복행동의 특성 중 대부분 심미성, 유행성, 중요성, 정숙성 순으로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임영선(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등학생의 학년

별 기대 차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의복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유

행에 적합한 교사의 옷차림을 기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

에 대해서 초등학생 시기에 미적 감각이 발달하고 패션에 대한 유행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류선희(2004)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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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상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는데, 교사의 옷

차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생들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

얼 차림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희(2004)의 연구에서는 중학

생들이 반응하는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심미성, 정숙성, 유행성을 언급

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여학생일수록 심미성과 정숙성을 남학생일수록

유행성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정지윤(2004)의 연구

는 교사의 의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정장을 착용한 단정함을 제일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활동에

편리한 옷차림을 선호하고 있었다. 라선정(2005)은 의복행동의 특성을

유행성, 심미성, 정숙성으로 나누어 여교사의 복식착용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은 여교사의 옷차림

으로 단정한, 세련된, 활동적인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영주(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선호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로서 적합

한 의복은 장식이 많고, 화려하거나 원색, 개성이 두드러지는 의상이 아

닌, 단정하고 산뜻하며 밝은 색 계통의 색 조화가 잘 된 품위 있고 세련

된 옷차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창희(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은

학급 담임교사의 의복에 대해 별로 기대하거나 상관하지 않지만, 그 와

중에서도 간단한 캐주얼 차림,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의복을 선호하고 있

음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여학생일수록 시

대감각에 어울리는 의복, 즉 유행성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송

현선, 조윤주(2009)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교사의 의복에 대해 학생과 교

사의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품위있고 단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갖는 의복을 선호하였다.

이윤정(2015)은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후, 초등학교 교사의 옷차림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는 정숙성에 유의하면서 간편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통해 교사로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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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교사의 의복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대중매체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사의 의복은 품위성

이라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 대중

매체의 인식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분석해볼 때, 의복행동의 특성 중

교사 의복행동에서 강조하는 특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

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품위있고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가장 중요시하여 이를 교사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해 품

위성이 여전히 강조되면서도 유행성, 심미성, 활동성의 측면이 이전에 비

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처럼 학교 급이 낮을수록

교사에게 과도하게 품위성을 나타내는 정장과 같은 의복 스타일은 지양

하고, 품위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유행성이나 심미성, 활동성 등이 드러나

는 옷차림을 선호하고 있었다.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

가, 대중매체 등이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주

를 이루고 있었다. 시대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과 대중매체가 강조하는

교사 의복행동의 특성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교사에 대한 생각이나

교사에게 원하는 이미지, 특성이 의복행동을 통해 구체화, 가시화되는 양

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교사 의복행동에 관련된 논의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교사의 의복

행동은 착용자인 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의복행동은 학생의 학습만족도, 학습 태도 등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의복행동이 착용자인 교사 외에

외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교사 의복행동은 교

사, 학교 구성원, 대중매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

원과 대중매체는 각각 원하는 교사의 이미지나 특성을 교사 의복행동에

가시화,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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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교직문화

가. 교직문화의 개념

문화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그 의미를 한가

지로 정의하기에 어렵다. 그럼에도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볼 때, 문화는

사회 일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 예술, 규범, 신념, 도덕, 관

습 등 수많은 구성요소들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정선, 2002; Tyler, 1929).

문화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 태도, 살아가는 방

식에 대한 총칭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특징을 정리해보면, 문화는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이자 학습되는 교육이

며, 일반적인 동시에 고유하고 지속적인 동시에 적응적이다. 또한, 다양

한 종류의 계층을 포함하고,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와 이상을 반영하는 정체성을 대

신하는 언어이다(임숙자 외, 2009; 장기범, 2010).

교직문화는 교사문화와 크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교사라

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 가치, 신념,

규범, 태도 및 행동 방식 등의 특징들을 총칭하고 있다(류방란 외, 2002;

박영숙 외, 2005; 박영숙 외, 2012; Hargreaves, 1986). 교직문화를 통해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와 이상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교직 사회

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 살아가는 행동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직문화는 학생문화, 학부모문화, 학교장문화 등과 함께 구성원을 중심

으로 학교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

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조용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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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교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관점과 방법을 달리하여 교직

문화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교직문화의 관점에 대해 분류하자면 학교 급, 지역, 학사일정, 학년

별, 공간, 시간적 변화로 제시할 수 있고, 방법에 대해 분류하자면 참여

관찰, 면담, 설문지, 해석학적 접근 등을 제시할 수 있다(김민조, 이현명,

2015).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해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한 이순

자(2009)에 따르면, 교직문화를 학교조직 내에서 교사들 간에 강하게 자

리 잡고 있는 감정, 성향, 규범, 가치관, 행동양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문화의 범위를 물질, 사람, 문화적 의미, 활동까지 확장

하여 공립유치원의 교직문화 특징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서술하

였다. 공립유치원에서 학생들로부터의 기쁨, 보람, 즐거움을 찾는 교사들

의 모습과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을 해야 하지만 그에 비해 쉼이 없고 자

책과 고민을 남기게 되는 교사의 수업 진행 모습, 학생에게는 엄마, 동료

교사에게는 의지, 관리자에게는 형식적 예우, 초등과의 관계는 눈치 보며

순응하는 다소 개인주의적인 교사의 인간관계를 제시하여 교직문화의 특

징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초등학교를 사례로 교사문화에 대해 참여관찰을 진행한 황기우(1992)

의 연구에서는 교직문화에 대해 직업문화의 한가지로 교사집단에서 나타

나는 특유의 행동양식, 규범,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사의 하루생

활과 교실 안, 밖의 교육행위를 통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같은 학년은

통일되는 모습을 추구하며, 학교의 구성원 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적당히 넘기는 것을 교사의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변화를 지

양하는 보수주의, 고립되고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개인주의,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현재의 즉시성과 긴급성만을 강조하는 현재주의, 구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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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문제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보신주의라고

종합, 정리하고 있다.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해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한 김병찬

(2003)에 의하면, 교직문화는 교사들이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신념과 가치, 의미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교사의 신념, 가치, 의미체계에

주목하여 중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먼저 수업보다는 행정

을 강조시하는 행정업무중심의 문화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학생들보다는

교사를 우선시 하는 교사 편의 위주의 문화와 수업이나 행사에서 타율성

과 비자발성을 드러내는 형식주의 문화를 언급했으며, 자신의 일 말고는

다른 교사의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개인주의 문화, 교사 본인의

생각과 주관보다는 다른 구성원이나 외부에 영향에 취약한 문화,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뿐 목적은 생각하지 않는 목적의식이 약한 문화, 마지막

으로 여교사 중심의 문화를 이야기했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를 연구한 이인효(1990)

에 따르면, 교직문화의 정의를 교사집단이 교직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형성되고 공유되는 민속적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한다. 수업과 학급관

리의 측면을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에 대해 유능과 복종이라

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유능의 경우 수업 활동에서는 실력으로 학급

담임으로서는 온정으로 그 능력이 뛰어남을 강조하고, 학교 내의 관리자

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서는 복종으로 교사의 순종적인 모습을 부각

시키고 있다. 즉,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직활동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민

속적 원리로 교직문화의 핵심적 주제를 유능과 복종으로 정리하고 있다.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사립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대해 연구

한 김병모(2010)에 따르면, 교직문화를 교사의 내면적 세계와 외형적 행

동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교사의 실제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교직에서 발견되는 특성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병찬,

2003, 김병모, 2010에서 재인용). 이에 사립 고등학교의 교직문화를 분석

하기 위해 교사들의 교육관과 교육목표에 대한 시각인 내부기제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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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생활지도라는 교육활동, 행정지배구조, 인간관계의 4가지 분석 틀

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이 강한 모습과

성적향상을 우선시하는 모습,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어느 정도 선에

서 지키려는 모습, 학교 내 인간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은 모습

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립 고등학교의 교직문화 특징으로 학력

신장 우선주의, 개인주의, 불간섭주의, 순응과 방어적 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종합하여 중등학교의 교직문화 특

성에 대해 연구한 김경미(2004)에 따르면, 교직문화에 대해 학교문화의

하위개념으로서 교사집단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에서 교사의 삶과 행

동을 이끌어 가기 위한 마음속 내면의 원리 또는 표준이라고 제시한다.

이에 중등학교의 교직문화 특성을 교사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수업활

동, 학급활동, 인간관계의 3가지 측면을 위주로 분류,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수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교과 전문성을 드러내며 존재 가치에 대해

강하게 인정하려는 성향과 현실의 성적지향 우선주의에 저항하는 것 같

지만 실은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급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선

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동학

년, 동교과 중심의 우리주의도 혼재되어 있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학

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신뢰가 없는 형식적인 만남을 보이고 있었다.

교단일기를 통해 교사의 삶과 교직문화를 연구한 오영재(2001)의 연구

역시 중등학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영재(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교직

문화에 대해 교사들의 일상적인 삶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 외의 외연적

현상에서 교사 내면에 유지되고 있는 고유한 행위의 원리와 표준들로 정

의하고 있다. 교단일기라는 자기보고서의 형식을 활용하여 중등학교 교

직문화의 특성을 교육의 장과 삶의 장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

의 장에서는 성적 위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순응, 행정에 대한 냉소적인

형식주의, 자신만의 성에서 혼자 살기 등을 찾을 수 있었다. 교사의 삶의

장에서는 경제적 대우에 대한 깊은 회의와 교육의 장에서 벗어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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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의 모습들을 특성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의 교직문화에 대해 박재범과 양정호(2009)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박재범 등(2009)은 교직문화에 대해 교사의

생활양식부터 행동양식까지 교직생활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신념, 가치,

관습, 의미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참여관찰을 통해 수업활동, 학교생활지

도, 업무로 나누어 특수학교 교직문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수업활동에서

는 개인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업활동을 특성으로 제시하였

다. 학교생활지도에서는 정확한 인식과 철저한 점검, 쉬는 시간까지 반복

적인 연습지도, 식사지도를 통한 교육, 재확인을 교직문화의 특성으로 언

급했으며, 업무에 있어서 자투리시간 활용, 마무리의 중요성 등을 나타냈

다. 특수학교의 교직문화의 특성은 보다 학생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모

습을 보여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학교 급에 따른 교직문화와는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지역에 따른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고형일 등(1995)이 대표적인데,

교사의 심층 면담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직문화의 특징을 비

교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직문화를 교원인사, 학교의 의사결

정, 동료와 상급자와의 인간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 관련 활동, 생활

지도 관련 활동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 교사인 경

우 학급담임의 배정문제가 교원인사문제나 정책보다 더 중요하지만, 농

촌지역의 경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 의사결정의 과

정에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소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료나 상

급자와의 인간관계도 도시와 농촌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시

의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단순한 직장 상사 이상의 의미를 갖

고 있지 않지만, 농촌의 경우 집단주의적 성향과 실질적 권위를 가진 존

재로 상급자를 바라보고 있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도시와 농촌 다른 모

습을 보이는데, 도시의 경우 학부모의 교육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

문에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농촌의 경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비교적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 25 -

도 도시와 농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도시의 경우 수업은 학습자

중심, 생활지도는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반면 농촌의 경우

수업은 교사 중심, 생활지도가 수업지도만큼 동일시되거나 더 우선시 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사일정이나 학년에 초점을 두고 교직문화를 연구한 선행문헌들로는

김영태(2001)의 연구와 박종렬 등(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월의 교

직문화에 대해 참여관찰과 문화기술적 면담을 통해 살펴본 김영태(2001)

의 연구는 교직문화를 교사집단이 교직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형

성, 공유하는 민속학 원리로 정의하고 있다. 2월의 교사생활 실태를 학급

경영(생활지도), 교과지도, 업무, 인간관계, 개인 및 사회생활로 나누어

교직문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활지도와 교과지도보다는 행사와 업무

에 치중된 교사의 모습을 나타냈다. 학년이 진정으로 마무리되는 시기인

2월에 교직문화는 “끝까지, 분주하게, 피곤하게, 슬프게, 빨리 지나가길”

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사일정과 특정학년을 동시에 주목하여

연구한 박종렬 등(2004)은 수능이 끝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의 교

직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박종렬 등(2004)은 교직문화에 대해 교원

들이 교직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신념, 가치, 관습, 의미체계, 생활양

식으로 정의하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수능 직후의 고등학

교 3학년 담임의 교직문화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교과지도, 생활

지도, 업무처리, 인간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과지도에서 구속

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생활지도에서는 학생들은

나태해지지만, 교사들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분주해지는 모습을 나타냈

다. 업무와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업무가 폭증하여 인간관계에서도 마음

의 벽이 생기는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교직문화에 대해 연구한 박소영(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1년과 2011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교사

문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의 교직

문화는 더욱 심화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박소영(2011)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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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문화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하

며, 이는 교사의 자발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국내 교직문화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김민조 등

(2015)의 연구에서는 교직문화에 대해 교사들 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

는 감정과 성향, 사고방식의 특수한 조합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

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태도, 가치, 신념, 습관, 가정과 행동 방식으로 정

의하고 있다(류방란 외, 2002; 박영숙 외, 2005; 박영숙 외, 2012;

Hargreaves, 1986; Lortie, 1975, 진동섭 역, 1993). 주목할 점은 교직문화

에 대해 부정적인 행위 양식과 원리로 설명하며, 개인주의, 보수주의, 형

식주의, 현재주의,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문화 등을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민조 외, 2015). 이처럼 김민조 등(2015)의 연구에서 제

시한 선행연구 이외에 앞서 제시한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

면 교직문화의 특징에 대해 대부분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문화의 부정적 특징을 해결하거나 또는 교직활성화를

위해 교직문화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연구한 여러 선행

문헌들이 있다.

정바울(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교직사회의 문

화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변화 전략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개인주의, 현재주의, 보수주의라는 교직문화의 특성들을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재문화화라는 실행 전략에서 정바울(2011)은

구체적으로 교사간의 협력과 교사학습공동체를 제시했다. 교사간의 협력

을 통한 파괴적인 변화로 보수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교사 스스로가

자발성을 가지고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교사

학습공동체는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교장의 리더십 뿐 아니라 교

사의 리더십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변화 추구는

현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 실행 전략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영숙과 전제상(2003)과 박영숙 등(2005)의 연구에서는 교

직활성화를 위한 교직문화 변화 전략과 그에 따른 지원 과제들을 탐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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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박영숙 등(2003, 2005)은 교직문화의 변화 목적은 교직을 활성

화하기 위함으로 보고, 구성원, 행정구조, 정보기술, 역할 과업으로 영역

을 구분하여 변화 전략과 변화 지원 과제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교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구성원 영역에서는 연수 및 지

도성 개발 지원, 행정구조 영역에서는 단위학교 경영 지원 및 권한 이양

지원, 정비기술 영역에서는 학습지원 정보 인프라 구축, 역할 과업에서는

비전공유 및 전체 지향성 증진 지원을 언급했다. 변화 지원과제로는 변

화 전략에 맞춰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교직의 활성화

를 위한 변화 전략과 지원과제는 3가지로 압축하여 제언할 수 있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과 교직사회 전체를 학습

사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원의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그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의 변화 요구와 문화가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 자체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화 전략 및 지원과제로 제언했다.

또한, 이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의 교직문화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교직문화의 특성으로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다른 연구와 대비되어 강조되는 면은 개인주

의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외부적 제약에도 교육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긍정적 측면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교직문화의 발전 방향으로는 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발

성, 자율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나 양성 교육, 현직연수체계 등

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통

해 교직문화를 정의하고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교직문화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 형식주의, 보

신주의, 외부의 영향에 취약함을 제시할 수 있다. 교직문화의 특징에 대

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특성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선행연구들도 있다(김민조 외, 2015).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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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직문화 발전 방향, 전략, 지원 과제로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주

목하였고, 이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나.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

지로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교직문화에 관

한 연구와 동일하게 교사의 생활인 수업, 행정,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진

행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특정 학년, 동학년, 특정 성역할, 의사결정과정

등 관점을 달리하여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교직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참여관찰, 면담, 설문지,

해석학적 접근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선행연구인 이정선(2000, 2002)에서는

초등교사의 업무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에 대

해 서술하고 있다. 초등교사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전문적 기술문

화가 부재하여 교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입지를 약화시키며, 사회

적 요구에 교사들이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의 고립적 구조와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개인주의를

초등교사의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제시했다. 물

론 개인주의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나 갈등상황에 대해 해결하기에는 교

사 혼자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해결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개인주의는 공

동의 지식이나 지성으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

재주의를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의 전문적 직업 발전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여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Lortie, 1975, 이정선,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재주

의의 특징은 교직 자체가 경력의 계단이 없으며, 보상체계 역시 능력의

변화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보수주의의 경우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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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화 부재와 개인주의, 교직의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3가지 요인들에 비추어 교사는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나 합리적 의

사결정보다는 과거에 있던 것을 답습하거나,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

게 된다. 또한, 교직에 입문 하는 사회화의 과정에서도 현재 학교 체제에

대해 수용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은 지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의 이중성을 언급했

는데, 사회적으로 교직에 대해 사명감과 헌신적 봉사를 기대하지만 다른

유사한 전문직에 상응하는 수준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

의 역할갈등을 제시했다.

이은주 등(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해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업무와 인간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업무에서는 수업 중에 업무지시를 받기 싫어하는 모습과 수업을 지켜내

고 싶어 하는 모습에 대해 제시했다.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며, 자

신과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는 일은 무관심하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측면에서 동료교사와는 보이지 않는

담을 쌓지만, 학교장과는 기분을 맞추고 원칙 속에 사는 모습을 통해 학

교장 테두리 안에서 사는 교사의 모습에 대해 서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징에 대해 소극적인 성향, 교사중심

의 개인주의적 성향,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체계에 순응하는 성

향들로 종합하였다.

왕한신(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을

의례화가 만연되어 있으며, 동학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강박적으로

보여주기 문화와 개인주의와 관료주의 속의 역할긴장으로 정리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수업보다는 담당업무나 행정

처리로 인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비해 동학년 문화가 특별하게 발달되는 모습을 통해 동학

년 조직의 활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상급자에게 수

업이나 행정업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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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보여주기 문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실이라는 고립적

공간에서 교사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와 국가차원의 관료주의적

통제 속에서 역할갈등과 긴장을 지속해야하는 교사의 모습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차적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

한 오영재(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해 일반적 특성,

수업, 행정업무, 인간관계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

성으로 의례화와 보여주기, 변화를 꺼려하는 모습, 불만 속의 순응, 개인

주의와 동학년 동일시를 언급했다. 수업과 행정업무 측면에서는 수업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튀지 않고 간섭하지 않기, 남들 하는 만큼

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하기, 정말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하

기를 제시했다. 특이한 점은 성장하며 성공하는 제자와의 관계나 선생님

으로서 존경을 통해 보상을 받는 모습을 교사문화의 특징으로 서술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연구한 류방란 등(2002)과 류

방란(2006)은 설문지와 참여관찰, 면담을 활용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해 교육활동에 있어 의례화가 되어가는

모습, 동학년 조직에서의 공유와 견제, 상급자와 학부모에게 행정 업무,

수업에 대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모습, 그리고

부장교사나 학교 행정가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불만을 가지지만 순응하는

특징들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교직 생활의 3개 영역인 수업, 행정, 인간관계에 대해 특정

관점을 통해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특정학년이나 동학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라는

특정학년 교직문화에 대해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한 손형국과 양정

호(2013)와 손형국 등(2014)을 제시할 수 있다. 손형국 등(2013, 2014)은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 적응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기주의와 덤터기 문화 등의 양

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6학년 담임의 배정에 따른 수용과 거부 그리고

적응과 돌파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가며, 학생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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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의 보람으로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문화에 대해 문화 기술적 연구를 진행한 박정근

(2005)에 따르면, 교사의 일상 행위와 행위 규범을 중심으로 특징을 서술

했다. 먼저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문화의 특징으로 여성주의적 특징을 언

급했는데, 초등학교 교사 중 절대적 수의 우위에 있는 여교사들로 인해

동학년의 분위기를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피상적, 형식적 인간관

계로 만드느냐가 달려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온정주의를 제시했는데,

배려와 희생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생각이 동학년 교사문화에서

발현되는 것을 언급했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협력주의를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정보의 활성화로 인해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세에서 협력주의를 이야기했다. 마지

막으로 소극주의를 특징으로 언급했는데, 동학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

어 주위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모습을 제시

했다.

사례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문화에 대해 연구한 이동성

(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1

년을 주기로 생성, 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보이지만, 외부의 압력에 대

해서는 반사적 폐쇄성을 드러낸다는 점도 서술했다.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문화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오소라(2012)의 경우

도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문화기술적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동학년

교사가 배정될 때 편하고 친한 사람들을 희망하는 익숙함을 추구하는 특

징과 배정이 되면 단짝이 되는 모습을 제시했다. 그러나 1년을 주기로

생성, 변화, 소멸되기 때문에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동

학년 감싸기와 타학년 배척하기 등의 동학년 집단주의 특성도 있다고 이

야기했다.

초등학교 남교사라는 특정 성역할에 주목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를 진

행한 손형국(2015)에 따르면 다수의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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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남교사에 대해 학교의 업무를 떠맡고,

감내와 도피하며, 상대적 불평등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교

사라는 이유로 다수가 기피하고 불편함과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학교 외부로 도피처를 찾는 남교사의 모습을 통해 남교사에 대

한 상대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연구한 고연숙(2008)

은 초등학교 교사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대표 내세우거나 사적 관계를

이용하고 회피하거나 순응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소극적 모습과 친분을 중시하는 경향, 반발은 하지만 결국 순응하는 모

습을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주체성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징은 앞서 제시했던 교

직문화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외부의 영향에 취약함을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

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직문화만이 갖는 특징으로는

동학년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수업, 행정, 인간관계의 교직생활 측면에서

동학년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그 안에서의 자발성과 공유

그리고 견제의 모습도 나타났다.

교직문화의 특징인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 형식주의 등은 개인

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동학년 위주의 특징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직문화에

시사점을 제언한다. 그 이유는 교직문화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 연

구했던 정바울(2011)과 박영숙 등(2003, 2005)에서 찾을 수 있다. 정바울

(2011)과 박영숙 등(2003, 2005)은 교직문화의 발전 방향과 전략으로 교

사의 자발성과 더불어 교사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직문화

의 동학년 위주 특징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교사의 자발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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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다.

또한, 이정선(2002)은 초등학교 학교문화의 새로운 창조 과정과 전략

에서 초등학교 교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학

교문화의 새로운 창조 목표에 대해 이정선(2002)은 신지식인, 창조성을

지닌 인간,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인간을 학교를 통해 양성해야 함

을 발전 전략과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지원 과제로 학생들에

게 창의적인 활동과 분위기를 자극해주며, 학습자 위주의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제언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

양성을 자극시키기 위해 교사들에게 자율성, 개별성, 융통성, 다양성, 창

의성을 지녀야함을 강조하고, 이는 동시에 교직문화 발전 전략의 담론으

로 제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교직문화의 특징은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

재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외부의 영향에 취약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특징에 대해 교사의 당연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

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구도 있다(김민조 외, 2015). 교직문화를 변화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고 교사들이 가져야

할 가치 중 자율성, 개별성, 융통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 중 동학년 위주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또한, 다각적인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교직문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

지만, 활용된 관점과 방법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범주 중 사회적 조직

이나 가치 신념체계 범주에 한정되어 있다. 문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신념과 가치체계 범주 모두 관련이 있는 수단으

로 접근해야하지만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렇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범주인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 모두 연관이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교사의

의복행동을 통해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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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과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교사가 의복행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실제와 의복

행동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사

의복에 대한 실제와 인식을 분석, 기술, 해석하여 교사 집단의 문화를 연

구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의 양적 연구보다는 해석적이

고 구성주의적 접근의 질적 연구가 복합적, 심층적,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에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증주의, 객관주의적

접근의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객관적 법칙과 지식의 외부 존재성을 부인

하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여 지식은 개인에

의해 구성되며, 사회와 조직 역시 구성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김병찬,

2010; 조용환, 2012; Denzin & Lincoln, 2011). 이러한 질적 연구의 특징

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료에 대해 귀납적인 과정과 연역적인 과정

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추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연구의 자료인 참여자의 관점, 의미, 다양한 주관적 견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

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인구 집단에 대한 내면을 복

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 연구를 할 때 질적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06; 이용숙, 김영천, 1998; Creswell, 2013, 조

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15).

이에 연구자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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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로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등

학교 교사들에 비해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1인이 학교와 학급 안에서 이

루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교직생활 전반에 걸

쳐 교사 집단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

다 바뀌는 업무와 담임배정, 수적으로 많은 교원 수에서 상대적으로 겪

는 승진의 기회상실, 학교장의 절대적인 권한 행사 등 중등에 비해 갈등

의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교사 집단의 문화에 대해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일반 교과목만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보다 학생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

는 주체로 간주되어 오고 있어 교직생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류방란 외, 2002; 박종흡, 배종달, 2000; 이정선, 2000). 선정한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교 담임교사 5인은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 선정

가명 성별 담당 학년 교직 경력
김보람 여성 3학년 4년
송열정 남성 3학년 1년
유바름 남성 6학년 2년
이신실 여성 3학년 5년
이행복 여성 4학년 5년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으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다.

교직 경력이 5년 이하인 초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

화는 집단, 사회에 소속된 내부인에게 너무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에 대해 둔

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경력이 적은 초임교사의 경우 교

직 사회의 문화에 대해 막 진입한 입문기로서 교직 사회 안에서 내부인

인 동시에 일정 기간 외부인의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한미, 2011;

노지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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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지인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 중 평소 옷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추천받았고, 1차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흐름, 방법에 대해 유선

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였다. 최초 추천을 받고 연구에 대해 설명

을 들은 인원은 7명이었지만, 연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연구의 과정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인원은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

인 최종 5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

(IRB)에서 승인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뒤,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선정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며, 북부교육지원청 1명, 남부교육지원청 1명, 강동·송파교육

지원청 1명,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1)

첫 번째 연구 참여자 김보람의 경우 교직경력 4년으로서 3학년 담임

교사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교직에 입문한 이래 두 번째 학교

이며, 주로 5학년과 6학년의 고학년 담임을 위주로 하다가 올해 처음으

로 3학년을 담임을 맡았다. 학교에서 담당업무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ICE)을 맡고 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 송열정은 교직경력 1년으로 올해 교직에 입문하

여 첫 번째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영어교육 담당으로 원어민 관리와 영

어캠프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컵 스카우트)를 보조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 유바름은 교직경력 2년으로 교직에 입문하여 첫

번째 학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 영재학급, 방송반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네 번째 연구 참여자 이신실의 경우는 교직경력 5년으로 교직에 입문

하여 첫 번째 학교이다. 휴직 이후 올해 복직하여 현재 3학년 담임을 맡

고 있다. 학교에서는 문화·예술·체육 업무를 담당으로 맡고 있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 이행복은 교직경력 5년으로 교직에 입문하여 첫

번째 학교이다. 발령 이후로 6학년과 4학년 담임을 번갈아가며 맡고 있

으며, 현재 4학년 담임으로 과학행사담당 보조업무를 맡고 있다.

1) 연구 참여자들의 요청에 의해 연구 참여자의 소속 교육지원청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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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 분석

가. 분석 자료

앞서 선정한 5명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기간인 2016년 9월 19일(월)부

터 2016년 11월 25일(금)까지 10주간 50일에 걸쳐 아래의 <표 Ⅲ-2>와

같이 매일 자기보고서를 작성한 뒤, 연구자에게 SNS(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등)와 메일을 통해 제출하였다. 자기보고서의 내용으로는 당일 학교

의 주요한 행사, 학급의 주요한 행사, 연구 참여자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행사, 학급의 시간표, 당일 연구 참여자가 입은 의복의 품

목, 색상(사진 첨부), 당일 교사가 이러한 의복을 입게 된 이유, 당일 입

은 교사가 착용한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

동안 교사가 착용한 의복과 관련된 사건, 생각, 느낌들을 자유롭게 작성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작성하는 자기보고서의 안면타당도와 내용타

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8주간의 예비검사를 거쳤고, 교육학 박사 2인(질

적 연구 전문가 1인 포함), 교육학 박사과정 2인이 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표 Ⅲ-2>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서

금일 일자 년 월 일( 일차)

학교 주요행사

학급 주요행사

업무관련 주요행사

학급 시간표

의복 (품목, 색상)

의복을 입게 된 이유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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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상적인 교사의 의복행동과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

의 의복행동에 대한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 보고서의 8가지 항목 중

학교 주요행사, 학급 주요행사, 담당 업무관련 주요행사, 학급 시간표, 의

복(품목, 색상)의 6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의복에 대한 이미지 유형화

첫 번째 연구문제인 평상시 교사의 의복행동과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의 의복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복이 어떤 이미

지로 표현되는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미지(image)란 지각, 인지,

인상에 의한 모든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감정을

갖게 하는 영상, 대상의 특성과 느낌의 결합, 전반적인 느낌의 시각적 특

징으로 정의한다(김미영, 1997). 의류학 분야에서 이미지는 의복 이미지

라 하여 의복이 전달해주는 전반적인 느낌이나 사람들이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으며(정인희 외, 1992), 선행연구들을

통해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의복 이미지를 다

양하게 유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대상, 품

목, 색상만을 요소로 고려하여 의복 이미지를 일반화하였기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이주현, 조긍호, 1995; 이주현, 강혜원, 1995; 팽숙

경, 강경자, 2007; 팽숙경, 2008a, 2008b).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

로 선정한 의복 품목과 색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의복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있는 김일분 등(1997, 1999)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의복 디자인에 따라 이미지를 유형화한 김일분 등(1997, 1999)의 연구

에서는 의복 이미지를 유형화하기 위해 패션잡지,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의복형태에 대한 사진자료들을 309개의 샘플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샘플

들을 의류학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에게 형용사로 표현하도록 자율 기술식

응답을 진행하였고. 빈도순으로 20개의 형용사 쌍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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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형용사 쌍을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중 인자부하량이 높은 12개의 형용사 쌍을 재선정, 이를

3개의 인자별로 분류하여 유행성 이미지(fashion image), 품위성 이미지

(dignity image), 활동성 이미지(active image)의 <표 Ⅲ-3>과 같이 3

가지 이미지로 유형화하였다.

의복 이미지에 맞는 12개의 형용사 쌍
유형화된

의복 이미지
현대적인 - 고전적인

유행성 이미지

개성적인 - 평범한
유행하는 - 유행하지 않는
눈에 띄는 - 눈에 안 띄는

화려한 - 수수한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못한

품위성 이미지품위 있는 - 품위 없는

지적인 - 우둔한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활동성 이미지실용적인 - 비실용적인

편안한 - 불편한

<표 Ⅲ-3> 유형화된 의복 이미지 3가지

이후 김일분 등(1997, 1999)의 연구에서는 유형화된 의복 이미지를 각

각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의복 디자인들을 품목, 색상, 무늬, 실루

엣, 디테일과 트리밍, 소재별로 분류하였다. 실제 교사의 의복행동을 분

석하기 위해 분류한 의복 디자인들 중에 의복 품목과 색상을 선택하여

<표 Ⅲ-4>와 <표Ⅲ-5>를 같이 의복 이미지 분석틀2)로 활용하였다. 실

2) 의복 품목을 통한 의복 이미지 분석틀은 이승호 등(2016)의 연구에서 김일분 등(1999)

의 연구결과들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 품목의 경우 이승호 등

(2016)의 연구에서의 분석 틀을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의복 색상의 경우 김일분 등(1997,

1999)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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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사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품목과 색상별로 각각 분류한 이후 유행

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빈도를 분석한다면

실제 교사들의 의복이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

다(이승호 외, 2016).

1) 품목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의복 이미지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품목

유행성

이미지

상의 점퍼(블루종/야상), 하프코트(반코트)

하의

턱스커트(짧은 주름치마),

큐롯스커트(치마바지)

판탈롱팬츠(나팔바지), 슬림팬츠

원피스

품위성

이미지

상의 셔츠, 블라우스, 재킷, 롱코트

하의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서클치마/나팔꽃치마)

스트레이트팬츠(실루엣팬츠)

투피스

활동성

이미지

상의
라운드티(카라티/후드티),

스웨터(니트), 캐디건

하의
개더스커트, 플리츠스커트

노멀팬츠(면바지, 청바지, 레깅스)

<표 Ⅲ-4> 의복 품목을 통한 의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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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는 3가지로 유형화된 의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복

품목들을 이미지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유행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복 품목은 상의는 점퍼(블루종/야상), 하프코트(반코트)가 있고, 하의는

턱스커트(짧은 주름치마), 큐롯스커트(치마바지), 판탈롱 팬츠(나팔바지),

슬림팬츠가 있으며, 원피스가 있다.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의

복 품목은 상의는 셔츠, 블라우스, 재킷, 롱코트가 있으며, 하의는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서클치마/나팔꽃치마), 스트레이트팬츠(실루엣팬

츠)가 있고, 투피스가 있다.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 품목은 상의

는 라운드티(카라티/후드티), 스웨터(니트), 캐디건이 있으며, 하의는 개

더스커트(허리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퍼져 내려오는 치마), 플리츠스커트

(아코디언처럼 주름이 전체적으로 잡히는 치마), 노멀 팬츠(면바지, 청바

지, 레깅스)가 있다. 이미지별로 분류된 의복 품목의 경우 해당 이미지만

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된 3가지 의복 이미지 중 의복 품목을

통한 강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이미지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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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의복 이미지

의복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10가지로 빨강, 주황, 갈색, 노랑, 초

록, 파랑, 보라, 하양, 회색, 검정이다(김일분 외, 1997, 1999; 김창실,

1995; 박현선, 2007). 의복에서 자주 사용되는 10가지 색상을 상의와 하

의로 구분하여 유행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색상으로 분류하여 <표 Ⅲ-5>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미지

구분
형태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유행성

이미지

상의 회색

하의 빨강, 주황, 하양, 검정

품위성

이미지

상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하양

하의 갈색, 초록, 보라, 회색

활동성

이미지

상의 갈색, 검정

하의 노랑, 파랑

<표 Ⅲ-5> 의복 색상을 통한 의복 이미지 분석틀

<표 Ⅲ-5>에 따르면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여 3가지로 유형화된 이미

지를 강화 할 수 있는 의복 색상들을 이미지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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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 색상은 상의는 회색, 하의는 빨강, 주황, 하

양, 검정으로 분류되며,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의 색상은 상의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하양, 하의는 갈색, 초록, 보라, 회색

으로 분류된다.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상의 색상은 갈색, 검정이 있

으며, 하의 색상으로는 노랑, 파랑이 있다. 유형화된 이미지에 따라 분류

된 색상은 품목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미지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이미지의 강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 분석 절차

유행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복

품목과 색상을 분류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10주간 자기

보고서를 정리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작

성한 각각 50일치의 자기 보고서를 종합한 250부에서 공휴일, 학교 일정,

개인 사정으로 인한 14부를 제외하여 최종 236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자기 보고서를 의복 품목과 색상별로 분류한 이후 빈도분석을 통해

실제 교사의 의복행동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의복 품목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착용한 의복 품목 중 학교를 출·퇴

근할 때만 착용했던 외투는 제외했으며, 면담을 통해 학교생활을 할 때

에 착용했던 외투의 경우는 분석 자료로 반영하였다. 의복 색상의 경우

상의와 하의로 나뉘어서 강화되는 이미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색상을 파악하여 분석 자료로 반영하였다. 다만, 연구 참여자가 입은 의

복 중 원피스의 경우에는 상의와 하의의 색상으로 각각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자기 보고서의 경우 의복의 품목, 색상 분석 틀

이외의 다양한 품목과 색상이 있었지만, 분석 틀에 최대한 부합하는 품

목과 색상으로 수정 후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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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 분석

가. 분석 자료

1) 심층면담

면담(interview)은 일종의 대화(conversation)로 상호 공통의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의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그 행

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내용의 깊이에 따라 심층 면담

(In-depth interview)과 일반 면담으로 나뉘며, 질문제시방식에 따라 구

조화 면담(structured interview), 비구조화 면담(unstructured interview),

반 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은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

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연구 참여자들의 생

활 세계와 내적 세계를 풍부하게 기술, 이해, 발견하는 데 일반면담에 비

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06; 김대훈, 2014; Dicicco-Bloom &

Crabtree, 2006; Seidman, 2006, 박혜준, 이승연 역, 2009).

연구 참여자 5인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

지 13주 동안 약 2주 간격으로 각각 6번씩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6번의

면담은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자기 보고서 작성방식에 대

해 설명하는 기초면담 1회, 약 2주마다 한 번씩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자기보고서와 사전 제작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는 면담 4회, 마지막으

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면담 1회로 구성

했고, 이를 순차적 실시했다.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자기보고서와 질문지

를 토대로 진행했던 4회의 면담을 질문제시방식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면, 반 구조화된 면담이라 할 수 있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비 구조화된

면담에 비해 연구자가 사전에 제작한 매우 구체적이고 일련의 질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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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면담 상에서 범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

통성을 배제하여 면담의 비예측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면담보다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 대한 생각이

나 느낌에 대해 심도가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질문제시방식으로 선택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김병찬, 2010; 김영천, 2006; Horton, Macve, & Struyven, 2004;

Rabionet, 2011).

심층면담은 총 29회를 실시했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 이신실의 경우

기초 면담을 생략하여 6회 중 5회만 실시했기 때문이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 후 전사하였고 이를 교사 의복행

동에 대한 인식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정리된 전사 자료의 분량은 A4 156쪽 정도이다.

<표 Ⅲ-6>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

면담차시

김보람 송열정 유바름 이신실 이행복

기초면담 9월 6일 9월 22일 9월 19일 - 9월 8일

1차면담 9월 29일 10월 7일 10월 4일 9월 27일 9월 23일

2차면담 10월 14일 10월 13일 10월 18일 10월 13일 10월 6일

3차면담 11월 4일 11월 3일 11월 1일 10월 25일 10월 20일

4차면담 11월 11일 11월 10일 11월 15일 11월 8일 11월 3일

5차면담 12월 2일 12월 3일 12월 2일 11월 29일 12월 3일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으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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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보고서

<표 Ⅲ-7>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서

금일 일자 년 월 일( 일차)

학교 주요행사

학급 주요행사

업무관련 주요행사

학급 시간표

의복 (품목, 색상)

의복을 입게 된 이유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담 전사 자료와

더불어 자기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앞서 교사 의복행동에 대

해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기보고서의 항목 중 당일 의복을

입게 된 이유와 의복과 관련된 일화를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 분석

을 위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자기보고서를 활

용하여 분석하게 될 때, 연구 참여자의 의복을 중심으로 한 경험과 생각,

느낌을 자세하고 왜곡이 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의

복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박철웅, 허병기,

2013).

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담 전사 자료와 자기 보고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분석 방법으

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양적 내용분석과 더불어 내용

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데, 질적 내용분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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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념인 내용분석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최성호, 정정훈, 정

산원, 2016). 내용분석은 문서 자료, 그림, 기호, 의사소통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여 반복가능하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분석

방법이다(Krippendorff, 2004; Weber, 1990). 내용분석은 초기에 출판 인

쇄물을 해석하는데 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분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연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내용분석의

과정은 크게 Krippendorff(2004)의 과정, Elo와 Kyngäs(2008)의 과정,

White와 Marsh(2006)의 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3가지 과정 중

Krippendorff(2004)의 과정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으로 활용

되고 있다.

Krippendorff(2004)의 내용분석의 과정은 단위화(Unitizing)인 1단계와

표본추출(Sampling)인 2단계, 기록과 코딩(Recoding & Coding)인 3단계,

간소화(Reducing data to manageable representations)인 4단계,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contextual phenomena)인 5단계, 서사화

(Narrating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인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계의 과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귀

와 반복이 가능한 순환적 과정이다. 먼저 1단계 단위화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위해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측면으로 문장, 진술, 범주, 주제들

을 체계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단계이다. 다음 2단계인 표본추출은 앞서

체계적으로 구분된 단위를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선택하는 과정이다. 3

단계인 기록과 코딩은 대표성을 띄는 단위를 통해 구조화된 자료를 체계

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다음 4단계인 간소화는 재진술과 요약을 통

해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오류를 줄이는 과정이며, 5단계인 가추

적 추론은 분석된 자료를 통해 맥락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마

지막 6단계인 서사화는 앞선 5단계의 과정을 통해 나온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답을 하는 과정이다. 이상의

6단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1]처럼 나타낼 수 있다(Krippendorff, 2004,

최성호 외,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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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내용분석의 과정(Krippendorff, 2004, 최성호 외, 2016에서 재인용)

도식화된 [그림 Ⅲ-1]를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텍스트의 부

적합한 정보를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론이나 문맥과 관련된 연구

자의 경험을 통해 부적합한 정보는 각 단계에 맞는 정보로 수정 및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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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6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문맥과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순환과

회귀를 반복할 수 있다.

[그림 Ⅲ-1]의 6단계 과정을 거쳐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내용분석은 그 방법에 따라 양적 내용분석, 질적 내용분석으로 나

뉘게 된다. 양적 내용분석은 단어의 빈도를 통해 계량화한 통계적인 내

용분석인 반면 표면의 외연적 의미와 잠재된 내연적 의미까지 파악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해석하는 내용분석을 질

적 내용분석이라 한다(최성호 외, 2016).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의 의

복행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면담이나 연구 참여자

가 직접 작성한 자기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를 통한 내

용분석의 방법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잠재된 내연적 의미까지 파악해야하

므로 질적 내용분석이 인식을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분석 절차

먼저 심층면담 전사 자료와 자기보고서의 2개 항목인 의복을 입게 된

이유, 의복과 관련된 일화 자료를 연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누적, 종합

하였다. 이후 누적된 종합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심층이해 과정을 거쳐

종합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찾기 위해 문장 단위로 자료를 재구성하

였고, 재구성된 자료에서 발췌한 유의미한 진술들을 핵심내용이라고 명

명하였다. 핵심내용으로 명명된 유의미한 진술들을 공통적이거나 상호관

련이 있는 것들끼리 범주화한 뒤, 이를 상위 차원으로 분류하여 종합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

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강선경, 양동현, 문진영, 2016; 안경주, 2015;

탁평곤, 이근무, 이혁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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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인식

1.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

가. 품목과 색상에 따라 분석한 일상적인 교사의 의복행동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 참여자들은 2016

년 9월 19일(월)부터 2016년 11월 25일(금)까지 10주간 50일의 기간 동

안 학교에서 착용하는 의복의 품목과 색상을 자기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

였다. 이를 토대로 5인의 연구 참여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학교생활에서

입고 다녔던 의복을 품목과 색상(상의, 하의)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분석

하였고, 먼저 의복의 품목별로 종합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의복 품목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아이템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점퍼 89 13.78

하프코트 11 1.70

턱스커트 0 0.00

큐롯스커트 0 0.00

판탈롱팬츠 0 0.00

슬림팬츠 1 0.15

원피스 40 6.19

합계 141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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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성

이미지

셔츠 66 10.22

블라우스 3 0.46

재킷 12 1.86

롱코트 20 3.10

타이트스커트 3 0.46

플레어스커트 0 0.00

스트레이트팬츠 63 9.75

투피스 0 0.00

합계 167 25.85

활동성

이미지

라운드티

라운드티 67 10.37

카라티 3 0.46

후드티 7 1.08

스웨터
스웨터 3 0.46

니트 77 11.92

캐디건 캐디건 53 8.20

개더스커트 0 0.00

플리츠스커트 0 0.00

노멀팬츠

면바지 37 5.73

청바지 84 13.00

래깅스 7 1.08

합계 338 52.32

총계 6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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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5인이 작성하여 수합한 자기 보고서는 총 236부이다(공

휴일, 학교 일정, 개인 사정으로 인한 14부 제외). 236부의 자기 보고서

를 종합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총 646개의 의복 품목

을 착용하였으며, 유행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

하는 의복 품목별 분석틀에 맞춰 빈도 분석한 결과, 유행성 이미지가

141번(21.83%), 품위성 이미지가 167번(25.85%), 활동성 이미지가 338번

(52.32%) 나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 품목

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품위성 이미지, 유행성 이미지의

순을 착용하였다. 338번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활동성 이미지의 경

우 연구 참여자들은 라운드티가 67번(10.37%), 카라티가 3번(0.46%), 후

드티가 7번(1.08%), 스웨터가 3번(0.46%), 니트가 77번(11.92%), 캐디건

이 53번(53%), 면바지가 37번(5.73%), 청바지가 84번(13%), 래깅스 7번

(1.08%) 착용하였다. 품위성 이미지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셔츠 66번

(10.22%), 블라우스 3번(0.46%), 재킷 12번(1.86%), 롱코트 20번(3.10%),

타이트스커트 3번(0.46%), 스트레이트팬츠 63번(9.75%) 착용하였다.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 유행성 이미지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점퍼 89번

(13.78%), 하프코트 11번(1.70%), 슬림팬츠 1번(0.15%), 원피스 40번

(6.19%) 연구 기간 동안 착용하였다.

눈여겨 볼 점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복 품목이 338번

(52.32%)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연구 참여

자들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복 품목을 과반수이상 착용하

였으며, 실용적이고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연구 참여자들이 의복의 색상(상의, 하의)별로 종합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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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의복 색상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상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회색 83 18.40

합계 83 18.40

품위성

이미지

빨강 52 11.53

주황 0 0.00

노랑 9 2.00

초록 35 7.76

파랑 105 23.28

보라 0 0.00

하양 77 17.07

합계 278 61.64

활동성

이미지

갈색 32 7.10

검정 58 12.86

합계 90 19.96

총계 451 100.00

하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빨강 8 3.39
주황 0 0.00
하양 2 0.85
검정 98 41.53

합계 108 45.76

품위성

이미지

갈색 18 7.63
초록 5 2.12
보라 0 0.00
회색 29 12.29

합계 52 22.03

활동성

이미지

노랑 1 0.42
파랑 75 31.78

합계 76 32.20

총계 23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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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부의 자기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의복 색상은 상

의의 경우 총 451번, 하의의 경우 총 236번으로 빈도를 나타냈다. 상의와

하의의 빈도가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매일 착용하는

의복 품목에서 상의의 빈도가 하의의 빈도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상의의 경우 유행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

는 의복 색상별 분석틀로 빈도 분석한 결과, 유행성 이미지가 83번

(18.40%), 품위성 이미지가 278번(61.64%), 활동성 이미지가 90번(19.96%)

으로 나타났다. 이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상의의 경우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색상이 가장 많이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활동성 이미지,

유행성 이미지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빈도를 보인 품위성 이미지의 경

우 빨강이 52번(11.53%), 초록이 35번(7.76%), 파랑이 105번(23.28%), 하

양이 77번(17.07%)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활동성 이미지의 경우 갈색이

32번(7.10%), 검정이 58번(12.86%)을 나타냈고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

유행성 이미지의 경우 회색이 83번(18.40%)을 나타냈다.

하의의 경우 분석틀로 빈도 분석한 결과, 유행성 이미지가 108번

(45.76%), 품위성 이미지가 52번(22.03%), 활동성 이미지가 76번(32.20%)

을 나타냈다. 이를 가장 많이 빈도를 보인 순서대로 나열하면, 유행성 이

미지, 활동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의 순이다. 유행성 이미지의 경우 빨

강이 8번(3.39%), 하양이 2번(0.85%), 검정이 98번(41.53%)을 나타냈고,

활동성 이미지의 경우 노랑이 1번(0.42%), 파랑이 75번(31.78%)을 나타

냈다.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 품위성 이미지의 경우 갈색이 18번(7.63%),

초록이 5번(2.12%), 회색이 29번(12.29%)을 나타냈다.

의복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색상별 분석틀로 빈도 분석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상의의 경우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색상이 278번

(61.64%)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의의 경우 유행

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 품위성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반면 상의의 경우는 품위성 이미지가 과반수를 넘는 빈도가 나왔다는 점

은 색상에 있어 지적이고 고상함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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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교사의 의복행동

의복 품목과 색상을 이미지 분석틀로 분석한 236부의 자기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의 품목이나 색상(상의, 하의)에

서 일정한 경향성을 띄고 있었다. 김보람의 경우 의복 품목에 있어 활동

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품목을 연구 기간 동안 70.77% 착용하였으며, 의

복 색상의 경우 상의는 품위성 이미지가 57.32%, 하의는 유행성 이미지

를 52% 착용하였다. 송열정의 경우 의복 품목에 있어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품목을 연구 기간 동안 60.77% 착용하였으며, 의복 색상에서는

상의는 품위성 이미지 58.26%, 하의는 유행성 이미지 79.17% 을 착용하

였다. 유바름은 연구 기간 동안 의복 색상의 상의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66.67% 착용하였다. 이신실은 의복 색상에서 상의는 품위성 이미지를 강

화하는 색상을 53.41%, 하의 색상은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색상을

50% 착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이행복의 경우 의복 품목에서

는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품목을 60% 착용하였고, 의복 상의는 품

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색상을 74.12%, 의복 하의는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색상을 59.37% 착용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의 품목이나 상의 색상 또는 하

의 색상 중 50% 이상의 빈도로 특정 이미지를 강화하는 품목을 입는 경

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특정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 품목과 색상에 대

해 연구 참여자들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향성은 개

인적 기호나 취향과 무관하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단순히 개인적 기호나 취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학교 행사, 학

급 행사, 업무 관련 주요행사, 학급 시간표와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나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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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던 행사나 일정을 굉장히 많고 다양했지만, 공

통적으로 의복의 품목과 색상이 행사에 따라 경향성을 보이는 것들을 요

약하자면 학부모 상담, 연수, 학예회, 운동회,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외부 체육활동, 졸업사진 촬영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김보람은 평소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품목과 하의 색상의 경우 유행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

는 의복을 자주 입었으나, 학부모 상담이 진행되는 날에는 품위성 이미

지를 강화시키는 셔츠를 착용하고, 의복 상의는 초록, 하의는 회색을 착

용함으로서 품목과 색상에서 모두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연

구 참여자 송열정도 학부모 상담주간에 셔츠와 스트레이트 팬츠를 항상

착용했으며, 상의 색상의 경우 하양, 초록, 파랑과 하의 색상은 평소 검

정만을 착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회색도 착용함으로서 품목과 색상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유바름의 경우는

학부모 상담주간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하양 셔츠와 파란색 정장을 착용

함으로서 품목과 상의 색상에서 모두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뿐

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이행복도 평소에는 활동성 이미지를 중심으로 의

복 품목과 하의 색상을 착용하였지만, 학부모 상담주간에는 블라우스, 타

이트스커트를 입음으로써 품목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연수의 경우 연구 참여자 김보람은 동학년 연수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셔츠와 스트레이트 팬츠를 착용했고, 상의 색상도 초록을 착용

했다. 연구 참여자 송열정의 경우도 교직원 연수, 동학년 연수, 신규교사

추수연수에서 셔츠나 롱코트,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음으로써 품목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김보람은 운동회에 참여하였을 때, 니트와 캐디건, 청바

지를 품목으로 착용하였고, 상의 색상은 하양과 빨강, 하의 색상은 파랑

을 착용하였다. 김보람은 품목과 하의 색상에서는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

하였지만, 상의 색상에서는 품위성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유바름의 경우는 운동회 행사가 진행될 때, 상의는 셔츠를 입었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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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파란색 면바지를 착용하였다. 이는 상의의 경우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시켰으나, 하의는 품목과 색상 모두 활동성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이신실도 운동회에서 상의는 갈색 니트와 하의는 파

란색 청바지를 착용하였는데, 상의와 하의 모두 품목과 색상에서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김보람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빨강 니트와 빨강 캐디건 그리고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품

목에 있어서는 활동성을 강조하지만, 상의 색상에 있어서는 품위성을 강

화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송열정의 경우도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라운드티와 청바지를 착용하여, 활동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유바름

은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을 갈 때, 상의는 파랑이나 초록 니트와 하

의는 스트레이트 팬츠를 주로 입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품목과

색상에서 활동성 이미지와 품위성 이미지를 고르게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신실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라운드티와 캐디건 그리고 청바

지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부 체육활동은 김보람의 학교와 학급에서는 아침달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김보람은 평소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

시키는 품목을 입는 것과 다르지 않게 라운드티, 니트, 청바지를 입고 행

사에 참여하였다. 유바름도 외부 체육활동인 아침달리기에서 니트와 면

바지를 착용하여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연구 참여자 이신실의 경

우는 외부 체육활동으로 수영교육을 연구 기간 중 상당수 참여했는데,

주로 라운드티와 캐디건, 니트, 청바지를 착용하여 활동성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마지막으로 졸업사진 촬영의 경우 유바름은 졸업사진 촬영 당일 재킷

과 스트레이트 팬츠를 착용하였고, 이행복은 타이트스커트를 착용하였는

데 이는 두 연구 참여자 모두 품목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한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복 품목과 색상을 종합하였을 때,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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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개인 기호나 취향이 아닌 학교 행사, 학급 행사, 업무관련 주요

행사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띄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학부모 상담의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가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품목과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위성 이

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품목을 연구 참여자들은 선택하였다. 특히 연수의

경우는 학교 교사들이 전체 모이는 경우는 연구 참여자들 모두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의복 품목과 색상을 착용하였지만, 외부에서 진행되는 연수

거나 동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인 경우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

기 위한 품목들을 착용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운동회의 경우 활동성

이미지와 품위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품목과 색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도 마찬가

지이다. 외부 체육활동의 경우는 활동성 이미지만을 부각하는 품목과 색

상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착용하였으며, 졸업사진 촬영은 품위성 이미지

를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품목을 선택한 것을 찾을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의복의 품목과 색상이 경향성을 보이는 학부모 상담, 연

수, 학예회, 운동회, 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외부

체육활동, 졸업사진 촬영 등의 특정 상황들을 살펴보면 학교 행사나 담

당 업무 연관 행사라기 보단 학급 행사이거나 학급 행사와 연관된 학교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의복 품목과 색상 변화의 양

상이 학교 행사나 업무 관련 행사보다는 학급 행사나 학급 행사와 관련

된 학교행사 위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급 행사나 학급 행사

와 연관이 있는 학교의 행사인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의 의복 품목과 색

상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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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5인은 연구기간 동안 의복행동에 관련하여 심층면담과

자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자신의 의복행동을 기준으로 관련된 경험, 느

낌, 생각을 심층면담과 자기보고서로 작성하였고, 이를 질적 내용분석의

분석 방법을 거쳐 문장 단위의 71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핵심내용들을 공통적이거나 상호관련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 신체적, 인

지적, 정서적,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교장, 교감), 학급, 학교, 외

부의 10개 범주로 1차 범주화하였다. 10개로 범주화된 핵심내용들을 상

위 차원으로 구성한 결과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의 범주는 교사 개인 차

원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교장, 교감)은 교사 인간관계 차

원으로 학급, 학교, 외부의 범주는 교사 환경 차원으로 구조화하였다. 이

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Ⅳ-3> 과 같다.

<표 Ⅳ-3>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

차원 범주 핵심내용

교사

개인 차원

신체적

· 추위로부터 신체 보호

· 활동성에 많은 비중

· 신체 노출 지양

인지적

· 교직에 입문한 후 의복 스타일의 차이

· 학교 안과 밖에서의 의복 스타일의 차이

· 교직 입문 후 품위 있는 의복 선호

· 교사를 판단할 수는 있는 기준

· 교사라는 직업의식, 정체성 표출

· 교사로서의 품위 보존

· 겉으로만 잘 보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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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급의 계획에 따라 의복 선택

· 의복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

· 유행, 연령에 맞는 의복 스타일 추구

· 의복을 통해 자율성과 다양성 표출 가능

· 의복에 대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교사의 자율성, 다양성 훼손

· 비슷한 스타일보다는 변화를 시도

· 패션선구자 추구

· 교사의 예술가적인 기질을 드러냄

정서적

·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평가에 대해 싫어함

· 정서적 안정을 추구

· 기분전환을 위한 변화

· 힘든 학교 업무에 대한 보상심리

· 교사의 반항과 저항의 표현

교사

인간관계

차원

학생

·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교사 의복에 더 관심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교사 의복에 더 관심

· 의복을 통한 교육 영향력

· 학생들의 역할 모델로서 모범적인 의복 선택

· 학생도 교사 의복에 대한 유형화된 틀 존재

· 학생과의 거리감 부여

· 아이들에 대한 통제 수단

· 학생에게 분위기 조성

· 학기 초 교사라는 이미지 부여

· 학기 말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 목적

· 교육적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복 선택

· 활동성, 기능성과 유행성 사이에서의 갈등

· 화려한 색감, 다양한 품목이 학생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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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판단 기준

·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 의복

· 학부모에 대한 예의 표시

· 교사의 전문성, 무게감 표출

· 기죽지 않으려 고급스러운 옷, 명품을 구매

· 학부모와의 긴장된 고무줄 관계

동료

교사

· 튀지 않고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

· 교사들 간의 동질감이나 소속감 부여

· 주로 동학년 교사들끼리의 친밀감 표시

· 순응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

· 승진을 위한 의복 고려

· 남교사 의복은 더 형식화

· 나의 의복에 대한 평가, 간섭 거부

· 틀을 깨려는 교사의 자유로운 의복 선택

· 개성을 추구하는 의복을 입은 교사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

관리자

· 교사 의복은 정숙, 품위 있는 의복이어야 함

· 교사 의복에 대해 지적과 통제

· 교장이나 교감을 뵐 때는

단정해보이기 위해 의복에 대해 신경 씀

· 최근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화

교사

환경 차원

학급

· 수업의 양, 활동 강도에 따라 의복고려

· 교과별 교구나 수업환경조성 역할

· 교과의 활동성 보장, 전문성 부여

· 바쁘기 때문에 갈아입지 않는 체육복

· 교실의 독립적인 공간은

교사가 자율성 있게 의복을 입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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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의 핵심내용은 교사 개인 차원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범주로 나뉘게 된다. 신체적 범주의 경우 3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의 시설이 열악하여 기온이 급격하

게 변화하기 때문에 낮은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인

캐디건, 니트를 학교에 두고 다니는 점, 신체적 활동이 많은 학교에서 편

하게 활동하기 위해 의복의 활동성에 많은 비중을 두는 점, 여성 연구

참여자의 경우 신체적 노출로 인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지양하는 점을 제시했다.

인지적 범주는 16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는 교직에

입문하면서 의복 스타일이 변화했고, 학교의 안과 밖에서 입는 의복 스

타일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교직에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을 의복을 구매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품위성이 있는 의복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의복이 교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학교

· 학교에서 강조하는 가치에 따라 의복 고려

·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으로 의복을 제한

· 예기치 않은 행사, 일정으로 항상 재킷 등을

학교에 두고 다님

· 학부모 상담, 공개수업 시 의복에 신경 씀

·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튀는 색상의

의복을 입어 집합장소로 사용

외부

· 퇴근 후의 개인 약속이나 일정

· 의복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기 위해

· 교생실습 기간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경험

· 대중매체에서 교사 의복에 대해 고정관념

· 교사 의복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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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고, 의복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의식과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단정하고 깔끔하며 격식이 있는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만이라도 잘 보여야겠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학교나 학급에서의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을 생각하면

서 어떠한 의복을 입을지 고민하고 선택, 착용하고 있었다. 의복 품목이

나 색상 등의 스타일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었으며, 유행이나 자신의

연령에 맞는 의복 스타일을 입고자 했다. 의복을 통해서 자율성이나 다

양성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복 뿐 아니라 교사의 생

각이나 행동은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이나 다양

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이나 다양성

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사들과의 비슷한 스타일의 의복보다는 변

화를 시도해야 하며, 교사 스스로가 패션리더가 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의복을 통해 교사는 예술가적 기질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서적 범주의 경우 5가지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는 ‘교

사다운 의복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아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활동하기 편한 의복

을 입음으로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까

지 안정감 있게 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때로는 평소와 다른

의복 스타일을 입어 변화를 통한 기분전환을 하거나, 금요일이나 주말에

는 평소와는 다르게 교사 개인이 입고 싶은 의복이나 유행성 있는 의복

을 입어 평소 힘들었던 학교생활에 대해 보상심리를 얻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사 개인을 힘들게 했던 학교에 대한 반항과 시위의 표현으

로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고 의복을 입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

다.

다음으로 교사 인간관계 차원에서의 핵심내용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

사, 관리자(교장, 교감)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학생 차원에서는 1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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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이 교사의 의복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사의

의복행동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역할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단정하고 깔끔하며 격식이

있는 의복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다고 제시했다. 때문에 학생들도 교사의

의복에 대해 유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교사는 학생과 거리감을 주기 위해 의복의 품목과 색상을 고려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단정한 의복을 선택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체육복을 통해 학생에게 체육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용하여

의복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년 중 학기 초에는

교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정장을 입거나 단정하고 깔끔한 의복

을 선택하며, 1년 중 학기 말에는 학생들에게 예쁘고 멋있는 교사로 남

고 싶어 화려한 색상이나 다양한 품목을 입으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성 있게 의복을 선택과 착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화

려하고 다양한 의복을 입기에는 망설여지는 갈등상황 표현했으며, 학생

에게도 색감이 화려하고 다양한 의복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 범주의 경우 6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는 학

부모가 의복이라는 표면적인 것으로 교사의 대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의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는 교사의 의복 스타일에 대해 경향성을 기대하기 때

문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이 학부모에 대한 예의를 보이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격식 있고 단정하며 깔끔한 의복을 착

용함으로서 학부모에게 교사의 전문성과 무게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

편, 학부모에게 기죽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고급스러운 옷이나 명품을 구

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사의 의복을 통해 본 학부모와

의 관계는 긴장된 고무줄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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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료교사 범주의 경우 교사는 동

료교사들 간에 의복에 있어 서로 튀지 않고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채색 계열과 기장이 길고 노출이 없는

의복 스타일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 간의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로 동학년 교사들끼리는 직접적으로 의복에 대한 이

야기를 언급하여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에게 의복

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좋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발이나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입

는 의복 스타일대로 입는 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승진을 위해서

는 의복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며, 남교사의 의복 스타일이 여교사의

의복 스타일보다 더 형식화되어 있다고 제시했다. 주변과는 다르게 틀을

깨려고 하거나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사의 경우 대체로 의복도 자유롭

게 입는 편이나, 이러한 교사들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배척하거나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한다.

관리자(교장, 교감) 범주의 경우 4가지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자들은 교사 의복이 정숙하고 품위가 있는 의복이어야 한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래서 교사 의복에 대해 지적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짧은 치마나 파인 옷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때문에 교사는 교장, 교감을 뵐 때 단정해보이기 위해 의복

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관리자들은 교사의 의

복에 대해 크게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환경 차원에서의 핵심내용은 학급, 학교, 외부의 3가

지 범주로 나뉜다. 학급 차원의 경우 5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학급의 수업 양과 활동 강도를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교사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교사의 의복행동은 교과별로 교구나 수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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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성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교과의 활동성을 보장해주고 전문성을 부

여해주기도 한다. 이를 구체적인 교과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회교과나 실

과교과의 경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설명하거나 의복생활에 대해 설명하

기 위한 교보재로 사용한다고 제시했다. 체육교과의 경우는 활동성을 위

해 체육복을 입는다고 이야기하며, 미술교과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에 따

라 의복에 신경을 쓰는 편이며, 되도록 편하거나 활동적인 의복을 입고

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교과의 경우 실험복을 입음으로서 실험에 대

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험환경조성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체육복을 입고 나서 하루 종일 갈아입지 않는 것은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교실은 독립적

인 공간이기 때문에 교사가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함에 있어 교사의 자율

성이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학교 범주의 경우 5가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교사는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한다고 이야기

한다. 최근 안전이 학교에서 강조되면서 교사는 활동성 있는 의복을 의

도적으로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교사는 학교에서 강조하는 가

치에 의해 의복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학교 안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규

범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예기치 않는 행사, 일정으로 항상 재킷이나 여분의

의복을 두고 다니거나 챙긴다고 이야기했으며, 학부모 상담이나 공개수

업 시에는 특히나 의복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쓴다고 제시했다. 현장체험

학습 일정의 경우 빨강 등 튀는 색상의 의복을 입어 학생으로 하여금 집

합장소로 사용되게끔 활용하기도 했다.

외부 범주의 경우 5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퇴근 후

에 개인 약속이나 일정이 있을 경우 평소보다 의복에 대해 신경을 써서

입으며, 계절감을 드러내기 위해 여름에는 유채색, 겨울에는 무채색을 선

호하고 있었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교육실습 기간에 교사의 의복에 대

해서 단정하고 깔끔하며 정숙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직접 듣거나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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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대중매체에는 교사의 의복에 대해 고정관념처

럼 유형화된 틀이 있으며, 외부에서는 교사가 격식이 있는 의복을 입기

를 바라지만, 사실 활동적인 내용이 많아 실제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직문화를 연구해왔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직생활의 수업,

행정, 인간관계의 3가지 영역에 모두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의

복행동을 통해 교사의 외면과 내면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문화를 인식

하기 위한 기술과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까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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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난 초등학교 교직문화

앞서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에 대해 유형화된 이

미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 의복행동

에 대한 인식을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 교사 의복행동에서의 품목은 활동성 이미지

를 강화하고 색상은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을 주로 착용하였으

며, 특정 상황에 따라 살펴 본 교사의 의복행동은 학급행사나 학급행사

와 연관된 학교행사에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교사 개인 차원, 인간관

계 차원, 환경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난 실제와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의복행동은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까지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직 생활 전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인식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사 집단이나 사회의 특성

으로 4가지를 도출하였고, 이를 교직문화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1.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사

의복의 기능은 물리적, 도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

다(권수애 외, 2002). 이 중 사회적 기능은 개인의 표현욕구 충족과 상징

적 의미 전달로 나뉘게 되는데, 개인 또는 집단, 사회 중 어떤 것을 중요

시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기능 중 의복을 입게 되는 원인이 나뉜다고 할

수 있다(신혜원 외, 2009).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의 표현욕

구 충족을 위해 의복을 선택하고, 집단이나 사회를 중요시여기는 사람의

경우 소속감을 나타내거나 집단,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의복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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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 김보람은 소속된 교사 집단, 사회

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 학교 일정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고 있었는데,

다음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의복을 착용할 때,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6교시

가 있는 날이 화요일, 목요일인데, 이 날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분이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무조건 편하게 입어

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수업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이 움직여

야 해서 편하게 입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심리적인 게 더 먼저

인 것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딱히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입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심리로

인해서 의복을 선택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귀찮다거나 이러면

신경 쓰지 않고 의복을 입게 되요. 근데, 보통 금요일이면 기분이 좋잖

아요. 금요일이면 기분전환 할 겸 ‘신경을 써서 입어 볼까?’ 이런 기분

이 되는 것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다른 사람들을 굳이 의식 안하고, 나의 신체 상황이나 심리, 일정에

따라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게 많이 좌우가 되는 거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김보람은 개인의 신체 상황, 심리적인 요인, 일정에 의해 의복을 선택

하고 착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6교시까지 수업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심리적 원인으로 무조건 편한 의복만을 착용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수업보다는 개인의 기분

에 따라 의복을 착용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금요일의 경우 ‘의복에

신경을 써서 입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학교 일정이나 수

업 내용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기분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김보람과 마찬가지로 이행복 역시 의복을 선택하는 데에 개

인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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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몸이 편해야 해요. 제 몸이 불편하면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넓

게 못하거든. 다른 이유를 떠나서 제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의복을

입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행복과의 면담)

이행복 역시 김보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체상황을 통한 기분을 의

복 선택에서 우선시하고 있었다. 김보람과 이행복의 경우처럼 개인의 신

체 상황, 심리적인 요인, 일정 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 기호도 의복을 선

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신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우선 의복을 선택할 때, 제 개인적인 취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원피스가 많

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피스를 주로 입는 것 같아요. 개인적 취향

다음이 학교에서 운동회나 바지를 입어야 하는 행사이고 특별히,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일정이나 약속이 있다거나 이러면 여기에 맞춰서 의

복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제 개인의 취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학교

의 일정 이렇게요. (이신실과의 면담)

이신실은 학교생활에서 착용하는 의복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개인

의 취향이나 기호가 우선시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인이 선호하는 의복

품목이 원피스 종류이기 때문에 평소 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할 때도 학

교의 일정보다 개인적 기호나 취향을 우선시 하여 원피스를 자주 착용한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보람, 이행복, 이신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의복을 착용

할 때, 개인의 기호, 성향, 취향, 신체상황, 심리적인 요인, 개인 일정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모인 집단, 사회에서 상징

적 의미 전달이라는 사회적 기능보다 개인의 표현 욕구 충족이라는 기능

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중시하는 특성은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의 의

복 품목과 색상의 변화 양상이 학교 행사나 업무 관련 행사보다는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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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나 학급 행사와 관련된 학교행사 위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

었다. 학급 행사나 학급행사와 관련이 있는 학교 행사의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의 의복 품목과 색상에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급의 일정이나

행사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 외의 타 학년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교사 개인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시사한다.

교사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특성은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싫어하는

모습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행복의 경우 자신의 의복에 대해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평가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대해 이행복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딱 중간 정도로 튀지 않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튀지 않

고 다른 선생님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되요.

(이행복과의 면담)

학교 안에서 남들 눈에 튀고 싶지 않아요. 평가를 받는 자리나 얘기

가 도마에 올라갈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신경 써서 화

려하고 예쁜 의복을 입고 간 날의 경우에는 교실 들어가기 전까지 다

른 선생님들이 볼까봐 점퍼나 코트로 다 가려버려요.

(이행복과의 면담)

이행복의 경우 학교에서 동학년 교사나 동료 교사들에게 지적을 받는

다거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다른 선생님들의 눈에 띄지 않

게 비슷한 스타일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거나, 신경을 써서 화려하고

예쁜 의복을 입고 온 날의 경우에도 다른 선생님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

해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점퍼나 코트로 가려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 그리고 유바름과 이신실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의복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독특함보다는 무난함을 택하는 거예요.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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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둘 중 하나잖아요? ‘오, 멋지다.’ 아니면 ‘뭐야?’ 이러면서 비난을 받

거나. 이런 비난은 교사들 중에 누구도 받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결

국 무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바름과의 면담)

사실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짧거나 파인 옷을 입지 않는 이상 정말로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독특하고 난해

한 의복을 입고와도 특이하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참견하거나 지적하

진 않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유바름은 의복을 선택할 때에 독특함과 무난함 중에 무난함을 선택하

는 이유에 대해 비난 받거나 간섭 받기를 싫어하는 교사들의 특성을 언

급하고 있다. 앞서 이행복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싫어서

남들과 비슷한 무난한 의복을 입기도 하지만, 유바름은 간섭을 받기 싫

어서 다른 교사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의복을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이신실의 경우 교사들이 비난을 받기 싫어하거나 간섭을 받기 싫어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이 지나치게 독특한 의복을 입고와도 굳이 지적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사가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간섭받기 싫어 남의 눈에 튀지 않

고 남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의복을 입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교

사 스스로가 인식하고 싶지 않거나,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는 앞서 제시한 교사의 개인을 중요시여기는 모습과 관련이 있으며, 외

부의 영향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은 교사 의복행동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의 영향에 대해 거부하

고 회피하기 위해 의복행동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유바름은 졸업사진을 촬영할 때 의복행동에

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원래 우리 반 애들과 같이 졸업사진 촬영했을 때는 정장을 입었었거

든요. 근데 이 날은 6학년이 전체가 다 모여서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한 번에 찍는 날이라서요. 어차피 저는 상체만 작게 나오니까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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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만 입고 왔었어요. (유바름과의 면담)

유바름은 촬영한 졸업사진이 6학년 전체가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자신은 작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정색 재킷만 입었다고 이야기하

고 있다. 그에 비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경우에는 정장을 입

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바름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

으면, 조용히 튀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김보람은 유바름과는 다른

방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반이 너무 문제가 심해서 힘들었는데, 다른 교

사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전에 다니던 학교나 그 전 학급에서는 예쁘

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항상 예쁜 옷만 입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제 나름대로 깨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나름의 반항

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다 담

임 탓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편한 옷만

입으면서 편하게 다니겠다. 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시

위 같은 거예요. (김보람과의 면담)

김보람의 경우는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곤

혹스러웠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서 주변 교사들이 도와주려

고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는 담임교사인 김보람

의 탓을 했다고 한다.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김보람은 교직에 대

한 생각이 바뀌었으며,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 크

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교직에 대해 바뀐 생각을 표

출하고 나름의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던 예

쁘고 화려한 옷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입음으로써 그 의

미를 소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유바름과 김보람의 이야기를 보면, 교

사는 외부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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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튀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

동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송열정과 이행복의 이야기를 통해 외부에 대해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은 교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어른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무게감 줄 수 있는 옷을 입으

려고 노력해요. 지난번에 강아지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학교에

입고 온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만져 대느라 수업 진행이 안 되

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와서 계속 만지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셔츠

나 캐디건 이런 종류의 품목을 입어야 아이들과 선생님과 구분이 생기

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주 입고 있어요. (송열정과의 면담)

아이들을 만날 때, 일부러 어두운 톤으로 옷을 입고 그러는데, 아이들

이 무서운 선생님으로 봐요. 음. 거리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눈에

튀는 밝은 색상의 옷보다는 일부러 어두운 톤의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이행복과의 면담)

송열정의 경우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위해서 일부러 티셔츠보다는 셔

츠나 캐디건을 주로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행복도

아이들과 처음 만날 때, 거리감을 주고 싶어서 어두운 톤의 무채색 계열

의 옷을 즐겨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복의 품목이나 색상에서 거

리감을 주는 것이 아닌 다른 경우도 이행복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평소에 제가 입고 싶은 원피스를 입고 출근을 해도 학교에서는 주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해요. 어쩌다 학생들이 하교하기 전에 출근할 때의

원피스로 갈아입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 옷이 더 예쁜데 왜 체육복

을 입고 계세요?’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겨버리는 편이에요. (이행복과의 면담)

물론, 의복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너

무 가까워지면 학생과 교사와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래서 학생들이 평소에도 제가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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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이려고 해도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듣고 말거나. 그냥

넘겨버려요. (이행복과의 면담)

위에 제시된 이행복의 이야기를 보면 아이들이 교사 의복 품목이나

색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뿐 아니라 교사의 의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단하여 학생과 교사와의 선

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에 대해 거리감을 두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교사

의 모습을 통해 외부의 영향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하고자 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교사가 개인을 중요시하

는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교사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

사 의복행동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사 의복행동은 교사 스스로가 원해

서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의복을 입기도 하지만, 외부의 영향으로 일정

한 경향성 있는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

히,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범주화한

결과 인간관계인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이 교사 의복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는 학생들이랑 매일매일 옷에 대해서 얘

기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 예쁘네요.”, “원피스가 어제보다 더 화사하

네요.”, 그렇게 했는데 3학년 아이들은 어려서 그런지 전혀 이야기는

안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치마를 자주 입는다, 이 정도? 그 정도까지

아이들이 의식하고 있고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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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편하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 가끔 애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면 이렇게 안 입을 것 같지만, 학교에 다니기 때문

에 편하게 입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

각이요. (이신실과의 면담)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이 옷을 입었을

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안 입는 편이에요. 실제로

내가 일명 ‘냉장고 바지’를 입은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한 적도 있어요. 편하게 입으려고 체육복 바

지 대신에 ‘냉장고 바지’를 입어 봤는데, 학생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더

라고요. (이행복과의 면담)

의복을 선택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좋게 보일 수 있는 옷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송열정의 자기보고서)

이신실과 이행복의 대화와 송열정의 자기보고서를 통해 교사들은 자

신이 입는 의복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의복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

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의복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교사

의 의복행동은 학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심층 면담이나 자기보고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고학년일수록, 여학생일

수록 교사 의복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학부모 연극 전날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

야 할지. 학부모님들은 표면적인 옷으로 저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신경이 쓰이지만, 아무

래도 학부모들이 계시는 곳이면 학생들보다 의복에 더 신경을 쓰게 되

는 것 같습니다. (송열정의 자기보고서)

1, 2학년 교사의 경우 선생님들이 끝나고 항상 하교지도를 하거든요.

교문 밖을 나가는데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날만큼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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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신대요. 이렇게

마크라도 그려져 있는 걸요. 그 선생님 말로는 3학년 할 때보다 1, 2학

년을 할 때가 옷을 진짜 많이 신경 쓰고 또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송열정과의 면담)

앞서 이신실과 이행복의 대화를 통해 교사 의복행동은 학생들의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송열정의 자기보고서와 이야기

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부모의 시선도 학생들 못지않게 신경 쓰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송열정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학부모 상

담, 공개수업 등 학부모와의 만남이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의복에 상당

히 신경 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제시된 송열정의 면담에서

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급스러운 옷이나 명품을 사는

소비 경향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학부

모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료 교사의

영향을 받아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한다는 김보람의 자기보고서와 면담을

살펴보았다.

어제와 오늘 모두 학교를 출근하는 길에 동료 선생님을 만났다. 동료

선생님이 제 옷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여쭤보셨다.

(김보람의 자기보고서)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6학년

을 맡을 때, 동 학년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9월 달에 이 학교 왔을 때 의복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녔었거

든요. 근데 그 분도 저에게 옷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저랑 비슷한

스타일로 입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교사들끼리 서로

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보람과의 면담)

김보람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의 의복행동은 동료교사에게도 영향을

받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동료 교사끼리 서로에 대한 의복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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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면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나 친밀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김보람의 동학년 선생님은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되

었다고 언급하였는데, 김보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교사

들 간의 관계에서 동학년 교사들에게 더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저희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크게 터치를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

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장식이 과하다거나 어린애처럼 입고 왔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너무 나이 안 맞는 거 입는 거 같다.’ 고 말한다

거나 ‘더 수수하게 입어야 되지 않나?’ 라고 말들을 하신다고.

(송열정과의 면담)

다른 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대놓고 ‘정장

스커트 같은 것 좀 사서 입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요.

(이행복과의 면담)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 회의 때, ‘체육 시간에 체육 강사랑 같이 수업

하는데 교사가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있으면 보기 그렇다.’ 이런 말씀

을 예전에 하셨거든요. 보기 그렇다는 게 ‘학부모님들이 그거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간섭하거나 지적하시지 않는 편이신데, 외부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

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송열정, 이행복, 김보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사들은 의복을 입는 것

에 있어 관리자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장선생님이 ‘수수하

게 입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거나 ‘정장 스커트를 사서 입으세

요.’라고 언급하는 것은 교사의 의복행동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장 선생님들 역시 외부 학부모의 시선을 신경 쓰

는 점을 통해 교장선생님 뿐 아니라 학부모의 영향이 교사 의복에 복합

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자(교장, 교감)들은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정숙하고 깔끔하며 단정한 것을 선호하는 것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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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리고 김보람의 언급을 통해 교사들에게 학급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의 양이나 강도도 의복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안에서는 내가 수업을 몇 교시를 할 것인지와 구체적으로는 수

업을 진행할 때 힘든 수업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아침에 신경이 쓰이면

서 편하게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보람과의 면담)

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수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학교 밖에서

는 개인적인 일정이나 약속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김보람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의 의복행동에는 교사의 환경 차원으로

분류했던 학급의 수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의 양

과 수업내용의 강도에 따라 교사들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고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긴 치마라고 해서 하늘거리는 치마를 학교에 입

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보시더니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추레하다

고. 이제 학교에서는 안 입고, 혼자 카페 갈 때 입고 나가거든요. 아니

면 꼭 입고 싶을 때가 있으면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고 난 이후

에 집에 가서 갈아입고 나가고 그래요. (김보람과의 면담)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품위나 단정의 이런 이미지나

스타일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특히 교사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

님의 말을 잘 듣고 속을 썩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서 교사들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 나와서도 어느 정

도의 품위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김보람과 이신실의 이야기 중에 먼저, 김보람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으

로 학교에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에 구분이 생겼

다고 했다. 평소에 선호했던 하늘거리는 치마를 이제는 개인적으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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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거나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만 입을 뿐, 학교에서는 입지 않는다

고 밝히고 있다. 이신실도 가정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데, 교

사라는 집단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로 자라왔기 때문

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반대하지 않고 교직에 나와서도 부모

님들이 이야기했던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의복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가정환경에서의 영향은 학교 밖 사람들

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교사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도 그 원

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이승호 외, 2016).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교사의

의복에는 품위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접해 온 김보람의 어

머니나 이신실의 부모님도 교사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았으

리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학

부모, 학생 가족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시

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기저에 깔리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나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도 의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느 날 학교에 캐주얼하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학부모가

오실 때는 저도 당황하거든요.

(이신실과의 면담)

이신실은 교사의 의복 뿐 아니라 앞서 제시했던 학생, 학부모, 동료교

사, 관리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사의 모습

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의복행동에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 사회 환경들이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교사의 인간관계 차원에서나 환경 차원에서 학교 구

성원들이나 사회에서 바라고 있는 의복 스타일에 맞춰 품목이나 색상을

선택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의복행동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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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의 의지나 생각인 표현욕구 충족보다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교사의 의복행동은 품위성

을 추구하는 품목이나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상적인 교사 의복행동에서 상의 색상의 경우 품

위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색상을 61.64%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따른 교사 의복행동을 보면 학부모 상담, 연수,

졸업사진 촬영의 행사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하는 의복 품목 또는 색

상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에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만, 실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품위성을 강조하

기 위해 의복의 품목과 색상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먼저 김보람과 유바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실습 가면 다들 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이렇게들 입잖아요.

이런 분위기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요. 내가 교사로서 자세가 되어 있

다는 걸 깔끔하고 단정하게 품위를 갖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랬던 것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교직에 입문하면서 셔츠나 재킷 같은 게 많아졌죠. 격식과 품위를 차

리기 위한 옷들이라고 할까요? 학교 생활할 때는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유바름과의 면담)

김보람은 교직에 입문하기 전 교육실습에서 예비교사들이 품위성을

갖춘 단정하고 깔끔한 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을 입었던 것을 기억

하고 있었다. 예비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이기도 하지

만 당시에 그런 분위기나 문화로 인해 품위있는 의복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유바름의 경우는 교직에 입문하면서 격식과 품위를 위한 셔

츠나 재킷의 종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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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문하기 전과 입문하면서부터 단정하고 깔끔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품위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사의 의복행동에서

품위성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유바름과 김보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굳이 단정하게 정장을 입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입고 오면 저

도 마음이 좀 더 단정해지고, 아이들 대할 때도 더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고, 행동도 더 품위가 있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필

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많이 입죠. (유바름과의 면담)

처음에는 제가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품위 있어 보이는 옷들, 그

런 걸로 입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보람과의 면담)

유바름은 의복에서 품위성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스스로

의 행동을 단정히 하고, 좋은 언행을 통해 스스로가 품격을 갖추기 위해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김보람은 품위있어 보이는 의복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신실과 이행복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는 스스로를 위해서만

의복을 통해 품위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단정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교사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그런 품격과 품위를 지

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이신실과의 면담)

우선 사회생활 할 때에 예를 들면 회사원들은 입을 수도 있는 찢어진

청바지를 교사들은 학교에서 잘 안 입잖아요. 교육적인 의미에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거죠. 교사는 학생의 가장

큰 교육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파인 옷이나 찢어진 옷이나 이

런 것은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사는 학교에서

입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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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채색 계열의 색상인 검정, 회색 이런 것을 입음으로써 아이들에게

교사의 위엄이나 품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행복과의 면담)

이신실의 경우 사회적으로 교사에게 요구하는 품격과 품위가 있기 때

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찢어진 청바지나 단정하지 않은 의복을 입

지 않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행복은 학생에게 교사의 위엄이나 품위를 어느

정도 구현화해주거나 시각화하기 위해 무채색의 색상을 착용해야함을 이

야기했다. 이신실과 이행복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는 자신을 위해서만 의

복을 통해 품위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학부모나

외부 환경에 의해 품위성을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학부모에게 교육자로서의 뭔가 조언 등의 말씀을 드릴 때 품위를 보

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저에게 격식을 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으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

를 만났는데 덜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교사의 권

위를 표현하는 것들 중에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신실과의 면담)

정장을 입으면 상담을 할 때 믿음이 가고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 있

으니까요. 아무래도 예의를 지키는 것 같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면 선생님같이 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래서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유바름과의 면담)

학교 밖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대의 흐름은 교사들이 의복을 통해서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교사로서 갖춰야 할 품위

가 있고, 그 품위가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교사의 의복에 대해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고 고정

관념도 있는 것 같고요. (이행복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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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실과 유바름, 이행복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는 학부모나 외부환경

에 의해 단정하고 깔끔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사의 품위

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행복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교사의 의복에 대해 품위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언

급하였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는 교직에 입문하기 전인

교육실습 기간부터 교사 스스로나 학생, 학부모,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품위 있게 보이기 위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즉, 학생이나 학부모, 사회나 시대까지도 교사에게 의복행동에 있

어서 품위 있게 보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의복행동에서 품위성이 주로 나타나는 이유를 학생, 학부모,

사회, 시대인 외부에서 품위성을 추구하는 의복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사

교사 스스로가 의복행동에서 품위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외부의 학생,

학부모, 사회도 교사 의복행동에 대해 단정하고 깔끔한 의복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 개인 또는 외부에서 교사 의복에 대해 품위성 있는

의복을 선호하고 있었고, 실제로 교사는 품위성 위주의 의복행동을 하고

있었다. 송열정은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교직에 들어오면 교직 사회나 학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고 순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옆에

보면서 ‘아, 이런 의복을 사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러한 의복들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에 제가 순응하고 수용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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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송열정과의 면담)

송열정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의복을 비슷하게 착용

하는 이유에 대해 교직에 들어오면서부터 느끼는 주변 분위기 때문이라

고 밝히고 있다. 주변에서 품위성 위주의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분

위기였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순응하고 수용함으

로써 교사들은 비슷한 종류나 색상의 의복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신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튀는 색상인 분홍색 코트를 입으면, 입고 간 날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얘기해요. ‘예쁘다, 이런 코트도 있냐.’ 이런 식으로요. 기

분이 나쁘진 않지만 조금 피곤하고 신경이 쓰여서 남의 눈에 많이 튀

는 걸 지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게 검정, 회색 이런 색상

만을 입고 다니는데 나만 혼자 분홍색 입고 다니면 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교사 사회이기 때문이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사회에 소

속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지내

려고 하다보니까 비슷한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이신실은 튀는 색상인 분홍색 코트를 입으면 다른 교사들로부터 관심

을 받거나 튀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다르지 않게 보이고

싶어 무채색의 검정, 회색인 색상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굳이

혼자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튀게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선호하는 경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신실의 모습을 통해 굳이 외부 영향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려는 교사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신실은 순

응하고 수용하려는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아무래도 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나 통념, 체

계,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순응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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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교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뭐라고 해도 토

를 달지 말자. 윗사람한테든 아랫사람한테든, 어떤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이러지 말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

대하거나 튀지 않으니까,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그러는 거죠. 이런 모

습이 교사들의 보수주의인거죠. (이신실과의 면담)

이신실은 교사들이 비슷한 품목이나 색상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 교

사 집단, 사회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보수주의라고

직접 언급하였다. 또한, 이신실은 교사들 대부분 질서, 통념, 체계, 체제

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의 경우 남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복에서부터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밝

히고 있다. 즉, 교사들이 집단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여 현상을 유지하

려는 모습을 의복행동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렇게 집단의 분위기에 순응

하고 수용함으로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에 대해 유바름은 이렇게 이

야기하고 있다.

옷이라는 것이 개성을 살려서 입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

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생각했을 때 자신과 비슷한 걸 안정적이라

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니까 다들 따라하는 것 같고요. 그래

서 모험을 시도하기 보다는 스스로 안정적으로나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굳이 나만 개성을 추구해서 튄 옷을 입는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요. (유바름과의 면담)

유바름 역시 주변의 교사들과 크게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에

비슷한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굳이 개성을 살리는 옷을 입

음으로써 모험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자신만 이렇게

입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교사 의복행동에서 현상에 대해 무조건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

사의 모습은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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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의지나 생각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교

사 개인이 무조건적인 외부의 기대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은 남에게 보

이는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실 교사에게 품위에 맞는 의복만 입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순

응하는 것은 교사의 내면적인 본질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

에게는 교육이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중하는 거잖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예전에 학교에 계시던 부장님이 자주 등산복만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부장 옆에 선생님이 ‘승진을 생각하시면 정장을 입고 다니시

는 게 어떠냐.’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부장님은 의도적으

로 옷을 정장으로 바꿔 입으셨고, 결국 승진도 하셨다고 하더라고. 둘

간의 관련이 무조건 있다는 건 확대해석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이야

기를 듣거나 보면 과도하게 겉으로 보이는 면을 중요시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행복과의 면담)

이신실은 외부의 품위성만을 강조하는 교사의 의복 스타일에 대해 교

사들이 순응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본질을 해치고 과도하게 형식을 강조

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행복은 자신의 주변에서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소 편한 등산복만 입고 다니는 부장교사가

승진을 위해 정장으로 바꿔 입고 원하는 승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제시했

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강조하는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

해 설명할 뿐 아니라 교사의 능력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같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까지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통해 외부에서 요구하거나 선호하

는 현상에 대해 교사 개인이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일방

적으로 순응하고 수용하려는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단

순히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여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신경을 쓰고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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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성,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

의복행동에 나타난 교사의 특성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

의 교사의 모습과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복행동에 나타난 2가지 모습을 통해 교사는 외부에 영향

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2가지 모습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

다. 먼저, 이행복은 ‘교사답다’, ‘교사다운 옷’ 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자

신은 교사의 의복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들에게 ‘너 굉장히 교사답게 옷을 입었구나.’ 이러면 선생님들 중

에 기분 좋아할 교사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교사다운 옷차림. 교사다운 행동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그것도 교

실상황에서 괜찮은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 교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

지지 않거든요.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교사다운 옷을 입고 교사답게

행동하는 것은 악순환 같아요. (이행복과의 면담)

이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서 교사의 의복에 대해 깔끔하고 단정

함을 요구하는 것이 교사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딱딱하다고 인

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오히

려 교사들이 의복을 통해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복은 의복에 있어서 ‘교사답다’나 ‘교사다운 의복’

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이행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제와는 그래도 다른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행복의 자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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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왠지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어보고 싶었다.

(이행복의 자기보고서)

요즘은 교사에 대해 개인으로서의 표현을 존중을 해 주는 편이에요.

물론 엄청 자유분방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의복에

대해서도 유행에 맞추거나 화려한 색상으로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개

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주시고, 개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획일화되고 조직 우선주의 시각에

서 자율성 있는 개인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신실과의 면담)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문이 좀 열려있다고 해야 할까요. 듣기

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하면 그 때 당시에 선생

님들은 정말 비슷했거든요. 셔츠에 재킷만 입으시고. 다 비슷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자유로워진 것 같고 관

리자 분들도 개성을 존중해주셔서 어느 정도 선만 넘지 않으면 허용해

주시는 것 같고. (유바름과의 면담)

이행복의 자기보고서를 보면 어제와는 다른 의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신실도 예전의 집단이나 사회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자

율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유행을 따라가거나 화려한 색상의 옷

을 입는 등 교사들은 의복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유

바름의 이야기에서도 스스로 학생일 때의 경험에 비추어 예전에 비해 문

이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전의 교사들은 비슷한 색상,

비슷한 품목만을 입고 있었다면, 현재의 교사들은 개성에 의해 자유롭고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 스스로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심어주려면 제 자신부터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요구되는 품위나 품격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창의적인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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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위해 제 자신이 변해야 되

니까요. 그래서 ‘의복도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입어볼

까?’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송열정과의 면담)

사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복장의 자유를 중요시 하고 있잖아

요. ‘복장 자유의 날’ 이러면서요. 이게 사실 의복의 자유를 넘어서 문

화의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성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

기 때문에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 같고요. 너무 방

종이 되지 않는다면 자유를 주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

히 접하는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창의적으로 입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나 발산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디자인 회사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의복의 자유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신실과의 면담)

송열정과 이신실과의 이야기를 보면, 교사 의복에 대한 자유와 다양성

을 존중해주는 것은 단순히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창의적인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

육,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앞

서 이야기한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의복만을 입을 것이 아니

라, 개성 있고 화려하고 다양한 의복을 입어야 함을 언급했다. 즉, 교사

의 의복행동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품위성만을 추구하거나 그

러한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순응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사의 자

율성과 다양성도 강조하고 실제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는 교사의 특징은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의 예

술가적 기질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데, 의복을 통해 패션선구

자가 되고 싶은 연구 참여자의 인식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학기말에는 예쁘고. 활발하고 발랄해 보이게 입으려고 해요.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

거든요. 그때쯤 되면 애들을 위해서 예쁘게 입어야지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예쁜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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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좋아해요. (김보람과의 면담)

김보람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은 학기말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기 위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교사의 모습

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사의 모습으로 남고 싶어

다른 교사와는 다르게 의복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의복의 심미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SNS를 통해 교사들을 보면 교실에 전자식 피아노를 갖다 놓고 수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수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연극으로 국어를 일 년 동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옷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

면, 화가들이 많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멜빵바지처럼 된 거요. 다른

교사들이 안 입는 소위 창의적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색상도 화려하고요.

음. 뭐랄까. 예술가의 이미지를 풍기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하시는

활동도 음악, 미술, 연극처럼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이 위주이고 옷

자체도 예술가들이 많이 입는 옷을 주로 입으니까요.

(송열정과의 면담)

송열정의 경우 교사 중에 예술가적 이미지를 풍기는 교사들의 이야기

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 의복에 대해 화가들이 입는 옷이나 창의적인 사

람들이 입는 옷. 화려한 색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열정이 언급하고

있는 교사들은 의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와는 다르게 전자식 피아노

를 수업에서 활용하거나, 그림을 통해 수업을 하거나, 학급에서 수업을

연극으로 진행하는 모습 등 창의적이고 기발한 모습을 통하여 예술가적

인 기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율성과 다양성은 교사의 의복

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도 볼 수 있다.

자율성과 다양성 이외의 다른 특성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보여주고



- 92 -

있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 품목

에서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52.32%의 품목들을 선택하여 착용하

고 있었다. 단순히 보이는 이미지로만 해석하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의

복 품목 선택에서 신체가 편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기준

으로 삼고 있었다.

아무래도 요즘 학교에서는 활동성을 강조하는 의복을 선생님들이 많

이 입고 다니죠.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안 좋은 일 겪고 나서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제가 좋아하는 화려하고

예쁜 옷은 부차적인 게 되어버리고 무조건 편하고 활동성 있게 하는

옷들을 입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서 화려한 색상이나 원피스처럼 단아한 옷은 정말 생각도 못해요.

(김보람과의 면담)

활동성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옷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움직임이 많다보니까 활동에 편리한 옷을 찾고 또 입는 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교사들도 그러시고요. (유바름과의 면담)

평소에 셔츠에 슬랙스만 입고 다녔지만, 오늘은 청바지에 라운드티를

입고 학교에 출근하여 생활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자연스러워지고 아이

들도 편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열정의 자기보고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집으로 갈 때까지 안 다치고 돌봐주는 게 그게

제일이에요. 제가 무거운 것도 애들 대신해서 날라야 되고, 애들 대신

치워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는 거

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뒤에서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

도 안 다치고 귀가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의 옷은 정말 말 그대로 ‘작

업복’ 이 되는 거죠. (김보람과의 면담)

김보람과 유보람의 이야기와 송열정의 자기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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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급에서 신체가 움직이기 편하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편한 옷을 선호하고 있었다. ‘안전’ 이라는 학교의 가치 때문에 아

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교사가 대신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교사의 의복은 화려한 색상이나

단정한 원피스보다 ‘작업복’이 되어가고 있다고 김보람은 이야기한다. 유

바름이나 송열정의 경우도 아이들과의 활동을 위해서 편한 옷을 착용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열정은 자기보고서에서 다음

과 같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학급과 학교란 곳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교사들은 아무래도 보다 편한 옷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려

하고 예쁜 옷은 더럽혀지는 거에 신경이 쓰여서 행동도 소극적이 되지

만 편한 옷을 입게 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송열정의 자기보고서)

송열정의 자기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과 활동적으로 학교에

서 생활하기 위해서 활동성을 강조한 의복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즉흥성이 만연한 학급과 학교 상황에서 교사

가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활동성이 강조되는 옷을 착용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활동성을 강조하는 의복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체 범주 때문만은 아니라고 이행복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저는 제 몸이 편해야 해요. 제 몸이 옷으로 인해서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면 아이들한테 넓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복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불편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

대한 불편하지 않게 활동성이 있는 의복을 입어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행복과의 면담)

이처럼 이행복은 교사 개인의 정서적 범주를 통해 아이들에게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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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하기 위해서 활동성이 있는 의복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교사들은 학급이나 학교에서 활동성이 있는 의복이 중요

하며, 자주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외부의 영향을 순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교

사 개인의 자율성이나 다양성, 활동성을 의복행동에서 추구하고 있었고

실제 의복행동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교사 집단, 사회의 영향

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교사의 모습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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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석 및 논의

1. 의복행동을 통해 살펴 본 교직문화 연구

본 연구는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복을 중심으로 교사라는 직

업을 가진 집단,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 가치, 신념, 규범, 태도 및

행동 방식 등을 탐색하였다.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급, 지역, 학사일정, 학년별, 공

간, 시간적 변화 등의 관점을 참여관찰, 면담, 설문지, 해석학적 접근 등

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직문화를 정의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

는 관점과 방법은 교사의 사회적 조직을 통해 교사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체계를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를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의 3가지 범주

모두를 포함해야 하지만(White, 1975), 교직문화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적 조직과 가치 신념체계만을 범주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관

찰을 통해 교사의 외면만을 중시하거나 면담, 설문지, 해석학적 접근 등

을 통해 교사의 내면만을 위주로 하여 교사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물질문화인 동시에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

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김경학, 1999; 김현식, 2000), 교사의 외면과 내

면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교사 의복행동을 통해 교직문화에 대해 심

도 있게 연구하였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에 대해서는 유행성, 품위성, 활동성 이미지로

유형화된 품목과 색상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에

대해서는 질적 내용분석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 의복

행동의 실제와 인식을 토대로 교사의 행동 방식과 생각을 종합한 결과 4

가지 특성이 도출되었다.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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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교사,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

는 교사,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 모습으로

도출된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교사 의복행동을 통해 도출된 교

사의 4가지 특성은 교직문화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징과 무관

하지 않다.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사의 모습은 기존 선행연구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주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모

습은 개인을 중요시하여 다른 사람의 영향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소극적 태도나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직문화의 개인주의 특징으로 이해

할 수 있다(박소영, 2011). 교사는 학급이라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

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촉진되기보다는 상호분리가 심화되고,

모든 일에 있어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타인과 같이 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주의의 환경적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본 단위가 학급이고 중

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학급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교사는 본인의 문제라

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교사와의 협력보다는 교사 스스

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생각과 강박관념이 교사 의복행동을 통

해 개인주의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이정선, 2002).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교사의 모습에서 외부 영향에 취

약한 교직문화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김병찬(2003)은 교사는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급기관이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학부모에 대해 순종

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교사의 의

복행동에서 품위성 위주의 스타일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품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교장, 교감)인 인간관계 차원과 학급, 학교, 외부의 환

경적 차원이 교사 의복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사가 외부 영

향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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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사의 모습을 통해 현상에

대해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와 겉으로 보이는 면만 신경 쓰는 형식주

의를 찾을 수 있다. 교사는 의복행동에 있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

리자 등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대체로 순

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소영, 2011; 정바울, 2011; Lortie,

1975). 이는 학교 내·외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단정하고 깔

끔함, 정숙함, 품위성에 대해 교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

는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변화되기를 거

부하고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본질보다는 겉

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치중하는 양상까지 살펴 볼 수 있다. 단순히 외부

의 요구나 기대를 순응하고 수용하고 이로 인해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비슷하거나 튀지 않는 의복을 입는 교사의 모습에서 기존 교직문

화의 보수주의와 형식주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의복행동에서 나타난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

을 강조하는 교사의 모습은 기존 교직문화의 특징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의복에 대해 자율성을 발휘하거나 다른 교사들과 다

르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앞서 제시한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발전

방향과 변화 전략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 초등학교 교직문화가 변화하

고 발전하기 위해 교사의 자율성, 개별성, 융통성, 다양성, 창의성이 제안

되었는데(박영숙 외, 2003, 2005; 이정선, 2002; 정바울, 2011), 교사 의복

행동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변화를 위해 제안되

고 있는 가치들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된 초등학교 교직

문화 특유의 동학년 중심 문화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학년 중심

문화에서 나타난 협력과 자율성도 교사의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교사 의

복행동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 의복행동에서 나타난 다양성을

원하는 모습은 교사 집단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차이를 이

해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박영숙 외, 2012)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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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교사의 의복행동에서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품목을

많이 입거나 다양한 이유로 활동성 위주의 의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초등학교는 중, 고등학교와 다르게 추상화나

일반화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교육적 소재로 삼

으며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류방란 등, 2002).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는 활동적이어야 하

며, 이는 교사 의복행동에서 활동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발전 방향이나 변

화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 방식이나 가치들은 자율성과 다양성

을 원하고 활동성 위주의 교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면, 교사의 의복행동은 여전히 기존의 교직문

화를 반영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

사의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 의복행동은 교직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교직문화가 변하고 있음과 변화가

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교직문화 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와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사 의복행동은 개인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까지 교직 생활 전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

었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교사 의복행동은 기존 교직문화의 특징

과도 관련이 있어 교직문화의 구체적 상징이면서 교직문화를 강화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특성, 교육 환경과 여건, 교육적 요구, 사회까지 급격하게 변화하

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

야기한다(김동일, 최선주, 김우리, 백선희, 김명찬, 2014). 이러한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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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직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결국 변화의 과정에서 교직문화의 변화 필요성도 역설된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통적인 교직문화의 특징을 부정

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김민조 외, 2015), 학생, 교육 환경,

여건, 요구,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기존 교직문화의 부정적인 특징을 변

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동원되어야함을 내포하고 있다. 교

직문화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사

의복행동도 하나가 될 수 있다.

한편,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문화를 개선하기 위

한 방법으로 ‘복장 자율화’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교사 의복행동을 통

해 탐색한 교직문화의 변화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 민간 기

업에서 주로 나왔던 ‘복장 자율화’ 정책은 현재 주요 정부나 관공서까지

효율성 향상과 의사소통 증진 등의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구체화되고

실행되고 있다(경향신문, 2016.4.29.; 내일신문, 2016.8.24.). 이처럼 조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의복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의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개인의 신념, 생각, 가치관,

사회와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의복은 단순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도구적 역할이 아닌 개인

과 사회의 생각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 표현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기업이나 정부, 관공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장 자율화’

는 기존의 경직되고, 보수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교직

사회에서도 교사의 의복행동을 통해 개인주의, 외부 영향에 취약함, 보수

주의, 형식주의의 특징들을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평소의 단정하고 깔끔하며 품위성 있는 의복 스타일을 탈피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나 또는 교사의 교육목표나 방향에 따라 학

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의복 스타일을 계획하는 모습은 의복행동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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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는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의복행동을 디자인함으로써 그 질을 높이고 교직문화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품

위성을 강조한 의복이나 기타 여벌의 의복을 챙겨놓는 교사의 모습과 학

생의 창의성과 발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의복행동에서 예술가적 면

모를 드러내는 모습은 학교경영에서 예술성을 이야기한 최현진(2014)의

연구와 연관지어볼 수 있다. 최현진(2014)은 학교경영에서 예술성에 대

해 감정의 표현, 창조적 발상, 형식의 창조, 매체의 사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사의 의복행동에서 의복이라는 매체가 중심이 되고 즉흥성에 대

비하며 예술가적 기질을 드러내는 모습은 학교경영에서의 예술성 속성이

교사 의복행동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 특성에서 기존

교직문화의 특징과는 다른 교사의 역동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역

동성은 교사 의복행동 디자인을 통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었다. 교직문

화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교사 의복행동 디자인은 교육의 예술성이라는

접근과도 연관 지을 수 있으며(진동섭 외, 2014; 최현진, 2014), 학급 공

간이나 학교 공간 디자인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이기쁨, 2015). 더 나아

가 교사 의복행동 디자인은 교육디자인의 한 영역으로서 수업 학습 교수

-학습 디자인, 학급경영 디자인, 학교경영 디자인, 교육체계 디자인까지

제언할 수 있다(진동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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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기존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관점과 방법은 문화를 정

의하기 위한 기술이나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의 3가지 범

주를 모두 다루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외면과 내면 한쪽에 치중하

여 교직문화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물질문화, 사회적 조직, 가치 신념체계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는 유행성, 품위성, 활동성 이미지로 분류한 분

석틀을 활용하여 평상시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교사 의복의 품목과

색상을 분석하였다.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에 대해서는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71개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였고, 이를 같은 내용끼리 범주화하

여 상위 개념으로 차원을 나누었다.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실제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교사의 의복행동

에서는 품목에 있어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품목 착용빈도가 제일

많았고, 색상에 있어서 상의의 경우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색상

착용빈도가 제일 많았다.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의 의복행동은

학부모 상담, 연수, 졸업사진 촬영에서 ‘품위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품

목 또는 색상의 빈도가 제일 많았으며, 운동회, 현장체험학습의 외부활동

에서는 ‘활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품목 또는 색상의 빈도가 제일 많

았다. 즉, 교사의 의복행동은 평상시는 ‘활동성 이미지’와 ‘품위성 이미지’

가 특정 상황일 때는 학교 내에서는 ‘품위성 이미지’, 학교 외에서는 ‘활

동성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품목 또는 색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

니라 교사 의복행동은 교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학급 행사나 학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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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된 학교 행사에서만 이미지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교사는 의복행동은 71개

의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71개의 핵심내용은 신체적, 인지적, 정

서적,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교장, 교감), 학급, 학교, 외부의 10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었고, 이는 교사 개인, 인간관계, 환경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10가지 범주와 3가지 차원 모두 서로 간

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실제와 인식을 통해 교사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사’,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

성 위주의 교사’, ‘현상에 대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사’, ‘자율성, 다양성

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로 정리할 수 있다. 도출된 4가지 특

성들은 기존의 교직문화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으며, ‘개인주의’, ‘외부 영

향에 취약’,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교직문화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과 변화 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사 의복행동은 교직문화의 구체적인 상징이자

교직문화를 강화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

영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의복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은 교사 의

복행동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 의복행동은 교육의

예술적 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이 교사 의복행동은 단순

한 물리적, 도구적 기능이 아니라 수업 디자인, 학급경영 디자인, 학교경

영 디자인 등의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교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매체이자 관점,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2. 결론 및 제언

교사 의복행동을 통해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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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 문제에 대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의복행동의 실제에서 평상시 교사들은 활동성 위주의 품목

과 품위성 위주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학급

행사나 학급행사와 연관되어 있는 학교행사에서 의복 스타일이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교사 의복행동의 인식에서 교사들은 교사 의복행동

을 교직 생활 전반인 교사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인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합된 71개의 핵심내용과 10가지 범주, 3

가지 차원 간에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셋째, 교사 의복행동에 나

타난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은 4가지로 ‘개인을 중요시하여 외부와

거리를 두는 교사’,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교사’, ‘현상에 대

해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사’,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

하는 교사’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 교직문화의 ‘개인주

의’, ‘외부 영향에 취약’, ‘보수주의’, ‘형식주의’ 와 연관 지어 볼 수도 있

지만, 새로이 변화하는 교직문화의 모습과 변화 가능한 교직문화의 모습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사 의복행동을 통한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탐색 연

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교사의 의복행동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교직문화를

연구했다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이다. 이는 교직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학

교 급, 지역, 학사일정, 학년별, 공간, 시간적 변화 등의 특정 관점과 참

여관찰, 면담, 설문지, 해석학적 접근 등의 특정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3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비언어적 표현수단으

로서의 의복행동을 통해 교직문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더 나아가 교직문화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 교사의 의복행동 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식생활, 주거생활 등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교직문화를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국내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직문화의 특징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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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부정적으로 설명하거나(김민조 외, 2015), 어쩔 수 없는 교사의 특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직문화의 특징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실 상황과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인 요구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변화하는 교직문화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

최근 교육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교육, 경영, 행정에 예술적 요소를 도

입 활용하고 예술적 기법 방법 접근법을 적용하는 교육디자인에서(진동

섭, 2012), 교사 의복행동 디자인은 학교경영의 예술적 속성과 새로운 교

직문화의 형성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주고 있다. 이는 교

육의 예술성과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육디자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다(진동섭, 한은정, 이지혜, 이영신, 이승호, 2015; Eisner, 197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후속 연구를 제언해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초임교사에 한정하여 교직문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을 한계

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연구 방법에 있어 SNS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초임교사들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초임교사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직문화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고형일 외, 1995), 다양한 경력과 지역

별 교사로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제언할 수 있다.

교사 의복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위주로 분석하였기에, 주변의 동

료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교장, 교감)에 대한 인식까지는 살펴

보지 못했다. 주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까지 인식을 확대하여

교직문화에 대해 폭넓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기간이 2016년 9월 19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10주간 진행

되었기 때문에 계절 상 가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 기간으로 인

하여 의복의 품목이나 색상이 전체 계절을 설명하기에 한계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기간을 확대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의복 스타

일까지 폭넓은 교사 의복행동의 특성을 통해 교직문화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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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질문지

기존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수합된 상태에서 진행

(교직경력, 담당 학년과 학급, 담당 업무 등)

Part 1 : 실제

교사 의복의 실제(자기보고서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

1. 자기보고서의 의복을 입는 이유를 학교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자기보고서의 의복을 입는 이유를 학급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자기보고서의 의복을 입는 이유를 선생님께서 맡고 계시는

업무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자기보고서의 의복을 입는 이유를 선생님 학급의 시간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자기보고서의 적어 주신 의복과 관련되었던 일화(Episode)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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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 인식

교사 의복에 대한 인식

의복을 이미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면

품위성 이미지, 유행성 이미지, 활동성 이미지로 나뉘게 됩니다.

의복 이미지에 맞는 12개의 형용사 쌍
유형화된

의복 이미지

현대적인 - 고전적인

유행성 이미지

개성적인 - 평범한

유행하는 - 유행하지 않는

눈에 띄는 - 눈에 안 띄는

화려한 - 수수한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못한

품위성 이미지품위 있는 - 품위 없는

지적인 - 우둔한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활동성 이미지실용적인 - 비실용적인

편안한 -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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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생님께서는 학교 안에서 생활(활동)을 하실 때에는

주로 어떤 품목, 색상의 옷을 입으십니까?

6-1) 그러한 품목, 색상의 옷을 입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2) 학교 안에서 일상생활(활동)하실 때 입으시는 의복은

3가지 이미지 중 어떤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7. 선생님께서는 학교 밖의 일상생활(활동)을 하실 때에는

주로 어떤 품목, 색상의 옷을 입으십니까?

7-1) 그러한 품목, 색상의 옷을 입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2) 학교 밖의 일상생활(활동)하실 때 입으시는 의복은

3가지 이미지 중 어떤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8. 선생님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하실 때 품목, 색상의 차이를

두고 옷을 입으십니까?

8-1) 차이를 두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복의 기능은 표현 욕구 충족(개인적 의미)과

상징적 전달(사회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9. 선생님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9-1) 말씀하신 기능에 초점을 두시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선생님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10-1) 말씀하신 기능에 초점을 두시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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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안, 학교 밖, 직무[수업, 수업 외] 등)

11-1) 그 요인이 교사 의복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2. 교사 의복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안, 학교 밖, 직무[수업, 수업 외] 등)

12-1) 그 요소에게 교사 의복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3. 선생님(연구 참여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교사에게 의복은

무엇입니까?

13-1)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3-2)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사 의복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동교교사들은 교사 의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4-1) 동료교사에게 있어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4-2) 동료교사에게 있어 교사 의복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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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리자(교장, 교감)는 교사 의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5-1) 관리자에게 있어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5-2) 관리자에게 있어 교사 의복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부모는 교사 의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6-1) 학부모에게 있어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6-2) 학부모에게 있어 교사 의복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생은 교사 의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7-1) 학생에게 있어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7-2) 학생에게 있어 교사 의복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8.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밖 사회(기타)에서 교사 의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8-1) 학교 밖 사회(기타)에게 있어 교사 의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8-2) 학교 밖 사회(기타)에게 있어 교사 의복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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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교사 의복행동 & 교직문화

19. 교사들의 특성으로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1)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19-2) ‘개인주의’ 특성이 교사 의복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0. 교사들의 특성으로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0-2) ‘보수주의’ 특성이 교사 의복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1. 교사들의 특성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1)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1-2)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교사 의복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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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22. 어떤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활동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2-1)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2-2) ‘활동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사 의복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3. 어떤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3-1)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3-2)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사 의복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4. 어떤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4-1)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24-2)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사 의복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사례)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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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자 김보람의 자기 보고서 예시(10월 22일자)

연구 참여자 자기 보고서

학교 주요행사 -
학급 주요행사 -

업무관련 주요행사 -
학급 시간표 국어-수학-과학-사회-창체

금일 입은 의복

(품목, 색상 세부 설명)

베이지색(갈색) 라운드티

회색 재킷, 검정 스트레이트팬츠

금일 입은 의복 사진

이러한 의복은 입은 이유

퇴근 이후에 개인 약속이 있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서 아침부터 옷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 약속에서 깔끔하

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재킷을

걸쳤고, 색상도 무채색계열로 골

랐습니다.

금일 입은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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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 참여자 송열정의 자기 보고서 예시(10월 13일자)

연구 참여자 자기 보고서

학교 주요행사 학예회 사전 준비
학급 주요행사 자리 바꾸기
업무관련 주요행사 -
학급 시간표 과학-미술-미술-창체-미술-체육

금일 입은 의복 설명

(품목, 색상, 무늬를 중심으로)

하양 라운드티, 초록 점퍼(블루종)

검정 스트레이트팬츠

금일 입은 의복 사진

이러한 의복은 입은 이유

날씨가 풀려서 하양 라운드티에 초록

점퍼를 걸쳤습니다. 낮 기온에도 적당

하고 덥게 느껴질 경우 점퍼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입은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편한 옷을 입으면 아이들이 옷을 당

기거나 해도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옷에 대해 격식과 편함의 중도 지

킬 수 있는 옷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

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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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연구 참여자 유바름의 자기 보고서 예시(10월 17일자)

연구 참여자 자기 보고서

학교 주요행사
타 학년 수련활동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학급 주요행사 -

업무관련 주요행사 아침방송 준비
학급 시간표 창체-국어-사회-도덕-실과-실과

금일 입은 의복

(품목, 색상 세부 설명)

회색 줄무늬 셔츠, 검정 재킷,

베이지색(갈색) 면바지

금일 입은 의복 사진

이러한 의복은 입은 이유

월요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주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금일 입은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동 학년 선생님들께서 오늘 중요

한 약속이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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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연구 참여자 이신실의 자기 보고서 예시(10월 21일자)

연구 참여자 자기 보고서

학교 주요행사 가을놀이 한마당
학급 주요행사 -

업무관련 주요행사 -

학급 시간표 사회-영어-사회-사회-국어-창체

금일 입은 의복 설명

(품목, 색상, 무늬를 중심으로)

회색 원피스

베이지색(갈색) 트렌치코트

금일 입은 의복 사진

이러한 의복은 입은 이유

수업 후 행복교육박람회에 참석

해야 해서 옷을 단정하고 정갈하

게 입었다.

금일 입은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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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연구 참여자 이행복의 자기 보고서 예시(11월 4일자)

연구 참여자 자기 보고서

학교 주요행사 -

학급 주요행사 -

업무관련 주요행사 졸업사진촬영

학급 시간표 국어-수학-음악-음악-동아리활동

금일 입은 의복

(품목, 색상 세부 설명)
하얀색 니트, 분홍색(빨강) 치마

금일 입은 의복 사진

이러한 의복은 입은 이유

오늘은 졸업사진 촬영이 있어서

비교적 단정하고 화사한 옷을 입

기 위해 이러한 의복을 입었습니

다.

금일 입은 의복과 관련된

일화(Episode)

평소 편한 옷과는 다르게 입자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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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연구 참여자 김보람의 실제 의복행동 빈도분석결과(품목, 색상)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아이템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점퍼 20 15.38
하프코트 0 0.00
턱스커트 0 0.00
큐롯스커트 0 0.00
판탈롱팬츠 0 0.00
슬림팬츠 1 0.77
원피스 0 0.00

합계 21 16.15

품위성

이미지

셔츠 6 4.62
블라우스 0 0.00
재킷 1 0.77
롱코트 0 0.00
타이트스커트 0 0.00
플레어스커트 0 0.00
스트레이트팬츠 10 7.69
투피스 0 0.00

합계 17 13.08

활동성

이미지

라운드티
라운드티 18 13.85
카라티 0 0.00
후드티 2 1.54

스웨터
스웨터 0 0.00
니트 21 16.15

캐디건 캐디건 14 10.77
개더스커트 0 0.00
플리츠스커트 0 0.00

노멀팬츠
면바지 0 0.00
청바지 30 23.08
래깅스 7 5.38

합계 92 70.77
총계 1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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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회색 9 10.98

합계 9 10.98

품위성

이미지

빨강 19 23.17

주황 0 0.00

노랑 3 3.66

초록 4 4.88

파랑 8 9.76

보라 0 0.00

하양 13 15.85

합계 47 57.32

활동성

이미지

갈색 1 1.22

검정 25 30.49

합계 26 31.71

총계 82 100.00

하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빨강 0 0.00

주황 0 0.00

하양 0 0.00

검정 25 52.08

합계 25 52.08

품위성

이미지

갈색 0 0.00

초록 0 0.00

보라 0 0.00

회색 11 22.92

합계 11 22.92

활동성

이미지

노랑 0 0.00

파랑 12 25.00

합계 12 25.00

총계 4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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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연구 참여자 송열정의 실제 의복행동 빈도분석결과(품목, 색상)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아이템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점퍼 16 12.31
하프코트 7 5.38
턱스커트 0 0.00
큐롯스커트 0 0.00
판탈롱팬츠 0 0.00
슬림팬츠 0 0.00
원피스 0 0.00

합계 23 17.69

품위성

이미지

셔츠 25 19.23
블라우스 0 0.00
재킷 2 1.54
롱코트 13 10.00
타이트스커트 0 0.00
플레어스커트 0 0.00
스트레이트팬츠 39 30.00
투피스 0 0.00

합계 79 60.77

활동성

이미지

라운드티
라운드티 18 13.85
카라티 0 0.00
후드티 5 3.85

스웨터
스웨터 1 0.77
니트 17 13.08

캐디건 캐디건 12 9.23
개더스커트 0 0.00
플리츠스커트 0 0.00

노멀팬츠
면바지 0 0.00
청바지 7 5.38
래깅스 0 0.00

합계 60 46.15
총계 1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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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회색 21 18.26

합계 21 18.26

품위성

이미지

빨강 5 4.35

주황 0 0.00

노랑 0 0.00

초록 7 6.09

파랑 25 21.74

보라 0 0.00

하양 30 26.09

합계 67 58.26

활동성

이미지

갈색 12 10.43

검정 15 13.04

합계 27 23.48

총계 115 100.00

하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빨강 0 0.00

주황 0 0.00

하양 0 0.00

검정 38 79.17

합계 38 79.17

품위성

이미지

갈색 0 0.00

초록 0 0.00

보라 0 0.00

회색 5 10.42

합계 5 10.42

활동성

이미지

노랑 0 0.00

파랑 4 8.33

합계 4 8.33

총계 47 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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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연구 참여자 유바름의 실제 의복행동 빈도분석결과(품목, 색상)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아이템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점퍼 13 10.00
하프코트 0 0.00
턱스커트 0 0.00
큐롯스커트 0 0.00
판탈롱팬츠 0 0.00
슬림팬츠 0 0.00
원피스 0 0.00

합계 13 10.00

품위성

이미지

셔츠 28 21.54
블라우스 0 0.00
재킷 9 6.92
롱코트 1 0.77
타이트스커트 0 0.00
플레어스커트 0 0.00
스트레이트팬츠 14 10.77
투피스 0 0.00

합계 52 40.00

활동성

이미지

라운드티
라운드티 10 7.69
카라티 3 2.31
후드티 0 0.00

스웨터
스웨터 0 0.00
니트 12 9.23

캐디건 캐디건 5 3.85
개더스커트 0 0.00
플리츠스커트 0 0.00

노멀팬츠
면바지 34 26.15
청바지 0 0.00
래깅스 0 0.00

합계 64 49.23
총계 1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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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회색 16 19.75

합계 16 19.75

품위성

이미지

빨강 10 12.35

주황 0 0.00

노랑 0 0.00

초록 7 8.64

파랑 30 37.04

보라 0 0.00

하양 7 8.64

합계 54 66.67

활동성

이미지

갈색 7 8.64

검정 4 4.94

합계 11 13.58

총계 81 100.00

하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빨강 0 0.00

주황 0 0.00

하양 0 0.00

검정 17 35.42

합계 17 35.42

품위성

이미지

갈색 18 37.50

초록 3 6.25

보라 0 0.00

회색 1 2.08

합계 22 45.83

활동성

이미지

노랑 0 0.00

파랑 9 18.75

합계 9 18.75

총계 4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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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연구 참여자 이신실의 실제 의복행동 빈도분석결과(품목, 색상)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아이템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점퍼 22 16.92
하프코트 3 2.31
턱스커트 0 0.00
큐롯스커트 0 0.00
판탈롱팬츠 0 0.00
슬림팬츠 0 0.00
원피스 29 22.31

합계 54 41.54

품위성

이미지

셔츠 0 0.00
블라우스 0 0.00
재킷 0 0.00
롱코트 6 4.62
타이트스커트 0 0.00
플레어스커트 0 0.00
스트레이트팬츠 0 0.00
투피스 0 0.00

합계 6 4.62

활동성

이미지

라운드티
라운드티 10 7.69
카라티 0 0.00
후드티 0 0.00

스웨터
스웨터 0 0.00
니트 7 5.38

캐디건 캐디건 10 7.69
개더스커트 0 0.00
플리츠스커트 0 0.00

노멀팬츠
면바지 0 0.00
청바지 17 13.08
래깅스 0 0.00

합계 44 33.85
총계 1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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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회색 27 30.68

합계 27 30.68

품위성

이미지

빨강 10 11.36

주황 0 0.00

노랑 1 1.14

초록 1 1.14

파랑 14 15.91

보라 0 0.00

하양 21 23.86

합계 47 53.41

활동성

이미지

갈색 11 12.50

검정 3 3.41

합계 14 15.91

총계 88 100.00

하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빨강 4 8.70

주황 0 0.00

하양 2 4.35

검정 5 10.87

합계 11 23.91

품위성

이미지

갈색 0 0.00

초록 0 0.00

보라 0 0.00

회색 12 26.09

합계 12 26.09

활동성

이미지

노랑 1 2.17

파랑 22 47.83

합계 23 50.00

총계 46 100.00



- 137 -

[부록11] 연구 참여자 이행복의 실제 의복행동 빈도분석결과(품목, 색상)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아이템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점퍼 18 13.85
하프코트 1 0.77
턱스커트 0 0.00
큐롯스커트 0 0.00
판탈롱팬츠 0 0.00
슬림팬츠 0 0.00
원피스 11 8.46

합계 30 23.08

품위성

이미지

셔츠 7 5.38
블라우스 3 2.31
재킷 0 0.00
롱코트 0 0.00
타이트스커트 3 2.31
플레어스커트 0 0.00
스트레이트팬츠 0 0.00
투피스 0 0.00

합계 13 10.00

활동성

이미지

라운드티
라운드티 11 8.46
카라티 0 0.00
후드티 0 0.00

스웨터
스웨터 2 1.54
니트 20 15.38

캐디건 캐디건 12 9.23
개더스커트 0 0.00
플리츠스커트 0 0.00

노멀팬츠
면바지 3 2.31
청바지 30 23.08
래깅스 0 0.00

합계 78 60.00
총계 1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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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회색 10 11.76

합계 10 11.76

품위성

이미지

빨강 8 9.41

주황 0 0.00

노랑 5 5.88

초록 16 18.82

파랑 28 32.94

보라 0 0.00

하양 6 7.06

합계 63 74.12

활동성

이미지

갈색 1 1.18

검정 11 12.94

합계 12 14.12

총계 85 100.00

하의

이미지

구분

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복 색상
횟수(회) 퍼센트(%)

유행성

이미지

빨강 4 8.51

주황 0 0.00

하양 0 0.00

검정 13 27.66

합계 17 36.17

품위성

이미지

갈색 0 0.00

초록 2 4.26

보라 0 0.00

회색 0 0.00

합계 2 4.26

활동성

이미지

노랑 0 0.00

파랑 28 59.57

합계 28 59.57

총계 4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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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d a teaching culture of an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lothing closely related with human beings. The

multifaceted perspectives and research methods which were 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in an existing teaching culture did not contain

all the categories of material culture, social organization, value belief

system to define a culture.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ality and recognition of it through the clothing behavior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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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losely bound up with the categories of material culture, social

structure, value belief ideology and concurrently reflects the outer and

inner of a teacher. Furthermore, synthesizing the reality and

recognition of teacher’s clothing behavior, this research made a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a teaching culture of an elementary school.

In favor of this research, selecting 5 beginning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in Seoul(2 men and 3 women) as research

participants, this research collected self-reports for 10 week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y of

teacher’s clothing behavior, this research made use of clothing image,

utilizing the analysis framework typified by fashion, dignity, and

active and in order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teacher’s clothing

behavior this research made us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seemed that teachers normally have

on clothing items that enhance active images and clothing color that

enhances dignity image.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teachers

have on clothing styles that enhance dignity image in schools and

have on clothing styles that enhance active image out of schools.

Depending on their classroom situations, teachers also have a

tendency to show a clothing style. In consequence of the analysis of

the teacher’s recognition of clothing behavior, teachers were aware of

clothing behaviors in terms of 10 categories and 71 core contents

consisting of personal dimension, interpersonal social dimension, and

environmental dimen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ality and recognition of teacher’s

clothing behavior, there are 4 characteristics in elementary school

teaching culture as follows. It follows that there are ‘A culture which

cares about the individual and places it at a distanc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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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an external-influenced dignity-oriented culture', A culture

which adapts the phenomenon and accepts t', and 'A culture which

wants autonomy, diversity and emphasizes activ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chool teaching culture show

consistency with an existing teaching culture and show signs of

creating a new culture. The former 3 characteristics are closely

connected with 'individualism', 'vulnerable to external influences',

'conservatism', 'formalism'. However, ‘a culture which wants

autonomy, diversity and emphasizes active' shows, as a new

tendency, both a change trend and a change possibility of a teaching

culture at the same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eachers' clothing behaviors are a

concrete symbol reflecting teachers' culture and a medium to

strengthen a teaching culture. Moreover, the design of teachers'

clothing behaviors indicates the artistic performance of class, class

management, and school management, enhances the quality of the

class, classroom management, and school management, and is of

great help in shaping a new teaching culture.

The implication and sugges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is

paper implied that we have the research of a teaching culture through

teachers' clothing behaviors, both the traditional teaching culture and

the concurrently changing teaching culture, an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new teaching culture through teachers' clothing behaviors

design. Our future research suggested an expansion of research by

the teacher career, a regional expansion of research, a search for

recognition of the school members other than the teacher, and the

extension of the resear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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