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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구성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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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한국 고유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표로 교원문화와 학교의 조직문화를 설명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우리성 측정 도구를
한 도구를 토대로 초등학교 교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12월 1부터 27까지 B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 2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3과 Mplus 7.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우리성 인식구조는 ‘심리적 안
녕감’, ‘배려적 관계’,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이며,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초등 교사들이 우리성을 느끼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성이 개인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반, 우리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와 교직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기초한 접근을 하고 있어
유아교유기관이나 중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탐
색한 양적연구이다. 양적연구의 결과는 학교구성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교화 하거나 현장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mponents of we-nes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new indicator based on the essential relationship of Korea to
explain and improve the teacher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school. The subjects were 206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OVA,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ith SPSS 23,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Mplus 7.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wellbeing', 'caring relationship', 'ethical legitimacy', and 'sharing time' were 
derived as the factor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we-ness can be spread not only to individual relations, but also to the class, and to the same 
organization as a school, it can be used to form a school culture based on Korean culture and suggest
a teaching cultur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examin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hence, the 
results cannot be applied to all teachers. In addition, this study was a quantitative study exploring the 
sub-factor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should be elaborated 
through interviews with school members, and follow - 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hroug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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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1]. 그래서 교사는 학
생, 부모, 동료교사, 학교관리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에 만
족하는가는 교사의 학교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2,3,4]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만족
[5,6,7,8]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가 구성원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
관계와 만족도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교사
가 교육활동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의 인
간관계가 아니며 학교라는 조직과 그 안에서 역할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의 관계인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 관계성
과 연대감은 ‘우리 학교’, ‘우리 반’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
라서 집단 속에서의 관계성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집단을 전제로 하는 연대감에 주목하였고, 그것의 
구성요인을 탐색하는데 한국 고유의 관계 특성인 ‘우리
성’[9]에 주목하였다. 

우리성은 ‘우리’라는 테두리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갖
는 연결과 연대감의 특성이자 한국인 고유의 집단정체성
을 말한다[10]. 지금까지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교
육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의 관계성,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리성에 대한 연구가 새
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교사의 우리성 연구는 우리성과 
학교조직 효과성[11]이나 직무스트레스[12,13]와의 관련
성을 탐색하거나, 교육공동체의 구현 방안으로 정과 우리
의식을 재조명 하고 있는 연구[14], 그리고 유아 교사와 
부모의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다루고 있는 연구[15]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다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유 정서에 기반을 둔 교사 관계
성에 대한[15] 후속 연구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탐색하여 우리성을 느끼는 대상과 상황이 어
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탐색한 우리성의 구성 
요인은 한국 고유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표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교원문화와 학교의 조
직문화를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인의 우리성
우리성이란 한국인의 우리의식, 공동체성, 가족주의 

등을 사회심리학적으로 통합한 개념[17,18]으로 우리의
식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대강과 친밀성
을 다른 집단, 심지어 사물에게도 부여하고 확대하는 특
성을 말한다. 한국인은 ‘나’ 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
이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관계 지향적이다. 
한국인은 개인으로 분리되지 않은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
고 있을 때 마치 혈연관계의 가족들에게 느끼는 것과도 
같은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9]. 

이러한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정’과 함
께 한국인의 고유성으로 심리학, 사회학, 민속학 분야에
서 연구되었다. 특히 S. J. Choi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정
과 우리의식에 대한 연구를 20년 이상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그의 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한국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라고 느끼
며 그렇지 않는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한
국인의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탐색하였다. 그중 일본의 우
리성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우리성의 특성을 기술한 연구
[18]에서는 우리성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에 의하면, 한국인의 우리성은 정, 친밀감, 푸근함, 상호
수용 등의 감정적 연대감과 하나됨, 동질감, 동류의식 등
의 동질 유대성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우리성’은 
집단귀속의식의 특징을 가진 일본의 ‘와레와레’와는 다른 
인간관계에 뿌리를 둔 관계적 밀착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인 고유의 관계적 특성인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성이 가지고 있는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편 가르기의 속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적인 친분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논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성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한국인 고유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요
인으로 자리 잡았다[21] 

2.2 교사의 우리성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학교, 학급에 대해 우리로 인

식하며 그들과의 관계 또는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사의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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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교사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와 학습에 대한 문화적 신념
에 차이는 교사의 역할과 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
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예비 교사들이 미
국 교사들에 비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더
욱 중요시 하고 있었으며[24], 독일 예비 교사와의 비교 
연구에서도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한국 교사들은 도덕적이
고 규범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성이 드러났다. 즉, 
교사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으므로  한국인 고유의 관계 특성인 ‘우리성’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한국 교직사회에서의 교사의 관계성을 이
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교사의 우리성은 직접적으로 학교효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 교사는 우리성 인식이 높을수
록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며 학교조직 효과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으며[11].  우리성이 낮은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등[12,13] 우리성이 교사의 직무 스트레
스와 업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교사 대상 우리성 연구의 결과 한국인의 우리성 연구
에서 우리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고 생활만족도
가 높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특정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직 ‘우리성’의 개념이 등장했다[16] 조직 우
리성은 조직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며 그 속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조직 
우리성은 역할 기대와 같은 조건적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행태 수정, 관계 파악 노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조직 차원에서의 우리성 연구는 학교조직의 특수
성을 반영한 새로운 우리성 모형 탐색 연구[15]의 가능성
을 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교조직 우리성 연구의 대
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
고 있는 우리성의 하위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B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초등

학교 교사이며,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7일
까지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206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Table 1. 과 같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56 27.2

Female 150 72.8

Age

20~29 27 13.1

30~39 55 26.7
40~49 66 32.0

50~59 49 23.8
60~69 5 2.4

Non-response 4 1.9

Career of 
teacher 

1~5 Years 25 12.1

5~10 Years 38 18.4
10~15 Years 33 16.0

15~20 Years 40 19.4
More than 20 

years 65 31.6

No answer 5 2.4

The 
current 

period of 
working at 

school

 1 Years or less 59 28.6

1~2 Years 48 23.3
2~3 Years 56 27.2

3~4 Years 33 16.0
More than 4 years 10 4.9

All 206 100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n=206)

3.2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우리성의 구조를 밝

힌 도구][19, 20] 를 토대로 초등학교 교사의 상황에 맞
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재구성 과정에는 사범
대학 교수 1인을 포함한 교육학 박사 5인이 문항 적절성
을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문항은 20명의 교사를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일부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최종적으
로 개발된 문항은 총 37문항이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실시된 전체 문항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2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25를 이
용하였으며,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요인 회전은 요인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고자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고, 각 하
위요인들 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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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초등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하위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7.1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초등 교사의 우리성 인식 구조를 도출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재값이 .30
보다 작은 문항을 삭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
시하여 적절한 적합도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4. 결과 

4.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초등 교사의 우리성 인식 요인을 도출하고자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 적합
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 Olkin) 지수
를 살펴본 결과, .90로 문항간의 상관이 양호하였으며,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 χ2=346.162(df=131, 
p<.0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은 총 4개로 각 문항
의 요인 부하량은 .587~.982로 모든 문항이 .30 이상으
로 나타나 문항들의 요인구조는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추출한 요인들은 각 하위문항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의 관계성’,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 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초등교사의 우리성 인식 4개 요인의 아
이겐 값은 1.213~7.280으로 1.0 이상이며 전체 설명변
량은 62.74%다. 구체적인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2. 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7개의 문항이  추출
되었다. 이들 문항은 20) 서로 비슷하게 느끼고, 19) 자
주 연락을 나누며, 10) 나를 즐겁게 해주고 6)비밀을 숨
김없이 털어 놓을 수 있는 사이를 말하며, 14) 흥미나 관
심사가 비슷하고, 21)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사이이거나,  
11) 만났을 때 즐겁고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는 사이로 심
리적으로 편안하며 가깝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요인이다. 
이상의 7개 문항은 부하량이 .587~.858 사이이며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도 .912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
고 있다. 

Spec.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Psychologic
al

wellbeing

20) Feel similar to 
each other .858

19) Frequently 
contacted .827

10) Amuse me .770
6)  Confide in secret .705
14) Interests and 
interests are similar .700

11) Praise me .683
21) Participate in an 
event or meeting with 
me

.587

Careful 
relationshi

p

15) Consider your 
opponent .885

7)  Sincerely and 
faithfully .768

16) Accept and 
empathize .752

8) Respect privacy .639

Ethical
justification

30) Treat me 
unfairly(R) .791

31) Wrong way of 
doing things(R) .739

32) Don‘t agree with 
my way of doing 
things(R)

.736

34) Not comfortable 
with being together (R) .735

29) Treat me as 
computationally (R) .699

Sharing of 
time

1)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982

2) Frequent meeting .716
Eigen value 7.280 3.536 1.850 1.213

Cumulative variance (%) 17.444 40.422 55.784 62.742
Cronbach’s α 0.912 0.859 0.851 0.900

(R) is the negative scoring question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n=206)

두 번째 요인은 ‘배려적 관계’로 4개의 문항이 추출되
었다. 하위문항은 15)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7) 진
지하고 성실하게 관계하며, 16)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8)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4문항의 부하량은 .639~.885로 기준
치로 제시되는 .5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 역시 .85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요인은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총 5
문항이 추출되었다. 하위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30) 나
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31) 일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
거나, 32) 나의 일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서 34) 함
께 있을 때 불편하며 29)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상
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적 정당성’의 5개 하위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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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df p χ2/df TLI CFI SRMR RMSEA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346.16 131 .00 1.17 0.90 0.90 0.06 0.07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four factors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n=206)

Fig. 1. Factor Structure model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부하량은 .699~.791사이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1로 문항신뢰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마지막 요인은 ‘시간의 공유’이며 하위문항은 총 2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
주 만나는 경우이며 두 문항의 부하량은 .719~.982로 기
준치 이상이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역시 
.900으로 높게 나타났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안된 4개의 요인구조의 적합

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도출된 모형의 상위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 Fig.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위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 우선 χ2값이 346.162
로 유의수준(P=0.00)에서 유의하였으나 χ2값은 표본크

기의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를 확인하였다[22]. 따라서 표본크
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
되는 CFI, TLI. SRMR, RMSEA 와 같은 다른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TLI와 CFI는 0.9 이상이고, 
SRMR과 RMSEA값 역시 0.8 이하로 나타나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 인식요인의 4개 하위요인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그림은 Fig. 1.과 같다.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는 우리성 인식구조는 ‘심리적 안녕
감’, ‘배려적 관계’,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이며, 각
각의 설명력은 .957, .657, -.243, 그리고 .622로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 시간의 공유, 윤리적 정당성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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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
al

wellbeing

Careful 
relationship

Ethical
justification

Sharing of 
time

Psychological
wellbeing

Careful 
relationship .55***

Ethical
justification .18* .12 

Sharing of 
time .55*** .37*** .10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factors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최종 도출된 초등 교사의 우리성 인식 요인들 간의 상
관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r값이 .10~.55 사이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 요인 중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성’, ‘시간의 공유’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윤리적 정당성’은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 교사들은 우리성이
란,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상황과 배려적 관계를 지키
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지
만, 그것이 윤리적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관계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성’, 
‘시간의 공유’와는 달리 ‘윤리적 정당성’은 관계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이므로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교사들의 인식하는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성의 개념과 
우리성의 하위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교
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우리성’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
었다. 

첫째, ‘심리적 안녕감’이다. 도출된 하위문항은 ‘서로 
비슷하게 느낌’, ‘자주 연락을 나눔’, ‘나를 즐겁게 해줌’,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음’, ‘비판보다는 칭찬을 함’ ‘흥

미와 관심이 서로 비슷함’,  ‘행사나 모임에 함께 참여함’
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우호적
이며 가깝게 느끼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우리성을 설명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국인의 우리성 연구에서 정, 안
정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는 우리
성의 구성요인으로[9, 17, 18], 감정적 연대감과 동질감, 
동류의식 등으로 정리되고 있는 관계적 밀착을 통해 느
끼는 안정감과도 일맥상통하는 요인이다. 

둘째, ‘배려적 관계’이다. 도출된 하위 문항은 ‘상대를 
배려함’,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함’, ‘수용하고 공감함’, ‘사
생활을 존중함’이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 한국인의 정
과 우리관계가 가지고 있던 무조건적 관계지향과는 차별
화된 요인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생활 존중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우리성을 느끼는 상황에
는 단순히 편하고 우호적인 관계뿐 아니라 적절한 거리
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
타낸다. 

셋째, ‘윤리적 정당성’이다. 도출된 하위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불공평하게 대함’, ‘일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
음’, ‘나의 일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음’, ‘불편함’, ‘계산
적으로 대함’이다. 초등 교사들은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
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즉, 공평하고 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행
동하는 것을 우리성의 하위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기존의 정과 우리성이 가진 관계지향성으로 인
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윤리적 
정[23]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초등 교사들은 
관계의 윤리를 지키는 대상을 우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정과 우리성에서 한국인의 우리성으로 다루었
던 관계지향성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성의 하위요인에서 관계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다른 하위요인과는 달리 ‘윤리적 정당성’은 상관이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넷째, ‘시간의 공유’다. 하위 문항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 ‘자주 만남’으로 구성된 이 요인은 함께하는 시간
이 많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우리성을 말한다. 초등 교사
들은 추억을 공유하고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
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에서 정이 들고 우리라고 느
끼는 사이를 만들고 있었다. 본 요인은 유아교사의 우리
성 연구[14]에서도 ‘공현존’이라는 하위요인 명으로 제시
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전통적 우리성 연구에서 역사
성[18]으로 지속적 접촉[23]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제시된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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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우리성 인식구조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
계’,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이며, 이러한 하위요인
들은 초등 교사들이 우리성을 느끼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성이 개인
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반, 우리 학교 등의 관계로 확장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학
교문화와 교직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밝힌 우리성 인식구
조는 유아교사나 중등교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각 학교급 별로 교사의 우리성 인
식구조를 밝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이 느끼는 우리성의 인식 구조와 범위 등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서에 맞는  학교문화 형성과 
학교구성원간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우리성 구조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하위요
인을 탐색한 양적연구이다. 양적연구의 결과는 학교 구성
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교화 하거나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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