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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feeling of wearing of Korean junior, high school &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r underwear, the body appearance and hygien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

ant factors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property matter and hygienical aspa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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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outwear, a functionality and the psycholog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a exercise and psycholog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3. For pants, the funtionality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exeroise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
ing of wearing. For skirt, the psycholog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
tor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feeling of wearing.

4. The hygien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and 
.the feeling of wearing of clothing for comfort.

I.서 론

의복은 인체와 환경과의 경계물로서 인체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인체를 장식하는 역할 

을 한다

인류가 의복을 착용한 이래 지금까지 그 목적은 여러 갈래로 걸쳐 있고 많은 변천이 있었던 

것은 역사로 보아 명확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장식적인 면만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복의 기능을 인체를 보호하는 생체적 기능과 인체를 장식하는 장식적 기능으로 볼 

때2) 의복은 생리위생적 요구에 적합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 

야 쾌적한 착용감을 가질 수 있다."

최근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복식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기성복이 널리 확대 보 

급되었다. 우리나라 기성복 산업은 1970년 대기업을 선두로 시작되어 1980년대에는 여러 기 

성복 업체가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시장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기성복업체의 등장 

으로 의생활은 디자인에서 관리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변화되었다. 이러 

한 의생활의 변화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의복에 대한 요구를 다양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 

한 요구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착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또는 계절에 따라 생리위생적인 면, 

심리적인 면의 상대적 중요도가 각각 다르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착용자의 착의 실태를 조사 

하여 그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의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 

층이 최근 경제적 발달로 인하여 구매 력 있는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각되고 있고, 백화점마 

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의복에 대한 선택의 폭 

이 더욱 넓어지고 以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의 착의 실태를 위생적, 경제적, 시회적 견 

지에서 일상 생활을 바탕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실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의복에 대한 가치 

관과 의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 실태

2)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선택동기

① 전반적인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선택동기와 착용매수 중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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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이

②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집단별 착용선택동기와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

3）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

① 전반적인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과 착용매수 증가에 따른 차 

이

②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집단별 착용감과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통하여 복식산업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와 재료적 • 의복구성 

학적 •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의복 설계로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의생 

활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U.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의 규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2세에서 21세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초기, 중기, 후기 집단구분은 Tumlirz의 자아（주관）와 외계（객관）와의 관련 형식 

의 양상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구분 방법을 사용하였다F
① 청소년 초기 : 11〜14세
② 청소년 중기 : 14~17세
③ 청소년 후기 : ].7〜20세
이 연령층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의하면 중 • 고 • 대학생 집단에 속하므로 여자 중 • 고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학복은 중 • 고 • 대학생 모두 교복이 아닌. 자유복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통학복으로 자유복을 선택한 동기는 통학복으로서 자유복은 편하고 활동적이 

며 미적 감각 및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유경숙”, 유영의", 이수희a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 

였다.

여자 중 • 고등학생의 경우, 통학복의 색채나 형태의 선호에서 인문계, 실업계 사이에 차이 

가 없다皿는 연구결과에 따라 통학복으로 자유복을 착용하는 인문계 학교를 선정하여 학년별 

로 임의 추출하였고, 대학생은 전공에 따라 의복에 대한 기호가 다르다고 사료되어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능계열의 학생을 학년별로 임의 추출하여 1994년 4월 11일〜4월 16일 사이에 조 

사하였다.

조사시간 동안의 환경기온은 낮 최고 온도가 평균 17.740 습도가 평균 60.2%였다.

2. 연구방법

조사 방법은 위생적, 경제적, 시회적 견지에서 생활을 바탕으로 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질 

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착용 의복 종류, 착용선택 동기, 착용감, 외의 실루엣으 

로 구성되며, 착용의복 종류는 예비조사를 통해 피험자로 하여금 착용하는 의복종류를 기록 

하게 한 것과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을 사진 촬영한 것을 참고로 하여 결정 하였으며, 의 

복 종류 구분은 선혜순小의 'Style of Fashion，을 참고하 하였다. 착용시의 선택동기와 착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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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사항목은 伊 藤I》이 제작한 도구와 박우미 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외 

의에 관한 실루엣은 이호정0의 복식 디자인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2번의 예비 

조사를 거친 후 집단조사법으로 여자 중 • 고 • 대학생 각각 250부씩 총 750부 배부하여 회수 

된 것 중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총 689부(중 : 240부, 고 : 220부, 대 : 229부)를 자료로 통계처 

리 하였다.

통계처리 방법은 착용의복 종류별 실태와 착용선택동기, 착용감, 그리고 선호 실루엣과 스 

타일은 빈도로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연령증가에 의한 착용 선택동기와 착용감 차이 그리고 

착용매 수 증가에 의 한 착용선택동기 와 착용감 차이 는 :T 검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3. 연구조사 내용

1) 용어정의

① 착용 선택 동기 : 의복을 착용할 때 의복이 갖는 여러 측면에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의 

미 한다.

② 착용감: 의복을 착용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갖는 느낌을 의미한다.

③ 착용순위 : 착용한 의복중에서 각 의복에 대해 피부로부터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의 

위치를 순서로 정한 것을 착용순위라 한다.

④ 착용매수:피부로부터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착용한 의복의 총 갯수를 의미한다. 

즉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착용 순위는 높아지며 최외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스웨 터 : 니트로된 외 의로서 풀-오버 형 태

⑥ 가디 건 : 탈라가 없으며 앞여 밈 의 간편한 박스 스타일

⑦ 재 킷 : 허리와 힙 사이의 기장으로 대개 앞 여밈이며 수트의 상의 형태

2) 조사내용

① 착용의복종류

착용의복 종류는〈표 1〉에서 보면 내의류 7종류, 외의류 13종류로서 착용순위별로 상 

하의로 나뉘어 기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착용순위별, 착용 방법별로 분석하였다.

② 착용의복의 선택동기와 착용감

〈표1〉착용 의복의종류

내의 류 외의 류

1) 브래지어 2) 팬 티 1) 티셔츠 2) 블라우스

3) 런닝셔츠 4) 콜 셋 3) 스 웨 터 4) 조 끼

5) 속 치 마 6) 양 말 5) 가 디 건 6) 점 퍼

7) 스 타 킹 7) 재 킷 8) 점퍼 스커트

9) 원 피 스 10) 스커트

11) 바 지 12) 운 동 복

13) 반 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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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착용선택 동기

요 인 항 목

생리위생
1) 피부감촉이 좋으므로

2) 생리위생면을 고려하여

정 용
3) 체형 보정을 위해

4) 몸에 잘 맞으므로

기 능
5) 기능적, 활동적이므로

6) 오늘의 생활목적에 맞으므로

심 리

7) 디자인이 좋으므로

8) 색, 무늬 가 좋으므로

9) 유행하고 있으므로

10) 유명 메이커 상품이므로

11)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므로

관 리 12) 세탁이 용이하므로

기 타 13) 기타

〈표 3> 착용감

요 인 항 목

운동적 1) 활동하기 편하다.

2)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재료물성적

3) 구김 이 잘 가지 않는다.

4) 신축성이 있어 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5) 피부 감촉이 좋다.

심리적

6) 색, 무늬, 디자인이 좋다.

7) 남이 칭찬해 준다.

8) 개성적이다.

9) 유행하고 있다.

위생적

10) 의복형, 재질이 환경 기온에 적합하다.

11)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흡습성이 있다.

13) 의복 중량이 적당하다.

기 타 14) 기타

착용의복 종류에 따른 착용시 의 선택동기는〈표 2〉에서 보면 13개의 조사 항목을 설정 

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 13개의 조사항목은 6요 

인으로 분류하였다. 의복은 그'종류에 따라 선택동기가 다르고 또 같은 종류의 의복

-341-



〈그림 1> 실루엣의 종류

일지라도 피부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의복이 갖는 기능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어 

착용의복 종류별, 착용순위별로 분석하였다.

착용의복 종류에 따른 착용감에 대해서는〈표 3〉에서 보면 14개의 조사항목을 설정하 

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2개씩 선택하도록'하였으며 이 14개의 조사항목은 5요인 

으로 분류하여 착용의복 종류별, 착용순위별로 분석하였다.

③외의의실루엣  '

최외의에 해당하는 실루엣을〈그림 1〉에서 보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in. 분석 결과 및 고찰

1. 착용의복의 종류

1)착용순위별

⑴내의

내의는 의복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감을 느 

낄 수 있으므로 내의류가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噸

〈표 4〉에서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브래지어, 팬티,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반면 콜셋의 착용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그림 2〉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생적 역할을 하는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낮아지고 체형 보정의 역 

할을 하는 콜셋의 착용율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매에 대한 미적 관심이 

점 점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외의

〈표 5〉에서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은 통학복으로서 상의는 주로 블라우스와 티셔츠, 

그리고 최외의로서는 점퍼, 가디건, 재킷을 착용하였다. 블라우스보다는 티셔츠의 착용율이 

높으며, 최외의 가디건과 재킷이 비슷한 비율로 착용율이 높고 다음은 점퍼순이다.

하의는 스커트보다는 바지의 착용율이 높아, 이로서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은 티 

셔츠+가디건 또는 재킷十바지 스타일이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 다음은 티셔츠+점퍼 + 

바지 스타일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은 티셔츠+점퍼+ 바지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양승진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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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n=689〈표 4〉 내의의 착의 실태

내의 종/ 평 균 중
고 대 차이 검증 ；

상 브래지어 98.8 96.5 100 100 X2 = 0.3436 P > 0.05
의 런닝셔츠 83.7 91.2 81.4 78.5 畫= 5.4014' P ； 0.05

하 팬 티 100 100 100 100 Z2 = 0.8737 P 그 0.05
의 a 콜 셋 19.4 10.2 12.3 35.8 %2 = 46.8507 p W 0.05

b 속 치 마 68.0 77.4 79.2 47.3 X2 = 3.7692 p 三 0.05

2) 착용방법 및 착의량

〈표 1〉에 나타난 의복을 착용순위별로 기록하게 하여 분류해 본 결과 여자 중 • 고 • 대학생

a 콜셋의 착의 빈도 =
콜셋 착용자수 

스커트, 바지 착용자수
X 100

b 속치 마의 착의 빈도 =
속치마 착용자수 

스커트 착용자수
X 100

〈그림2> 런닝셔츠와콜셋의 착의 실태

연구 결과와, 여고생들은 외출시 즐겨 

입는 옷으로 바지 차림을 선호한다는 

정은희m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 

났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 모두 통학복으로서 블라우스 

보다는 티셔츠를 선호하나, 연령이 증 

가할수록 블라우스의 착용율이 높아졌 

다. 또한 최의의로 가장 많이 착용되는 

의복은 재킷, 가디 건, 점퍼로서 중학생 

은 점퍼, 고등학생은 가디건, 대학생은 

재킷의 착용율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퍼의 착용율이 낮아지고 재킷의 착용율은 높아졌다. 이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 방법이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통학복에 대해 FormaL한 감각이 점 

차 많이 수용되 어감을 알 수 있다.

그외 조끼 의 경 우, 1994년은 조끼가 유행한 해로서 많은 학생드의 조끼를 착용하였다. 집단 

별 착용실태를 보면 중학생의 착용율이 24.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학생 12.5%, 고등학생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동조율은 중학생 집단이 가장 높다고 사료되며 이는 7〜9세, 

11〜13세, 15〜17세, 19〜20세 4집단중 11~13세 집단의 동조율이 가장 높다는 코스탄죠와 쇼 

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양말류는 중, 고등학생은 주로 양말, 대 학생은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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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689〈표5〉 외의의착의실태

"집 단
평 균 증. 고 대 차이 검증

블라우스 16.4 13.0 8.0 28.3 *= 31.0000 p 0.05
외 티셔 츠 81.2 86.8 89.8 67.1 Z2 = 8.7406 p M 0.05

상
의 기

타 2.4 0.2 2.2 4.6

, 점 퍼 16.0 23.7 17.0 7.4 %2= 21.6216 pMO.05
의

「쳐 . 가 디
건 29.3 21.7 36.2 30.0 %= 5.9403 p M 0.05

외 재
킷 28.7 20.0 20.6 45.4 *•= 33.6345 p 0.05

의 기
타 26.0 34.6 26.2 17.2

외 스 커 트 5.5 7.0 2.8 7.3 *= 7.3846 p M 0.05
하 의 바 지 94.5 93.0 97.8 92.7 X2 = 0.2985 p 느 0.05

양 X2 = 218.7111 p M 0.05
의

마 스타 킹 19.9 2.0 2.8 55.0 %2 = 55.1516 p M 0.05
류 양 말 80.1 98.0 97.2 45.0

단위（종류）, n=689〈표6> 착의방법

■증■ 고 대 차이 검증

상 의 28 31 33 X2 = 0.4868
하 의 8 7 9 p M 0.05
Total 36 38 42

모두 상의는 44종류, 하의는 11종류의 착 

용방법 이 산출되 었다.〈표 6〉에서 보면 대 

학생이 가장 많은 착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복을 통한 개성표현욕구噸가 가장 다양 

함을 알 수 있다. 착의량은〈그림 3〉에서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 모두 4매를 가 

장 많이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착용선택동기

〈그림 3> 착의량
1）착용의복종류별

〈표 7〉에서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 

들의 통학복에 대한 선택 동기는 상의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브래지어는 체형보정을 위한 

정용면이, 런닝셔츠와 속치마는 생리위생면이 가장 높았다. 외의인 티셔츠는 기능면이,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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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착용선택동기 단위］%), n=689

요 인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관 리 기 타

단

의복종、

평

균

중 고 대
평

균
중 고 대

평

균

중 고 대
평

균

중 고 대
평

균
중 고 대

평

균
중 고 대

브래지어 34.9 40.8 30.3 33.6 46.0 42.0 47.8 48.1 12.2 9.0 15.7 12.0 4.5 4.5 3.9 5.0 0.7 0.4 1.1 0.7 1.7 3.3 1.2 0.7

런닝셔츠 75,4 66,0 76.4 83.8 7.5 12.7 6.7 3.0 9.8 12.3 10.1 7.0 3.1 3.6 1.4 4.4 1.9 2.3 2.5 0.9 1.7 2.7 1.6 0.9

속 치 마 42.2 37.7 44.1 47.8 17.2 23.1 15.5 13.1 16.9 14.7 17.8 18.3 15.0 12.8 16.3 16.0 1.9 2.6 2.4 0.7 5.6 9.1 3.9 3.9

티셔츠 3.5 4.1 2.7 3.7 6.6 9.6 6.3 3.9 47.3 41.0 48.0 53.0 49.5 38.8 39.6 35.6 4.5 6.3 3.4 3.7 0.1 0.2 0 0

블라우스 8.9 8.6 11.2 6.8 4.8 6.4 6.4 1.5 7.9 6.0 11.8 5.9 75.9 73.7 68.8 85.3 0.6 1.0 0.9 0 1.9 4.3 0.9 0.4

점 퍼 1.5 1.8 1.8 0.9 4.9 7.7 3.6 3.3 42.6 32.4 42.8 52.6 47.3 50.7 50.2 41.1 2.6 5.3 0.9 1.5 1.2 2.1 0.7 0.7

조 끼 1.5 1.3 2.0 1.1 6.1 7.9 6.1 4.3 11.2 8.3 13.5 11.8 78.5 79.3 74.7 81.5 1.6 2.3 1.8 0.7 1.0 0.7 1.6 0.7

스 웨 터 2.9 2.8 3.2 2.8 5.6 8.3 4.1 4.4 30.0 23.6 26.8 39.7 54,2 54.7 59.3 48.7 4.1 5.3 3.6 3.5 3.0 5.3 2.9 0.9

재 킷 0.4 0.7 0.5 0 5.5 6.0 3.5 7.1 21.5 21.0 25.5 18.1 68.0 64.2 66.9 72.9 2.6 4.1 2.3 1.3 1.6 3.3 1.2 0.4

가디건 1.7 2.6 0.7 1.7 5.4 8.6 3.2 4.3 36.9 22.4 42.3 45.9 50.3 57.1 48.5 45.2 3.9 5.9 3.2 2.6 1.9 3.4 2.0 0.2

점 퍼

스커트
5.4 4.9 8.4 2.8 9.1 8.5 11.8 6,9 12.2 12.2 15.9 8.6 66.5 63.2 56.6 79.8 1.1 1.5 1.1 0.7 5.6 9.8 6.1 0.9

원피스 4.2 3.8 7.5 1.3 8.4 9.9 8.6 6.7 8.9 6.9 15.3 4.5 73.1 70.7 63.0 85.5 1.2 2.3 1.1 0.2 4.2 6.4 4.5 1.7

운동복 11.0 7.2 14.5 11.4 9.7 10.4 10.2 8.5 54.1 56,1 45.4 60.7 11.5 10.9 12.2 H.3 7.0 10.5 5.9 4.6 2.7 5.0 1.8 1.3

반 코트 1.7 1.7 2.7 0,8 4.6 5.6 4.5 3.7 17.5 16.3 19.1 17.0 71.3 69.4 67.8 76.6 1.6 2.0 2.5 0.4 4.1 5.0 3.4 1.3

팬 티 56.8 60.0 55.0 55.3 10.3 10.5 10.2 10.2 10.5 9.8 8.9 12.7 18.2 17.6 18.3 18.8 1.2 0.5 2.0 1.2 2.2 1.6 3.3 1.8

바 지 5.9 10.2 2.1 5.4 16.3 15.3 17.1 16.4 43.9 42.5 42.0 47.2 28.9 27.9 27.5 31.3 2.2 1.4 3.0 2.2 2.8 2.7 5.0 0.8

스커트 5.7 6.1 5.5 5.5 9.5 10.0 9.5 9.1 30.0 27.7 29.3 32.9 54.9 49.5 53.0 51.3 1.7 2.6 1.8 0.7 1.8 4,1 0.9 0.5

콜 셋 18.0 18.0 23.1 13.0 56.1 56.7 57.8 53.7 14.6 15.8 10.2 17,9 8.4 7.9 5.5 11.8 1.3 0.8 1.1 2.0 1.6 0.8 2.3 1.6

양 말 38.5 37.1 38.3 40.2 7.8 8.3 7.3 7.9 32.5 32.7 35.1 29,7 15.2 14.2 14.6 16.9 3.4 4.0 2.9 3.2 2.5 3.7 1.8 2.1

스타킹 44.9 46.0 48,6 40.0 5.6 6.2 8.4 2.3 31.9 30.7 29.0 36.0 16.2 15.7 12.0 20.9 0.9 0,5 2.0 0.3 0.4 0.9 0 0.5

우스는 심리면이 가장 높았으며 상의의 가장 바깥쪽의 착용하는 점퍼, 재킷, 가디건은 심리면 

이, 운동복은 기능면이 가장 높았다. 그외 조끼, 스웨터, 원피스, 그리고 반코트 등도 심리면 

이 가장 높았다. 하의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팬티는 생리위생면이, 콜셋은 체형보정을 위한 

정용면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바깥쪽에 착용하는 바지는 기능면이, 스커트는 심리면이 가장 

높았다. 그외 양말류는 생리위생면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관리면은 상하내외의류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관리면이 품질요구도로서 높은 항목을 차지한다는 伊藤의 연구결과对를 볼 때 여 

자 중 • 고 • 대학생들이 의복의 품질 요구에 대한 의식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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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면,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런닝셔츠, 속치마, 팬티 등의 내의이며 정용 

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브래지어와 콜셋으로 체형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복이며, 기능 

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티셔츠, 바지, 운동복 등의 활동성 있는 의복이다. 심리면을 중요시 

하는 의복은 블라우스, 점퍼, 재킷, 스웨터, 원피스, 조끼, 반코트, 스커트 등의 외의류이다. 

이로서 내의는 생리위생면, 정용면, 외의는 심리면, 기능면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들이 외의에 대한 선택동기에서 심리면, 기능면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은 활동적이면 

서 미적감각이 있는 통학복을 선호한다는 유경숙銜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의에서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내의가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식 

과, 외의에서 심리면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패션의 동기인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22)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별로 분석하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대학생은 점퍼와 

가디건에 있어서 중 • 고등학생과 달리 심리면보다는 기능면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 • 고등 

학생과 달리 대학생이 의복의 용도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r 검증을 통하여 여자 중 • 고 • 대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 8>,〈표 9〉에서 보면 내의인 런닝셔츠와 속치마는 생리위생면이 증가하였으며,〈표 10〉, 

〈표 11〉,〈표 12〉에서 보면 외의인 티셔츠와 스웨터는 기능면, 블라우스는 심리면이 증가하였 

으며,〈표 13〉,〈표 14〉,〈표 15〉에서 보면 최외의인 점퍼와 가디건은 기능면이, 재킷은 심리 

면이 증가하였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리위생면의 증가는 런닝셔츠, 속치마 등의 

내의에서, 기능면의 증가는 티셔츠, 스웨터, 가디건, 점퍼 등의 활동성있는 외의에서, 심리면 

의 증가는 최의의인 재킷에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보호, 기후조절 등의 생리 

적 입장에 있는 내의는 생리 위생면의 증가를, 활동성 있는 의복은 기능면의 증가를, 장식, 위 

엄등의 사회적 입장에 있는 외의는 심리면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8> 런닝셔츠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普 

집*、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X2 =49.986
PM0.05

중 69.5 13.4 12.9 4.2 100

고 79.7 7.0 10.5 2.8 100

대 85.3 3.1 7.1 4.5 100

〈표 9> 속치마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인 
집给、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X2 =28.084 
FM0.05

중 42.6 26.2 16.6 14.6 100

고 47.1 16.5 19.0 17.4 100
대 50.6 13.7 19.2 1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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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티셔츠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弋인 

집*、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Z2-12.175
PM0.05

중 4.4 10.3 43.9 41.4 100

고 2.8 6.5 49.7 41.0 100

대 3.8 4.0 55.0 37.2 100

〈표 블라우스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용인 

집如、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Z2=25.713
PM0.05

증. 9.1 6.8 6.3 77.8 100

고 11.4 6.6 2.15 69.9 100

대 6.8 1.5 5.9 85.8 100

〈표 12> 스웨터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 n=689

、《인 

집讣、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X2 =34.589
PM0.05

증 3.1 9.3 26.4 61.2 100

고 3.4 4.4 28.7 63.5 100

대 2.9 4.6 41.6 50,9 100

〈표 13> 점퍼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顋인 

집 送、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8=43.499
PM0.05

증_ 1.8 7.8 32.8 57.6 100

고 1.8 3.7 43.5 51.0 100

대 0.9 3.4 53.8 41.9 100

〈표 14> 가디건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 n=689

、呈인 

집云、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Z2 =69.219 
FM0.05

증 2.9 9.5 24.7 62.9 100
고 0.7 3.4 44.6 51.3 100

대 1.7 4.4 47.2 4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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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n=689〈표 15> 재킷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笑인 

집繹、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Z2=14.969
PM0.05

중 0.8 6.5 22.7 70.0 100

고 0.5 3.6 26.4 69.5 100

대 0 7.2 18.4 74.4 100

〈표 16> 블라우스의 착용 순위별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 n=689

\ 요인

착용순위、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X 호=2.115 
PM0.052 매 11.8 3.9 3.9 80.4 100

3 매 4.7 1.8 13.4 80.1 100

이로서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은 의복의 용도와 환경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의복의 용도와 환경에 적합한, 올바른 의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착용 순위별

착용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착용선택동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착용빈도수가 많은 외의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착용순위가 높을수록 최외의가 될 가능성 

이 높음을 나타낸다.〈표 16〉에 보면 블라우스의 경우,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기능면이 증가 

하고 생리위생면이 감소하였다. 이로서 통학복으로서 블라우스가 최외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생리적인 면보다는 활동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외의용일수록 기능면이 

증가하였다는 박우미以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외 티셔츠, 스웨터, 조끼에서는 유의차가 없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분석하면 블라우스의 

경우, 중학생에서는 유의차가 없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 대학생에서는 유의차가 있게 나타 

나 의복의 용도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다.

3. 착용감

1)의복 종류별

〈표 17〉에서 丄 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은 상의의 경우, 정용면 

을 중요시하는 브래지어와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속치마는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가장 높 

으며,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티셔츠와 심리면을 중요시하는 블라우스, 점퍼, 가디건, 재킷은 

심리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운동복은 운동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으 

며 그외 심리면을 중요시하는 조끼, 스웨터, 원피스, 반코트 등도 심리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 

다. 하의의 경우,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팬티는 위생적 착용감이, 정용면을 중시하는 콜셋 

은 운동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으며,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바지는 운동적 착용감이, 심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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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착용감 단위(%), n=689

요 인 운동적 자 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기 타

\ 집단 

의蒔\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브래지어 35.8 34,9 37.0 35.5 49.0 50.3 48.0 48.7 4.1 2.4 5.0 5.0 8.5 9.4 7.0 9.2 2.7 3.4 3.1 1.6

런닝셔츠 23.4 27.1 22.0 21.0 40.3 37.5 42.4 41.0 5.0 1.6 1.7 11.6 30.5 32.5 32.5 26.4 1.6 1.4 1.3 0.2

속치 마 20.4 24.1 18.9 18.3 47.0 44.7 46.3 49.9 11.2 9.5 14.0 10.1 17.8 16.1 17.6 19.7 3.6 5.7 3.2 2.0

티셔츠 35.8 35.3 37.3 34.7 15.3 13.5 15.7 16.6 40.7 41.4 39.3 41.3 8.0 9.4 7.8 6.9 0.27 0.4 0 0.4

블라우스 7.6 6.0 11.8 5.0 23.7 27.2 23.2 21.2 60.2 57,5 55.5 65.5 7.6 7.3 7.9 7.6 1.4 2.0 1.6 0.7

점 퍼 30.1 27.1 27.5 35.8 5.9 6.1 5.4 6.2 48.5 51.7 49.7 44.1 14.6 13.5 16.9 13.5 0.77 1.6 0.5 0.2

조 끼 9.0 9.4 8.7 8.9 5.1 4.6 6.3 4.5 77.5 75.5 75.2 81.8 7.3 8.2 8.4 5.3 1.3 2.2 1.4 0.4

스 웨 터 25.7 19.2 26.8 31.0 15.7 16.7 14.9 15.4 39.8 42.6 41.6 35.1 21.3 15.7 15.0 17.4 2.4 4.7 1.6 0.9

재 킷 16.6 14.4 21.5 13.9 6.3 6.8 6.5 5.5 63.5 64.9 59.2 66.4 11.7 10.8 11.3 13.0 1.9 3.1 1.6 1.1

가디건 29.8 21.9 29.2 38.4 9.1 8.7 10.0 8.7 44.2 51.0 44.6 37.1 15.3 15.4 14.9 14.8 1.8 3.1 1.3 0.9

점 퍼

스커트
10.6 8.6 15.4 7.8 9.5 10.0 9.1 9.5 65.5 66.1 56.3 74.1 11.2 10.6 15.0 7.9 3.2 4*7 4.0 0.9

원피스 8.0 7.9 11.9 4.2 9.5 9.8 11.2 7.4 67.7 64.1 60.3 78.6 10.7 14.3 13.6 4.3 3.2 4.9 2.9 1.7

운동복 47.4 44.7 50.0 47.4 14.2 14.0 12.3 16.2 6.4 7.5 7.3 4.4 29.8 17.8 29.3 31.7 1.5 2.9 1.1 0.4

반코트 12.9 14.1 15.0 9.6 5.3 8.2 4.2 3.6 49.6 47.3 47.8 5.36 28.7 24.5 29.9 31.7 3.3 5.7 3.2 1.1

팬 티 21.9 26.6 22.1 16.9 30.1 27.2 27.2 35.8 4.2 4.1 4.5 4.1 40.8 39.4 43.6 39.5 2.6 2.8 1.9 13.1

바 지 47.7 49.3 50.1 43.6 6.3 6.7 2.9 9.2 26.9 22.4 27.5 30.7 15.9 17.6 18.0 12.0 3.2 4.0 1.5 4.2

스커트 23.0 17.2 26.6 25.4 13.9 18.2 14.4 9.0 46.4 46.7 42.3 50.1 14.3 16.2 14.7 12.0 2.4 1.7 2.0 3.5

콜 셋 58.1 73.6 51.6 49.4 10.7 7.9 12.4 11.7 4.3 4.3 3.0 5.5 13.6 11.2 11.8 17.7 1.7 1.7 20. 1.3

양 말 30.9 31.6 33.9 27.2 15.1 13.7 11.9 19.6 25.1 24.6 27.3 23.5 24.8 27.4 23.5 23.5 2.2 2.3 2.0 2.3

스타킹 35.9 38.4 32.3 37.1 40.1 36.0 32.2 52.0 13.2 13.7 14.1 11.9 7.4 7.5 5.4 9.4 3.1 3.1 4.2 1.9

중요시하는 스커트는 심리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그외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양말은 

운동적 착용감이, 스타킹은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재 

료물성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브래지어, 런닝셔츠, 속치마 등의 내의이며 위생적 착 

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피부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팬티 이다. 운동적 착용감을 중요시하 

는 의복은 콜셋, 바지, 운동복 등의 활동성 있는 외의이며, 심리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 

은 티셔츠, 블라우스, 재킷, 스커트, 가디건, 스웨터, 원피스, 반코트 등의 외의이다. 이로서 

내의는 재료물성적 착용감, 위생적 착용감을 중요시 여기며 외의는 심리적 착용감, 운동적 착 

용감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재료물성적 착용감과 위생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이 주 

로 내의인 것은 피부 가장 안쪽에 접촉하는 의복으로서 쾌적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재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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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며 심리적 착용감을 중요시 하는 의복이 주로 외의인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운동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이 주 

로 하의인 것은 상의보다 하의가 활동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며 실용적인 착용방법이라 사 

료된다.

집단별로 분석하면 중 • 고 • 대학생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대학생은 가디건의 경 

우 중 • 고등학생의 경향과 달리 심리적 착용감보다는 운동적 착용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중 • 고 • 대학생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으나 대학생은 

중 • 고등학생보다는 의복 용도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X2 검증을 통하여 여자 중 • 고•대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표 

18>,〈표 19〉에서 보면 런닝셔츠는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속치마는 재료물성적 착용감과 위생 

적 착용감 증가하였다.〈표 20〉,〈표 21>,〈표 22〉,〈표 23〉에서 보면 블라우스는 심리적 착용 

감이, 점퍼와 스웨터, 가디건은 운동적 착용감이 증가하였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재 

료물성적 착용감과 위생적 착용감의 증가는 런닝셔츠, 속치마 등의 내의에서, 운동적 착용감 

의 증가는 점퍼, 스웨터, 가디건 등의 활동성 있는 외의어］서, 심리적 착용감의 증가는 블라우 

스에서 나타났다.

〈표 18> 런닝셔츠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如인 

집泯、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X2=15.100
PM 0.05

중 27.5 38.0 1.6 32.9 100

고 22.3 43.0 1.7 33.0 100

대 21.0 41.0 11.6 26.4 100

〈표19> 속치마의착용감차이 검증 단위］%), n=689

、弋인 

집*、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X2=14.821
PV0.05

증. 25.6 47.4 10.1 16.9 100

고 19.5 47.8 14.5 18.2 100

대 18.7 50.9 10.3 20.1 100

〈표 20> 블라우스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 n=689

、弋인 

집济、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X2=22.780
PM0.05

증. 6.1 27.7 58.6 7.6 100
고 12.0 23.6 56.4 8.0 100

■ 대. 5.0 21.2 66.2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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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n=689〈표 21 > 점퍼의 착용감 차이 검증

'、殺 

집*、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X2=12,867
PM0.05

중 27.5 6.2 52.5 13.7 100

고 27.5 5.4 49.7 16.9 100

대 35.8 6.2 44.1 13.5 100

2) 착용순위별

착용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착용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착용빈 

도수가 많은 외의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티셔츠, 블라우스, 조끼, 스웨터 모두 착 

용매수 증가에 따른 요인변화에 대한 好 검증 결과 모두 유의차가 없게 나타났다. 즉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의복별로 착용매수 증감에 따른 착용감은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착용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티셔츠는 심리적 착용감이, 원피스는 재료물성 

적 착용감이 증가하였다는 박우미&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서 의생활이 발전할 

수록 외 의와 최외 의의 기능에 대 한 착용감의 요인 변화가 적 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표 22> 스웨 터 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 n=689

、、요인 

집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r =20.170
PM0.05

증 20.1 17.5 44.7 17.7 100

고 27.4 15.1 42.2 15.3 100

대 31.0 15.5 35.4 19.7 100

단위 ]%), n=689〈표 23> 가디건의 착용감 차이 검증

\弋인 

집涂、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X2 =36.601
PM0.05

증_ 22.6 9.1 52,6 15.7 100
고 29.7 10.2 45.2 14.9 100

대 38.7 8.8 37.4 15.1 100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의는 소재적 측면과 위생적인 면, 외의는 활동적인 면과 미적인 면 

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 용도의 적합성이 높게 기능적 측 

면에서의 생활 활동면, 미적 측면에서의 생활 내적인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착용하여 착용 

자와 의복과의 조화로운 의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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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n=689〈표 24> 스타일

타일 

집 &
꼭 맞는 형 알맞게 맞는 형 헐렁한 형 Total

중 4.5 52.5 43.0 100
고 5.5 43.3 51.2 100

대 7.4 63.3 29.3 100

〈표 25〉실루엣 단위 (%), n=689

、션루엣 

집 □ n a D 0 Total

중 33.6 36.5 24.2 3.3 2.4 100
고 53.7 25.5 13.6 4.9 2.3 100
대 36.2 40.2 15.7 7.9 0 100

4. 선호 스타일과 실루엣

〈표 24〉에서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알맞게 맞는 스타일이 

며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알맞게 맞는 스타일, 고등학생은 헐렁한 스타일, 대학생은 알 

맞게 맞는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다. 고등학생의 헐렁한 스타일 선호 경향은 요즈음 청소년 

들의 헐렁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등학생은 그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의 

복을 통하여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는 유명의"의 연구결과나 고교 혹의 대학시절처럼 눈에 띄 

는 의복을 요구하는 시기도 없다는 Hurlock꼬,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 

복은 정서적 •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표 25〉에서 보면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실루엣은 박스형 

이며 역삼각형이나 계란형 실루엣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바 

디라인형과 박스형이 비슷하게 높게 선호되었고 고등학생은 박스형, 대학생은 바디라인형과 

박스형이 비슷흐］•게 높게 선호되었다.

N.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飞 • 고 • 대학생들의 통학복의 대한 착의 실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여자 중 • 고 • 대학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통학복은 티셔츠十가디건 또는 재킷+바지 스 

타일이며 집단별로는 중학생은 티셔츠+점퍼+바지, 고등학생은 티셔츠+가디건+바지, 

대학생은 티셔츠+재킷+바지 스타일로서, 공통적으로 티셔츠와 바지를 통학복으로 가 

장 선호하였다. 내의류는 런닝셔츠의 착용율의 높으나 콜셋의 착용율은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낮아지고 콜셋의 착용율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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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의 착용이 신체에 부착된 내의일수록, 착용선택 동기는 생리위생면, 정용면이 높고 

착용감은 재료물성적, 위생적 착용감이 높다. 그리고 착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 

선택 동기는 생리위생면이 증가되었고 착용감은 재료물성적, 위생적 착용감이 증가되었 

다.

3. 외의류의 착용선택동기는 심리면과 기능면이 높고, 착용감은 심리적, 운동적 착용감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선택 동기는 심리면과 기능면이 증가하였고 착용 

감은 심리적, 운동적 착용감이 증가하였다. 또한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착용선택 동기 

는 블라우스에서 기능면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착용감은 착용 매수 증감에 따른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4. 하의류는 상의에 비해 활동성이 많은 의복으로서 바지 종류의 착용선택 동기는 기능면이 

높고 착용감은 운동적 착용감이 높았다. 스커트 종류의 착용선택 동기는 심리면이 높으 

며 착용감은 심리적 착용감이 높았다.

5. 최외의로서 가장 선호하는 실루엣은 박스형으로 중학생은 바디라인형과 박스형, 고등학 

생은 박스형, 대학생는 바디 라인 형 과 박스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 

은 알맞게 맞는 형으로 중학생은 알맞게 맞는 형, 고등학생은 헐렁한 형, 대학생은 알맞 

게 맞는 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로서 여자 중 • 고 • 대학생의 의생활은 실용적인 착의 방법을 추구하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의복의 용도와 환경에 적합한 의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 

로 하여 청소년기의 의생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길 바라며 쥬니어 의류를 관 

계하는 의류산업 관계자들에게 광고전략을 기획하거나 상품을 기획, 판매할 때 유용한 자료 

가 되 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남녀별, 직업별, 지역별, 계절별 등의 폭넓은 조사연구가 필요 

하며 여러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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