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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basic data for the standardization of school uniform purchase by examining the statistics 

of purchasing practice school uniforms from information sources, purchasing methods, and consumer’ perception 

about collaborative purchas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first grade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 total of 344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hen 

making purchases, information sources were explained by parents, friends, senior students, or workers at uniform 

shops. The purchasing methods were popular brand uniforms or specialized uniform shops. Second, four factors 

were extracted from purchasing data for factor analysis. The factors were comfort, appearance, service, other 

external factors, and promotions. Third, the perception analysis and need of collaborative purchases were indicated 

by 90% of the students’ parents, who were aware of collaborative purchase. Additionally, 71.2% answered 

collaborative purchase was necessary. Fourth, for future uniform purchases, 75.6% of the students answered to buy 

more popular brands, or products from specialized school uniform shops, while 54.4% of the parents answered 

positively to collaborative purchases.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consumer school uniform purchasing 

behavior will provide useful strategies for the standardization system for purchasing school uni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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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교복은 학생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 변형된 

옷으로 최초 착용하기 시작하여 개항기 이후 70년

대까지 각 학교마다 유사한 형의 교복이 계속 입혀

졌다. 그 후 1983년부터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으

나 사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학부모들

의 반발과 청소년 탈선 방지와 빈부 격차로 생기는 

위화감 해소, 의복 비용 절감, 애교심 함양 등의 이

유로 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차

림이 부활하게 되었다.
1)

 그러나 교복은 세월이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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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경, 강명희, 남윤자, “남녀 중고등학생 교복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권 8호 (2008), 

pp. 1190-1201.

러가면서 학교간의 경쟁 혹은 그 학교만의 특정함

을 나타내기 위해 그 동안 획일화되어 왔던 기존 

교복과 달리 유행과 캐주얼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

성미와 기능성을 갖춘 소재 및 디자인이 선택
2)
됨으

로써 고급화되기 시작하여 고가의 교복은 최근 심

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교복시장에서 현재 대기업 3사가 80% 이상 시

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3)

 2009년 5월에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인기 브랜드나 교

복 전문 매장에서 교복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응답

자가 전체 조사 대상 인원의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과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거대 교복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교복 가격은 세트당 25만 원 정도로 중소 교

복업체들의 가격에 비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부담

을 느낀 학부모들이 중소 교복업체들의 입찰을 받

아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4) 교복

의 공동 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2008

년 25.4%로 나타났는데,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9년 동복 공

동 구매 계약이 완료된 학교들의 구매 가격은 공동 

구매가 개인 구매보다 약 40～50%의 비용 절감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5)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우리나라 중등학생이 약 

400만 명이고, 교복시장 규모가 연간 5,000억 원으

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교복을 표준

화하는 작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회

복시켜 줄 수 있고, 교복업체는 자유경쟁을 통해 

질 좋은 교복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이다.
6)

 예를 들어 교복의 재질과 색깔, 디자인, 무

늬, 셔츠 등을 각각 10가지로 표준화하기만 해도 

약 1만 가지의 서로 다른 교복 유형이 나온다. 그러

면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화된 유형

을 결합하여 그 학교에 맞는 교복을 선택하고, 공

급업체는 경쟁을 통하여 유형별 교복을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최적의 가격에 내 

놓으면 된다. 이럴 경우, 선정 비리나 공급자 담합 

없이 교복 생산이 표준화 돼 많은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복 구매 표준화 시스템

을 통하여 디자인 등을 결정함으로써 교복업계가 

변형된 교복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

모로 구성된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교복업체와 

협의해 가격을 결정
7)
함으로써 저렴하고 질 좋은 교

복 구매가 가능할 것이다.

교복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교복 관련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교

복의 치수적합성 및 착용 실태,8) 교복 관련 의복 행

동과 구매 행동,
9)

 교복 이미지 선호도 및 디자인 개

발
10)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복의 구매 

실태나 학생과 학부모의 공동 구매에 대한 인식 조

사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교복 구매 표준

화 시스템 마련은 소비자들의 교복 구매 행동을 정

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움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신입생들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교복 구매 시 정보원과 구매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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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구매 실태 및 공동 구매에 관한 소비자 인

식을 조사함으로써 교복 구매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 방법 및 절차

1.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소재의 중

학교 1학년 남녀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9

년 5～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395

부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총 344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남녀 비

율은 남학생 139명(40.4%), 여학생 205명(59.6%)으

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2조사 방법 및 내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교복 구매 시 정보원 및 

구매 방법, 구매 치수와 치수 선택 방법 등 구매 실

태를 묻는 문항과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정보원 및 구매 방법에 따른 구매 요인별 차이, 공

동 구매 인지 정도와 필요성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

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설문 

내용 중 공동 구매에 대한 인지 정도와 공동 구매 

필요성을 묻는 문항은 교복을 구매할 때 실제로 동

행하는 어머니들도 응답하게 하였다.

3.자료  

자료 분석은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응답한 각 문항에 대하여 남녀 빈도와 백분율을 구

하였다. 정보원, 구매 방법 등 교복 구매 실태와 구

매 요인, 구매 만족도의 남녀 집단 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고, 교복 구매 시 고려

하는 요인에 대해서 요인분석하여 구매 요인을 도

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요인에 대해서 구매 방법과 

정보원에 따른 구매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S-N-K 다중범위검정을 하고, 나이, 학력, 직업 

등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동 구매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연 결과 및 고찰

1. 복 매 실태

〈표 1〉은 소비자의 교복 구매 실태 조사 결과이

다. 구매 시 정보원으로는 남녀 모두 부모나 친구, 

선배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 매장을 방문한 후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듣는 경우의 순으로 빈도가 높

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TV 광고에서 정보를 얻는 

빈도가 남학생보다 높고, 반대로 남학생은 매장에 

전시된 교복을 보고 정보를 얻는 빈도가 높았으나, 

정보원에 대해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구매 시 중요 정보원에 대

한 선행 연구11)를 보면 대중매체나 구전에 의해 가

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복을 착

용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나 TV 광고 등의 대중매체

의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교

복 구매 시 정보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응

답자의 대부분이 교복 구매 방법으로 인기 브랜드

나 교복 전문 매장의 교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공동 구매 비율은 남 1.4%, 여 0.5%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시 치수 이해 정도는 p<0.01 수준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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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복 구매 실태                                                                           빈도(%)

성별
구매 태도 남 여 t-value

정보원

부모, 친구, 선배 52(37.4) 81(39.5)

  0.732

매장에 전시된 교복 17(12.2) 10( 4.9)

교복 매장의 전단지 21(15.1) 34(16.6)

매장 직원의 설명 30(21.6) 46(22.4)

가정 통신문 4( 2.9) 5( 2.4)

인터넷 7( 5.0) 13( 6.3)

TV 광고 8( 5.8) 19( 7.8)

구매

방법

인기 브랜드 83(59.7) 148(72.2)

－1.671

교복 전문 매장 41(29.5) 45(22.0)

주문 제작 7( 5.0) 2( 1.0)

물려받음 6( 4.3) 9( 4.4)

기타 2( 1.4) 1( 0.5)

구매

가격

10만 원 이하 41(29.5) 61(29.8)

  0.191

11만 원～15만 원 75(54.0) 112(54.6)

16만 원～20만 원 15(10.8) 17( 8.3)

21만 원～25만 원 6( 4.3) 10( 4.9)

26만 원～30만 원 2( 1.4) 5( 2.4)

치수

이해

정도

상, 하의 치수 표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 27(19.4) 89(43.4)

－3.123**
상의 치수 표기 내용만 알고 있다.    37(26.6) 27(13.2)

하의 치수 표기 내용만 알고 있다. 4( 2.9) 7( 3.4)

치수 표기법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 71(51.1) 82(40.0)

구매

치수

의도적으로 큰 것을 구매 65(46.8) 40(19.5)

  4.690***

현재 잘 맞는 것을 구매 30(21.6) 56(27.3)

잘 맞는 것을 구매했으나 유행에 따르려고 줄였다. 1( 0.7) 7( 3.4)

평소 입는 의복의 치수대로 교복을 구매하였으나 조금 크다. 35(25.2) 84(41.0)

평소 입는 의복의 치수대로 교복을 구매하였으나 조금 작다. 8( 5.8) 18( 8.8)

치수

선택

방법

내 몸에 맞는 교복을 직접 찾아 입어본다. 24(17.3) 40(19.5)

－0.814

라벨에 붙어있는 치수를 확인한 후 입어본다. 10( 7.2) 16( 7.8)

매장 직원에게 평소 입는 의복의 치수를 얘기한다. 18(12.9) 13( 6.3)

매장 직원이 권하는 치수를 입어본다. 50(36.0) 108(52.7)

부모님이 골라준 치수를 입어본다. 33(23.7) 19( 9.3)

기타 4( 2.9) 9( 4.4)

**p<0.01, ***p<0.001.

51.1%가 치수 표기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상하의 치수 표기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4%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상하의 치수 

표기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43.4%

로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치수 표기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응답자

도 40%로 나타났다. 구매 치수는 p<0.001 수준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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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은경, 강명희, 남윤자, op. cit., pp. 1190-1201.

로 큰 치수를 구매하고, 여학생은 평소 입는 치수

대로 구매하였으나, 조금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교복을 짧고 몸에 

달라붙게 입는 것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므로 유행

에 따르려고 교복을 줄여 입는 비율도 남학생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치수 선택 방법은 남녀 모두 매

장 직원이 권하는 치수를 입어본다고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아 직접 입어보고 치수를 선택한다는 빈

도가 높은 선행 연구12)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남녀 집단 간 구매 방법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

는가를 알아본 결과, 인기 브랜드를 구매한다고 응

답한 집단 간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참고). 남학생은 인기 브랜드 교복 

구매 이유를 재질>부모님 의견>디자인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재질>디자인>좋아하는 연

예인 모델>부모님 의견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선택 방법 시 남학생이 부

모에게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기 브랜

드 선택 이유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부모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가격이나 

바느질 상태, 피트성보다 인기 브랜드를 입지 않으

면 창피하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

하여 남녀 간 차이를 보였으며, 교복 구매 시점인 

1학년의 경우 고학년보다 남을 의식하는 경향이 더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표 2> 인기 브랜드 교복 구매 이유                                                               빈도(%)

성별
구매 이유 남 여 t-value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델로 입고 있어서 9( 10.8) 23( 15.5)

－2.617***

디자인이 예뻐서 11( 13.3) 41( 27.7)

재질이 좋아 보여서 29( 34.9) 46( 31.1)

바느질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2(  2.4) 2(  1.4)

가격이 적당해서 5(  6.0) 3(  2.0)

인기 브랜드 교복을 입지 않으면 창피해서 1(  1.2) 10(  6.8)

내 몸에 잘 맞아서 10( 12.0) 2(  1.4)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19( 19.3) 21( 14.2)

전체 83(100.0) 148(100.0)

***p<0.001.

2. 복 매 인

〈표 3〉은 교복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표 3> 구매 시 중요 요인

요인 남 여 t-value

맞음새 3.88 4.00   1.410

착용시 편안함 4.09 4.00 －1.000

디자인 3.67 4.02   3.244***

품질 3.99 4.11   1.286

가격 3.76 3.80   0.363

소재 3.53 3.79   2.409**

색상 3.28 3.68   3.474***

유행 2.94 3.42   3.704***

봉제 3.25 3.63   3.555***

브랜드 3.26 3.71   3.686***

매장 위치 2.76 2.79   0.208

구매 후 A/S 3.50 3.63   1.142

친구 권유 2.85 3.06   1.757

부모 권유 3.26 3.29   0.239

학교 교칙 3.40 3.36 －0.332

홍보 사은품 2.61 2.86   1.952

구매 사은품 2.60 2.87   2.057*

연예인 광고 2.78 3.22   3.235***

판매원 태도 3.26 3.47   1.70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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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후 남녀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표 3〉의 결과를 보면 인기 브랜

드 교복을 구매하는 이유에서도 여학생이 좋아하

는 연예인 모델이나 인기 브랜드를 입지 않으면 창

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듯이, 중요하게 고려

하는 요인도 디자인, 연예인 광고, 유행 등의 항목

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착용 시 편안함과 교칙

을 여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복 구매 시 구매 요인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표 4〉와 같이 착용 및 품질요인, 외관

요인, 서비스․외적요인, 프로모션(사은행사)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66.09%

를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요인에서 품질, 유행, 부

<표 4> 교복 구매 요인

요인
요인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착용 및

품질요인

품질 0.766 0.227 0.106 0.013

착용시 편안함 0.718 －0.084 0.144 －0.033

가격 0.698 －0.010 0.161 0.082

맞음새 0.687 0.091 0.029 0.135

봉제 0.622 0.491 －0.041 0.054

소재 0.546 0.346 0.365 －0.097

외관요인

유행 0.147 0.798 0.117 0.211

브랜드 －0.014 0.733 0.233 0.217

색상 0.481 0.652 0.109 0.103

연예인 광고 －0.051 0.606 0.076 0.486

디자인 0.241 0.594 0.345 －0.046

서비스⋅

외적요인

부모 권유 0.125 0.041 0.781 0.080

구매 후 A/S 0.293 0.227 0.608 0.118

판매원 태도 0.148 0.301 0.592 0.024

교칙 －0.187 －0.172 0.576 0.337

친구 권유 0.045 0.244 0.526 0.346

매장 위치 －0.141 0.310 0.513 0.268

프로모션
구매 사은품 0.122 0.208 0.216 0.875

홍보 사은품 0.068 0.197 0.257 0.866

고유값 3.028 2.950 2.790 2.677

변량(%) 19.790 16.524 15.685 14.091

누적변량(%) 19.790 36.314 51.999 66.090

모의 권유, 구매 사은품의 요인부하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5〉의 교복 구매 시 정보원에 따른 

구매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원이 매장 직

원일 경우 착용 및 품질요인인 요인 1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통신문이나 TV 광

고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착용이나 품질

요인의 요인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중매체인 인터넷이나 TV 광고로부터 정보

를 얻는 경우는 요인 2인 외관을 가장 많이 고려하

고, 정보원이 가정통신문인 경우 3요인의 요인점수

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표 7〉은 교복 구매 시 구매 방법 및 

성별에 따른 구매 요인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요인에서는 구매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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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복 구매 시 정보원에 따른 구매 요인별 차이분석

정보원

요인

친구, 

선배

매장

전시 교복

교복 매장

전단지

매장 

직원 설명

가정 

통신문
인터넷 TV 광고 F-value

착용 및 

품질요인

－0.061

ab

－0.183

ab

－0.041

ab

0.409

a

－0.392

b

－0.182

ab

－0.352

b
3.354***

외관요인 －0.034 －0.102 0.061 －0.016 －0.569 0.342 0.149 1.080

서비스 및

외적요인

0.078

ab

0.146

ab

0.072

ab

0.020

ab

0.378

a

－0.134

ab

－0.389

b
2.156*

프로모션 0.061 0.137 0.087 －0.130 －0.045 －0.245 －0.058 0.668

*p<0.05, ***p<0.001.

<표 6> 교복 구매 시 구매 방법에 따른 구매 요인별 차이분석

구매 방법

요인
인기 브랜드

교복 

전문 매장
주문 제작 물려받음 기타 F-value

착용 및 품질요인 0.068 －0.118 －0.601 －0.062 0.226 1.450

외관요인
0.184

a

－0.444

b

－0.378

b

0.057

a

－0.359

b
7.045***

서비스 및 외적요인 －0.028 0.060 0.293 －0.026 －0.256 0.371

프로모션 0.019 －0.141 0.203 0.358 0.175 1.053

***p<0.001.

<표 7> 성별에 따른 구매 요인별 차이분석

성별

요인
남 여 t-value

착용 및 품질요인 －0.046 0.031   0.703

외관요인 －0.314 0.213   4.964***

서비스 및 외적요인 0.017 －0.011 －0.260

프로모션 －0.062 0.042   0.952

***p<0.001.

없었으며, 인기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물려받은 집

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외관을 많이 고려하였

<표 8> 공동 구매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학생-부모 차이분석                                       빈도(%)

요인 학생 부모 t-value

인식

정도

공동 구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5(16.0) 75(21.8)

 －6.166***공동 구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다. 219(63.7) 237(68.9)

공동 구매에 대해 들어 본적이 없고 잘 모른다. 70(20.3) 32( 9.3)

필요성

여부

공동 구매가 필요하다. 147(42.7) 245(71.2)
－11.689***

공동 구매가 필요하지 않다. 197(57.3) 99(28.8)

***p<0.001.

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제 3요인의 서

비스 및 외적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 점수가 높았

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제 2요인

으로 남학생보다 외관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복 공동 매에 대한 비자 태도

공동 구매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학생-부모의 

차이분석 결과, p<0.00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표 8 참고). 부모의 경우 

응답자의 90% 이상이 공동 구매에 대해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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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학생은 공동 구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나타났으며, 공동 구매

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모는 7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4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공동 구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학생과 부모 모두 교복 비용 절감을 가장 우선순위

로 꼽았고, 공동 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해서는 부모의 경우 공동 구매 업체를 확신할 수 

없으며, 학생은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없음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표 9〉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공

동 구매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력 집단에서 대부

분의 응답자가 공동 구매에 대해 잘 알거나 어렴풋

이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동 구매에 대해 전혀 모

른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고졸 이하 11.4%, 대졸 이

<표 9>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공동 구매 인식 및 필요성 인식 정도(부모 응답)                     빈도(%)

변인 잘 안다
어렴풋이

안다

전혀 

모른다
전체

χ2

-value

공동 구매 

필요

필요하지 

않음
전체

χ2

-value

나
이

35세 이하  4(66.7) 2(33.3) 0( 0.0) 6(100.0)

10.508

3(50.0) 3(50.0) 6(100.0)

2.053

36～40세 29(20.9) 96(69.1) 14(10.1) 139(100.0) 102(73.4) 37(26.6) 139(100.0)

41～45세 33(20.9) 109(69.0) 16(10.1) 158(100.0) 110(69.6) 48(30.4) 158(100.0)

46～50세 7(20.0) 27(77.1) 1( 2.9) 35(100.0) 26(74.3) 9(25.7) 35(100.0)

51세 이상 2(33.3) 3(50.0) 1(16.7) 6(100.0) 4(66.7) 2(33.3) 6(100.0)

전체 75(21.8) 237(68.9) 32( 9.3) 344(100.0) 245(71.2) 99(28.8) 344(100.0)

학
력

고졸 이하  43(21.3) 136(67.3) 23(11.4) 202(100.0)

 2.519

142(70.3) 60(29.7) 202(100.0)
9.595

**
대졸 이상 32(22.5) 101(71.1) 9( 6.3) 142(100.0) 103(72.5) 39(27.5) 142(100.0)

전체 75(21.8) 237(68.9) 32( 9.3) 344(100.0) 245(71.2) 99(28.8) 344(100.0)

직
업

회사원 17(25.0) 46(67.6) 5( 7.4) 68(100.0)

 7.632

44(64.7) 24(35.3) 68(100.0)

3.040

전문직 10(27.0) 23(62.2) 4(10.8) 37(100.0) 29(78.4) 8(21.6) 37(100.0)

자영업 10(20.4) 30(61.2) 9(18.4) 49(100.0) 33(67.3) 16(32.7) 49(100.0)

주부 38(20.0) 138(72.6) 14( 7.4) 190(100.0) 139(73.2) 51(26.8) 190(100.0)

전체 75(21.8) 237(68.9) 32( 9.3) 344(100.0) 245(71.2) 99(28.8) 344(100.0)

월
수
입
⌢
만
원
⌣

100 이하 4(22.2) 12(66.7) 2(11.1) 18(100.0)

29.983

***

14(77.8) 4(22.2) 18(100.0)

8.340

101～200 14(18.4) 55(72.4) 7( 9.2) 76(100.0) 53(69.7) 23(30.3) 76(100.0)

201～300  22(16.4) 103(76.9) 9( 6.7) 134(100.0) 102(76.1) 32(23.9) 134(100.0)

301～400 18(25.0) 48(66.7) 6( 8.3) 72(100.0) 43(59.7) 29(40.3) 72(100.0)

400 이상 17(38.6) 19(43.2) 8(18.2) 44(100.0) 33(75.0) 11(25.0) 44(100.0)

전체 75(21.8) 237(68.9) 32( 9.3) 344(100.0) 245(71.2) 99(28.8) 344(100.0)

**p<0.01, ***p<0.001.

상 6.3%의 분포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간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도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주부의 경우 공동 구매

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직이나 자

영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p<0.001 수준에서 소

득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월수입이 300만 

원 이하인 구간까지 수입이 많을수록 공동 구매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301만 원 이

상의 집단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공동 구매에 대

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공동 구매 필요성 여부는 p<0.01 수준

에서 학력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공동 구매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 주

부, 자영업, 회사원의 순으로 공동 구매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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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식하고,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공동 구매의 필요성을 더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집단 간에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은 공동 구매 필요성에 따른 구매 요인

별 차이 분석 결과이다. 공동 구매가 필요하다고 응

답한 집단의 경우 착용/품질요인, 서비스/외적요인, 

프로모션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공동 구매가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외관요인을 더 많이 고

려하고 있어 공동 구매 시행을 위해서는 맞음새나 

품질 등 여러 요인과 더불어 유행을 고려한 디자인

과 다양한 브랜드 개발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1〉은 학생-부모의 향후 교복 구매 방법 차

이분석 결과로 p<0.00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의 75.6%가 인기 브랜드 제품(41.6%)이나 교복 전

문 매장의 제품(34.0%)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 구매에 대해서는 학생의 경우 응답자 12.5%

만이 공동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집단은 

<표 10> 공동 구매 필요성에 따른 구매 요인별 차이

공동 구매

요인
필요

필요하지

않음
t-value

착용 및 품질요인 0.167 －0.050   1.087

외관요인 －0.146 0.109 －2.363**

서비스 및 외적요인 0.140 －0.104   2.261*

프로모션 0.045 －0.033   0.729

*p<0.05, **p<0.01.

<표 11> 학생-부모의 향후 교복 구매 방법 차이                                                    빈도(%)

구매 방법 학생 부모 t-value

좀 비싸더라도 백화점이나 교복 전문 매장의 인기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겠다. 143( 41.6) 30(  8.7)

19.386***

인기 브랜드 제품은 아니지만 교복 전문 매장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117( 34.0) 84( 24.4)

기성 제품이 아닌 나의 신체치수를 재어서 주문 제작하겠다.  23(  6.7) 35( 10.2)

공동 구매 하겠다.     43( 12.5) 187( 54.4)

선배의 교복을 물려받겠다. 11(  3.2) 8(  2.3)

기타 7(  2.0) 0(  0.0)

전체 344(100.0) 344(100.0)

***p<0.001

응답자의 54.4%가 공동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공동 구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과 부모가 각각 42.7%와 71.2%(표 8 참

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동 구매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 구매가 

불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공동 구매 시 다양한 브랜

드 개발 및 공동 구매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과제

임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교복 구매 표준화 시스템 마련은 소비자들의 교

복 구매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움으로

써 가능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초 교복 

구매 시점의 중학교 신입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

로 교복 구매 시 정보원과 구매 방법 등에 따른 구

매 실태 및 공동 구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

함으로써 교복 구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구매 시 정보원으로 남녀 두 집단 모두 부모

나 친구, 선배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구매 방법은 인기 브랜드나 교복 

전문 매장의 교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기 브랜드 교복 구매 이유에 대해 여학생은 재질>

디자인>좋아하는 연예인 모델>부모님 의견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인기 브랜드를 입지 않으면 창피

하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하여 남

녀 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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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혜주, “남자 중 고등학생의 교복 치수 맞음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4권 1호 (2006), p. 58.

2.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연예인

광고, 유행, 디자인 등의 항목에서 여학생의 평균점

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고, 남학생은 착용 시 편안

함과 교칙을 여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3. 구매 시 구매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착

용 및 품질요인, 외관요인, 서비스․외적요인, 프로

모션(사은행사)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정보원, 

구매 방법에 따른 구매 요인의 차이에서는 정보원

이 매장 직원일 경우 착용 및 품질을 가장 많이 고

려하고, 구매 방법으로는 인기 브랜드를 구매하거

나 물려받은 집단의 경우 외관을 많이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공동 구매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학생-부모

의 차이분석 결과, 부모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공

동 구매에 대해 알고 있고, 71.2%가 공동 구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공동 구매가 필요한 이유

에 대해서 학생과 부모 모두 교복 비용 절감을 가

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공동 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우 공동 구매 업체를 확

신할 수 없으며, 학생은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선

택할 수 없음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공동 구매 

태도를 조사한 결과, 월수입 300만 원 이하인 구간

까지 수입이 많을수록 공동 구매에 대해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대

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공동 구매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향후 교복 구매 방법으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의 75.6%가 인기 브랜드 제품이나 교복 전문 매장

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는 응답자

의 54.4%가 공동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공동 구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과 부모의 

응답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동 구매 의

사를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

동 구매 시행을 위해서는 맞음새나 품질 등 여러 

요인과 더불어 유행을 고려한 디자인과 다양한 브

랜드 개발에 대한 프로토타입뿐 아니라 공동 구매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화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교

복 구입시점에서의 구매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선

행 연구
13)

에 따르면 재학 중 교복 구매 횟수가 3회 

내지 4회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표준화 시

스템 개발 시에는 성장기의 다양한 신체 특성 및 

학년별 특성, 학력이나 수입 등 소비자의 인구통계

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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