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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의 여름용 교복 만족도 및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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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both the satisfaction and the current
sizing system for the school summer uniform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1,153 data were analyzed.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school uniform,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mean of gender in the design(upper garment) and design &
activity(lower garment). On the other hand, students' evaluation of summer school unifor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upper garment(textile, design, activity), and lower garment(design, activity) by school age. For the evaluation of sizing
fitness, the length and width of the summer upper garment(blouse/shirts) and the length and width of the summer gar-
ments(pants/skirts)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mean of gender or sexuality wherea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mmer upper garment(length, width, the length of sleeve, the width of sleeve, armhole) and the summer lower
garment(length, width) by schoo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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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 드라마를 보면, 「드림하이」 ,

「꽃보다 남자」, 「공부의 신」, 「아름다운 그대」에게 등 많

은 작품들이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드라마 속 연

기자들은 교복을 착용하고 출연하였다. 이러한 방송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연령층은 청소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

복은 어느 연령층에나 인간의 행태와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층보다 외모 및 패션에 대하

여 관심이 높은 시기이므로 드라마 속 스토리에도 관심이 있지

만 등장하는 주인공이 입는 교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그 영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교복의 착장 목적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또 통

학할 때 입도록 학교에서 제정한 유니폼으로서, 단체생활을 원활

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

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마다의 패션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신분

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러한 역할 및 특징을 표현하고자 스타일,

소재, 색채를 통일시켜서 각 학교 이미지와 부합하는 디자인으

로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학교마다 개성을 표현하는 교복디자인 선택이 활발해 짐

에 따라 청소년기의 감성과 심미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

하게 제안 되어 지고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 과거보다 스커트의

길이는 짧아지고 패턴 또는 디테일이 화려해진 것이 특징이다. 

요즘의 교복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패션아이템으로 인식되

어 중·고등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 특히 교복을 착용하는 학창 시절,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이 현저하여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 이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외부로 표출하게 되는데 하루

평균 최소 10시간 이상, 장시간동안 교복을 착장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의 정서, 심리 및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디자인, 봉제 등이 정해진 상태로 중

학교 시기 3년, 고등학교 시기 3년을 통제된 조건하에 착장해

야 하는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감과 치수적합성은 매우 중

요하다(Lee, 2006).

1991년 대기업 교복 브랜드가 출현하면서 교복은 기성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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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후 여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출

현으로 교복업체간 과다경쟁이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 교복시

장의 80%는 E사, I사, S사, SL사 등의 4개 브랜드가 점유하

고 있으며, 작년 마케팅워즈 자료에 따르면 특히 E사와 I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1). 그러나 교복

업체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각기의 치수체계를 가지고 있어 동

일 치수라고 하더라도 착장시 만족도와 치수적합성은 다소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Kim & Kim,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시판, 착용되고 있는 여름용 교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및 신체 변화가 빠른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치

수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행하여 개인의 교복 만족도를 최대로

높이고 동시에 팽창하는 교복업체의 경쟁에 보다 생산 효율성

과 시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중·고등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그

들의 심리적, 육체적 동작 및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기의 의

복만족도는 특히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크므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교복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Lee(2001)도 지적하였듯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미적인 것에

특히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교복에 대한 디자인, 컬러, 활

동성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교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Lee et al.(2009)은 동복 교복착용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착

용 실태와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디

자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활

동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oo et al.(2009)은 여고생 여름용 교복 블라우스의 착용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여고생의 여름용 블라우스

는 원가 절감을 위해 소재의 제한과 외관에 치중한 나머지 성

장기 여고생들의 생활동작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여름용 교복 블라우스에 대해 디자인 측면이나 기능

적 측면에서 불만족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Kim(2001)은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성장기와 성장완료기

의 경계점에 있는 여고생과 성장이 완료된 성인 여성의 체형과

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생산 시 이러한 형태 및 치수의 특징을

반영, 차별화하여 의복치수적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

Kim and Kim(2001)은 교복제작업체의 치수체계가 신장, 가

슴둘레, 허리둘레를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

으며, 업체마다 각각의 제품치수를 정하고 있어 동일 호칭을 착

장하더라도 업체마다의 실제 제품치수는 다르므로 교복구입 후

개별 변형이 많아짐을 설명하였다.

교복 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착용 교복에 대한

디자인 치수, 교복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여름용 교복 착용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교복 만족도와 치수적

합성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제 착용하고 있는 여름용 교복에 대해 상의,

하의의 교복만족도 및 치수적합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

문조사를 실시, 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교복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교복 구성 설계와 교복업계에 보다 높은 의복만족도와 치수 적

합도가 높은 교복 제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착용하고 있는 여름용 교복에 대해 남학생과 여

학생의 성별 교복만족도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만족도에 학령별 유의

차가 있는지 파악한다.

셋째, 현재의 여름용 교복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치수적합성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여름용 교복의 치수적합성

에 학령별 유의차가 있는지 살펴본다.

3.2. 조사대상

연구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으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153)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 Accumulated percentage (%)

Male
Middle school  261 22.6 22.6

High school  292 25.3 48.0

Female
Middle school  343 29.7 77.7

High school  257 22.3 100.0

Total  1,15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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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에 D광역시 소재 남녀 중·고등학교 각 3개 학교

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1,192명을 조사하여 불충분한 자료를 제

외한 총 1,153명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집단별 표본의 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남자 중학생

261명, 여자 중학생 343명, 남자 고등학생 292명, 여자 고등학

생 2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3. 측정 방법 및 측정 항목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착용하는 교복 여름용 중에서 상의, 하

의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 조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색, 소재, 디자인, 활동성에 관한 만족도 4문항, 치

수적합성에 관한 1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법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교복을 착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 스스로가

평가하여 설문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복 착용의 만족

도에 대하여 응답 평균값의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

족하다’, 3에 가까울수록 ‘보통이다’, 5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

족한다’를 나타낸다. 그리고 치수적합성의 경우 평균값의 수치

가 1에 가까울수록 ‘매우 짧다’, ‘작다’, 또는 ‘좁다’에 가까운

응답이며, 3에 가까우면 치수적합도가 매우 잘 맞음을 의미하

고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길다’, ‘크다’, ‘넓다’의 치수 적합성

을 의미한다. 치수적합성을 살펴본 항목으로는 Fig.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의 교복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 전체 폭, 소매

길이, 소매통, 진동둘레, 목둘레 등 여섯 항목의 치수적합성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하의 교복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 바지

폭,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 네 항목에 대한 치수적합성을 응

답하도록 하였다.

3.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 총 1,153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본 연구 자료

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7.0을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별 신

뢰도를 살펴보고자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크론바하 알파의

값이 0.72~0.83으로 나타나 응답에 있어 내적 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기술통계량인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 유의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학령별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성별로 유의차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년별

유의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

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교복 만족도 평가

4.1.1. 성별 비교 

Table 2는 여름용 교복에 대한 상의(블라우스 또는 셔츠) 및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의 색, 소재, 디자인, 활동성 각각에 대

한 교복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여름용 교복에 대

한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용 교복의 상의

에 대해 여학생이 착용하는 블라우스에 대한 만족도를 색, 소

재, 디자인, 활동성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전체 평균은 3.209인

데 비해 남학생은 셔츠에 대한 만족도 전체 평균은 3.517로 나

타났다.

여름용 교복 하의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

커트에 대한 만족도는 3.174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들이 착용하

고 있는 하의 교복 바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2.901로

나타나 상의와 하의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현재의 교복

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복만족도를 색, 소재, 디자인, 활동성에 대해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여름용 교복

에서 성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상의에 대해서는 ‘디자인

만족도’로 나타난 반면 하의에 대해서는 ‘디자인 만족도’와 ‘활

동성 만족도’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상의 블라우스의 디자인 만족도는 3.445로 나

타난 반면 남학생의 셔츠 디자인 만족도는 3.064로 나타났으며,

하의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바지 디자인 만족도가 2.786, 활동성

만족도가 2.751로 나타나서 ‘보통이다’의 3보다 낮은 점수로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하의 스커트에 대

한 평가에서는 디자인 만족도는 3.245, 활동성 만족도는 3.147

로 응답해 남학생에 비해 디자인 만족도와 활동성 만족도가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Sizing schematization of summer school uniform ; (a) Upper gar-

ment ① length  ② width  ③ length of sleeve  ④ width of sleeve ⑤ arm-

hole ⑥ neck size, (b) Lower garment ① length ② width ③ waist

④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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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교복에 대해 남학생이 착용하는 바지보다 여학생들이

착용하는 스커트의 디자인과 활동성이 훨씬 나은 것으로 인식

하였다. 고등학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교복만족도가 높

았다는 Lee(1996)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요즘 남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처음 구입 시 교복

형태에 대해 불만족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유행하는 스타

일로 변형하는 행태가 잦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교복만족도를 조사하여 상징만족

도, 관리만족도, 활동만족도에 비해 심미적 불만족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Ryu et al.(2011b)의 선행연구와

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과 디자인 만

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요즘의 청소년들은 실용성도 중요하

게 생각하는 동시에 패션성도 강조되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4.1.2. 학령별 비교

Table 3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여름용 교복에 대한 상의

및 하의에 대해서 색, 소재, 디자인, 활동성 각각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만족을 나타내며, 3은 보통

이다, 5에 가까울수록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름용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학령별로 전체 평균값을 비교

하면 중학생의 경우 상의 교복만족도는 2.959, 하의 만족도는

2.996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상의 만족도 3.331, 하의 만족도

3.16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복

여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 소재, 디자인, 활동성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

의 교복에 대해서는 ‘소재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활동성

만족도’에 있어 모두 학령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하의에 대

해서는 ‘디자인 만족도’ 및 ‘활동성 만족도’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교복만족도의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겨울용 교복을 대상으로 교복만족도를 살펴본 Lee(2006)의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겨울용의 경우 학년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이 상의에 대해 ‘색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활동성 만

족도’이었으며, 겨울용 하의는 ‘색 만족도’ ‘활동성 만족도’에

있어 학령별 유의차가 나타나 겨울용과 여름용의 교복만족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소재, 디자인 및 활동성에 대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전반적

으로 고등학생들의 여름용 교복의 만족 정도에 비해 중학생 여

름용 교복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

해 관심도 연령이 낮아진 것과 신체 성장발달이 중학생이 더욱

빨라서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름용 교복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상, 하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의 만족도

에 비해 하의 만족도가 낮아 특히 남학생 교복 바지의 디자인

및 활동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Lee(2006)의 겨울용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 시 흥미로운 점은

동복 아이템 중에서 특히 재킷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Table 2. Satisfaction of summer school uniform by sexuality (N=1,153)

Classification Item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t-value
M(SD) M(SD)

Upper garment

(Blouse/Shirts)

Color 3.426(0.475) 3.204(0.876) 1.476 

Textile 3.152(0.542) 3.428(0.656) 1.375 

Design 3.064(0.576) 3.445(0.583) 8.654***

Activity 2.985(0.856) 2.757(0.486) 2.124

Average 3.517(0.612) 3.209(0.650) 2.043

Lower garment

(Skirt/Pants)

Color 3.054(0.755) 3.285(0.758) 2.423 

Textile 3.013(0.647) 3.018(0.549) 1.890 

Design 2.786(0.548) 3.245(0.752) 9.627 ***

Activity 2.751(0.724) 3.147(0.851) 8.945 ***

Average 2.901(0.669) 3.174(0.758) 3.548*

*p<.05, ***p<.001

Table 3. Satisfaction of summer school uniform by school age                                                               (N=1,153)

Cassification Item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t-value
M(SD) M(SD)

Uppper garment

(Blouse/Shirts)

Color 3.098(0.854) 3.245(0.846) 2.154

Textile 2.869(0.785) 3.304(0.955) 2.899*

Design 2.895(0.746) 3.428(0.854) 7.788**

Activity 2.972(0.763) 3.347(0.842) 6.895**

Average 2.959(0.787) 3.331(0.874) 6.451**

Lower garment

(Skirt/Pants)

Color 2.958(0.634) 3.122(0.758) 1.585

Textile 3.294(0.658) 3.225(0.750) 2.231

Design 2.848(0.851) 3.254(0.859) 9.868***

Activity 2.885(0.548) 3.037(0.853) 9.452***

Average 2.996(0.673) 3.160(0.805) 6.45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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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재킷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름용을 조

사한 본 연구에서는 상의 셔츠에 대해 중학생의 불만족이 고등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용과 여름용에 대한 교복 만

족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Lee et al.(2004)의 선행연구와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

났다.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복의 경우, 치수를 통합 설정

하여 작은 치수는 중학생용, 큰 치수는 고등학생용으로 사용하

고 있어 교복 선택 시에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중, 고등학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들의 경우, 기준 길이에

비해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에 기준을 두어 교복을 구입하게 되

면 길이가 짧다고 평가하며, 신장에 맞추어 구입하게 되면 너

비 또는 둘레 항목이 큰 교복으로 평가한 것이다.

Table 4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여름용 교복에 대한 색, 소

재, 디자인, 활동성에 관한 학년별 유의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을 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교복만족도에 있

어서 학년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중학생의 경우 상의에 있

어서는 디자인과 활동성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소재, 디

자인, 활동성으로 나타났다. 하의에 대해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디자인과 활동성에 있어 학년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4.2. 교복 치수적합성 평가

4.2.1. 성별 비교

교복의 치수적합성은 착용자의 외관은 물론 동작용이성 및

운동 기능적 착용감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복업체에

서 사용하는 기준 부위와 치수 체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현재 교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수는 부위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착장자의 치수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기준부위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

만, 남학생 교복과 여학생 교복의 치수체계의 차이가 있으며, 각

브랜드마다 기준 부위에 따른 치수체계의 차이가 있어 교복 구

매시 치수만으로 구매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복 생산업체에서 보다 착장자의 치수 맞음새와 만족도를 고

려하여 동일 치수체계를 가지고 디자인한다면, 소비자의 입장

에서 구매가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6은 여름용 교복 착용 시 중·고등학생들의 치수적합

Table 4.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Duncan test on the satisfaction of summer school uniform by school age             (N=1,153)

Classification Item

Middle school students

F-value

High school students

F-value1st grade

(n=208)

2nd grade

(n=204)

3rd grade

(n=192)

1st grade

(n=186)

2nd grade

(n=183)

3rd grade

(n=180)

Upper garment

(Blouse/Shirts)

Color 3.099 3.092 3.102 2.024 3.204 3.285 3.246 2.264

Textile 2.942 2.868 2.796 2.120
3.502

a

3.564

a

2.846

b
3.251

*

Design 
3.254

a

2.745

b

2.687

b
7.523

**
3.567

a

3.489

b

3.229

c
8.023

**

Activity
3.124

a

3.049

a

2.742

b
10.085

***
3.458

a

3.497

a

3.087

b
4.325

*

Lower garment

(Skirt/Pants)

Color 2.946 2.945 2.983 1.745 3.235 3.042 3.088 1.423

Textile 3.249 3.289 3.345 2.120 3.220 3.202 3.254 2.208

Design 
3.128

a

2.817

b

2.598

c
8.859

**
3.528

a

3.275

b

2.958

c
9.120

**

Activity
3.241

a

2.731

b

2.682

c
9.894

**
3.134

a

3.128

a

2.849

b
8.659

**

*p<.05, **p<.01, ***p<.001

a, b, c means the order of average after Duncan test.

Table 5. Sizing system of summer school uniform

Classification Criteria S Brand E Brand I Brand

Male

Breast measurement
76 79 82 85 88 91 94 

100 103 106 109 112

76 79 82 85 88 91 94 

101 105 109 113

76 79 82 85 88 91 

94 101 105 110

Waist measurement
61 64 66 69 71 74 76 

79 81 84 86 89 91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60 64 66 70 76 78 84 

86 88 9098 105 105

Female

Breast measurement
76 79 82 85 88 91 94 

97 101 105 110 115 120

76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109 112

76 79 82 85 88  91 

94 97 101 105 109 113 116

Waist measurement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1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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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상의(셔츠 또는 블라우스)에 대해

길이, 품, 소매길이, 소매통, 진동둘레, 목둘레 등 6항목의 치수

적합성을, 여름용 하의(바지 또는 스커트)에 대해 길이, 폭,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에 관한 4항목의 치수적합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남학생과 여학생 응답을 성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상의에 대한 치수적합성 전체의 평균은 남학생은 3.301, 여

학생은 2.954로 나타났으며, 하의에 대한 치수적합성 전체에 대

한 평균은 남학생은 3.553, 여학생은 3.143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재 여름용 교복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의 여름용 하의 교복이 치수적합성이 우수하였다. 남학생 여름

용 교복 상의, 하의가 실제 착용 시 치수에 대해 약간 크거나

넓은 것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여학생의 여름용 교복의 전반적

치수적합성은 매우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 치수적합성을 살펴보면, Table 5에 나타나

듯이, 여름용 교복 상의에 있어 전체 길이와 품에 있어 성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하의에 있어서도 전체 길이와 폭에 있어

성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상의에 있어 품은 남학생이 3.797, 여

학생은 3.097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여름용 교복

의 경우 남학생 셔츠의 품이 넓음을 의미한다. 하의에 있어서

는 전체 길이에 대해 남학생 3.425, 여학생 3.054로 나타났으

며, 하의 전체 폭은 남학생은 3.985, 여학생은 3.315로 나타나

상의와 마찬가지로 하의에 있어서도 남학생의 교복 치수가 실

제 착용 시 전체 길이와 폭이 길고 넓다고 응답한 것이다.

학창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복을 착장하는 중·고등학생

들이 치수적합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교복수선 또는

변형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치수적합성에 관한 Kim and Kim(2001)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여중생들의 의복착용실태조사를 통해 치수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의 부위에서

40~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10여년 전의 교복 형태가 다소 커서

많은 학생들이 불만족을 느낀 부분을 교복 업계에서 수정, 보

완하여 최근 디자인의 경우 여학생 교복은 치수적합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10여 년 전의 여학생 교복의 치수적합성 연구결과에서는 불만

족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으로 재킷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어

깨너비, 소매길이였으며 스커트의 경우에는 스커트 길이, 허리둘

레, 엉덩이 둘레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조

사결과 상의에 대한 치수적합도는 길이 2.564, 품 3.097, 소매

길이 3.014, 소매폭 2.968, 진동둘레 3.042, 목둘레 3.038로 응

답하여 치수적합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치수적합성에 있어 3점에 가까운 것으로 응답하여 긍정적 평

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발표된 Ryu et al.(2011a)

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교복 바지 구입 시 바지

통과 바지 길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같은 기본적 부위보다 전체적 스타일을 나

타내는 부위의 맞음새를 민감하게 고려한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타나 교복설계 시 바지의 경

우에는 바지통 및 바지 길이에 대한 치수적합성을 더욱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여학생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항목에 있어서는 3

점에 가까운 응답을 하여 치수적합성에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

나, 상의 길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가 다소 짧다, 하의

폭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넓다고 응답하여 앞서 살펴본 교복만

족도에 있어 ‘디자인 만족도’에는 만족하지만 치수 적합성을 구

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었으므로 향후 여학생 여름용

교복 상의 및 하의 제작 시 반영되어 교복 만족도 및 치수적

합성을 높이는데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Table 6. Fitness of sizing system on summer school uniform by sexuality                                                     (N=1,153)

Classification Item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t-value
M(SD) M(SD)

Upper garment

(Blouse/Shirts)

Length 2.853(0.758) 2.564(0.856) 5.986**

Width 3.797(0.759) 3.097(0.840) 4.685*

Length of sleeve 3.047(0.864) 3.014(0.627) 2.356

Width of sleeve 3.245(0.684) 2.968(0.841) 2.121

Armhole 3.540(0.841) 3.042(0.843) 1.852

Neck size 3.323(0.754) 3.038(0.751) 1.524

Average 3.301(0.776) 2.954(0.793) 2.478

Lower garment

(Skirt/Pants)

Length 3.425(0.805) 3.054(0.788) 3.968*

Width 3.985()0.953) 3.315(0.841) 5.421**

Waist 3.345(0.880) 3.015(0.868) 1.585

Hip 3.457(0.925) 3.186(0.840) 2.108

Average 3.553(0.891) 3.143(0.834) 2.45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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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령별 비교

Table 7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여름용 착장시 인지하

는 치수적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상의에 대

한 길이, 품, 소매길이, 소매통, 진동둘레, 목둘레 등 6항목의

치수적합성 및 하의에 대한 길이, 폭,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에 관한 4항목의 치수적합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

이다. 

중학생의 경우, 여름용 교복에 대해 상의의 치수적합성 전체

평균은 3.278, 하의의 치수적합성 전체 평균은 3.494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상의 치수적합성의 전체 평균이 3.089, 하의 전체

치수적합성 평균이 3.086으로 나타나 치수적합성 측면에서 중

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이미 중학교 시절을 통해 교복 착용의 경험이 있으

므로 초등학생을 벗어나 교복을 처음 착용하는 중학생 집단과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응답에 있어 통

계적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상의에 있어서 전체 길이, 전체

품, 소매길이, 소매폭, 진동둘레로 나타났으며, 하의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와 품으로 나타났다. 

상의의 경우, 중학생은 길이 평균이 3.210, 고등학생은 2.954,

상의 품의 경우 중학생은 3.451, 고등학생은 3.227, 소매길이에

대해서는 중학생 3.355, 고등학생 2.969로 나타났으며 소매통에

있어서 중학생은 3.269, 고등학생은 3.168, 진동둘레의 경우 중

학생 3.387, 고등학생 3.103으로 응답하여 고등학생의 치수적

합성이 훨씬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전의 교복에 비해 현재

시판 중인 교복은 상의의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다소 타이트하

게 디자인 되어 착용하는 학생들의 응답은 과거에 비해 치수적

합성에 있어 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하의의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대해 중학생은 3.457, 고

등학생은 2.948, 하의 폭에 대해 중학생은 3.945, 고등학생은

3.212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길이가 다소 길

다고 인식하고 폭에 대해 넓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Lee et al.(2004)의 선행연구 결과에 있어서 재킷길이, 소매길

이, 바지 길이, 셔츠 길이, 셔츠 소매길이는 짧게, 셔츠의 목둘

레는 작게, 소매통은 좁게 느낀다고 응답한 결과와 다소 차이

를 보인다. 이는 기성복 디자인이 피트감 있는 스타일이 많아

이에 익숙해진 것으로 여겨 교복의 경우에도 작게 좁게 느끼는

감의 치수적합성의 평균이 딱 맞게 입는 것을 기준으로 변화하

였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Kim(1996)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

복의 치수 맞음새를 조사한 결과 한 치수 보다 크게 구입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 나타난 중학생들의 치수적합

성도 한 치수 큰 치수를 구매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보다는 치

수적합성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Lee(1996)와 Chung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

난 바와 같이 청소년기 남학생의 성장은 만 11세에 서서히 이

루어져 만 12세에 신체치수의 평균값이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대체로 13~14세 보다 12~13세에 빠른 성장을 보인다고 밝혔으

며, 남자 중학생의 경우 성장량의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언급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치수적합

성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치수의 변

화가 현저하여 보통 입학시점 한 두 치수 큰 교복을 구입하여

착용한 결과 교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치수적합성이 고등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중학생의 경우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반해 고등학생

시기에는 완만한 성장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학령별로 신체적

발달과 특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중학

생과 고등학생의 교복치수는 큰 차이가 없이 제작, 판매되고 있

는 실정이다. 

Table 7. Fitness of sizing system on summer school uniform by school age                                                   (N=1,153)

Classification Item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t-value
M(SD) M(SD)

Upper garment

(Blouse/Shirts)

Length 3.210(0.603) 2.954(0.825) 4.410*

Width 3.451(0.596) 3.227(0.742) 3.542*

Length of sleeve 3.355(0.485) 2.969(0.596) 8.452**

Width of sleeve 3.269(0.596) 3.168(0.580) 6.758**

Armhole 3.387(0.845) 3.103(0.654) 3.540*

Neck size 2.998(0.552) 3.112(0.640) 2.121

Average 3.278(0.613) 3.089(0.673) 6.436**

Lower garment

(Skirt/Pants)

Length 3.457(0.654) 2.948(0.498) 7.154**

Width 3.945(0.628) 3.212(0.605) 6.696**

Waist 3.348(0.694) 3.342(0.651) 2.145

Hip 3.225(0.842) 2.840(0.756) 1.986

Average 3.494(0.705) 3.086(0.658) 5.96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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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et al.(2011a)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 중학생의

급격한 신체성장을 고려할 때 장기적 착용이 요구되는 교복의

경우 착용기간 중 치수적합성이 계속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교복 제작업체에서는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이

라 언급하였다. 또한 Lee et al.(2004)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교복업계에서는 치수의 기준 대부분을 고등학생의

신체적 특징이 반영된 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경

우에는 기준 길이에 비해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가 크게 나타

나고 신장에 맞는 교복을 고르게 되면 너비와 둘레항목은 큰

치수를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둘레 항목에 기준

을 두어 교복을 구매하게 된다면 길이 부위는 짧게 되어 너비

와 길이 모두가 적합한 치수를 고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Table 8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여름용 상, 하의 교복에 대

한 치수적합성에 관한 학년별 유의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일

원분산분석을 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치수적합성에 대해

학년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상의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

등학생 모두 길이, 폭, 소매길이, 소매폭, 진동둘레로 나타났으

며, 하의에 대한 치수적합성 평가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길이와 폭에 대하여 학년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최근 다양한 브랜드의 교복들은 헐렁하게 입지 않고 가능하

면 타이트하게 입으려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디자인과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0여년 전의 교복만족도 및 치수적합성과 비교할 때 많이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상의 및 하의에

있어 교복만족도와 치수적합성에 있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

므로 이를 반영한 교복 제작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자신의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높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성

장기 청소년들은 이시기에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

문에 다른 의복에 비해 교복을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서 교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소속

감과 유대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동작활동성

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치수적

합성과 교복 만족도를 높여 착용자 중심의 교복생산이 될 수 있

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남녀별, 학령기별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연구를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름용 교복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상의 블라우스와 셔츠에 대

해서는 디자인 만족도, 하의 팬츠와 스커트에 대해서는 디자인

만족도와 활동성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

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디자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

거에 비해 남학생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을 시사하였다.

둘째, 여름용 교복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만족도에 대하여

학령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의 교복에 대해

서는 소재, 디자인, 활동성에 있어서 하의 교복에 대해서는 디

자인과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Table 8.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Duncan test on the fitness of summer school uniform sizing system by school age    (N=1,153)

Classification Item

Middle school students

F-value

High school students

F-value1st grade

(n=208)

2nd grade

(n=204)

3rd grade

(n=192)

1st grade

(n=186)

2nd grade

(n=183)

3rd grade

(n=180)

Upper garment

(Blouse/Shirts)

Length
3.281

a

3.301

a

3.053

b
4.286

*
3.186

a

2.648

b

3.028

a
4.668

*

Width
3.572

a

3.299

b

3.483

a
4.235

*

3.227 3.222 3.232 2.140

Length of sleeve
3.424

a

3.421

a

3.221

b
5.479

*
3.143

a

2.984

b

2.783

c
10.546

**

Width of sleeve
3.404

a

3.299

a

3.103

b
4.451

*
3.246

a

3.245

a

3.012

b
8.479

**

Armhole
3.455

a

3.251

b

3.455

a
3.147

*
3.203

a

3.205

a

2.902

b
3.896

*

Neck size 2.995 2.999 2.995 1.845 3.148 3.187 3.002 2.015

Lower garment

(Skirt/Pants)

Length
3.238

b

3.352

b

3.782

a
6.412

**
3.243

a

2.812

b

2.789

b
8.451

**

Width
3.869

b

4.098

a

3.869

b
6.845

**
3.141

b

3.192

b

3.302

a
6.512

**

Waist 3.353 3.347 3.345 2.124 3.345 3.300 3.382 2.148

Hip 3.196 3.252 3.228 2.041 2.784 2.885 2.850 1.998

*p<.05, **p<.01

a, b, c means the order of average after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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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중학생들의 교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이 착용하는 여름용 교복의 치수적합

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매우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

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은 상의와 하의 모두에 있어서는 전체

길이와 품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름용 교복의 치수적합성에서는 고등학생의 치수적합

성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별 유의차가 나타난 항

목은 상의에 있어서는 전체 길이, 전체 품, 소매길이, 소매 폭,

진동둘레로 나타났으며, 하의에 있어서는 전체 품과 전체 길이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특징 및

차이를 잘 반영한 착용자 중심의 교복설계가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본 연구는 D광역시 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행해졌기에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

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교복에 관한 치수적합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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