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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the image and preference of the school uniform of a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Ulsan. The analysis of 396 data were measured by the frequency, the t-test through SPSS 12.0. The results show that first,
in the image, they associated a cold color, short v zone, necktie with mannish image, a coordination between boxy jacket and
flared skirt or silhouette mixture of mannish image and feminie image with unfashionable. Second, sensibility images that they
prefers differed significantly in mature, soft, and practical images between different academic spheres, and in terms of refined
image between different grades. Third, in preference of school uniform wearing, photo 9 showed the significance by groups
and photo 6 showed it by grade. As a result of uniform design preference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by academic
shown on photo 2 in total harmony and color combination, on photo 3 in details, on photo 7 in lower garment design, on photo
8 in upper garment design, on photo 9 in total harmony, upper garment design, lower garment design, color combination and
details. Meanwhile, photo 1 showed the significance by grade in color combination, photo 4 in total harmony and upper gar-
ment design, photo 7 in upper garment design,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we could assume schoolgirls' attitude toward
school uniform currently worn by them and it is considered to be used for resolving diverse problems which have been raised
when school uniform design is being planned to satisfy students' des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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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 날 한국 청소년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로 자유분방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체계를 지

니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분출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생활은 학교범주 속에

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생활시간을

갖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개성을 표출할 기회가 부족하여 이

를 해소시키려는 수단으로 교복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 교

복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상징적 수단으로서의 활

용도가 높으며,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여중고생에게는 중요한

패션코드이다.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복패션이라는 용

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복디자인 변형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

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교복디자인 변형이 유행으

로 등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복디자인 변형에 드는 수선비

의 비경제성이 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각 학교가 정한 교복

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은 신학기

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논란의 문제를 다소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학교 간

교복차별화가 시도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반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교복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여고생들에게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받

아들여짐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신학기마다 교복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현

상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디자인에 대

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복디자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 Lee(2007), Lim(2004), Kim(2001)은 각각

부산, 서울,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교복만족도, 교복디자인 선호

도, 교복디자인 만족도를, Kim(2003)은 마산·창원지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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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복만족도와 교복이미지를, Baik(2000)은 교복이미지와

교복디자인 요소별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교복 연구

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복이 전국적

으로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학교재량으로 교복디자인이 선정되

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정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이 확인되었다. 울산지역의 착용교복에 대한 연구 역시 일반적

인 연구대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 지역 학생

들의 착용교복에 대한 감성이미지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복디자인에 대한 요구에

보다 근접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대입진

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여고생과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실업계

여고생들이 각기 교육목표가 다른 교육환경에서 착용하는 교복

평가와 학년 간의 교복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므로 울산지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인문계·실업계의

1학년·2학년 간의 교복에 대한 감성이미지와 선호도를 고찰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교복 착용기간이 길고 재킷을 벗으면

춘추용으로 대체가능한 추동용 교복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학교 유형별, 학년별 교복디자인에 대

한 분석결과는 그들이 속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교복디자인 방향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교복의 정의 및 시대별 디자인 변화

2.1.1. 교복의 정의

교복(校服)이란 사전적 의미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히는

제복이다(Lee, 1994). Kim and Bae(2003)는 교복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특정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그 학교의 공동의식,

공통성 집단성을 강조하고 다른 집단과 구별하게 함으로써 특

수성, 개별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공식적인 의복으로 정의

하였다. 교복은 학교를 상징하고 같은 공간속에 있다는 소속감

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고 학생신분을 증명해 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표현의 수

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복은 학교의 품위를 대변하고 자

기표현의 건전한 수단이며, 학생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정

의할 수 있다. 

2.1.2. 시대별 디자인 변화

여성들의 근대화 교육은 교복의 등장과 변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은

다홍색의 긴치마와 짧은 저고리를 교복으로 착용케 하였고 이

는 교복의 효시가 되었으며, 1907년 최초로 양장교복이 숙명여

학교에서 등장하게 되었다(Yu, 1990). 1920년대 민족운동, 신교

육의 확대와 여성교육의 전개 등은 긴 저고리와 짧은 치마, 넓

게 주름을 잡은 통치마의 한복 개량화가 이루어졌다. 1930년대

부터는 여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여 신여성층이 증가하고 양

장착용이 1920년대에 비해 확대되어 한복과 양장이 혼용되었

다.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이 유지되면서 1969년 문교부의 중학

교 평준화 시책이 실시되면서 여학생 교복은 시·도별로 통일

된 중·고등학교 교복이 제정되었다(“Schoolgirls uniform”,

2009).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교복이 일제의 잔재 중 하나

이며, 학생의 개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교복착용 문제가 사회

적 이슈로 등장되면서 1982년 1월 4일 문교부에서 중·고등학

생들에 대한 교복자율화 조치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자

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복지정을 불가 한다는 정

부의 방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의생활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

다. 그러나 교복자율화가 주는 평상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브랜드에 대한 위화감과 심리적 위축감, 학

생들의 탈선행위 등의 부정적 측면은 교복의 재착용으로 이어

지면서 현재 96.5% 정도의 교복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

듯 교복착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복시장은 급성장하였고, 대

기업이 교복시장에 뛰어들면서 교복브랜드화와 기성화가 진행

되면서 교복패션화의 진행과 교복아이템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된 교복아이템 중의 하나인 여학생

의 바지 아이템은 양성 평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84.1%, 남녀 공

학교에서는 82.2%의 스커트 착용률을 보이고 스커트 혹은 바

지 선택착용은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15.1%, 남녀 공학교에서는

13.5%를 보인다는 보도자료(“The present state of school

uniform in schoolgirls”, 2009)에서 일반적으로 스커트 착용률

이 높은 만큼 여고생들의 스커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고 점차 바지의 착용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바지 디자인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교복시장 확대

아이템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에 민감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소속감이나

통제성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

하고, 미적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복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2. 교복디자인 감성이미지

감성은 사전적 의미로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 혹은 외부 자

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도

의 심리적인 체험을 말하며,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등의 복합

적인 감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Lee, 2008). 감성은 개인의 생

활방식이나 가치관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느낌, 기분심리를 총

괄하여 언어로 표현되고 인간의 느낌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어휘인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느낌을 잘 대변해주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Lee, 2001). 이러한 감성은 연령, 지역, 성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동일한 연령일지라도 서로 다른 감성을 나타

낸다(Na & Jo, 2002). 교복은 여고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여기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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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고생들의 감성적인 욕구를 강조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교

복디자인의 개발이 중요하다. 

Lee(2007)의 “교복만족도와 변형에 대한 대중매체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선호이미지는 단정한 이미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학생다운 클래식 이미지, 캐쥬얼한 이미지, 세련되고 모

던 이미지로 분류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여학교와 남녀공학,

학년에 따른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은 캐쥬얼한

이미지를, 고등학생은 세련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

고 여학교의 학생들은 단정해 보이는 이미지를, 남녀공학의 여

학생은 캐쥬얼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학교 여학생은 캐쥬얼한 이미지를, 고등학

교 1학년은 캐주얼한 이미지를, 고등학교2, 3학년 학생들은 세

련되고 모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and Kim(2004)의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고생의 교복이미지를 품위성, 유행성, 실용성, 순

수함의 4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여고생이 추구하는 이미지

는 품위있다, 깔끔하다, 단정하다, 지적으로 보인다 등의 이미

지가 포함되어 있는 '품위성'이 가장 높게 나와 여고생들은 품

위있는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2002)의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변형 행동의 비교연구”에서 편안하고 단정한, 독특하고 개

성적인, 지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로 분류하여 남학생과 여학

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남학생과 여

학생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

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한다

고 하였다. 또한 남학생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지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

학생에 따라, 학년에 따라 교복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

게 나타났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울산지역 여고생들의 계열별·

학년별 교복디자인의 실제 감성이미지와 추구 감성이미지 간에

는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2.3. 교복디자인 선호도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체적인 필요나 심리적·

심미적 욕구에 의하여 의복을 선택하게 된다. 의복에 대한 선

호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나 경제적 조건, 시대적

배경 등 사회·환경적인 측면과 그 사회 내에서 개인의 연령

이나 지위, 신체적 특징, 유행의 경향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르게 표현될 수 있다(Choi, 1990). 교복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착용률이 높아지고 교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교복이 하나의 패

션산업으로 발달하여 예전의 일률적인 디자인의 교복형태에서

벗어나 교복색상과 디자인면에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

복디자인 선호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2007)의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허리선 길이의 베스트형(몸에 붙는 형태)

재킷과 무릎선(내츄럴 라인 스커트)의 플레어스커트를 중고등

학생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2004)의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

호하는 교복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재킷은 허리가 약간 들어

간 테일러드 재킷을 선호하며, 여밈은 아래가 약간 벌어진 형

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는 타이트스커트와 부분

주름스커트를 선호하고 교복무늬는 재킷과 스커트 모두 무늬가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밝혔다. 

Min(2003)의 “색채이미지와 디자인을 활용한 여자 고등학생

교복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재킷과 스커트는 좀 더 짧은 것을

원했으며, 재킷의 실루엣은 몸에 맞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킷의 칼라모양은 테일러드 모양의 디자인을 선호하

였고, 여밈은 더블 여밈을 선택하였다. 스커트의 모양은 세미

타이트형을 여고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허리가 들어가고, 몸

에 딱 맞는 실루엣의 재킷과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복색상 배합은 상하동색을, 이색배

색을 할 경우에는 상의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무늬는 체크

무늬나 무늬가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

산지역 여고생들의 계열별·학년별 교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

인 조화, 상·하의 디자인, 색상 배합, 디테일 항목에 대한 선

호도 조사는 교복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여고생의 계열별·학년별 추동용 교복디자인 감

성이미지와 추구감 성이미지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여고생의 계열별·학년별 추동용 교복디자인 선

호도와 착용 선호 도 차이를 살펴본다.

3.2. 연구방법 및 절차

3.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판단표집하였다. 3학

년 학생들은 대입전형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인하여 교복에 대

한 관심이 1, 2학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자는 대상학교 선정 시 한 특

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디자인 편견을 초래할 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지역 남구·중구·동구에 위치해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입진학을 목표로 하

는 인문계 여고생과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실업계 여고생으로 각

각 교육목표과정이 달라 교복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것으

로 예상되어 남구와 중구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2개 학교

와 동구와 남구에 위치한 실업계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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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2.2. 측정도구

설문내용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복디자인 감성이

미지는 Baik(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각 교

복디자인에서 느끼는 감성이미지와 추구감성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 12쌍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에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복 선호도는 Lee(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교복착용 선호도 1문항과 교복디자인에 대한 선호항목 (전체적

인 조화, 상의 디자인, 하의 디자인, 색상 배합, 디테일) 5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마음에 든다’에 1점 ‘전혀 마

음에 들지 않는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이므로 설명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학년과 계열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교복사진 자극물 선정은 울산시내 및 근교지역의 교복업체가

진열한 교복 28종류를 사진 촬영하여 그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사진 9장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교복사진 선

정기준은 첫째, H형 실루엣(사진 자극물2, 3, 4, 7, 8)과 box

형 실루엣(사진 자극물1, 5, 6, 9), 둘째, 상·하의가 동일한 색

상과 동일하지 않은 색상(단색 스커트와 체크 무늬 스커트), 셋

째, 장식적 디자인(싱글버튼 여밈과 더블버튼 여밈, 칼라형, 바

인딩, 리본, 넥타이)을 기준으로 하여 사진을 추출하였다. 배경

이 교복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photoshop CS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을 흰색으로 처리한 사진에 대한 이

미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3.2.3. 자료수집 및 절차

예비조사는 추동용 교복의 착용기간이 길고 추동용 교복에 대

한 설문에 응답하기에 계절적으로 적합한 2008년 11월 1일~15

일 사이에 울산지역 여고생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각 고등학교 가정담당교사들에 의해 2008년 12월

1일~24일 사이에 4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96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인문계 56.6%, 실업계 43.3%로 나타

났으며, 1학년 43.2%, 2학년 56.8%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

였다(Table 1).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계열별·학년별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감성이미지 및 추구 감성이미지, 선호도는 t-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추동용 교복의 감성이미지

감성이미지는 교복사진 각 자극물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와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로 분류하여 계열별·학년별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추동용 교복에 대한 감성이미지

(1) 자극물 1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2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얌전한 이미지에서, 학년 간

에는 비활동적인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색 계열의 더블여밈 테일러드 재킷, 붉은색과 남색

으로 배색된 체크무늬 스커트, 리본 끈 장식은 차분하고 깔끔

하지만 수수하고 촌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한색계열

의 남색이 남성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를 주는 성격에 비해 여성

스러운 리본 끈의 대비 장식으로 촌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느

끼게 하는 디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자극물 2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3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앳되보이는, 차분한, 촌스러운,

평범한, 수수한, 눈에 띄지 않는 등의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남성적인, 얌전한, 비활

동적인 등의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로 나타났다. 즉, 푸른

계열이면서 투 버튼여밈의 테일러드 재킷과 녹색계열의 체크무

늬 스커트는 촌스러운, 평범한, 수수한, 눈에 띄지않는, 딱딱한,

남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의의 한색계열과 하의

의 중성계열에서 오는 색상의 부조화와 테일러드 재킷의 짧은

V존이 주는 답답함 등이 남성적이면서 평범한 이미지를 형성

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3) 자극물 3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4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세련된, 화려한, 눈에 띄는 등

의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는 깔끔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푸른 계열의 동일색상배색의 재킷과

체크무늬 스커트, 푸른계열의 보색인 붉은색으로 바인딩된 칼

라와 포켓 그리고 나비넥타이는 개성적인, 화려한, 눈에 띄는,

장식적인 이미지로 연상시킴을 알 수 있다.

(4) 자극물 4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5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활동적인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는 깔끔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허리라인이 드러나는 H형의 짧은 재킷

과 체크무늬 플리츠 스커트는 성숙한, 부드러운, 여성적인, 차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9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persons) A percent(%)

Groups
Academic type 224 056.6

Vacational type 172 043.3

A grade type
Sophomore 171 043.2

Junior 225 056.8

Total 3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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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얌전한, 활동적인, 수수한 이미지를 연상함을 알 수 있다.

Yu(1991)의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재킷

은 허리가 꼭 끼는 것보다는 헐렁한 일자형으로 적당하게 약간

들어간 모양, 주름 스커트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Cho(1991)의 “교복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스커트의 무늬를 사

용할 경우 체크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자극물 4의 재킷 실루엣과 무늬가 있을 경우 체크무늬의 주름

스커트가 교복 디자인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극물 5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6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촌스러운 이미지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붉은 계열의 재킷, 플레어 스커트, 리

본 끈장식은 여성적인, 화려한, 눈에 띄는 이미지와 병행하여

촌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상·하의는 붉은계열이

나 상·하의간의 톤의 차이가 큼으로써 촌스러운 이미지 형성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자극물 6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7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차분한, 깔끔한, 평범한, 눈에

띄지않는 등의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는 딱딱한, 촌스러운, 눈

에 띄지않는 등의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2.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1                                                                      (n=396)

 Stimulus 1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3.35 3.33  .160 3.23 3.43 -1.902

soft - hard 3.70 3.62  .915 3.62 3.70  -.842

feminie - mannish 3.34 3.13  1.741 3.19 3.30  -.934

calm - sprightly 2.37 2.52   -1.5398 2.40 2.46  -.609

casual - modest 3.96 3.90      .581* 3.91 3.95  -.398

 active - inactive 3.74 3.67  .616 3.75 3.68   .695*

neat - plain 2.79 2.77  .150 2.73 2.82  -.808

practical - non practical 3.47 3.33  1.413 3.37 3.44  -.756

refined - countrified 4.24 4.08  1.740 4.10 4.22 -1.276

personal - common 4.04 4.05  -.018 4.08 4.02  .614

splender - ordinary-looking 4.04 4.12  -.706 4.05 4.09  -.400

remarkable -non remarkable 3.60 3.76 -1.226 3.69 3.65  .319

* p < .05,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Table 3.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2                                                                       (n=396)

 Stimulus 2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3.35 3.08  2.305* 3.22 3.24  -.238*

soft - hard 3.76 3.47 2.863** 3.57 3.68  -1.053*

feminie - mannish 3.44 3.16 2.507** 3.33 3.31  .187*

calm - sprightly 2.51 2.41  .892** 2.54 2.41  1.134*

casual - modest 3.72 3.62  .888** 3.81 3.57  2.239*

active - inactive 3.69 3.59  .941** 3.74 3.57  1.542*

neat - plain 2.63 2.66 -.283** 2.75 2.56  1.657*

practical - non practical 3.34 3.20 1.116** 3.44 3.15  2.322*

refined - countrified 4.43 4.03  4.215** 4.29 4.24  .609*

personal - common 4.15 4.16 -.052* 4.15 4.16  -.034*

splender - ordinary-looking 4.32 4.32 -.032* 4.25 4.37  -1.396*

remarkable - non remarkable 4.03 4.09 -.554* 4.04 4.07  -.294*

* p < .05, **p < .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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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푸른계열의 더블 여밈의 box형 재킷,

회색계열의 부분 주름스커트, 넥타이는 소년같은, 딱딱한, 남성

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차분한, 평범한, 수수한, 촌스러운 이미

지로써, 푸른 계열, 더블여밈, box형 실루엣, 중명도의 무채색,

넥타이 등의 항목은 남성적 이미지 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7) 자극물 7에 대한 계열별· 감성이미지

Table 8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세련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재킷의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된 길

이가 짧은 H형 재킷, 부분 주름스커트, 3버튼 여밈, 흰색 리본

은 부드러운, 여성적인, 깔끔한, 세련된, 개성적인 이미지로 연

상하며 H형 실루엣, 곡선처리, 주름스커트, 리본 항목은 여성

스러움을 나타내주는 항목들 간의 조화에 따른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8) 사진 8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9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성숙한-앳되보이는 이미지에

서, 학년 간에는 비실용적인, 촌스러운 등의 이미지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어두운계열의 라운드 네크라인, 4버튼

여밈의 재킷과 부분 주름스커트는 딱딱한, 차분한, 깔끔한, 촌

Table 4.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3                                                                       (n=396)

 Stimulus 3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2.83 2.73 1.316* 2.95 2.71  2.041***

soft - hard 2.64 2.63  .106* 2.75 2.55  2.053***

feminie - mannish 2.12 2.12 -.066* 2.23 2.04  2.059***

calm - sprightly 3.84 3.77  .706* 3.80 3.82  -.248***

casual - modest 2.15 2.15  .007* 2.15 2.15  .010***

active - inactive 2.34 2.55  -1.810* 2.44 2.42  .197***

neat - plain 3.46 3.35  .884* 3.57 3.29  2.363***

practical - non practical 3.18 3.09  .953* 3.25 3.05  2.073***

refined - countrified 2.57 2.47  .923* 2.62 2.45  1.475***

personal - common 2.08 2.08  .004* 2.17 2.01  1.499***

splender - ordinary-looking 2.06 2.13  -.704* 2.09 2.10  -.102***

remarkable - non remarkable 2.06 2.10  -.473* 2.08 2.08  .065***

* p < .05, ***p < .0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Table 5.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4                                                                       (n=396)

 Stimulus 4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1.82 1.84 -.231* 1.87 1.80  .762*

soft - hard 1.81 1.90 -.986* 1.92 1.79  1.407*

feminie - mannish 1.70 1.74 -.445* 1.82 1.64  2.255*

calm - sprightly 2.09 2.06  .377* 2.16 2.02  1.485*

casual - modest 3.03 2.90  .974* 3.08 2.88  1.464*

active - inactive 2.73 2.70  .223* 2.81 2.65  1.496*

neat - plain 2.00 2.01  -.166* 2.13 1.91  2.260*

practical – non practical 2.50 2.53 -.349* 2.57 2.48  .918*

refined - countrified 2.02 2.04 -.169* 2.08 2.00  .741*

personal - common 2.79 2.76  .265* 2.75 2.80  -.478*

splender - ordinary-looking 3.30 3.13 1.442* 3.22 3.24  -.157*

remarkable - non remarkable 2.63 2.66 -.362* 2.73 2.57  1.515*

*p < .05,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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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평범한, 수수한, 눈에 띄지않는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

써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스러운 면을 지향하는 여고생의 교복

디자인으로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9) 자극물 9에 대한 계열별·학년별 감성이미지

Table 10에 의하면 계열 간에는 깔끔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어두운계열의 짧은 V존과 3버튼 여밈

의 재킷, 부분 주름스커트, 기본 넥타이는 딱딱한, 남성적인, 눈

에 띄지 않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상·하의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깔끔하고, 평범한, 수수한 이미지를 연상함을 알

수 있다. 

4.1.2. 추동용 교복디자인에 대한 추구감성이미지

계열별·학년별 추구감성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즉, 계열 간에는 성숙한, 부드러운, 실용적인 이미지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세

련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여고생들은 성숙하고,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

는 것으로, 이는 Kim(2003)의 연구에서 단정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의 순으로 교복이

미지를 선호한다는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Table 6.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5                                                                       (n=396)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2.55 2.78 -1.824** 2.61 2.68  -.587

soft - hard 2.51 2.90 -2.753** 2.62 2.72  -.746

feminie - mannish 2.08 2.30 -1.695** 2.09 2.23  -1.054

calm - sprightly 3.26 3.45 -1.321** 3.33 3.36  -.201

casual - modest 3.39 3.29  .805** 3.29 3.39  -.845

active - inactive 3.13 3.30 -1.328** 3.16 3.24  -.681

neat - plain 3.48 3.66 -1.340** 3.59 3.53  .438

practical – non practical 3.47 3.56  -.723** 3.56 3.48  .681

refined - countrified 4.12 3.92  1.648** 3.98 4.08  -.823

personal - common 2.56 2.66  -.692** 2.70 2.53  1.142

splender - ordinary-looking 2.42 2.44  -.117** 2.64 2.28  2.394

remarkable - non remarkable 1.96 1.85  .846** 1.99 1.86  .956

**p < .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Table 7.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6                                                                      (n=396)

Stimulus 6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3.55 3.59  -.236** 3.44 3.67  -1.606***

soft - hard 3.92 4.08 -1.364** 3.83 4.11  -2.338*

feminie - mannish 3.74 3.85  -.929** 3.73 3.83  -.787***

calm - sprightly 2.18 2.52 -2.584** 2.33 2.32  .067***

casual - modest 3.38 3.32  .386** 3.46 3.27  1.366***

active - inactive 3.30 3.26  .260** 3.36 3.22  .976***

neat - plain 2.28 2.73 -3.855* 2.36 2.56  -1.746***

practical – non practical 3.21 3.40 -1.632** 3.26 3.31  -.460***

refined - countrified 3.96 4.22 -2.249** 3.84 4.25  -3.647***

personal - common 4.23 4.03    1.788*** 4.13 4.15  -.208***

splender - ordinary-looking 4.12 3.97  1.509** 4.04 4.07  -.259***

remarkable –non remarkable 4.04 3.74  2.620** 3.81 3.99  -1.480*

*p <.05, **p < .01, ***p < .0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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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고생들은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고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에 있어 성숙하고,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이미지가 가미된 교복디자인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추동용 착용교복에 대한 선호도

제시된 교복 자극물 9종류에 대한 교복착용 선호도와 디자

인 선호도를 계열별·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교복착용 선호도

교복착용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Table 12), 계열 간에는 사진

자극물9에서, 학년 간에는 사진 자극물6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극물3,4,7은 교복착용 선호도가 높

음을 알 수 있고, 자극물 1,2,5,6,8,9는 교복착용 선호도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4.2.2. 교복디자인 선호도

교복디자인 선호도는 전체적인 조화, 상의 디자인, 하의 디

Table 8.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7                                                                       (n=396)

 Stimulus 7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1.67 1.65  .266* 1.70 1.64 .769

soft - hard 1.88 1.84  .383* 1.92 1.81  1.062

feminie - mannish 1.63 1.62  .111* 1.63 1.62  .101

calm - sprightly 2.35 2.19  1.376* 2.26 2.30  -.383

casual - modest 3.21 3.23  -.193* 3.23 3.21  .212

active - inactive 2.89 2.84  .483* 2.94 2.82  1.100

neat - plain 1.83 1.66  1.933* 1.84 1.69  1.590

practical – non practical 2.42 2.37  .476* 2.42 2.38  .364

refined - countrified 2.06 1.82  2.248* 2.04 1.89  1.398

personal - common 2.89 2.69  1.872* 2.77 2.83  -.548

splender - ordinary-looking 3.36 3.32  .408* 3.16 3.48  -3.119

remarkable –non remarkable 2.97 2.92  .417* 2.90 2.99  -.810

*p < .05,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Table 9.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8                                                                       (n=396)

 Stimulus 8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2.77 3.15 -2.867* 2.73 3.09  -2.806*

soft - hard 3.00 3.35  -2.769* 2.96 3.29  -2.615*

feminie - mannish 2.82 3.19  -2.790* 2.85 3.08  -1.764*

calm - sprightly 2.01 2.15  -1.187* 2.04 2.09  -.436*

casual - modest 3.87 3.91  -.358* 3.98 3.81  1.665*

 active - inactive 3.38 3.35  .205* 3.44 3.31  1.104*

neat - plain 2.30 2.47  -1.511* 2.35 2.39  -.353*

practical – non practical 3.04 3.07  -.280* 3.11 3.01  .781*

refined - countrified 3.94 3.88  .537* 3.92 3.91  .169*

personal - common 4.00 3.90  .979* 3.97 3.94  .322*

splender - ordinary-looking 4.24 4.09  1.675* 4.20 4.16  .554*

remarkable - non remarkable 4.14 3.94  2.000* 4.04 4.07  -.320*

*p < .05,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54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4권 제4호, 2012년

자인, 색상 배합, 디테일(칼라, 포켓, 리본, 넥타이장식) 5항목

으로 분류하여 계열별·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13). 즉, 계열 간에서 자극물 2는 전체적

인 조화, 색상배합에서, 자극물 3은 디테일에서, 자극물 7은 하

의 디자인에서, 자극물 8은 상의 디자인에서, 자극물 9는 전체

적인 조화, 상의 디자인, 하의 디자인, 색상 배합, 디테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극물 1,4,5,6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에서 자극물 1

은 디테일에서, 자극물 2는 색상배합에서, 자극물 3은 색상배

합에서, 자극물 4는 전체적인 조화, 상의 디자인에서, 자극물 6

은 색상배합에서, 자극물 7은 상의 디자인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극물 5,8,9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자극물 3,4,7의 전체적인 조화, 상의 디자

인, 하의 디자인, 색상배합, 디테일을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있음

을 알 수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디자인은 베이지·검정

색 계열의 재킷과 재킷길이가 짧고 허리라인이 약간 드러나는

H형 실루엣, 체크무늬 플리츠 스커트 또는 부분적 주름 스커

트, 바인딩 장식, 리본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극물

1,2,5,6,8,9는 전체적인 조화, 상의 디자인, 하의 디자인, 색상배

합, 디테일을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학

생들의 선호대상이 아닌 교복디자인은 푸른색 계열의 더블 버

Table 10. The results of sensibility images for stimulus 9                                                                     (n=396)

 Stimulus 9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2.78 3.28 -3.208* 2.80 3.15  -2.164

soft - hard 3.56 3.94 -2.855* 3.64 3.79  -1.057

feminie - mannish 3.22 3.76 -3.784* 3.31 3.57  -1.794

calm - sprightly 1.90 2.03 -1.218* 2.03 1.91  1.121

casual - modest 3.96 4.01 -.467* 3.96 4.00  -.276

 active - inactive 3.31 3.12 1.331* 3.44 3.06  2.701

neat - plain 2.04 2.20 -1.527* 2.09 2.13  -.417

practical – non practical 2.93 2.96 -.239* 3.03 2.88  1.358

refined - countrified 3.19 3.46 -2.355* 3.16 3.42  -2.248

personal - common 3.94 3.90 .441* 3.90 3.94  -.450

splender - ordinary-looking 4.10 4.01 1.117* 4.13 4.01  1.415

remarkable - non remarkable 4.01 3.92 1.011* 4.04 3.93  1.206

*p <.05,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Table 11. The results of pursuit sensibility images                                                                             (n=396)

Pursuit sensibility image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mature - boy-like 2.30 2.20  1.021* 2.26 2.26  .054**

soft - hard 2.16 1.97  2.290** 2.10 2.06  .471**

feminie - mannish 2.04 1.93  1.195** 1.97 2.00  -.381**

calm - sprightly 2.79 2.61  1.527** 2.73 2.71  .153**

casual - modest 2.23 2.26  -.310** 2.35 2.16  1.750**

active - inactive 2.02 1.98  .364** 2.04 1.97  .697**

neat - plain 2.14 2.03  1.040* 2.15 2.04  1.023**

practical – non practical 1.92 1.84  .870* 1.91 1.88  .322**

refined - countrified 1.63 1.77  -1.460** 1.61 1.76  -1.660**

personal - common 2.37 2.40  -.301** 2.30 2.44  -1.258**

splender - ordinary-looking 2.78 2.89  -.916** 2.86 2.80  .467**

remarkable - non remarkable 2.57 2.68  -1.008** 2.59 2.64  -.399**

* p <.05, **p < .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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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여밈형의 boxy 실루엣 재킷과 플레어 스커트의 조합과 함

께 리본 끈이나 기본 넥타이장식이 매치된 교복임을 알 수 있

다. 즉, 여성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에 대한 선호성이 있다는 결

과를 통하여 허리라인을 약간 살린 H형 실루엣의 재킷, 체크

무늬 스커트나 무늬없는 부분적 주름 스커트, 재킷의 바인딩 장

식, 리본 등의 코디네이션을 참고할 항목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울산지역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

학교의 1,2학년을 대상으로 추동용 착용 교복디자인 감성이미

지와 추구감성이미지, 교복착용 선호도, 교복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교복디자인 감성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진 자극물1

은 계열간에는 얌전한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는 비활동적인 이

미지에서, 사진 자극물2는 계열 간에는 소년같은, 차분한, 촌스

러운, 평범한, 수수한, 눈에 띄지 않는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

는 남성적인, 얌전한, 비활동적인 이미지에서, 사진 자극물3은

계열 간에는 세련된, 화려한, 눈에 띄는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

는 깔끔한 이미지에서, 사진 자극물4는 계열 간에는 활동적인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는 깔끔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자극물5는 촌스러운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자극물6에서 계열 간에는

차분한, 깔끔한,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이미지에서, 학년 간

에는 딱딱한, 촌스러운, 눈에 띄지 않는 이미지에서, 사진 자극

물7은 계열 간에는 세련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진 자극물8은 계열 간에 깔끔한 이미지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자극물9는 계열 간에는 깔끔

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 간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복디자인 추구감성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계열 간에

는 성숙한, 부드러운, 실용적인 이미지에서, 학년 간에는 세련

된 이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착용교복 감성이미지와 추구감성이미지의 분석결과

를 통하여 체형변화를 겪는 시기의 여고생들은 외형적인 요소

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감수성을 소유

하고 있어 본인의 체형결점을 보완하고 체형의 실루엣을 돋보

이게 하는 선호 이미지로 평가한 성숙하고,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드러내는 디자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셋째, 교복착용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사진 자극물9에서 계

열별, 사진 자극물6에서 학년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계열 간에서 사진

자극물2는 전체적인 조화, 색상 배합에서, 사진 자극물3은 디

테일에서, 사진 자극물7은 하의 디자인에서, 사진 자극물8은 상

의 디자인에서, 사진 자극물9는 전체적인 조화, 상의 디자인,

하의 디자인, 색상 배합, 디테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사진 자극물1,4,5,6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에는 사진 자극물1은 디테일에서,

사진 자극물2,3,6은 색상 배합에서, 사진 자극물4는 전제적인

조화, 상의 디자인에서, 사진 자극물7은 상의 디자인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진 자극물5,8,9에서는 유

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은 3년 동안

착용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복디자인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교복디자인 시 허리라인을 약간 살린 H형 실루엣

의 재킷, 체크무늬 스커트나 무늬없는 부분주름 스커트, 재킷의

바인딩 장식, 리본의 요소로 유행에 따른 약간의 변화를 가미

한 세련된 교복디자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교복착용 감성이미지와 추구감성이미지, 교복디자인

선호도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여학생들의 신체의 자연스런 곡선

을 살릴 수 있는 페미닌 이미지가 반영된 허리라인을 약간 살

린 H형 실루엣의 재킷과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체

Table 12. The results of preference for school uniform wearing                                                                (n=396)

Stimulus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Stimulus 1 4.03 4.08 -.528*** 4.02 4.07  -.461**

 Stimulus 2 4.15 3.87 3.074*** 4.07 4.00  .824**

 Stimulus 3 2.87 2.90  -.344*** 2.96 2.82  1.444**

 Stimulus 4 2.32 2.30  .201*** 2.35 2.28  .698**

 Stimulus 5 4.09 4.13  -.364*** 4.10 4.12  -.172**

 Stimulus 6 3.87 4.02  -1.593*** 3.83 4.01  -1.946**

 Stimulus 7 2.13 2.14  -.053*** 2.20 2.09  1.038**

 Stimulus 8 3.66 3.72  -.627*** 3.74 3.64  1.142**

 Stimulus 9 3.00 3.23  -2.200*** 3.12 3.08  .357**

**p < .01, ***p < .0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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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results of design preference for school uniform                                                               (n =396)

Evaluative criteria

Groups A grade type

Mean
t-value

Mean
t-value

Academic Vacational Sophomore Junior

Stimulus 1

total harmony 3.49 3.63  -1.333 3.59 3.52  .686

jacket design 3.36 3.48  -1.100 3.36 3.45  -.756

skirt/pants design 4.04 4.07  -.283 4.02 4.08  -.498

color combination 3.89 3.92  -.343 3.90 3.91  -.114

detail 3.59 3.55  .334 3.51 3.62  -.947*

Stimulus 2

total harmony 3.92 3.57  3.712* 3.83 3.72  1.103

jacket design 3.86 3.53  3.443 3.70 3.73  -.227

skirt/pants design 4.25 4.01  3.173 4.22 4.09  1.668

color combination 4.27 3.91  3.700** 4.13 4.10  .340*

detail 3.97 3.89  .905 3.94 3.93  .027

Stimulus 3

total harmony 2.81 2.87  -.549 2.92 2.78  1.295

jacket design 2.67 2.55  1.089 2.73 2.53  1.699

skirt/pants design 3.35 3.48  -1.150 3.47 3.36  1.094

color combination 3.04 3.12  -.747 3.18 2.99  1.792*

detail 2.75 2.77  -.233** 2.77 2.75  .128

Stimulus 4

total harmony 2.15 2.10  .576 2.25 2.04  2.310**

jacket design 2.08 2.10  -.208 2.20 2.01  1.918**

skirt/pants design 2.41 2.52  -.897 2.53 2.40  1.110

color combination 2.36 2.39  -.312 2.45 2.31  1.344

detail 2.32 2.28  .365 2.40 2.23  1.651

Stimulus5

total harmony 3.75 3.85  -.934 3.88 3.73  1.397

jacket design 3.98 3.97  .114 4.01 3.95  .614

skirt/pants design 3.97 4.02  -.426 4.02 3.97  .426

color combination 3.89 3.93  -.366 3.91 3.90  .088

detail 3.88 3.90  -.155 3.86 3.91  -.459

Stimulus 6

total harmony 3.20 3.50  -2.557 3.30 3.35  -.355

jacket design 3.46 3.67  -1.833 3.55 3.55  -.012

skirt/pants design 3.40 3.72  -3.136 3.52 3.55  -.293

color combination 3.58 3.82  -2.332 3.61 3.74  -1.281*

detail 3.33 3.62  -2.411 3.49 3.44  .423

Stimulus 7

total harmony 1.93 1.89  .403 1.95 1.88  .756

jacket design 2.03 1.99  .377 2.07 1.96  1.027*

skirt/pants design 2.25 2.10  1.367** 2.31 2.09  1.964

color combination 2.07 2.03  .361 2.08 2.03  .427

detail 2.37 2.31  .463 2.39 2.31  .633

Stimulus 8

total harmony 3.53 3.54  -.091 3.59 3.49  .941

jacket design 3.81 3.73  .773** 3.80 3.75  .489

skirt/pants design 3.63 3.65  -.167 3.68 3.61  .731

color combination 3.42 3.52  -.974 3.49 3.45  .314

detail 3.79 3.71  .871 3.80 3.73  .677

Stimulus 9

total harmony 2.75 2.87  -1.192** 2.92 2.71  2.003

jacket design 2.93 3.01  -.693*** 3.03 2.92  .993

skirt/pants design 3.02 3.13  -.990** 3.15 3.01  1.315

color combination 3.21 3.38  -1.611** 3.26 3.30  -.436

detail 3.00 3.15  -1.255* 3.18 2.98  1.730

* p <.05, **p < .01, ***p <.001, lower than 3 means the left-emotional images, higher than 3 means the right-emot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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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무늬 스커트나 무늬없는 부분주름 스커트, 부드럽고 소녀같

은 로맨틱 이미지를 살린 바인딩 장식, 리본 등의 장식적 디테

일을 가미한 교복디자인을 기획해 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구에 대한 학교선정이 균일하지 못하고, 고등

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교복업체를 제외한 여고생 1·

2학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본 연구결과를 평균화시켜서 일

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교복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

을 찾아내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복 본래

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바람직한 교복디자인을 제

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구의 균등화와 연구대상자를 확

대해서 소속 학교가 채택한 교복디자인 범위 내에서 개인적 체

형특성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만족도, 교복착용시 강조 부위와

코디아이템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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