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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학생의 여름철 교복 및 생활복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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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uniform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wearing condition. on their comfortable uniform. Survey was conducted on 532 boys' and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in Iksan City. This study analyzed the purchasing factors and modification, fitting evaluation, 
and satisfaction of comfortable uniform aspect of students. It wa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8 questions in tot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boys’ middle school students preferred ‘activity’ among the purchasing factors.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preferred ‘design’ and ‘activity’ among the purchasing factors. Second, in purchasing types, boys’ students bought 
the type of cooperative purchasing and the type of the school uniform special shop in girls’ students. Third, 51.0% 
of the students interviewed have experienced to modify their uniforms. Since the non fashionable design and non suitable 
uniform length caused the students to modify their uniform. Also students did not satisfy the color and design in 
their comfortable uniforms. Thus school uniform maker should make that consider movement, color, design, functional 
elements and changing students’aesthetic sense

Keywords: Summer, Middle School, School Uniform, Comfortable Uniform, Wearing Condition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기후변화를 통해 길어지면

서 냉방기의 사용 시간 또한 길어져 에너지 수급에 문제

가 생길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여름철 냉방기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에너지 부족 현상에 대한 정부의 시책으로 

관공서나 학교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고 냉방기의 사

용을 시간대별로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대에는 관공서의 경우 냉방기 

가동을 정지하도록하는 것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서도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통해 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 및 디자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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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하절기에 교

복과 더불어 생활복이란 개념으로 학교 내에서 편하게 착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의의 경우 폴로셔츠

(polo-shirts)형의 신축성있는 소재로 된 것이 사용되고 있

으며, 하의의 경우 하절기에도 긴바지를 착용하던 것에서 

반바지를 착용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

정이다. 이는 최근 기후의 변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전

반적인 흐름에 기인한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의

복이기는 하지만 더운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육열을 높이

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복 뿐 만 

아니라 생활복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또, 하복용으로 입는 남학생용 긴 바지 교복의 단점

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반바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많

이 생겨나고 있는데 남학교 뿐 만 아니라 여학교에서도 

착용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교복은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 학교 단체

복으로써 처음 접하게 되는 것으로 동조성을 통해 또래와

의 동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교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보다는 단체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로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행동의 제

약을 받는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강요나 억압의 상징일 

수 있다. 
 교복에 대한 선행연구로 Lee & Cho(2012)의 연구에

서는 고등학생은 이미 중학교 시절을 통해 교복 착용의 

경험이 있어 치수적합성에 있어서 중학생보다 더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

기로 넘어가는 발달단계로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심한 

시기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되는 등 급격한 신체적 변화

와 내분비선의 발달로 남녀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Kim & Bae, 2003).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

기로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의복을 그 수단

으로 사용한다(Kang & Yoon, 2013). 또한 인터넷과 모바

일, 연예인, 또래집단 등의 영향으로 그들만의 문화와 유

행을 만들어 낸다. 특히 교복을 통학복으로 착용하고 있

는 청소년들에게 교복은 통학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같은 디자인의 교복을 3년 동안 착용하는데 자신의 외모

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교복 변형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

라 교복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연구한 논문들

로 Kim(1992)은 교복이 학생다워 보이고 집단에 동조함

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감, 행동의 조심성, 학생으로

서의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보온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단점이라고 하였다. 
Park(1997)의 서울시내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교복 착용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성표현의 문

제’, ‘온도변화의 대처에 어려움’, ‘활동불편’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Yoo & Kweon(2012)는 생활한복형 교복 착용

시 형성되는 의복 기후와 주관적 감각을 파악하고 소재성

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상의 소재로는 P/R소재가, 
하의로는 P/W 소재가 가장 낮은 피부온을 보여 시원한 

소재로 여름철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Lee & Kweon 
(2002)은 여자 중학생의 하복 관리 실태에서 교복의 개선

점으로 활동성과 디자인을 들었으며, 여름철 환경에 적합

한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공소재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한 중학교는 학생들이 교복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

는다는 이유로 학교 규정에 맞지 않게 입자 가장 불편하

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을지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을 공모하여 디자인 스타

일 활동성을 담보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남학생의 경우 신축성이 없는 소재로 인해 활동에 불편함

을 느끼고 유행에 맞게 바지부리를 줄여서 입거나 더운 

여름에 반바지 착용을 희망하고 실제로 서울의 한가람 고

등학교에서 반바지를 허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반바지 교

복을 허용하거나 생활복의 개념으로 허용하는 학교가 늘

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복 착용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재

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디테일에 

변화를 주고 길이를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짧게 줄인 치

마바지 생활복을 선정하여 업체에서 제작 원가를 다 공개

하여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생활복을 

선정하였다고 한다(Daum blog)
익산시의 경우 2013년까지만 해도 1개 중학교에서 반

바지를 착용하였는데 2014년에는 4개 중학교에서 등하교

시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학교 내에서 반

바지를 입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남자 중학교에서만 

착용되고 있지만 타지역의 경우 여자 중학생들의 반바지 

착용이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여학생의 바지나 반

바지 착용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복을 처음으로 입게 되는 중학

생들에게 있어 교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만족감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학생들의 교

복에 대한 착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만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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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Grade

Middle School(boy) Middle School(girls) Total

1st 66(12.6) 156(29.8) 222(42.4)

2nd 34(6.5) 105(20.1) 139(26.6)

3rd 68(13.0) 94(18.0) 162(31.0)

Total 168(32.1) 355(67.9) 532(100)

<Table 1> Frequency of students according to types of middle school and grade

N(%)

만족감이 높은 교복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학교에서 착용하는 교복(하복)과 

생활복에 대한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남녀중학교별 맞음새 

정도와 생활복 착용여부 및 생활복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은 익산시 소재 남자 중학교 2곳, 여자 중학교 

2곳을 선정하여 남학생 168명, 여학생 355명 총 532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22명(42.4%), 2
학년이 139명(26.6%), 3학년이 162명(31.0%)로 나타났다

<Table 1>. 조사 시기는 2014년 7월 10일～7월 18일에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익산

거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

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총 560부를 배부하였

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하게 대답한 28부를 제외한 532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평가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를 이용

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2문항과 교

복 구입에 관한 5문항, 교복 수선에 관한 3문항, 생활복 

형태 1문항, 생활복 착용 여부 1문항, 생활복 수선에 관한 

3문항, 생활복 만족도에 관한 문항 2문항과 서술형 1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모든 문항에 대해 기술통

계를 살펴보았으며 남녀 학교별 교복구매요인, 맞음새 정

도, 생활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하였

으며, 교복 구매 방법, 교복 변형 여부, 생활복 착용여부, 
생활복 형태별 분포 등에 대해 교차분석(Crosstabs)을 실

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남녀학교별 교복구매요인 및 구입형태

남녀학교별로 교복의 구매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구매요인 중 활동성에서 

2.09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디자

인과 활동성에서 1.93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의 차이분석에서는 브랜드

와 디자인에서 높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남학생들

보다 디자인과 브랜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e 2>. 이는 청소년들에게 교복이 기능적,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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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Factors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value

Mean S.D. Mean S.D.

Brand 3.03 1.09 2.68 0.91 3.86***

Design 2.36 1.25 1.93 0.86 3.98***

Fit 2.27 1.18 2.00 0.83 2.74**

Fabric 2.28 1.16 1.97 0.85 3.12**

Activity 2.09 1.18 1.93 0.86 1.60

Price 2.33 1.11 2.06 0.91 2.76**

Management 2.27 1.16 2.07 0.80 2.08*

 A/S 2.38 1.19 2.12 0.82 2.58*

<Tabe 2> Significant difference school uniform purchase factors according to schoo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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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Purchase types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otal 

Cooperative purchase 110(21.0%) 88(16.8%) 198(37.9%)

93.11***

School uniform shop 49(9.4%) 261(49.9%) 310(59.3%)

Order shop 4(.8%) 3(.6%) 7(1.3%)

etc. 5(1.0%) 3(.6%) 8(1.5%)

Total 168(100.0%) 355(100.0%) 523(100.0%)

<Table 3> Significant difference of purchase types according to school types
N(%)

***p<.001

적 가치가 아니라 브랜드 상징성이라는 가치로 인식하여 

브랜드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집

단을 표현하며 교복 브랜드의 착용을 통해 자신감과 능력

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외모 지상주의로 작용한다고 한 연

구 결과(Cheon & Shin, 2008)와 비슷한 결과로 특히 여

학생의 경우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

타나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디자인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학생들 모두 활동성을 중요시하므로 소재 

및 기능적 구성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 학교별 교복 구입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한 결과는 <Tabel 3>과 같이 남자 중학생의 경우는 

21.0%에 해당하는 110명이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하였

고, 여학생들의 49.9%인 261명이 교복전문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관심이 더 많은 

여학생들이 동조적 외모 관심과 가치지향적 외모 관심, 
적극적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브랜드 요인이 높게 나타난

다는 Jung(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브랜드 요인이 높게 나타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을 추

진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교복 가격안정화’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가 교복 구매 절차를 주관하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구매의 투명성을 제고 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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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gnificant difference of modification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ypes

N(%)

     Categories
Modification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otal 

Experienced 
modification 72(13.9%) 193(37.1%) 264(51.0%)

5.20*No Experienced 
modification 93(18.0%) 161(31.1%) 254(49.0%)

Total 165(31.9%) 353(68.1%) 518(100%)

*p<.05

한다(Kang & Yoon, 201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Lim, 

2011)에서도 공동구매에 대한 구매 의사가 낮게 나와 공

동 구매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착용은 또래 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한 교복 변

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남녀 학교별 교복 변형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조사 대상자 중 남자 중학생(165명) 중 13.9%
인 72명이 변형경험이 있고, 여자 중학생(353명) 중 

37.1%인 193명이 변형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e 4>.
패션과 교복에 대한 관심도가 교복수선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결과(Hwang, 2002)에서는 패션에 관심이 

높은 학생이 교복 수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교복 수선 여부에 따라 패션과 교복에 대한 관심도가 

교복 수선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복 변형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외적

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의 내적 심리가 반영된 결

과라고 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교복에서 서

로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르므로 남학생에게는 개성적인 

이미지의 교복을 여학생에게는 지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

의 교복을 제안하면서도 교복 변형을 통해서 획일적인 교

복에 대한 불만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경제

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게 교복변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구매 형태별로 변형경험을 살펴본 결과 공동구매한 남

자 중학생 110명 중 39명이 변형수선경험을 한 것으로 나

타났고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한 49명 중 29명의 학생들이 

변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관심이 높은 학생일수록 

변형경험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공동구매한 88명 중 55명이 변형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

고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한 261명 중 133명이 변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e 5>. 
교복의 맞음새를 묻는 문항에서 길다(크다) 1점, 약간 

길다(약간 크다) 2점, 적당하다 3점, 약간 짧다(약간 작다) 
4점, 짧다(작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남학생들의 경우 바지통, 허리둘레, 바지길이의 순으로 

크거나 길다고 했으며, 여학생들은 치마길이, 치마폭, 허

리둘레 순으로 크거나 길다고 나타났다. 바지(치마)길이 

항목에서 남녀학생 간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상의길이와 소매통에 대해서도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이 크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Lee & Cho(2012)의 연구에서 처음 교복

을 구매할 때 3년 동안 입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신체 

사이즈보다 한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를 구매하고 있는 이

유와 일치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체적 특징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치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중

학생과 고등학생의 체형 특성 및 신체부위별 증가량을 반

영하여 교복의 맞음새를 향상시켜야(Ryu et al., 2013)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남녀 학교별 생활복 착용 여부 및 만족도

조사 대상 학교 중 여학교 1개 학교를 제외한 3개교에

서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을 

입지 않고 있는 여자중학교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생활복 

착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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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gnificant difference of modification and purchase types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ypes 

N(%)

Categories

Purchase types

Middle school(boys)(n=165) Middle school(girls)(n=353)

Experienced 
modification 

No 
Experienced 
modification 

total 
Experienced 
modification 

No Experienced 
modification total 

Cooperative 
purchase 39(23.6%) 69(41.8%) 108

7.97*

55(15.6%) 31(8.8%) 86

7.46

School uniform 
shop 29(17.6%) 20(12.1%) 49 133(37.7%) 128(36.3%) 261

Order shop 2(1.2%) 1(0.8%) 3 1(0.3%) 1(0.8%) 3

etc. 2(1.2%) 3(1.8%) 5 3(0.8%) 0(0.0%) 3

Total 72(43.6%) 93(56.4%) 165 192(54.4%) 161(45.6%) 353

*p<.05

<Tabe 6> Significant difference of fit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ypes

         Categories

Part of uniform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value

Mean S.D. Mean S.D.

top width 2.82 0.56 2.77 0.69   0.92

top length 2.92 0.58 2.76 0.78    2.62**

sleeve width 2.77 0.57 2.92 0.63   -2.68**

sleeve length 2.86 0.51 2.91 0.60 -1.04

shoulder width 2.88 0.48 2.89 0.52 -0.19

pants width (skirt width) 2.54 0.87 2.58 0.75 -0.50

pants length (skirt length) 2.74 0.73 2.44 0.84    4.27***

waist circumference 2.67 0.77 2.64 0.6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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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생활복 착용 빈도는 <Table 7>과 같다. 조사 대

상 남자 중학생 168명중 82.1%에 해당하는 138명이 생활

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자 중학생은 전체 355명 중 

54.6%에 해당되는 194명이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생활복을 더 많이 착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복 상의의 형태를 살펴보면 <Table 8>, 칼라가 달

린 폴로형의 티셔츠 형태가 남녀 중학생 전체의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의의 경우는 남자 중학교의 

대부분이 반바지 형태의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교의 경우는 생활복 하의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본 설문지에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 문

항에 대하여 반바지 교복이나 교복 하의가 치마 바지였으

면 좋겠다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자 중

학교에도 하절기에 반바지를 교복이나 생활복으로 착용하

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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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earing or not of comfortable uniform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ypes  N(%)

         Categories
Wearing or not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otal 

wearing comfortable uniform 138(26.4%) 194(37.1%) 332(63.5%)

3.18***
no wearing comfortable uniform 30(5.7%) 161(30.8%) 191(36.5%)

total 168(32.1%) 355(67.9%) 523(100%)

 ***p<.001

<Table 8>  Distribution of comfortable uniform types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ypes

                     Categories
Comfortable uniform types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op

5(1.5%) 0(0%)

8.59*

132(39.8%) 194(58.4%)

no 1(0.3%) 0(0%)

bottom

123(37.0%) 0(0%)

311.38***

8(2.4%) 2(0.6%)

etc. 5(1.5%) 2(0.6%)

no 2(0.6%) 19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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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착용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남학생들의 경우 ‘활동이 편하다’, ‘입고 벗기가 편하

다’,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색상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들의 경우 ‘활동이 편하다’, ‘입고 벗기가 

편하다’,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다’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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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Satisfactional factor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value

Mean S.D. Mean S.D.

Good design 2.85 0.94 2.78 0.86 0.72

ood color 2.80 0.94 2.70 0.95 1.00

Too loose to show body shape 2.91 0.88 3.17 0.82 -2.86**

Comfortable 3.35 1.07 3.78 0.80 -4.05***

Fits well 3.10 1.01 3.34 0.87 -2.32*

Wrinkle-resistant and easy to manage 3.18 0.67 3.51 0.77 -3.40**

Breathable 3.14 1.01 3.29 0.86 -1.50

Sweat-absorbent and dries fast 3.09 1.04 3.19 0.91 -0.95

Easy to take on and off 3.26 0.93 3.61 0.82 -3.64***

More economical 2.96 0.84 3.98 0.84 -0.30

Doesn’t reveal underwear 3.30 1.04 3.55 0.91 -2.32*

<Tabe 9> Significant difference of comfortable uniform’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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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Wearing times of top's comfortable uniform according to school types 

 N(%)

         Categories
Times

Middle school(boys) Middle school(girls) Total  

No wearing 27(8.1%) 16(4.8%) 43(13.0%)

60.83***

1 30(9.0%) 30(9.0%) 60(18.1%)

2 1(0.3%) 24(7.2%) 25(7.5%)

3 2(0.6%) 35(10.5%) 37(11.1%)

4 2(0.6%) 18(5.4%) 20(6.0%)

5 76(22.9%) 71(20.8%) 147(43.7%)

Total 138(100%) 194(100%) 332(100%)

***p<.001

높게 나타났고, 색상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중학생 간에 생활복의 만족도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Lim(2004)의 학생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만족감이 낮은 이유로 

활동의 불편함과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 교복에 비해서 활동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이 속한 학교에서 통학복으로 생활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생활복을 착용하는 횟수를 조

사한 결과 <Table 10>는 생활복을 착용하는 남자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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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명)의 55.1%인 76명이 주 5회 착용하고 있었으며, 여
자 중학생의 경우도 생활복을 착용하는 여자 중학생(194
명) 35.6%에 해당하는 69명이 주 5회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활동이 편하다’, ‘입고 벗기가 편하다’,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생활복의 만족도에 따

라 착용횟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서술형 불만요인에 대한 결과로,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불만사항이 높았는데(26명이 답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재에 대한 불만족으로 소재의 경

우 약해서 터지거나 단추가 잘 떨어진다(15명), 와이셔츠

형 교복 소재 뿐아니라 생활복 소재도 땀 흡수가 안되고 

통풍이 안된다(24명)고 응답하여 소재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스커트를 착용하

여 활동이 불편하고 속옷이 신경쓰여 속바지를 입어야 해

서 덥다, 반바지 교복이나 치마바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Lee & 
Kweon(2002)의 하복 바지의 착용여부에 대해 54.5%가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희망하는 형태로는 반바지 형태로 

여자 중학생의 하복을 꼭 스커트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을 넘어 큐롯 스커트나 랩스커트 등 활동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디자인의 스커트나 반바지의 착용을 고려해야 하

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중학생들의 여름철 교복 및 생활복 착용 실태에 대

하여 익산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남학생의 경우 구매요인 중 활동성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브랜드와 디자인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들의 차이 비교에서는 브랜드와 디자인에서 높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남자 중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하였고, 여학생들의 대부분은 교복전문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 학교별 교복 변형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남

학생보다 여학생의 교복변형경험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구매 형태별로 변형경험을 살펴본 결과 남녀학생

들 모두 공동구매한 학생들보다  교복 전문점에

서 구입한 학생들이 교복 변형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관심에 높은 학생일수록 변형경험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바지(치마)길이 항목, 상의길이와 소매통에 대해서

도 남녀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의 길이 부분에서 길다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
  6. 생활복 착용에 있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생활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남녀학생들 모두 ‘활동이 편하다’, ‘입고 벗기가 

편하다’,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색상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중학생 

간에 생활복의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익산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조사된 내용이므로 확대 해석에는 유의해야하며 앞으로 

교복에 대한 연구는 학교생활을 보다 즐겁고 활동적으

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잘 수행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중학생들의 라이

프 스타일과 선호도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

다.

주제어: 여름, 중학교, 교복, 생활복, 착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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