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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udents’ satisfaction with, perceived ease 
of movement of, and perceived fit of high school girls’ uniforms according to the 
uniform design. “P” high school, with a one-piece dress-type uniform, and “H” high 
school, with a two-piece type uniform,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Sixty-five female 
students from each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21 questions about the school uniforms’ purchase behavior, design, fit, ease of 
movement, and modification and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Students 
from both school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uniform design. However, in the 
open-ended response section, many “P” high school students responded that the fact 
that the one-piece dress pulled up when sitting or raising the hand made it 
uncomfortable. On the other hand, “H” high school students responded that the skirt 
was uncomfortable, because it left the body or underwear exposed when the wind 
blew due to the many pleats in the skirt. In the assessment of the ease of movement, 
“P”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describe the uniform as uncomfortable 
than “H” high school students. Many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modified their 
school uniforms, and the length of the skirt and one-piece dress was the main part 
that was modified. This study suggests that growi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re 
unsatisfied with the school uniforms’ design and fit. Additionally, the perceived fit 
and satisfaction levels depend on the uniform design.

Keywords: school uniform(교복), high school girls(여고생), design satisfaction(디자인 
만족도), fit and size(맞음새 및 치수), movement evaluation(동작적합성)

I.� Introduction

교복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은 같은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과 동질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학교별로 유행하는 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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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함으로써 차별성을 두어 자신

들만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복은 외모에 대

한 관심이 급증하는 청소년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다. 의복 및 외모에 지나친 투자로 인한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소외감, 학업 방해 등을 예방하여 건전하

고 학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예

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제

정된 교복은 학교 별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정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실루엣과 색상, 소재 등에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아 학생들의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은 1896년 개교한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학당에서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일합

방기, 해방기를 거쳐 1980년대에는 교복이 폐지되었

다(Yu, 2007). 그러나 자율화된 교복은 위와 같은 문

제점 때문에, 1985년 문교부의 교복 재착용 권장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으며, 교복 자율화 이후 과거의 

교복 형태에서 벗어나 대기업에서 생산된 활동적이

고 장식적인 자유복의 장점을 살린 교복 디자인이 착

용되는 추세가 되었다(Yu, 2007).
이에 따라 최근 생산되고 있는 교복은 각 학교별로 

개성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으로 투피스형 교복뿐만 

아니라, 원피스형, 한복형 등 유행성과 학교의 전통을 

담아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불

구하고, 신체 변화가 급격하고, 심미성과 유행에 민감

한 청소년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성

과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규

격화된 교복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어른들의 수단으

로 생각되어 제정된 교복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

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복 

변형 스타일에도 유행이 생겼으며, 허용되는 선 이상

의 변형은 학교 측과의 마찰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기

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며, 신
체 변화가 급격한 시기인 만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소재 및 디자인의 변화로 편안하고 활동적인 교복을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변화와 그들의 

심미적 욕구, 학교 측의 복장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각 교복 브랜드들은 교복의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

로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을 제작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복의 디자인에 따라 교복 만족도 

및 맞음새에 대한 평가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교복 디자인이 확연히 다른 두 학교를 선

정하여 학생들의 교복 디자인에 따른 교복만족도, 동
작적합성 맞음새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Ⅱ.�Background

1.� Fit� and�design� satisfaction�of� school�uniform

교복은 학생 신분임을 나타내는 제복으로서 학생

다운 행동을 장려하고, 필요 이상의 의복 관심을 예

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심미성, 
개성표현 욕구, 유행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교복은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학교생활에서 자신감 상실, 소외감, 불안감 등을 느끼

게 할 수 있다.
투피스형 교복에 대한 Han and Lee(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색상, 옷감 순으로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교복 변형 여부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1%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중요 요인에서 ‘체형보정’이 29.8%, 유

행이 26.7%로 나타났으므로 교복의 변형이 맞음새와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신체가 급변하는데, 교복 치수

를 키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슴둘레를 변화시켜 제작

하기 때문에 맞음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Chung & Jeoung, 2005).
Han(2009)의 연구에서 교복 착용 시 고려하는 요

소는 체형 결점과 몸매 강조로 나타났고, 디자인의 중

요 요소는 착용 시 실루엣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Yang(2013)의 연구에서 교복 품목별 디

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재킷은 허리선 길이의 

테일러드 칼라, 싱글-피티드 여밈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조끼는 브이넥 니트 조끼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스커트는 무릎 위 길이의 타이트 

스커트를 선호하였다.



Vol. 24, No. 4 권채령․김동은 3

－ 401 －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교복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그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맞음새의 형태로 교복을 변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의복

으로 심미성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주거나, 활동을 저

해하지 않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지만, 교복브랜드들

의 과열된 경쟁으로 학생들의 심미적 취향에 중점을 

두어 동적인 자세를 취하였을 때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Shin, Chun, & Choi, 2012).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킷, 조끼,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형 교

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투피스 이외의 다양한 디자

인에 따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복 디자인에 따라 청소년기 신체 특성을 반영한 교

복 치수적합성 및 동작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2.� Transition�of� school�uniform�design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두 학교의 인근 지역 및 

High 
school 

uniform 
designs in 

1990s

School
(Founded)

Baekma (1997)
From. Kim. (n.d.a). 
http://gmarket.co.kr

Baekshin (1994)
From. Kim. (n.d.b). 
http://gmarket.co.kr

Naksaeng (1998)
From. Kim. (n.d.c). 
http://gmarket.co.kr

Shinil business (1996)
From. Park. (2015). 

http://www.i-shinil.or.kr

High 
school 

uniform 
designs in 

2000s

School
(Founded)

Goyang high school 
of art (2006)

From. Goyang 
High School of Art. (n.d). 

http://www.goarts.hs.kr

Angok (2008)
Photography by 

researcher

Performing Arts Seoul 
(2009)

From. Ivy club. (2012). 
http://m.blog.naver.com/

ivyclub01

Ilsan Daejin 
(Revised in 2011)

From. Ilsan Daejin High 
School. (n.d). 
http://isdj.hs.kr

<Table� 1> School uniform designs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의 교복을 1990년대부터 조사

한 결과, 교복 자율화 이후 다시 제정된 1990년대부

터의 동복 교복들은 재킷, 조끼, 블라우스, 스커트의 

4가지 아이템 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춘추복의 

경우, 재킷을 제외한 조끼, 블라우스, 스커트 3가지 

아이템 조합으로 착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버튼형 조

끼에서 니트 조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코트나 가디

건이 추가적으로 착용되고 있다.
교복 자율화 이후 90년대에 제작된 교복은 대체적

으로 진회색, 진남색 등 어두운 계열의 단색 또는 체

크무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1). 재킷과 

스커트, 넥타이나 리본 등의 액세서리의 색상을 통일

하거나, 재킷과 스커트의 색상은 차이를 주고, 액세서

리는 재킷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You, 
1991)에서 여고생이 교복 색으로 가장 선호하는 색상

은 남색, 어두운 파랑, 검정 등으로 사복의 선호 색상

보다 저채도, 저명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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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착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탁이 쉽지 않은 교

복 특성상 외부의 오염을 잘 타지 않으며, 차분하고 

단정한 색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90
년대 스커트의 형태는 H라인 스커트로 1~2개의 맞주

름이 좌우 대칭으로 들어간 형태가 가장 많았고, 길

이는 무릎을 덮는 정도의 길이가 많았다.
단정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한 90년대 교복에 비

해, 2000년도 이후 교복은 단정함과 더불어 10대의 

개성과 캐주얼함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였다. 2000
년도 이후 제작된 교복 또한 어두운 색상이 주를 이

루고 있으나, 다양한 색상 배합과 포인트 배색이 시

도되고 있다. 전체적인 색의 명도가 높아졌고, 진남

색, 회색 등의 무채색 위주에서 베이지색, 분홍색, 보
라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이 등장하였다. 또한 칼

라의 외곽이나 재킷의 밑단, 소매단, 포켓, 또는 넥타

이나 리본 등의 액세서리에 포인트 색상을 주어 단조

로움을 피했으며, 액세서리의 크기와 모양 또한 눈에 

잘 띄는 색상과 크기로 변해가고 있다. 스커트의 길

이는 과거에 비해 복장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무릎이 

보이는 길이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스커트의 주

름 분량은 과거보다 많아져, 전체적으로 A라인 실루

엣을 띄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이 젊고 날씬한 서구화된 모습의 이미지

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외모에 관심이 

급증한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교복에도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Cho & Koh, 2001).

3.�School�uniform�and�body�changes�of�adolescent�

students

청소년기 교복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

가 있는 10대 학생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n.d) 인체치수조

사 자료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즈 

코리아의 1979년 1차 인체치수조사의 결과부터 2010
년에 이루어진 6차 인체치수조사에 의하면 통상적으

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6~17세의 키와 

몸무게에 변화가 있었는데, 키의 경우, 평균 4~5cm, 
몸무게의 경우 2~3kg 정도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이 과거에 비해 가속화되

고 조숙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몸매에 대한 관

<Fig.�1> In early 1990s1) and 20152) school uniform in drama
Source: 1) From. MBC. (2015). http://www.imbc.com

2) From. KBS TV. (2015). http://www.kbs.co.kr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는 

의복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기 학생은 높은 의복 관심과 또래 집단의 의복동조, 
연예인에 대한 외모 모방과 유행 몰입 등과 같은 특

징적인 행동을 보인다(Lee, Lee, & Shin, 2001). 특히, 
아이돌과 아역배우 등 10대 청소년 스타들의 탄생에 

의한 다양한 마케팅으로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그들이 입고 나온 패션 스타일과 헤어 스타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여 유행이 된 기성복 스

타일은 교복의 맞음새에 변화를 주었다. 90년대에는 

신체 치수보다 박시(boxy)한 스타일의 큰 교복을 착

용한 반면, 2015년에는 자신의 체형이 드러나도록 꼭 

맞는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Fig. 1). 이는 90년대 초

반에 유행했던 ‘힙합’ 스타일과 어깨가 넓은 박시(boxy)
한 H라인 스타일의 기성복이 교복에도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이며, 2015년 교복의 맞음새 또한, 웰빙 열풍

에 따라 건강과 체형,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날씬한 S라인의 몸매를 추구하여 생긴 스키니 핏

과 X라인 스타일이 교복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Ⅲ.�Methods

1.�Research�question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교복 디자인에 따라 교복 

만족도 및 맞음새 평가를 비교하고자 2개 고등학교 

원피스형 교복과 투피스형 교복을 선정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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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두 학교 교복 디자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두 학교 교복 디자인에 따른 치수적합성 및 

동작적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두 학교 교복 디자인에 따른 교복수선 현황

을 조사한다.

2.�Participants

연구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H고등학교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P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각

각 65명이었다. 교복을 짧은 기간 동안 착용한 1학년

과 교복을 가장 오래 착용해오고 있으나, 학업과 입시

에 민감한 시기인 3학년 학생은 교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교복의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 실루엣으로 구분되

는데,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분리형과 상, 하의가 연

결된 일체형 교복으로 나뉜다. 조끼와 스커트로 구성

된 보편적인 투피스형 양장교복과,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한복형 교복이 분리형에 속하고, 원피스형 양

장교복이 일체형에 속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하의 

일체형 교복과 분리형 교복의 디자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가장 보

편적으로 착용하는 투피스형 양장교복과 원피스형 양

장교복을 선정하였다. 블라우스 위에 조끼를 착용하

는 분리형 교복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 일체형 교복 

또한 블라우스 위에 민소매 원피스를 착용하는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학교 선정 시 교복의 

디자인이 제정된 시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개교 

시기가 비슷한 두 학교를 선정하였다. H고등학교는 

2012년도에, P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개교하였고, 교
복의 제정시기 또한 개교시기와 비슷하였다. 두 학교

의 응답자들은 모두 가디건을 제외한 춘추복을 기준

으로 응답하였다. H고등학교는 투피스형 교복으로서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를 착용한 상태로, P고등학교

는 원피스형 교복으로서 블라우스와 원피스를 착용

한 상태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 장소는 각 학교 2학년 3개 교실이었으며, 응

답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주어졌다. 조사 시기는 

춘추복 착용 기간인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

까지였다. 각 학교에 65부씩 배부한 설문지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H고등학교 62부, P고등학교 

65부, 총 12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Uniform�design�and� size� specification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교복의 디자인 특성과 세부 

치수는 다음과 같다. KS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9) 
규격에 따르면 상의 중 정장재킷과 정장 셔츠, 상하

가 연결된 의복 중 정장 원피스의 경우, 가슴둘레-키 

치수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의 중 정장 스커

트의 경우 허리둘레-키 치수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두 학교의 교복 또한 KS 치수 

호칭을 따라 치수 호칭이 표기되었다. 고등학교 교복

을 착용하는 만 16~18세의 젖가슴둘레 사이즈를 사이

즈 코리아(Size Korea, n.d)의 6차 인체치수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평균 83.16cm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에 따라 상의에 해당하는 블라우스와 원피스는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85-155 사이즈의 교복의 세부치수

를 조사하였다. H고의 니트 조끼는 남녀공용으로 제

작되어 가장 작은 사이즈인 90 사이즈를 기준 치수를 

조사하였다. H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아이비클럽(54.8%)
을, P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프리모(50.8%)의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교복 치수를 측정하였다.
투피스형 교복인 H고등학교의 춘추복은 블라우스, 

니트 조끼, 스커트, 리본 혹은 넥타이로 구성되었다

(Fig. 2). 니트 조끼는 남녀공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여

학생을 위한 가장 작은 사이즈인 90 사이즈를 기준 

치수를 측정하였다. 조끼의 색상은 베이지 색이며, 목
둘레와 암홀라인 끝에 진갈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 
목둘레에만 꽈배기 형태의 줄이 2줄 들어가 있다. 왼
쪽 가슴에는 명찰과 학교 교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

다. 소재는 모 50%와 아크릴 50%가 혼용되었다. 스

커트는 상의 85-155 사이즈의 상의에 대응되는 하의 

사이즈인 62-145 사이즈 스커트의 치수를 측정하였

다(Table 2). 빨간색과 회색 체크무늬로 허리선부터 

박음질선이 9개 있고, 박음질선이 끝나는 지점부터 

외주름 9개가 들어가 있으며, 뒷부분도 앞과 동일하

다. 오른쪽 허리부분에 부착된 3개의 단추와 왼쪽 허

리부분에 부착된 길이조절 스트링이 사이즈 조절이 가

능하도록 하여 62-145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58cm, 최대 66cm의 허리둘레를 수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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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 high school’s vest and skirt

Parts Size(cm)

A Chest breadth 33.5

B Bust circumference 88.0

C Waist circumference 88.0

D Shoulder breadth 34.0

E Back breadth 34.5

F Back length 60.5

G Shoulder length 11.5

H Armscye circumference 44.0

I Neck breadth 11.5

J Skirt length 46.0

K Waist circumference 63.5

L Stitch length 13.0

<Table� 2> ‘H’ high school’s vest and skirt size

록 하였다. 스커트의 겉감 소재는 모 60%와 폴리에스터 

40%가 혼용되어 있고,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이다.
원피스형 교복인 P고등학교의 춘추복은 블라우스

와 원피스, 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 원피스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85-155 사이즈의 교복의 세부

치수를 조사하였다(Table 3). 원피스의 디자인을 살펴

보면, 허리선을 높게 설정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하체가 길어 보이도록 설계하였으며, 앞, 뒤 모두 암

홀에서 시작되는 완만한 곡선의 프린세스 라인이 양

쪽으로 2줄이 들어가 있다. 지퍼는 좌우 주머니의 콘

솔 지퍼와 뒷 잠금 콘솔 지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린

세스 라인이 끝나는 지점부터 원피스 앞쪽 밑단에는 

좌우 대칭으로 겹주름이 있다. 색상은 진남색이며, 겉

<Fig.� 3> ‘P’ high school’s one piece dress

Parts Size(cm)

A Chest breadth 28.0

B Bust circumference 88.0

C Waist circumference 68.0

D Biacromial breadth 30.0

E Back breadth 29.0

F Back length 37.0

G Shoulder length 4.5

H Armscye circumference 50.5

I Neck breadth 22.0

J Skirt length 50.0

K Total length 87.0

L Tim length 14.0

<Table� 3> ‘P’ high school’s one piece dress size

감은 모 60%와 폴리에스터 40%,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 정전기 방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셔츠의 경우, 두 학교 모두 교복 브랜드에서 학교 

구분 없이 기성복의 형태로 제작하는 흰색 셔츠를 구

매하여 착용하고 있어 학교별로 특별한 디자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4). 각각의 브랜드 모두 85- 
155 사이즈를 기준으로 치수를 조사하였다(Table 4). 
셔츠는 앞, 뒤로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가 있으며, 소
매 단에는 손목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단추 2개

를 부착하였다. 셔츠칼라 안쪽 스탠드 칼라 부분에는 

양쪽에 단추를 부착하여 리본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75%와 레이온 25%가 혼용

된 원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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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 and ‘P’ high schools’s blouse

Parts
Size(cm)

H P

A Chest breadth 31.0 34.0

B Bust circumference 84.0 90.0

C Waist circumference 71.0 78.0

D Biacromial breadth 36.0 36.0

E Back breadth 33.0 36.0

F Back length 59.0 56.0

G Shoulder length 10.0 12.0

H Armscye circumference 38.0 39.0

I Arm length 58.0 57.5

J Wrist circumference 19.0 20.0

K Neck breadth 16.0 16.0

L Neck circumference 36.0 37.0

M Collar length  3.0  3.0

<Table� 4> ‘H’ and ‘P’ high schools’s blouse

4.�Questionnaire� and�data� analysis

설문지의 문항은 Choi(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교복 구매실태 5개 문항, 디자인 만족도 2개 문항, 
치수적합성 2개 문항, 동작적합성 3개 문항, 교복변형 

현황 5개 문항, 인구통계적 특성 4개 문항,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Writing posture while 
sitting at a desk

Prone posture on a 
desk

Raising the hand 
posture

Bending one's waist 
forward at an 90° angle

Climbing stair 
posture

<Fig.� 5> Ease of movement test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5점 척도로 하여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

우 만족’로 응답하였다. 교복의 치수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목, 어깨, 가슴, 허리, 등, 엉덩이, 소매길이, 
소매통,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의 총 10개 부위에 대

해 4점 척도로 ‘1=매우 불편’, ‘2=약간 불편’, ‘3=약

간 편함’, ‘4=매우 편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동작적합성 평가는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일

상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동작 5가지를 제

시하고, 각 자세를 취했을 때 불편한 부위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 평가를 실시한 동작은 책상에 앉아 필

기하는 자세,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 손을 드는 동작,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동작,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의 

5가지 동작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

시하였다(Fig. 5). 불편 부위에 대한 응답 항목은 목, 
어깨, 소매, 가슴, 등, 허리, 엉덩이, 치마길이의 8개를 

제시하여 해당되는 곳을 복수응답으로 선택하게 하

였다.
교복 변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복 수선 유

무, 수선 시기, 수선 시 복장규정 준수 여부, 수선 부

위, 수선 정도, 수선 이유를 조사하였다. 수선 부위와 

수선 정도는 교복 아이템 별 수선 부위를 제시하여 

수선 여부를 물었으며, 변형의 정도를 cm로 기입하도

록 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자신이 인식

하고 있는 본인의 체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Simmons 
(2002)의 선행연구에서 5가지 체형으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어깨보다 엉덩이가 넓은 삼각형 체형, 엉덩

이보다 어깨가 넓은 역삼각형 체형, 어깨, 허리, 엉덩

이의 너비가 비슷한 사각형 체형, 상체와 엉덩이의 

너비가 비슷하며, 허리가 가는 모래시계형 체형, 상체

와 하체가 비슷하며, 가슴과 배가 넓은 둥근 체형으

로 선택하도록 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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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le Inverted triangle Rectangle Hourglass Oval

<Fig.� 6> Body type information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 분석,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Demographic� information

조사대상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서 평균 연

령은 만 16.46세이며, 평균 키는 162.12cm, 평균 몸무

게는 50.8kg이었다. 2010년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n.d)의 6차 인체치수조사에서 나타난 16세 여성 평균

키 159.7cm와 평균 몸무게 53.8kg과 비교해 보면 키

는 3cm 정도 컸고, 몸무게는 3kg 정도 작았다. 키는 

1차부터 6차까지 실시된 인체치수조사에서 점차 증

가하는 추세라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되게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몸무게는 감소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체

형은 두 학교 모두 사각형 체형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9.2%로 가장 많았고, 삼각형 체형이 26.4%, 모래시

계형 체형이 20.8%로 그 뒤를 따랐다(Table 5). 10대

의 체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해, 10대 후반 

고등학생과 가장 비슷한 체형인 20대 여성의 체형을 

연구한 Park, Hong, and Yoon(2005)의 선행연구 결

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체형별 명칭은

Body type n(%)

Triangle  33 ( 26.4)

Inverted triangle  11 (  8.8)

Rectangle  49 ( 39.2)

Hourglass  26 ( 20.8)

Oval   6 (  4.8)

Total 125 (100.0)

<Table� 5>�Body typ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체형별 특징으로 봤을 때, 가슴

과 엉덩이의 드롭치가 적고, 허리와의 드롭치는 보통

인 M체형을 본 연구에서의 ‘사각형 체형’으로, A형 

체형은 본 연구에서의 ‘삼각형 체형’으로 볼 수 있다. 
M체형이 40%로 가장 많으며, A체형이 32%로 두 번째

로 많게 나타난 이 선행연구는 사각형 체형이 39.2%, 
삼각형 체형이 26.4%인 본 연구내용과 유사한 결과

였다.
본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의 선호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Purchase�conditions�of� school�uniform

두 학교별로 구매하는 교복 브랜드의 분포를 조사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이비클럽이 40.9%로 가장 많

았고, 프리모가 33%로 두 번째로 많았다(Table 6). 그 

다음은 스쿨룩스(19.7%), 엘리트(6.3%), 스마트(3.9%), 
미치코런던(3.1%)의 순이었다. P고등학교의 경우, ‘프
리모’를 구매한 학생이 50.8%로 가장 많았고, 아이비 

클럽을 구매한 학생이 27.7%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H고등학교의 경우, 아이비클럽이 54.8%로 가장 많았

고, 스쿨룩스가 38.7%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교복 브랜드 중 빈도가 낮은 3개 상표를 제외하고, 

브랜드 선택 동기와 구매한 브랜드와의 관계를 χ² 검
증으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Table 7). 
P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구입한 ‘프리모’의 브랜드 

선택 동기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학 

시기인 2014학년도에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프리모

가 선정되었다는 점과, 기타 의견에서 ‘공동구매를 하

였기 때문에 프리모를 구입하였다’는 응답이 있었으

므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응답은 공동구매로 인한 

가격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H고등학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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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chool SMART IVY CLUB ELITE SKOOLOOKS PRIMO MICHIKO 

LONDON Total

P 4 (6.2) 18 (27.7) 8 (12.3)  1 ( 1.5) 33 (50.8) 1 (1.5)  65 (100.0)

H 1 (1.6) 34 (54.8) 0 ( 0.0) 24 (38.7)  0 ( 0.0) 3 (4.8)  62 (100.0)

Total 5 (3.9) 52 (40.9) 8 ( 6.3) 25 (19.7) 33 (26.0) 4 (3.1) 127 (100.0)

<Table� 6> Purchased uniform brands                                                             n(%)

Brand
Motive IVY CLUB SKOOLOOKS PRIMO Total

Design  9 ( 17.3)  3 ( 12.0)  1 (  3.0)  13 ( 11.8)

Fabric 12 ( 23.1)  6 ( 24.0)  3 (  9.1)  21 ( 19.1)

Inexpensive price  0 (  0.0)  4 ( 16.0) 24 ( 72.7)  32 ( 25.5)

Good fit  3 (  5.8)  1 (  4.0)  2 (  6.1)   6 (  5.5)

Brand name 11 ( 21.2)  4 ( 16.0)  0 (  0.0)  15 ( 13.6)

Advertisement model  7 ( 13.5)  0 (  0.0)  0 (  0.0)   7 (  6.4)

Friend’s advice  6 ( 11.5)  2 (  8.0)  1 (  3.0)   9 (  8.2)

Others  4 (  7.7)  5 ( 20.0)  2 (  6.1)  11 ( 10.0)

Total 52 (100.0) 25 (100.0) 33 (100.0) 110 (100.0)

χ² 68.82**

**p<.01

<Table� 7> Selection motive of the uniform brand                                                  n(%)

우, 2014년도 교복 공동구매 선정 업체는 ‘스쿨룩스’
였으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교복은 ‘아이비

클럽’으로, 아이비클럽은 ‘소재가 좋아서(23.1%)’와 ‘교
복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서(21.2%)’라는 두 가지 응답

이 많았다. 또한 스쿨룩스는 ‘소재가 좋아서(24.0%)’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복 구입 수를 조사한 결과, 두 학교 모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세탁이 용이한 블라우스는 2벌을 구

입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원피스와 스커트, 조끼의

Number
Item, school 0 1 2 3 4 6 Total

Blouse
P 0 (0.0)  4 ( 6.3)  54 (84.4) 4 (6.3) 1 (1.6) 1 (1.6)  64 (100.0)

H 1 (1.6)  7 (11.3)  48 (77.4) 5 (8.1) 1 (1.6) 0 (0.0)  62 (100.0)

Total 1 (0.8) 11 ( 8.7) 102 (81.0) 9 (7.1) 2 (1.6) 1 (0.8) 126 (100.0)

One-piece P 0 (0.0) 55 (85.9)   9 (14.1) 0 (0.0) 0 (0.0) 0 (0.0)  64 (100.0)

Skirt H 0 (0.0) 55 (88.7)   6 ( 9.7) 0 (0.0) 1 (1.6) 0 (0.0)  62 (100.0)

Vest H 0 (0.0) 59 (95.2)   3 ( 4.8) 0 (0.0) 0 (0.0) 0 (0.0)  62 (100.0)

<Table� 8> Purchase number of school uniform                                                     n(%)

경우, 1벌을 구입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Table 8). 교
복 재구입에 대한 조사 결과, H고등학교(64.3%)가 P
고등학교(37.5%)보다 재구입 빈도가 더 높았다. 재 구

입 이유는 번갈아 입으려는 경우와 입던 옷이 작아져

서 치수가 맞지 않아 재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Table 9). 특히 H고의 경우에는 입던 옷이 작아져서 

재구입하려는 이유가 더 많았다. 이것은 블라우스, 원
피스로 구성된 P고의 경우보다 블라우스, 스커트로 

구성된 H고의 경우에는 블라우스가 노출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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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School

Previous 
uniform 

became too 
small

Previous 
uniform got 

worn/torn

To wear 
alternately

Uniform got 
lost Other Did not 

repurchase Total

P  5 ( 7.8)  5 ( 7.8) 12 (18.8) 0 (0.0) 2 (3.1) 40 (62.5)  64 ( 47.8)

H 16 (22.9)  7 (10.0) 14 (20.0) 5 (7.1) 3 (4.3) 25 (35.7)  70 ( 52.2)

Total 21 (15.7) 12 ( 9.0) 26 (19.4) 5 (3.7) 5 (3.7) 65 (48.5) 134 (100.0)

Multiple response question

<Table� 9> Repurchase reason                                                                    n(%)

더 많아서 재구입하는 빈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3.�Design� satisfaction

교복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P고등학교 원

피스의 경우, 디자인과 색상, 소재에서 전체적으로 만

족하였다(Table 10). 그러나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자

Variables Mean (S.D.)

P’s one-piece 

Design 3.68 (0.94)

Color 4.03 (0.77)

Fabric 3.45 (1.02)

H’s vest

Design 3.79 (0.73)

Color 3.63 (0.89)

Fabric 3.53 (0.80)

H’s skirt

Design 3.05 (1.21)

Color 3.34 (1.20)

Fabric 3.53 (0.90)

1: Very dissatisfied~5: Very satisfied

<Table� 10> Satisfaction level of the vest and skirt

School
Variables

P H
t-value p-value

Mean (S.D.) Mean (S.D.)

Blouse

Design 3.78 (0.80) 3.76 (0.72) 0.20 0.84

Color 3.88 (0.78) 3.81 (0.77) 0.51 0.61

Fabric 3.71 (0.82) 3.63 (0.87) 0.52 0.60

Overall uniform
Design 3.82 (0.88) 3.61 (0.88) 1.30 0.20

Fashionability 3.68 (0.81) 3.55 (0.82) 0.89 0.38

1: Very dissatisfied~5: Very satisfied

<Table� 11> Satisfaction level of the blouse and overall uniform

유응답에서 24명이 불만족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

하였는데, ‘원피스의 지퍼가 뒤에 있어 착용 시 불편

하다.’, ‘원피스 안에서 블라우스가 계속 올라온다.’, 
‘입을 때 너무 타이트하다’, ‘살이 찌면 입지 못하겠

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특히 ‘앉을 때, 손을 

들 때 원피스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다.
H고등학교의 조끼와 스커트의 경우에도 디자인에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스커트 디자인에서 평균이 3.05
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자유 응답에서 38명이 응답하였는데, 치마 관련 의견

이 많아 ‘치마의 주름이 너무 많아서 바람에 잘 날린

다.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속이 다 보인다.’라
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치마가 무겁다.’, 
‘주름이 많아서 다림질하기 불편하다.’ 등이 있었다. 
또한 ‘조끼 색상이 너무 밝아 얼룩이 잘 보인다.’, ‘색
상이 너무 화려하다.’ 등의 다양한 불만이 나타났다.

두 학교 교복 디자인 만족도의 차이를 t-test로 조

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유행성의 경우 P고등학교의 평균이 3.8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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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로 H고등학교 평균 3.61과 3.5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블라우스의 디자인, 색상, 소재 또한 두 학교 모두 

평균 3.60 이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며, 학
교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1).

4.� Size� suitability

두 학교 교복의 치수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0
개 부위에 대하여 부위별 편한 정도를 4점 척도로 측

정하여 t-test로 비교한 결과 목, 어깨, 가슴, 등 부분

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2). 원피스형 교복

을 착용하는 P고등학교가 투피스형 교복을 착용하는 

H고등학교에 비하여 목, 어깨, 가슴, 등 부분에서 더 

불편함을 느꼈다. 목, 어깨, 가슴, 등 부분의 상체 맞

음새의 경우, P고의 원피스 소재와 H고의 조끼 소재

에 따른 차이와 교복 치수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n.d)의 6차 인체치수조사 데

이터에 따르면 16~18세 여성의 가슴너비는 26.81cm, 
젖가슴둘레는 83.16cm로 나타났지만, 원피스형 교복

의 가슴너비는 28.0cm, 젖가슴둘레는 88.0cm로 블라

우스를 착용한 후 원피스를 착용하였을 때 충분한 여

유분량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16~18세 

여성의 평균 등길이는 38.76cm이나, 다리가 길어 보

이는 효과를 위하여 원피스의 허리 시작점을 높게 선

정하였다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원피스의 등길이

는 37.0cm로 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

피스 소재는 모 60%와 폴리에스터 40%로 신축성이 

거의 없는 소재로 제작된 반면, H고의 조끼는 니트로 

제작되어, 이 또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Parts
School Neck Shoulder Bust Waist Back Hip Sleeve 

length
Sleeve 
width

Skirt 
length

Skirt 
width

P Mean 
(S.D.) 2.68 2.89 2.85 2.89 2.98 2.95 3.15 3.17 2.86 2.95

H Mean 
(S.D.) 3.19 3.16 3.15 3.02 3.24 3.19 3.10 3.10 2.94 2.73

t-value －3.785** －2.016* －2.315* －.951 －2.086* －1.851 .450 .629 －.617 1.656

p-value    .000    .046    .022   .343    .039    .067 .654 .530   .539  .100
**p<.01, *p<.05
1: Very uncomfortable~4: Very comfortable

<Table� 12> Comfort degree by parts

보인다. 조끼, 가디건 등을 포함한 니트웨어 교복이 

갖는 장점으로 ‘활동에 편리하다’가 38.5%로 가장 높

게 나타난 Suh and Kim(2009)의 선행연구결과가 이

를 뒷받침한다. 또한 치수 선택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한 결과, P고 원피스의 치수는 ‘딱맞게’ 구매하는 경

우가 64.6%(n=42)로 가장 높은 반면, H고 조끼의 치

수는 ‘크게’ 구매하였다는 응답이 70.5%(n=43)로 가

장 높았기 때문에, H고 학생들이 P고 학생들에 비해 

상체의 편함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학교 모두 같은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착용하지만, H
고의 경우, 블라우스 위에 여유분이 많은 니트 조끼

를 착용하여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블라우스의 여

유분을 수용할 수 있지만, P고의 경우, 블라우스 위에 

딱 맞는 원피스를 착용함으로써, 움직임에 따른 블라

우스 여유분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P고(58.5%)와 H고

(60.7%) 모두 블라우스를 ‘딱 맞게’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P고의 스

커트 폭에 비해 H고의 스커트 폭의 편함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유응답에 따르면 스커트의 주름 분량이 

많아 바람이 불 때, 치마가 날려 속옷 노출의 위험성

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원피스 앞쪽 

밑단에 좌우 대칭 주름이 두 개 들어가 있는 P고의 

원피스에 비해 총 18개의 외주름이 전체적으로 들어

가 있는 H고의 스커트의 편함 정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5.�Movement� suitability

다섯 가지 동작에 대한 동작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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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13>과 같다. 일상 학교생활에서 많이 취하

는 동작에 대한 불편 부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

로 P고 학생들이 H고 학생들에 비하여 불편 부위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수적합성

을 평가하는 부위별 편함 정도를 조사한 <Table 12>
에서 P고등학교 학생들이 H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불

편함을 더 느낀 결과와 일치한다.
책상에 앉아 필기하는 자세에 대한 불편 부위를 선

택한 결과는 P고가 101명, H고가 63명으로 나타나, P
고 학생들이 H고 학생들에 비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학교 모두 

치마길이와 어깨, 허리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치마길이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

는 의자에 앉으면서 올라가는 스커트 분량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어깨에 대한 응답은 책상 위에 양 팔

을 올리고 앉는 필기 자세에서 암홀에 대한 여유분과 

팔꿈치 부분에 대한 여유분이 부족하고, 신축성이 없

는 블라우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의자에 앉음으로써 팽창되는 복부 때

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두 학교 모두 치마길이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는데, P고가 26.9%, H고가 12.5%
로 P고 학생들이 더 많이 불편함을 지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P고의 교복이 원피스형이기 때문에 의

자에 앉음으로써 올라가는 스커트 분량이 더 많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P고 학생들은 H고 학생들에 비해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5%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 또한 의자에 앉음으로써 필요한 여유 분

량이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고 학생들

은 조끼와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의 교복을 착용하

기 때문에, 의자에 앉음으로써 올라가는 여유분이 등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에서는 두 학교 학생들 모두 

어깨, 등, 허리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양 팔을 책

상 위에 올려 머리를 받치고 엎드리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어깨 부분은, 양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 

필기하는 자세와 같은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필기하는 자세보다 양 팔을 좀 더 앞

으로 내밀어야 하는 엎드리는 자세에서 응답이 더 높

게 나타났다. 등과 허리에 대한 응답은, 몸을 앞으로 

숙여 책상 위에 엎드리기 때문에, 등과 허리 부분에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여유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등 부분의 불편은 H고에 비해 P고

가 24.2%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피스형 교복 

디자인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고 학생들

과는 달리 치마길이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을 드는 동작에서는 두 학교 모두 어깨와 소매에

서 불편함을 느꼈다. 이는 기본적인 블라우스 디자인

과 날씬한 핏, 조끼나 재킷 착용 시 어울리는 소매통

의 너비 등을 고려해 슬림하게 제작된 블라우스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치마 길이에 대한 불편함은 H고와 

다르게 P고에서만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손을 드

는 동작에서 원피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동작과 계단을 올라가는 동

작에서 두 학교 모두 치마길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는 P고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다른 

동작과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임으로써 필요한 여유 

분량이 올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단에 올라가는 동작은 디자인 불만족에 대한 자

유응답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P고는 타이트한 스커

트 폭 때문에 다리의 움직임으로 스커트가 올라가기 

때문으로 보이며, H고의 경우 치마의 주름이 너무 많

아 신체적 맞음새 불만보다 계단에 올라가면서 신체 

또는 속옷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응

답한 것으로 보인다.
P고 학생들의 경우, 5가지 동작 모두에서 치마길이

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디자인 

불만족도’에서의 자유응답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유

응답에는 ‘활동 시 불편하고, 앉으면 다른 교복 치마

에 비해 치마가 더 잘 올라간다.’, ‘원피스라서 앉을 

때 치마가 확 올라가서 불편하다.’, ‘손들어 올릴 때 

올라감.’ 등 동작 시에 치마가 올라간다는 응답이 많았

다. 불편 부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치마길이가 30.0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어깨, 허리 등의 순서로 나

타났다.
블라우스에서 신축성이 필요한 부위를 조사한 결

과, 두 학교 학생 모두 블라우스의 소매통과 겨드랑

이 부위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P고: n=27/30.7%, H
고: n=30/34.5%) 어깨 부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

였다(P고: n=18/20.5%, H고: n=24/27.6%).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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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Movement, 
school

Neck Shoulder Sleeve Bust Back Waist Hip Skirt 
length Total

Writing posture 
while sitting at 

a desk

P
2

(1.9)
19

(18.3)
5

(4.8)
2

(1.9)
14

(13.5)
17

(16.3)
14

(13.5)
28

(26.9)
101

(100.0)　

H 6
(5.8)

11
(10.6)

11
(10.6)

2
(1.9)

3
(2.9)

12
(11.5

5
(4.8)

13
(12.5)

63
(100.0)　

Total 8 30 16 4 17 29 19 41 164

Prone posture 
on a desk

P 13
(10.8)

30
(25.0)

7
(5.8)

7
(5.8)

29
(24.2)

25
(20.8)

15
(12.5)

37
(30.8)

163
(100.0)　

H 8
(6.7)

28
(23.3)

12
(10.0)

5
(4.2)

20
(16.7)

22
(18.3)

5
(4.2)

9
(7.5)

109
(100.0)　

Total 21 58 19 12 49 47 20 46 272

Raising the 
hand posture

P 2
(1.8)

28
(25.7)

15
(13.8)

5
(4.6)

4
(3.7)

9
(8.3)

1
(0.9)

27
(24.8)

91
(100.0)

H 2
(1.8)

39
(35.8)

22
(20.2)

7
(6.4)

7
(6.4)

7
(6.4)

0
(0)

1
(0.9)

85
(100.0)　

Total 4 67 37 12 11 16 1 28 176

Bending one's 
waist forward at 

an 90° angle

P
3

(2.6)
7

(6.1)
1

(0.9)
3

(2.6)
18

(15.8)
15

(13.2)
9

(7.9)
49

(43.0)
105

(100.0)　

H 3
(2.6)

8
(7.0)

2
(1.8)

4
(3.5)

14
(12.3)

20
(17.5)

9
(7.9)

26
(22.8)

86
(100.0)　

Total 6 15 3 7 32 35 18 75 191

Climbing stair 
posture

P 0
(0)

1
(0.9)

0
(0)

0
(0)

2
(1.8)

8
(7.3)

17
(15.6)

47
(43.1)

75
(100.0)　

H 1
(0.9)

1
(0.9)

0
(0)

1
(0.9)

0
(0)

3
(2.8)

14
(12.8)

47
(43.1)

67
(100.0)　

Total 1 2 0 1 2 11 31 94 142

Total 40
(4.2)

172
(18.2)

75
(7.9)

36
(3.8)

111
(11.8)

138
(14.6)

89
(9.4)

284
(30.1)

945
(100.0)

Multiple response question

<Table� 13> Uncomfortable parts according to the movement                                         n(%)

결과는 동작에 따른 불편 부위를 조사한 <Table 13>
에서 상체를 움직이는 동작인 ‘책상에 앉아 필기하는 

자세’,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 ‘손을 드는 동작’에서 

어깨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과 관련된 결과로 보

인다. 그러나 소매통을 수선한 학생은 1명으로 불편

함을 느끼지만 수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수선이 

어려운 부위이기에 소재의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P고의 원피스와 H고의 스커트에서 신축성이 필요

한 부위를 조사한 결과, 두 학교 모두 허리 부분이 가

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이는 <Table 13>에서 ‘의
자에 앉아 필기하는 자세’와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
에서 허리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점과 허리 부분에 신축성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높

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School� uniform�modification

<Table 14>는 학교별로 교복 수선 유무 및 복장규

정 준수 여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교복 

수선을 한 경우가 76.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

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학교와 교복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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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the school uniform modification Compliance of uniform regulations

 Yes No Total

χ²=
2.321

Yes No Do not 
know Total

χ²=
13.792**P 46 (70.8) 19 (29.2)  65 (100.0) 24 (52.2)  4 ( 8.7) 18 (39.1) 46 (100.0)

H 51 (82.3) 11 (17.7)  62 (100.0) 21 (43.8) 19 (39.6)  8 (16.7) 48 (100.0)

Total 97 (76.4) 30 (23.6) 127 (100.0) 45 (47.9) 23 (24.5) 26 (27.7) 94 (100.0)
**p<.01

<Table� 14> Condition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n(%)

유무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H고 학생들은 82.3%
가 교복을 수선하여 P고 70.8%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났다. 수선을 한 한생들의 경우, 복장규정 내에서 수

선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교의 허

용범위 내에서 수선한 경우가 전체의 47.9%로 나타

났다. 소속 학교와 복장규정 준수 여부는 유의한 관

계가 있어 H고가 39.6%로 더 많은 학생들이 복장규

정을 어기면서 교복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 복장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선한 경우는 P
고가 39.1%로 나타나, H고의 16.7%보다 더 높은 비

율을 보였다.
교복 수선 시기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수선 

시기는 교복을 구입한 입학 직전의 시기에 29.0%(n=38), 
1학년 1학기 32.1%(n=42), 1학년 2학기 22.9%(n=30), 
설문조사 시기인 2학년 1학기에 16.0%(n=21)로 나타

나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School Variables n Mean Min value Max value Total (n)

P

One-piece dress length 21 －5.45 －20   5

37

One-piece dress bust  1 －1 －1 －1

One-piece dress waist  3 －3 －5 －2

One-piece dress hip  1 －1 －1 －1

One-piece skirt width  9 －2.78 －8   5

One-piece skirt pleats length  2 －4.75 －6 －3.5

H

Skirt waist  2 －3 －3 －3

42
Skirt length 21 －3.33 －10   6

Skirt width  2 －2 －2 －2

Skirt pleats length 17 －6.18 －15 －3

P&H
Blouse sleeve length  1 －1 －1 －1

 2
Blouse sleeve width  1 －2 －2 －2

Multiple response question

<Table� 15>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y parts                                              (Unit: cm)

<Table 15>는 품목별 수선 부위를 조사한 결과이

다. 수선을 한 학생들은 원피스와 스커트를 수선했다

는 응답이 많았다. 디자인 불만족에 관한 자유응답에

서 두 학교 모두 스커트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에 

따라 수선 부위 또한 스커트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학교 모두 스커트의 ‘길이’에 대한 수선이 

많았는데, P고와 H고 모두 21명이 ‘스커트 혹은 원피

스 길이’를 수선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6>은 교복을 수선하는 이유에 대한 분포이

며, ‘교복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와 ‘교복의 

치수가 맞지 않아서’ 수선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기

타 의견에서 구체적으로 ‘너무 길면 보기 싫어서’와 

‘예뻐 보이려고’라는 응답은 교복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 결과를 뒷받침한다. ‘치마가 너

무 길어서’, ‘기장이 너무 길어서’, ‘허리는 맞는데 기

장이 길고 폭이 넓어서’ 등의 응답은 ‘교복의 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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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ariables P H Total

Because the uniform size does not fit me 28 ( 40.6) 16 ( 17.8)  44 ( 27.6)

Because I don’t like the design 18 ( 26.1) 31 ( 34.4)  49 ( 30.8)

To make the uniform more stylish  5 (  7.2) 11 ( 12.2)  16 ( 10.1)

Because it is uncomfortable while moving  5 (  7.2) 11 ( 12.2)  16 ( 10.1)

Because it is worn down and torn  0 (  0.0)  1 (  1.1)   1 (  0.6)

Because the body or underwear might be exposed  3 (  4.3) 14 ( 15.6)  17 ( 10.7)

Other 10 ( 14.5)  6 (  6.7)  16 ( 10.1)

Total 69 (100.0) 90 (100.0) 159 (100.0)

Multiple response question

<Table� 16> The reasons for school uniform modification                                            n(%)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을 뒷받침한다. 이는 기성복의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교복의 스커트나 원피스 

길이가 일정하게 생산되어, 개인별 신체 사이즈와 심

미적인 욕구에 따라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교복의 심미적 디자인보다는 활동적인 측면에 대

한 불만족이 더 크나, 교복을 변형하는 이유는 교복

의 심미적 디자인에 따른 변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불편

을 감수하면서도 스커트의 길이를 짧게 수정하여 교

복의 심미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커트 길이의 수선 정도는 P고의 경우 평균 5.4cm, 

H고의 경우 평균 3.3cm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학교 모두 3cm 이상에서 6cm 미만의 길이를 줄인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스커트를 늘렸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유응답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 결과, 학교의 

복장규정에 위반되어 늘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H고의 경우, 스커트의 주름을 수선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P고에 비하여 많았는데, 이는 디자인 불만족

의 자유응답에서 ‘스커트의 주름 분량이 많아 바람에 

날려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수선 이유에서 ‘신
체 또는 속옷의 노출 위험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

우가 P고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 이러한 결과를 뒷

받침한다. 스커트 주름의 길이는 평균 6.18cm를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cm 이상 6cm 미만으로 수선

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Ⅴ.�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교복의 디자인에 따라 맞음새 및 디

자인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원피스

형 교복을 착용하는 P고등학교와 투피스형 교복을 착

용하는 H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춘추복 교복 디자인과 맞음새 만족도 및 교복수선 현

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P고는 공동구매로 인한 가격 인하로 ‘프리모’를 

가장 많이 구입하였고, H고는 소재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아이비 클럽을 가장 많이 구입하였다.
교복 품목별 구입 수는 블라우스를 2벌 구입한 학

생이 가장 많았고, 원피스와 조끼, 스커트의 경우에는 

1벌을 구입한 학생들이 많았다. H고가 P고보다 재구

입 빈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H고의 경우 스커트와 

함께 입는 블라우스가 노출 정도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블라우스 디자인에 대한 만족

도는 두 학교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P고의 

원피스와 H고의 조끼, 스커트도 대체적으로 만족하

는 편이었으나, 불만족에 대한 자유응답에서 원피스

의 경우 앉을 때와 손을 들 때 원피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스커트는 치마 주름이 너무 많아 바람이 불 때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교복의 치수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위별 편

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목, 어깨, 가슴, 등의 상체 부

분에서 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어, H고의 투피스가 P고의 원피스보다 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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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직물 소재인 원피스와 

니트 소재인 조끼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P
고의 원피스 교복에서는 동작에 따라 원피스가 전체

적으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스커트 길이가 상대적

으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H고는 주름이 많아 바람

에 잘 날리는 스커트 때문에 스커트 폭에서 상대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동작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P고의 학생이 H고의 학

생에 비하여 불편 부위에 대한 응답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상에 앉아 필기하는 자세는 두 

학교 모두 치마길이와 어깨, 허리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에서는 어깨, 
등, 허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P고의 경우, H
고 학생들과는 달리 치마길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손을 드는 동작에서는 두 학교 모두 어깨와 

소매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P고에서는 치마길

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허리를 숙이는 동

작과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에서 두 학교 모두 치마길

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블라우스에서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위는 

두 학교 모두 소매통과 겨드랑이 부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작적합성 평가에서 상체를 움직이는 동작에

서 어깨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블라우스를 수선한 학생은 1명에 불과

했는데, 이는 소매통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나, 여
유분 추가 등의 수선이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라우스는 움직임에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패턴 수정과 신축성 있는 소재선택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피스와 스커트에서 신축성이 

필요한 부위는 허리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자

에 앉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복 수선의 비율은 76.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장규정 내에

서 수선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47.9%로 절반 정

도였다. 교복 수선 시기는 교복을 구입한 입학 직전

부터 설문조사 시기인 2학년 1학기 중반부까지 대체

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주로 수선하는 부위는 원피

스와 스커트로 길이에 대한 수선이 가장 많았다. 수

선 이유는 ‘교복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와 ‘교
복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스커트 길이

의 수선 정도는 3cm 이상에서 6cm 미만이 많았고, H
고의 경우 P고와는 다르게 치마의 주름이 너무 많아 

주름 길이를 3~6cm 줄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교복 디자인과 교복 

치수에 대하여 불만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복의 심미적 디자인보다는 활동적인 측면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크나, 교복을 변형하는 이유는 교

복의 심미적 디자인에 따른 변형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

면서도 교복의 심미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스커트 길이의 경우 길이를 줄이기 

전 상태는 불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가설이 성

립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책상에 앉아 필기하는 자세,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 손을 드는 동작 등 상체를 움

직이는 동작에서 공통적으로 어깨가 불편하다고 응

답하였다. H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아이비

클럽과 P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프리모의 블

라우스 치수에서 암홀둘레가 각각 38.0cm와 39.0cm로 
나타났는데, 16~18세 여성의 평균 겨드랑이둘레는 37.06 
cm로 충분한 여유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깨

너비 또한 두 학교 모두 36.0cm이지만 16~18세 여성

의 평균 어깨너비는 35.18cm로 타이트한 핏의 블라

우스가 제작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동작범위를 고려

해 블라우스의 소매산을 낮추고, 암홀둘레와 뒷품에 

여유분을 주어 활동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P
고의 원피스의 경우 앞품 28.0cm, 젖가슴둘레 88.0cm, 
허리둘레 68.0cm로 나타났는데(Size Korea, n.d), 16~ 
18세 여성의 평균 가슴너비는 26.81cm, 젖가슴둘레 

83.16cm, 허리둘레 69.11cm로 원피스 착용 시 상체 

동작범위에 대한 충분한 여유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등길이는 원피스의 경우 37.0cm로 16~18
세 여성의 평균 등길이인 38.76cm보다 더 짧게 제작

되어 상체를 움직이는 동작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

는 것으로 보인다. 스커트의 경우, 활동성을 위한 주

름분량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스커트의 무게가 무거

워지며, 속옷 노출의 우려가 있어 오히려 활동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름의 박음질 선과 주름분량을 

설정할 때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개 학교의 교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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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구결과를 교복의 형태가 비슷한 다른 학교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 더 많은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원피스 형태의 교복

을 착용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

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심미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학생들의 디자인과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 조

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복 변형

에 대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충돌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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