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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find correlation between benefits of pursuing clothes and the attitude towards wearing 

school uniform, as well as the effects that wearing attitude has on the satisfaction.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in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ound capital regions in the hopes of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to their uniforms and their desire for self-expression, resulting in a positive notion to 

uniforms being settled in among the students. In the regards of benefits of pursuing clothes, female students are 

highly pursu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esthetics, and economy all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factors. It is 

notable that students in Seoul are pursuing those elements more strongly than those in Gyeonggi-do. As for the 

attitude towards wearing school uniforms, the safety weighs a lot among female students. Meanwhile, those in 

Gyeonggi-do were more inclined to economy as they prefer wearing uniform more often than not. Students who 

are pursu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are less likely to pursue economy, whereas those who are 

pursuing practicality are pursuing better economy. Those in favor of economy, meanwhile, are pursuing aesthetics, 

safety, as well as economy. When it comes to the attitude towards wearing school uniforms, the result showed 

that it is more likely for those who are considering aesthetics, safety, and economy to be satisfied with the 

aesthetics, practicality, and the convenience aspects of school uni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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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교복이란 개성을 표출하고 동료집

단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

기도 하는 최고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복은 제복

이면서 동시에 작업복과 평상복의 기능을 함께하므로 최대한 

편안해야 한다는 강점과 비싸지 않아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

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학원드라마에서 보여

지는 교복패션은 예전에 착용하였던 획일화된 색깔과 디자인

의 교복을 넘어, 보다 고급스러운 색상과 세련된 실루엣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드라마 

밖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주인공들의 교복착

용 행동을 따라하거나 교복 치수 및 디자인을 변형하여 착용

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들 또한 보고되고 있는데, 교복에 대

한 만족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는 외모에 많은 관심

을 두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획일화된 스타일과 치수, 개성이 

없는 교복 등 심미적인 측면에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복 불만족은 대중매체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의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교복 착용방법과 스타일을 등

장시켰고, 색상이나 디자인, 활동성 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의복추구혜택과 교복태도의 상관관계 및 교복태

도가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교

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며,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의 의복추구혜택을 알아보

고, 교복 착용의 태도와 교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알아보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의복행동과 의복추구혜택

1) 청소년기의 의복행동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로, 심리적으로 변화

가 심한 과도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정의한다. 이들은 

추상적 사고가 미숙하여 타인이 평가한 자아상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추

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외형에서 나타나는 의복이나 외모를 통하여 동료집단과 소속

감을 형성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며 사회적 인정을 얻고

자 함에서 비롯된다(Jeon ＆ Kim, 2007).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이 발달하여, 동년배 집단을 

동일시하며 용모에 관심이 많고 이성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

며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높아 강한 경쟁심이 발생되고 자

신에 탐닉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자신의 외모와 의복이 집

단의 기준에 일치 되어야 사회적 안정감과 소속감 및 자신감

을 가지게 된다(Lee ＆ Kim, 2001).

2) 의복추구혜택

  의복추구혜택이란 소비자가 의복의 속성에 대해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의복추구혜택의 변

인을 Chung(2003)은 심미성 추구와 유행성 추구, 유명상표 

추구, 경제성 추구로 나누었는데, 심미성 추구 변인에 대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 

단점을 감추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외모를 개선시키는 수

단으로 의복을 사용하며 청소년기에는 비실용적이며 잡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모의 매력을 더해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

인다고 설명하였다. 유행성 추구 변인에 대해 여고생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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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어느 시기보다 가장 정서가 불안하고 외모나 의복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유행을 중요시하며 또래 집단과 같은 유행에 

동조하면서 직접적인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

다(Oh, 1995). 경제성 추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신체만족도

에 따른 의복행동 중 경제성 요인은 성별과는 무관하지만 신

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경제성에 포함된 항목들이 가격적인 면과 옷의 

활용도, 신체치수와 상당부분 연관되어 신체만족도가 높아지

면 의복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Lim, 1997).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교복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개성을 나타내면서도 동료집단에 

소속되기 위함이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

는 심미적, 심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착용 태도 및 교복 만족도

1) 교복의 특성

  교복은 그 집단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각자의 

행동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제복의 중요한 기능과 함께 교육

적인 목적을 갖고, 교복의 착용으로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

의 관심을 막고 학생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집단 구성원과의 공동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Park, 1981). 2010년 5월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시행

은 복장 규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억눌려있던 청소년에게 있

어 생활규정에 따른 복장규제에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가 되었고 교복에 대한 만족도와 착용행동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2)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 만족도

  청소년기는 의복이나 외모를 사회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

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큰 관심과 흥미를 나

타낸다. 이 시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

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Koh ＆ Kim, 1996). Lee(1996)는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므로 학생들이 학

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

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교복을 착용하는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외모의 아름

다움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다보니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오는 제복의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이런 

행동이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새로운 교복 문화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따라 학교 측은 더 

이상의 획일적인 복장규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교복의 치

수와 형태의 변형, 새롭게 나타나는 교복착용의 행동은 학교 

측의 생활지도 부분에서 담임교사와 학생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을 빚으며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다. Kim(2009)의 연구에

서 중․고등학생이 전반적으로 교복착용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으나 디자인적인 면이나 유행성과 활동성 면에서 불만을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불만에 있어 자기 의

견을 자신있게 보여주는 새로운 표현의 방식으로 교복 변형

이라는 교복행동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학생이며, 연령은 

청소년기를 기초로 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학교 선정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서울에 소재

하는 4개의 학교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5개의 학교를 편의표

본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234명(55.6%), 여자는 187

명(44.4%)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177명(42.0%), 경

기도가 244명(58.0%)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는 중학교가 240



5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5, No. 4

Category Class Percentage(%)

Gender
Male 234 (55.6)

Female 187 (44.4)

Region
Seoul 177 (42.0)

Gyeonggi-do 244 (58.0)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240 (57.0)

High School 181 (43.0)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421)

명(57.0%), 고등학교가 181명(43.0%)으로 나타났다.

2.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남학생 23명, 여학생 27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총 2차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1차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차

는 2012년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9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47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

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 49부를 제외한 총 

42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설문지 내용은 총 5개의 부분으로 의복추구혜택, 교복

착용 태도, 교복 만족도, 교복착용 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측정은 Nam ＆ Kim(2003)과 

Chung(2003)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에 보다 적합하

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17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

치가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베리맥스에 의한 직교회전

을 하였다.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제외하여 요인을 4개로 추출하였다. 요인 1은 고유값

이 8.13, 전체변량의 38.69%를 차지하였고, 요인 2는 고유값

이 2.47, 전체변량의 11.76%를, 요인3은 고유값이 1.94, 전체

변량의 9.25%, 요인 4는 고유값이 1.37이며 전체 변량의 

6.53%를 차지하였다. 개성 및 심미성 추구(Cronbach's α= 

.92), 실용성 추구(Cronbach's α= .81), 브랜드 추구

(Cronbach's α= .84), 경제성 추구(Cronbach's α= .68의)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1

이었다. 

  교복착용 태도에 관한 측정은 Kim(2009)의 선행연구를 기

초로 하여 9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요인 1은 고유 값이 4.43, 

전체 변량의 36.92%를, 요인 2는 고유 값이 2.09, 전체 변량

의 69.78%를, 요인 3은 고유 값이 1.16, 전체 변량의 

56.63%, 요인 4는 고유 값이 1.37이며, 전체 변량의 6.53%

를 차지하였다. 요인 1은 고유 값이 .81이며, 전체 변량의 

38.69%를 차지하였고, 요인 2는 고유 값이 .78이며, 전체 변

량의 11.76%를, 요인 3은 고유 값이 .60 이며, 전체 변량의 

9.25%,를 차지하였다. 심미성(Cronbach's α= .81), 안정성

(Cronbach's α= .78), 경제성(Cronbach's α= .60)의 3개의 요

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3이

었다.   

  교복 만족도에 관한 측정 문항은 Lee(2007)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9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요

인 1은 고유 값이 4.85, 전체 변량의 53.93%를, 요인 2는 고

유 값이 1.10, 전체 변량의 12.27%를 차지하였다. 측정된 2

개의 요인들의 하위 다수문항은 단일문항화하여 평균값을 내

었고, 하나의 요인 값으로 대변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

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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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Gender N Mean Average t

Pursu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Male 229 3.08
3.24 -3.78***

Female 186 3.39

Pursuing for Practicality
Male 233 3.39

3.34  1.37
Female 185 3.28

Pursuing for name brands
Male 230 2.75

2.66  2.04*

Female 186 2.57

Pursuing for economy 
Male 232 2.74

2.82 -2.16*

Female 186 2.90
* <.05, *** <.001

Table 2. Benefits from Pursuing Clothes depending on Gender

였고, 그 결과 심미성 만족도는 .88, 실용 및 편리만족도는 

.81의 신뢰도를 나타내어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었다.

  심미성 만족도(Cronbach's α= .88), 실용 및 편리만족도

(Cronbach's α= .81)의 2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신뢰

도계수(Cronbach α)는 .84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측정 문항은 

성별, 지역, 학교의 형태, 학년의 총 3문항으로, 성별은 남․

녀, 학교의 형태는 중학교․고등학교 중 선택하도록 하였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고, 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립

표본 t-test,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방법을 실시하

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교복착용 태

도 및 교복 만족도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⑴ 성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t-test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값은 3.01점으로 전

반적으로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인식은 평균 점수 3점 이상이

었다. 4가지 분류된 요인을 비교해보면 실용성추구의 평균이 

3.34점, 개성 및 심미성추구의 평균이 3.24점, 경제성추구의 

평균이 2.82점, 유명상표추구의 평균이 2.66점의 순서로 나타

나 중․고등학생 남녀의 경우 의복추구혜택에서 실용성을 가

장 추구하였으며, 유명상표에 대해서는 낮게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성 및 심미성(t=-3.78, 

p=<.001)과 경제성(t=-2.16, p=<.05)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유명상표의 옷을 입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개성 있는 의복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

대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유명상표의 점수가 높았는

데(t=-2.04, p=<.05), 유명상표의 의복을 입었을 때 느끼는 

가치에 만족하고, 외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것이 동조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명상표(브랜드)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선호한다는 Seo(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실용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의복의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을 살펴보면, 

개성 및 심미성 추구, 유명상표 추구, 경제성 추구에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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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lass N Mean Average t

Pursu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Middle School 236 3.09
3.25 -3.75***

High School 180 3.40

Pursuing for Practicality
Middle School 240 3.36

3.34  0.51
High School 179 3.32

Pursuing for name brands
Middle School 238 2.65

2.67 -.25
High School 179 2.68

Pursuing for economy 
Middle School 239 2.69

2.83 -3.64***

High School 180 2.96

*** <.001

Table 3. Benefits from Pursuing Clothes depending on Type of School

Category Region N Mean Average t

Pursu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Seoul 173 3.27
3.23 .90

Gyeonggi-do 243 3.19

Pursuing for Practicality
Seoul 176 3.31

3.34 -.75
Gyeonggi-do 243 3.37

Pursuing for name brands
Seoul 174 2.62

2.65 -.79
Gyeonggi-do 243 2.69

Pursuing for economy 
Seoul 175 2.79

2.81 -.44
Gyeonggi-do 244 2.82

Table 4. Benefits from Pursuing Clothes depending on Region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개성 

및 심미성과 경제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행에 더 민감하고 의복을 통해 개성을 나

타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Kim(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실용성과 유명상표 추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학생이 유명상표를 추

구하는 것이 동조집단의 의복스타일에 영향을 받고 소속감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⑵ 중･고등학교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중․고등학교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의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개성 및 심미성(t=-3.75, 

p=<.0001)과 경제성 추구(t=-3.64, p=<.05)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이것은 여고생은 의복관심도에서 개성과 외모

를 중시한다는 Lee(199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데, 고등학생은 신체적 성숙이 성인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

진 상태이며, 중학생에 비해 대중매체와 또래집단을 통해 패

션과 유행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의복을 통해서 

보다 연예인처럼, 요즘의 패션 트렌드에 맞게 개성과 외모를 

함께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의복을 찾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⑶ 지역에 따른 의복추구혜택

  지역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각

각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복추구혜

택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모두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모두 

개성 및 심미성, 실용성을 추구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명상표

와 경제성 추구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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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Male Female


(N=233) (N=186)

Aesthetics 2.46(.86) 2.48(.79) -.271

Safety 2.41(.93) 2.58(.78) -2.0*

Economy 2.97(.93) 3.02(.89) -.58
* <.05

Table 5.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depending on Gender

               School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Milddle School High School


(N=237) (N=179)

Aesthetics 2.38(.81) 2.58(.84) -2.37*

Safety 2.43(.85) 2.55(.90) -1.43

Economy 3.00(.91) 2.98(.91) .24
* <.05

Table 6. Comparisons of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for Milddle School and High School

         Regions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Seoul Gyeonggi-do


(N=176) (N=244)

Aesthetics 2.44(.88) 2.49(.78) -.599

Safety 2.43(.88) 2.52(.87) -1.088

Economy 2.75(.92) 3.17(.87) -4.684***

*** <.001

Table 7.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s depending on Regions

2) 성별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만족도

⑴ 성별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

  성별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안정성에서 여자의 점수(M= 2.58)가 남자의 점수

(M= 2.4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1.997, <.05). 일반적

으로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신체적 발달이 

2~3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불균형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을 느끼곤 한다. 또한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갖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

할 때 여학생들에게 교복은 또래집단과 유사한 스타일을 착

용했다는 것에서 소속감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외모 

평가에 대한 정신적․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부분이 

되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의복의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를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이 여학

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교복 착용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등교 전 옷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하고 학생 

신분이 알맞다’의 응답률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

학생에 비하여 청소년기 여학생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며 이는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그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 정신적․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교복이 등교 시 옷을 선택하는 번거

로움을 줄인다는 이점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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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le Female Milddle School High School Seoul Gyeonggi-do

(N=218) (N=182) (N=225) (N=176) (N=166) (N=235)

For and against with 
wearing school uniforms

2.94(1.08) 3.30(.97) 3.03(1.06) 3.20(1.01) 2.97(1.06) 3.20(1.02)

 -3.47*** -1.66 -2.23*

*
<.05  ***

<.001

Reasons for supporting or opposing to school uniforms Male Female Milddle 
School

High 
School Seoul Gyeonggi-

do

Primary reasons for supporting school uniforms

 - neat and suitable for students
73

(42.0)
46

(29.5)
77

(42.3)
43

(28.9)
45

(32.6)
75

(38.9)

 - complements weakness of body shape
8

(4.6)
2

(1.3)
7

(3.8)
3

(2.0)
6

(4.3)
4

(2.1)

 - builds sense of fellowship
15

(8.6)
4

(2.6)
11

(6.0)
8

(5.4)
10

(7.2)
9

(4.7)

 - unnecessary for hassles of choosing what to wear for the 
day

56
(32.2)

84
(53.8)

67
(36.8)

73
(49.0)

59
(42.8)

81
(42.0)

 - more economical
8

(4.6)
11

(7.1)
8

(4.4)
11

(7.4)
7

(5.1)
12

(6.2)

 - builds sense of belonging
9

(5.2)
5

(3.2)
8

(4.4)
6

(4.0)
5

(3.6)
9

(4.7)

 - others
5

(2.9)
4

(2.6)
4

(2.2)
5

(3.4)
6

(4.3)
3

(1.6)

   Total
174

(100)
156

(100)
182

(100)
149

(100)
138

(100)
193

(100)

Primary reasons for opposing to school uniforms

 - uncomfortable
59

(32.8)
57

(40.4)
71

(38.6)
45

(32.6)
45

(30.4)
71

(40.8)

 - bad quality considering the price
16

(8.9)
10

(7.1)
10

(5.4)
16

(11.6)
11

(7.4)
15

(8.6)

 - psychologically feeling unfree
25

(13.9)
15

(10.6)
26

(14.1)
15

(10.9)
22

(14.9)
19

(10.9)

 - not favor the colors and designs
25

(13.9)
26

(18.4)
29

(15.8)
22

(15.9)
29

(19.6)
22

(12.6)

 - uniformity to clothing cannot show their individual features
22

(12.2)
14

(9.9)
18

(9.8)
18

(13.0)
14

(9.5)
22

(12.6)

 - twice the amount of economical burden on having to buy 
extra outfits

23
(12.8)

11
(7.8)

21
(11.4)

13
(9.4)

17
(11.5)

17
(9.8)

 - Others
10

(5.6)
8

(5.7)
9

(4.9)
9

(6.5)
10

(6.8)
8

(4.6)

   Total
180

(100)
141

(100)
184

(100)
138

(100)
148

(100)
174

(100)

Table 8. Behaviors with School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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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교복착용에 대해 반대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

문에서는 남․여학생 모두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를 꼽았으

며 다음으로는 ‘색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심리적

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다.’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는데 교복 착

용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학생들은 활동성과 심미성 

기능의 부재를 꼽았다. 

⑵ 성별에 따른 교복 만족도

  성별에 따른 교복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교복만

족도의 심미성 만족도와 실용 및 편리 만족도 모든 하위요인

에서 여학생의 심미성 만족도가 남자보다 조금 높았고 반면 

남학생의 실용 및 편리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조금 높았는데, 

여학생들이 비록 교복이라 하더라도 심미성과 상징성을 고려

하는 것과 달리 남학생들은 교복을 단순히 통학복으로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Seo(2008)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다. 

3) 중·고등학생별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 만족도

⑴ 중･고등학생별 교복착용 태도

  중․고등학생별 교복착용 태도는 <Table 6>과 같이 심미

성에서 고등학생의 점수(M=2.58)가 중학생의 점수(M=2.38)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2.368, <.05). 

  이것은 Han과 Lee(2003)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며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교복 변형은 중학생보다 고등

학생이 높다는 비슷한 결과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교복의 

변형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외모를 타인에게 매력적으

로 보이기 위함이며, 교복을 통해 자신을 개성있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8>과 같이 교복 착용에 대해 찬성할 경우 가장 중

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중학생의 경우 ‘단정하고 학생 

신분이 알맞다’가, 고등학생의 경우‘등교 전 옷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대

부분의 학생이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처음으로 교복을 입음

으로써 교복을 한 단계 성장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

다.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의 단정성을 강조하는 생

활규정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도 중학교에서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중학생들에게 교복에 대하여 단정하며 학생 신분에 

알맞은 의복이라는 의견을 갖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의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해 빠듯해진 생활 속에서 시간 절약의 중요성

을 절감하게 되곤 한다. 이로 인하여 교복이 의복 선택에 소

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점을 보다 중요하

게 고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 교복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활동의 불편함을 꼽았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하

루에 교복을 착용하는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교복을 착용하는 시간이 고등학생이 중학생

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

을 수 있으나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하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시간이 길고 이 과정에서 교복이 활동의 편리성에 지장

을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교복을 제작하는 교복 업체와 교복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관한 생

활지도를 하는 학교 모두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교복 업체는 

교복 디자인 과정은 물론 제작 과정 전체에서 학생들의 이러

한 교복 선호도 및 착용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사용자인 

학생들이 교복에 대하여 기대하는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기능성을 모두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겠다. 또 학교에서

는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의 심미적, 활동적 부분을 모두 고

려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교복 착용에 관한 

규정을 세우고 이를 생활지도에 적용함에 있어 학생들이 교

복을 변형하거나 상의 위에 자율복을 덧입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변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⑵ 중･고등학교 학생별 교복 만족도

  중·고등학교 학생별 교복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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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만족도의 심미성 만족도, 실용 및 편리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심미성 만족도 및 실용 및 

편리 만족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3점을 넘지 않

으므로 교복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지역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 만족도

⑴ 지역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

  서울 및 경기지역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경기도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보다 교복착용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 교복 변형에 대한 경험이나 변형에 대한 생

각을 질문하였는데, 경기도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에 비

해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나 변형하려고 하는 의견이 높았고, 

하의보다는 상의의 변형을 원하였으며, 변형의 원인으로는 

치수를 꼽는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기도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서울에 비하여 많다는 점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학생이 서울의 학생들

보다 교복을 착용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교복 착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복 변형을 하는 것이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하

체보다는 팔과 어깨 등 상체의 움직임이 더 많이 이루어지

고, 이 때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상의를 변형 또는 자율복으

로 대체하거나 덧입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기성복으로 구입하기 때

문에 교복과 신체의 맞음새가 맞춤복에 비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역시 변형의 형태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

로 들 수 있다.  

⑵ 지역에 따른 교복 만족도

  지역에 따른 교복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심미성 

만족도에서 경기도(M=3.18)가 서울(M=2.62)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6.23, <.001).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

생들보다 심미성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서울시 거주학생이 경기도 거주학생보다 교복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는 Park(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획일적인 디자인과 기성복에서 오는 치수의 불만족, 활동

의 불편함은 교복의 변형을 부추기도록 한다. 하지만 오히려 

교복을 변형함으로써 개성 및 타인에게 심미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은 교복에 대한 심미성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2. 중․고등학생의 의복추구혜택 및 교복착용 태도와 교복 

만족도

1)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 태도와의 관계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의 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Table 8>과 같이개성 및 심미성을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도 심미성과 안전성을 추구하지만 경제성은 추구하

지 않았으며, 실용성을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 심미

성과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유명상표를 추구하

는 학생일수록 심미성과 안전성을 추구하였지만 경제성은 추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을 추구하는 학생들

은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학생은 유명상표가 갖는 자

기과시 효과를 추구하고 또래집단 내의 소속감을 표현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교복착용 태도가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⑴ 교복착용 태도가 심미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복착용 태도의 요인과 심미성 만족도의 분석을 통해 도

출한 결과는 <Table 9>와 같이 평상시 교복착용 태도에서 

심미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 심미적인 부분에 만족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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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β t R²

Aesthetics .53 12.59***

.42Safety .16 3.74***

Economy .11 2.81**

** <.01, *** <.001

Table 10.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s and Aesthetical Satisfaction

Factor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Aesthetic Safety Economy

Benefits

Pursu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27**  .10* -.01

Pursuing for Practicality -.04  .06  .10*

Pursuing for Name brand   .24**  .18* -.12*

Pursuing for Economy   .17**  .12*  .11*

* <.05, ** <.01

Table 9. Correlation between Benefits of Pursuing Clothes and Attitude to Wearing School Uniform

Category β t R²

Aesthetics .25 5.56***

.34Safety .32 6.91***

Economy .20 4.55***

***<.001,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1. Attitude for Wearing School Uniform and the Satisfaction in terms of its Practicality and Convenience

  종속변수인 심미성 만족도의 문항은 디자인과 색상, 개성, 

체형결점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

복이 자율복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개성과 외모를 

함께 나타내고,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

춘 의복의 한 형태라는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⑵ 교복착용 태도가 실용 및 편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복착용 태도의 요인이 종속변수인 실용 및 편리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0>와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복착용 태도와 심미성 만족도의 결과와 함께 교복착

용의 태도에서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는 학생일수

록 교복에 심미적인 부분과 실용 및 편리 부분에서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교복 만족도에서 고

등학교 학생이 중학생보다 교복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는 결과를 통해 해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대적인 영향력의 분석결과, 교복의 심미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교복태도가 심미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교복태도 차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실용 및 편

리만족도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교복태도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세 개의 교복

태도 하위차원들이 심미성 만족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이 실용 

및 편리만족도를 예측하는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들이 교복의 심미성, 안정성, 경제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

히 학생들이 교복의 미적인 측면에서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심미성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복의 안정성 부분에서 긍정

적인 태도일수록 실용 및 편리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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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재학 중

인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추구혜택과 교복태도

의 상관관계 및 교복태도가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표현 욕구를 동

시에 높이고 교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을 살펴보면, 개성 및 심미성 추

구, 유명상표 추구, 경제성 추구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개성 및 심미성과 경제성

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과 유명상표 추구에

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것이 동조집단의 의복스타일에 영

향을 받고 소속감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심미성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남학생

의 실용 및 편리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조금 높았는데, 여학

생들이 비록 교복이라 하더라도 심미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남학생들은 교복을 단순히 통학복으로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서는 개성 및 심

미성과 경제성 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의복추구혜택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서울

에 거주하는 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모두 개성 및 

심미성, 실용성을 추구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명상표와 경제성 

추구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학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갖으며 이 점을 고려

할 때 여학생들은 교복을 통해 또래집단이 유사한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교복의 변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이

라고 해도 집단 동조성에 대한 영향으로 교복 변형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따른 교복착용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복착용 태도와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제성에

서 경기도 학생의 점수가 서울 학생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기도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보다 교복착용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착용 방법에서는 

경기도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에 비해 교복을 변형한 경

험이나 변형하려고 하는 의견이 높았는데, 경기도의 학생이 

서울의 학생들보다 교복을 착용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교복 착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복 변형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교복 만족도에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심미성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 태도와의 관계에서 개성 및 심미

성을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도 심미성과 안전성을 추

구하지만 경제성은 추구하지 않았으며, 실용성을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 심미성과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심

미성과 안전성을 추구하였지만 경제성은 추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교복착용 태

도에서 심미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일수록 교복에서 심미적인 부분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교복이 자율복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개성

과 외모를 함께 나타내고,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

전성을 갖춘 의복의 한 형태라는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교복착용의 태도에서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 심미적인 부분과 실용 및 편리 부분에서

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를 중시하고 의복을 통해 

자기과시 및 동조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향이 교복을 착용할 때에도 잘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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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는 교복을 제작하는 교복 업체와 교복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관한 생

활지도를 하는 학교 모두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교복 업체는 

교복 디자인 과정은 물론 제작 과정 전체에서 학생들의 이러

한 교복 선호도 및 착용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사용자인 

학생들이 교복에 대하여 기대하는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기능성을 모두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 중 자사 

브랜드 고객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만족 시킬 항목이 

심미적 부분인지 실용 및 편리 부분인지를 규명한 후 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복 태도의 세부차원을 강조할 수 있

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교생을 대상으

로 디자인 공모를 통해 교복을 선정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 대

용의 의복을 준비하여 입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교복의 위

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교복변형을 통하여 획일적인 교복에 대한 불만감을 

부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나 신

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게 교복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교

복디자인과 제작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또 학교

에서는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의 심미적, 활동적 부분을 모

두 고려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교복 착용에 

관한 규정을 세우고 이를 생활지도에 적용함에 있어 학생들

이 교복을 변형하거나 상의 위에 자율복을 덧입는 등의 방식

으로 간접적인 변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가정교과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교복

행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복의 기능 및 

올바른 의복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교복착

용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생 

421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시적인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대상 선정과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의 교복은 소속 학교에 따라 각기 디자인, 색상, 소재 등

이 다르고, 시대의 따라 변화하는 패션스타일과 학교의 복장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의 균등화가 필요하고,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를 보다 신뢰있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복 착용자들의 태도와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의복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를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학교마다의 생활규정의 변화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교복 착용자의 태도와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비교 연구

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으며, 의복추구혜택이 교복 착용실태

와 만족도에 주는 영향 뿐 만이 아니라, 교복 착용의 실태가 

교복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아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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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의 분석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성 및 심미성과 경제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유명상표를 더 추구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서는 개성 및 

심미성과 경제성 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의복추구혜택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모두 개성 및 심미성, 실용성을 추구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명상표와 경제성 추구에 대

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교복 착용과 교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교복 변형의 경험과 태도에 대한 물음에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으며, 교복 변형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에 따른 교복 착용과 교복 만족도의 분석 결과, 교복착용 태도의 심미성에서 고등학생의 

점수가 중학생의 점수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복 변형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다는 비슷한 결과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

다. 교복의 변형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외모를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함이며, 교복을 통해 자신을 개성있고 현대

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교복 착용과 교복 만족도 분석 결과, 경기지역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교복에 대한 찬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복 착용방법에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에 비해 경기도에서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나 변형하려고 하는 의견

이 높았고, 그 이유는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이며 그 방법으로 치수나 폭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 태도와의 관계 분석 결과, 개성 및 심미성을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도 심미성과 안전성을 추

구하지만 경제성은 추구하지 않았으며, 실용성을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서 심미성과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명상표를 추구하는 학생일수록 심미성과 안전성을 추구하였지만 경제성은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제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착용 태도가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보면, 평상시 교복착용 태도에서 심미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 심미적인 부분과 실용 및 

편리 부분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에 대한 추구혜택과 교복 착용실태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복 착용실태가 교복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의복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복업체와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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