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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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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21st century is the post-digital era, a mix of the hard digital and the soft analog realm, the school uni-
form designs for the post-digital generation need to be changed within this paradigm shift. Thus,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school uniform design that reflects aesthetic value and sensitivity of the post-digital
generation.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the post-digital generation is reviewed and the values of this generation are
drawn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lso, through the survey of 205 high school girls in Seoul, the purchase, wear
& fit,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present school uniforms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studies above, the
guidelines for designing school uniforms for the post-digital generation are established and the products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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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생활수준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대

량의 정보 획득, 개인의 능력향상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하였으

나, 이기적 개인주의, 디지털 중독, 정보의 양극화와 같은 부작

용 또한 초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본위, 인간을 위한 기

술이 중시되는 포스트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인간 중심적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발전된

디지털 기술의 토대 위에 구축하고자 하는 포스트디지털 세대

가 등장하게 되었다. 

포스트디지털 세대는 인터넷이 급속히 대중화되던 90년대

중·후반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각종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

화를 활용하는 세대로, 2011년 한국 통계청(Statistics Korea)

자료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10세에서 1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2010년 기준 약 66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교복 착용 대상인 13~18세의 중고등학생

수는 약 407만 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다. 

복식은 시대의 정신, 사상, 감정과 미적가치를 반영하는 상

징적이고 조형적인 표현 수단으로,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복 역시 포스트디지털 시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종래의 교복 대부분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의 획일적 스타일이 답습된 형태로서, 이로 인한 불만족은 수

선에 의한 교복의 지나친 변형으로 교복 본래의 형태와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점 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교복 관

련 선행연구 대부분은 교복의 치수적합성 및 교복 제작을 위한

치수체계 설정, 교복 변형 및 행동 등으로 국한되어 왔다. 교

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교복 디자

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기존의 청소년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나타내는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요구가 반영된 교복 개

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기능적인 면에서의 효율성, 기발함에서 비롯된 독창성, 재미

를 추구하는 유희성은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위한 디자인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오늘날 패션에는 재미를 추구하는 감성

과 기능을 접목시킨다는 의미로 ‘펀’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퍼놀로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으며, ‘펀’과 ‘쇼핑’을 합성한

‘펀핑(funpping)’의 개념을 접목시킨 새로운 트렌드 체험형 브

랜드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유행을 따르되, 일반화된

트렌드나 제품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리폼하거나 변형하며 자

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해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한 특성을 갖는

다. 따라서 ‘나만의 브랜드’라는 희소성과 쇼핑의 개념을 확대

함으로써 즐거움을 제공하는 편집숍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

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꾸준한 매출 신장세를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획일적인 교복 시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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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Ecstatic about”,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차별화된 미의식과

감성이 반영된 교복 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교복

개발을 목적으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

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통해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교

복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통해 교복 구매, 착용 및 맞음새, 요구 및 개선 사항

을 조사하였으며, 이상을 바탕으로 소비자 프로파일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교복 디자인을 전개, 제

품을 개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개념 및 특성

포스트디지털 시대는 2000년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

털 시대를 포함한 그 이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

치체계나 문화에서 변화되어 그들 나름의 기호나 욕구를 표현

하는데 디지털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스트디지털 세대

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에 의해

명명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즉, ‘디지털 원어민’이

라는 의미로, 기성 세대를 의미하는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며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디

지털 언어와 장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N세대와 같이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표현

하는 신조어들에 대한 보고서(Cheil Worldwide, 2005)와 단행

본(Tapscott, 2008)을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공

통된 특성은 효율성, 독창성, 유희성으로 요약된다(Fig. 1). 효

율성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디지털 노마드적인 포스트디지

털 세대의 특성으로,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각종 디지털 기기

의 사용으로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

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독

창성은 유행이나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

로 수용하며, 기존의 가치 체계나 문화에서 변화되어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특성으로, 이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기능과 형태의 차별화 모색으로 흥미를 유

도하고자 한다. 유희성은 ‘펀’을 중시하는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으로, Lim(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로부터 일탈하고자 하

는 심리욕구와 즐거움과 재미, 웃음을 권하는 사회분위기의 형

성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생활양식이나 문화현상 속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그들의

미적가치를 표현하는 창조적 수단이 되고 있다. 

2.2. 교복 관련 선행연구

유니폼의 일환이자 학생들의 공식적인 의복인 교복 시장은

1991년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입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복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치수적합성 및 치수체계 설정, 교

복 변형 및 의복 행동, 교복 디자인 선호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교복의 치수적합성 및 치수체계 설정과 관련된 연구로 Jung

& Kim(2011)는 여고생의 스커트 여유분과 주름분량, 길이에

따른 동작 기능성의 향상과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족시킬 수 있

는 스커트 패턴을 제시하고자 체형의 변화가 많은 하반신의 특

징을 알아보고, 교복 업체별 시판 교복 스커트 패턴을 착의 실

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Kim(2000)는 여중생의 교복 치수적합

성을 향상시키고 체형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구입 시

치수 선택이 용이한 교복 치수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여중생의

체형을 분류하고 체형별 특성에 맞는 치수체계를 전개하였다.

Lee(2002)은 성장률이 급격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치수적

합도가 높은 치수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교복실태 조사와 교복

업체 조사를 통한 교복 치수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교복 변형 및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는 교복 만족도에 따른

Fig. 1. Characteristics of Post-digital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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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변형 행동 및 외모관련 행동과 교복 변형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Kwon(2008)은 여고생들

의 교복변형행동이 신체이미지 왜곡 현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각적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도, 교복 변형 행

동의 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Jin(2006)은 고등학

생들이 교복 착용에 보다 올바른 인식을 갖고 유행, 활동성, 심

미적 만족도가 높은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며, 교복 업계에 학

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복 제작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복 변형 및 패션 액세서리 착용 행동을 연구하였다.

교복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착용실태 조사 및 선호

디자인 조사를 통한 디자인 제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and Lee(2009)는 여중생들의 교

복 디자인 선호도와 체형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복 디자인

및 패턴을 개발하고자 교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여중생의

체형 유형화,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Cho(2003)는 여고생

들의 특성과 패션의식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착용되고 있는 교복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

문을 통해 여고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와 선호하는 진(jean)

소재를 이용한 교복 스타일을 조사하였다. 또한 Yoon and

Cho(2002)는 여고생의 요구가 수용된 바람직한 교복 디자인 개

선 방향을 제시하고, 교복 디자인 창작 및 실물을 제시하기 위

해 교복의 변천사를 통한 교복 디자인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디자인의 사례분석과 여고생의 패션

의식을 고찰하였다.

3. 교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증적 연구

3.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서울시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2009

년 7월 6일~7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교복 착용실태, 교복 동작 적합성, 교복에 대

한 요구사항 및 개선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선행연구(Kim & Kwon 2002;

Ha 2007)를 참고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교복 착용실태에 관

한 문항 15문항, 교복 동작 적합성에 관한 문항 2문항, 교복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점 관한 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6월 21일~7월 5일까지 개별 인터뷰 및 관찰조사를 이

용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수정·보완된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3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입이 미비한 25부

를 제외한 총 205부의 설문지가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과 성별, 학년의 편중을 막기 위해 서울시를 강동, 강남,

강북으로 나누고 각 지역 별로 학년을 균등하게 배포하였으나

회수에 있어 근소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였다.

3.2. 결과 및 고찰

설문 조사의 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설문 조사에 따르

면, 대부분 교복 구매에 있어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였으며 인

터넷을 통한 공동구매가 2000년 이후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새

로운 구매 패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복

의 구매에 있어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구매한 이유는

디자인이 세련되기 때문(34.6%), 기타(32.7%),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학교 공동 구매, 매

장 접근의 용이성, 좋은 품질, 부모님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1). 또한 구매의 결정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고,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45.9%)하게 작용하였다

(Table 2). 이처럼 교복 구매시에는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

게 작용하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포스트디지털 세

대의 교복 개발에 있어서는 감성과 미의식을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교복 상의를 구입하는 경우 가슴둘레(42.4%), 어깨너비

(28.3%), 재킷길이(19%) 순으로, 하의 구매 시에는 허리둘레

(46.8%), 치마길이(34.1%), 엉덩이둘레(13.7%) 순으로 사이즈를

고려하였다(Table 3, Table 4).

교복의 착용 및 맞음새에 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착용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54.6%)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

상 교복을 착용하였으며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대체로 교복을

착용(57.3%)하였다.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다면 그 이유는 활동이 불편하기 때문(66.3%)으로, 장시간의 착

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교복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또한 포스트디지털 세대는 교복 착용 시 핸드폰이나 MP3

등의 디지털 기기의 휴대하는 학생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디

지털 기기의 휴대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 또한 요구되었다. 현

재 착용하는 교복의 사이즈에는 과반수 정도가 만족하였는데,

이는 구입 시에 이미 본인의 요구에 따른 사이즈 수선이 이루

Table 1. Reason selecting current school uniform

Purchase decision Frequency %

Advertisement 22 10.7

Brand 35 17.1

friends 10 4.9

Design 71 34.6

Others 67 32.7

Total 205 100.0

Table 2. Purchase decision 

Purchase decision Frequency %

Myself 94 45.9

Mother 62 30.2

Friends 36 17.5

Salesman 11 5.4

Others 2 1.0

Total 205 100.0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디자인 개발 761

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교복 착용시 가장 불편한 아이템

은 블라우스(66.8%)로 디자인 뿐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의 새로

운 접목이 요구된다(Table 5). 교복 착용 시 불편한 부위는 가

슴과 어깨로서, 극도로 타이트한 맞음새의 선호로 무리한 수선

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교복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개선점에 있어서는 외관의 아름다

움(40.7%) 및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39.7%)에 대한 요구가 압

도적이었으며, 이는 심미성과 기능성이 대등한 수준으로 포스

트디지털 세대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요구가 교복 기능성의

요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복 향상을 위한 제안점

에 대한 자율 응답 조사를 통해 사이즈·디테일·소재·형태·

관리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수렴되었으며, 이

상의 설문 결과는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복 디자인 개발

의 가이드라인으로 제품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4.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복 디자인 개발

4.1. 디자인 전개

4.1.1. 소비자 프로파일

포스트디지털 세대는 인간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온라

인과 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 이들에게 디지털의 온라인 세계와 아날로그의 오프라인 세

계 사이의 경계는 큰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문화 가운

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예컨

대 싸이월드의 파도타기, 트위터의 팔로우 등은 현실보다 더욱

방대한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Fig. 2).

이들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UCC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거리 응원이나 촛불 시위 등

의 집단행동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적극적이다.

제품을 통한 가치 표현에도 적극적이어서, 최신 제품의 소유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고가의 제품일지라도 자신을 표현하

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면 반드시 구매한다. 또한 유사 제

품의 소유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승인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미지와 비주얼에 익숙한 포스트디지털 세대들은 문자 위

주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비주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강하

다. 친구들 사이에는 휴대폰 문자 또는 MSN 메신저를 통해

비주얼과 이미지를 혼합시킨 이모티콘, 이미지형 신조어를 통

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낙천적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은 오락적

이며 다소 유치한 ‘펀’을 추구하며, 이러한 재미가 놀이나 게임

에서 뿐 아니라 일에서도 연결되기를 원한다. 이들은 디지털을

발판으로 한 컬처리스트로서 여가시간을 영화관람, 고가의 뮤

지컬이나 발레공연, 해외뮤지션의 콘서트, 유명 DJ의 파티 등

문화생활로 상당한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며, 소득보다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또한 자신의 취향에 맞게 트렌드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

미 일반화 된 트렌드나 제품도 DIY나 리폼을 통해 변형시키며,

문자의 즉각적인 답변과 메신저의 대화, 하이퍼링크 된 페이지

이동 등으로 빠른 속도의 실시간 반응을 요구한다.

Table 3. Considered part purchasing uniform top

Considered part Frequency %

Chest circumference 87 42.4

Shoulder width 58 28.3

Jacket length 39 19.0

Sleeve length 17 8.3

Sleeve opening length 4 2.0

Total 205 100.0

Table 4. Considered part purchasing uniform bottom

Considered part Frequency %

Waist circumference 96 46.8

Hip measurement 28 13.7

Skirt length 70 34.1

Skirt opening length 11 5.4

Total 205 100.0

Table 5. Uncomfortable item

Item Frequency %

Jacket 35 17.1

blouse 137 66.8

Pants 1 0.5

Skirt 29 14.1

Others 3 1.5

Total 205 100.0

Fig. 2. Post-digital generation consum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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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디자인 가이드라인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디자인 개발 시 고려되어야할 디

자인 가이드라인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효율

적 디자인, 독창적 디자인, 유희적 디자인으로 설정하였다.

효율적 디자인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시공간의 경계를 넘

어선 이동성과 공간과 속도가 결합된 즉시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처럼 빠른 이동과 대처의 필요성 요구는 의상에 있

어서도 기능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착용

자가 의상을 분리하고 조합하는 등의 능동적인 조작으로 변형

가능한 형태, 편안하고 편리한 활동성을 강조하면서 착탈 시 소

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불편 요소를 절감시킨 형태, 의도된 목

적 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효율적 디자인을 표현

하고자 한다. 

독창적 디자인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트렌드를 주체적으

로 해석하고 수용하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포스

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가치체계나 문

화에서 변화되어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며 적

극적인 기능과 형태의 차별화 모색으로 흥미를 유도하고자 한

다. 이러한 차별화는 장식요소를 고려한 형태,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선택 가능한 형태의 독창적 디자인을 표현하

고자 한다. 

유희적인 디자인은 낙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포스트디

지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번거롭고 복잡하지 않으며

기발하고 재미있는 펀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생활양식이나 문

화현상 속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

다. 특히 그들의 패션에서 미적가치를 표현하는 창조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미의 요소 뿐 아니라 포

스트디지털 세대의 엔터테인먼트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함으

로써 유희적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한다. 

4.2. 제품 개발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개발을 위한 소비자 프로파일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여고생 동복을 기

준으로 설문조사 시 가장 구매율이 높았던 S사의 85사이즈 제

품을 다음과 같이 전개·개발하였다(Table 6). 

재킷은 누빔 점퍼 형태로 기존 교복 재킷에서 나타나는 클

래식함을 유지하되 모직 원단의 필링 현상과 이물질 오염의 문

Table 6. Jacket / Blouse / Skorts Design

Item Design

Jacket

Blouse

Sk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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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고려하여 화학 섬유 소재인 능조직의 100% 폴리에스

테르를 사용하였으며, 사이드 패널과 목둘레, 손목에 신축성 있

는 고무편을 사용함으로써 동작의 기능적 측면을 향상시켰다.

사이드 패널의 고무편 사용은 교복 상의 구매시 가슴둘레를 가

장 중시하나 가슴둘레가 가장 불편하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신축성이 높아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앞여밈의 지퍼, 가슴 포켓의 벨크로, 손목의 고무편(rib) 사용

을 통해 의복 착탈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불편 요소를 감

소시키는 효율적 디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고무편은 스포

티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착용자의 신체미를 극대화하

였으며, 일정 간격의 누빔 소재는 보온 효과와 동시에 미적 효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교복의 기능성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자

석 스냅을 사용하여 간편한 파우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포켓

과 지퍼로 탈부착이 가능한 소매로 선택적 착용이 가능한 독창

적인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캐릭터화한 학교 로고의 와펜은 유

희적인 디자인으로 표현 되었으며, 디지털 기기의 이어폰을 위

한 가슴 포켓의 오프닝은 교복 착용시 디지털 기기를 휴대하는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를 고려한 것으로 유

희적 디자인을 극대화하였다. 

블라우스는 설문 조사에서 교복 아이템 가운데 가장 불편한

아이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터록과 평직물을 혼합한 소

재를 통해 착용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짧은 블라우스 길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블라우스 길이를 조절하였다.

새로운 교복 개발에 대한 편리한 기능의 요구는 의복 착탈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지퍼와 스냅의 여밈,

탈부착이 가능한 칼라로 효율적 디자인을 완성하였으며, 특히

몸판과 분리되는 칼라는 부분적인 세탁이 가능한 세탁의 용이

함과 마모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하여, 공동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구매자에게 경제적인 효과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이색 원단과 장식 단추 등의 장식 디테일의 사용과 리본

이나 타이로 선택 가능한 네크웨어는 자신에게 맞게 변형 가능

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캐릭터화된 학교 로고의

와펜은 유희적인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활동의 편리성을 고려

한 치마 바지 형태의 스코츠는 교복의 하의 구매시 허리둘레를

가장 고려하는 점을 반영하여, 뒷중심에 신축성 e-밴드를 사용

함으로써 착탈의 편이 뿐 아니라 허리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

효율적인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또한 평상시 포켓에 휴대하는

용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왼쪽 포켓에 다용도 고리를 부착하여

필요에 따라 안경닦이, 버스 카드 등 평상시 교복에 휴대하는

것들을 선택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교복의 기능

성에 대한 요구는 옆솔기에 분리형 지퍼를 달고 허리 부분에

훅 앤 아이(hook & eye)를 달아 스코츠 앞자락을 분리하면 바

지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마 혹은 바지를 선택 착용할

수 있는 효율적 디자인을 극대화 하였다. 기존의 교복보다 짧

아진 스코츠의 길이는 트렌드를 반영한 심미적 디자인으로, 학

교 교명의 캐릭터 와펜은 유희적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이상에서 기획, 설계, 개발된 교복 제품을 포스트디지털 세

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요소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Fig. 3). 먼저, 효율적 디자인은 스코츠 포켓에 사용된 다

용도 고리, 지퍼, 스냅, 벨크로 등의 오프닝 디테일, 스코츠의

허리 e-밴드의 사용으로 기능적이며 착탈이 용이한 교복으로

완성하였으며, 치마의 바지 변형, 재킷 소매의 탈부착, 블라우

스 칼라의 탈부착, 재킷 포켓의 변형 등 가변적 디자인으로 변

형 가능한 교복을 표현하였다. 독창적 디자인은 모양 단추, 이

색원단의 사용으로 장식 요소를 고려하고, 블라우스의 리본으

로 선택 착용 가능한 교복을 표현하였으며, 유희적 디자인은 캐

릭터화된 학교 로고와 디자인디지털 기기를 위한 오프닝 디테

일로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엔터테인먼트를 고려한 교복으로 표

현하였다. 

5. 결 론

21세기는 디지털의 차가움과 아날로그의 따뜻함이 융합된 포

스트디지털 시대로,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

복 역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차별화된 미의식과

감성이 반영된 교복 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교복

개발을 목적으로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살

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도출하였

다. 또한 교복의 변천과 교복에 요구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도

Fig. 3. School uniform design analysis for post-digital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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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서울시 소재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교복 구매, 착용 및 맞음새, 요구 및 개선 사항을 조

사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소비자 프로파일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교복디자인을 전개, 제품을 개발

하였다.

포스트디지털 시대는 2000년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

털 시대를 포함한 그 이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시

대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가운데 인간을 위한 기술의 구현

및 아날로그적 인간 본성 및 가치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

가운데 등장하였다. 이러한 포스트디지털 시대는 기존의 가치

체계나 문화에서 변화되어 그들 나름의 기호나 욕구를 새로운

형태로 발산하는 포스트디지털 세대를 탄생시켰으며, 선행 연

구를 통해 이들의 핵심 특성을 효율성, 독창성, 유희성으로 도

출하였다. 효율성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디지털 노마드적

인 특성이며, 독창성은 유행이나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

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기존의 가치 체계나 문화에서 변

화되어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

는 특성, 유희성은 ‘펀’을 중시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교복은 학교에서 일정하게 재정해 학생들에게 착용하게 하

는 학교 제복으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교

복의 치수적합성 및 교복 제작을 위한 치수체계 설정, 교복 변

형 및 의복 행동 등으로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요구가 반영된 교복 개발을 위해 서울시 소재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교복의 착용 및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으로 기능적이며 심미적

인 교복 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진행

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디지

털 세대를 위한 교복 개발을 기획하였다. 소비자 프로파일을 설

정하고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디

자인 가이드라인은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디지털 노마드적 특성

과 즉시성에서 도출된 효율적 디자인과 트렌드를 재창조하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특성에서 도출된 독창적 디자인, ‘펀’을

중시하는 특성에서 도출된 유희적 디자인으로 수립하고 제품디

자인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교복을 개발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개발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만족

도 및 착의평가가 진행되지 않음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 모두를 포함

하는 추동용, 춘하용 교복 디자인 개발하고, 개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 및 착의 평가를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더불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 자율 응답 조

사를 통해 사이즈·디테일·소재·형태·관리 등에 대한 참

신한 아이디어가 수렴되었지만, 교복 구매, 착용 및 맞음새, 요

구 및 개선 사항에 국한되었으며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특성인

효율성, 창의성, 유희성과 관련된 요구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을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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