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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적 감성, 젊은 소비자층, 대중문화와의 결합으

로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한복의 패러다임이 형성(Je-

ong & Lee, 2018; Yim, 2019)되고 있는 가운데, 한복은 

2020년 K-pop 스타 BTS, 블랙핑크가 착용한 한복 의상

이 화제가 되며 글로벌 한류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Choi 

et al., 2020). 그러나 뒤이어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

키’를 운영하는 중국 게임사가 중국 이용자의 항의를 

받아들여 한복 아이템을 삭제한 일을 계기로 ‘한푸(漢

服, Hanfu)’와 ‘한복(韓服)’을 둘러싼 논쟁이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 간 대결로 번졌고(Jun, 2020),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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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suggestions to help develop Hanbok education in the future by examining its cur-

rent status in domest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light of rising social demand for Hanbok in the era of fashion

Hanbok. We assessed the Hanbok curriculum in educational institutions nationwide, including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institut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Hanbok-speci-

alized education. We found that the demand for education on production functions is decreasing, while the de-

mand for in-depth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 and education integrating Hanbok with design 

and marketing is increasing. We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universit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Han-

bok research and education, professional research and training are shrinking in graduate schools, whereas 

Hanbok subjects are being maintained and new subjects are being taught in undergraduate courses. In the fash-

ion Hanbok era, it has been suggested that Hanbok education needs to converge with design and marketing edu-

cation, beyond teaching only Hanbok.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liberal arts education within

universities to meet social demand was proposed, and online education was expected to help spread know-

ledge.

Key words: Fashion Hanbok, Hanbok education, Hanbok industry, Educational programs, Education status; 

패션한복, 한복 교육, 한복 산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 현황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yeun.jang@polyu.edu.hk

본 연구는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2022,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연구논문] 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6, No. 4 (2022) p.687~703

https://doi.org/10.5850/JKSCT.2022.46.4.687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4, 2022

– 688 –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조선족 의상으로 등장한 

한복이 중국의 문화 공정으로 해석되며 전 국민적 공

분이 제기되었다(Chung, 2022). 이러한 한복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 

소비자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이를 

계기로 ‘한복’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문화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다(Lee, 2021).

2000년대 중반 무렵 일부 한복 마니아들의 놀이에

서 시작된(Jung, 2015) ‘신(新)한복 문화’는 일상 패션

으로서의 한복의 역할을 재조명한 것으로, 2010년대

를 지나며 그 향유층과 스타일이 확장되었다(Bae et al., 

2016; Yoon, 2019). 10대와 20대에게 일상 속에서 한복

을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 문화가 되면서 관광

지 인근의 대여 한복 시장이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고

(Lee & Chung, 2019; Shim, 2017), 이후 ‘철릭 원피스’

가 여성 기성복 시장을 견인하였으며, 최근에는 친환

경 메시지와 결합한 남녀 공용 이지 캐주얼, 남성 스트

리트 스타일 브랜드에서도 한복 브랜드와 협업을 진

행하거나 한복 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며 패션 시장 내 

한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Jeong & Lee, 2018; Lee, 

2021; Yun et al., 2020). 신한복의 유통 채널 또한 온라

인 상점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등에 의존

해 왔던 것에서(Jeong & Lee, 2018), 최근에는 ‘와디즈’, 

‘텀블벅’과 같은 소품종 상품 개발과 스토리텔링에 유

리한 크라우드펀딩 채널 등의 활용도 늘어나는 실정이

다(Hong, 2020; Jung, 2020).

신한복 시장이 확장하며 한복 및 한복 산업에 대한 

교육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 Chung, 2019; Yoon, 2019; Yun et al., 2020). 한복 시

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창업자 중 한복 또는 패션을 전

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비전공자의 비중이 높아 한복

과 패션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고, 특히 

한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새롭게 디자

인하는 제품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려하여 한

복 전문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다(Yun et al., 2020). 

또한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복용 전통한복을 

맞춤 제작 방식으로 판매하던 기존 한복 사업자 상당

수가 온라인 기반 기성복 생산과 유통으로 사업을 전

환하면서, 이들의 패션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교육 수

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Yun et al., 2020). 최근에는 게

임 회사가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를 소개

하며 한복 명장 및 한국화가와 함께 한복 전시회를 개

최하기도 하고(““LoL 캐릭터가 한복을” [“LoL charac-

ters wear Hanbok”]”, 2020),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명절

을 즐기며(Koo, 2021), 한복 디자이너가 NFT(Non-fun-

gible token) 작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Cho, 2022) 시대

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 산업 내 한복의 필

요 및 가시성이 높아지며 한복 관련 디지털 원형 개발

과 활용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같이 한복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다방면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시점의 한

복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시사점 및 앞으로의 교육 방

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복 교육의 발전적 전환을 위

해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복 관련 교육 현황

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복 관련 연구와 교

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써 추후 한복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현대의 한복

전통한복에 서양패션의 요소를 접목하거나 서양복

에 한복의 일부 요소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Yim(2019)의 연구는 

한복 스타일링을 연구하며 온라인 상에서 최근 변형

된 형태의 한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복’, ‘신한복’, 

‘생활한복’, ‘개량한복’, ‘퓨전한복’, ‘패션한복’ 6개

가 통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개량한복’은 

개화기 이후 전통한복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복

의 구조와 소재를 변형해 입는다는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Bae et al., 2016), 전통한복을 개량과 개

선이 필요한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전통한복

에 기능적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더해 일상생활에

서 입는 옷이라는 의미로 ‘생활한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Bae et al., 2016; Lee, 2017), 생

활한복이라는 표현은 현재도 온라인 상점과 학술 연

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16). 2014년 설

립된 한복진흥센터는 2000년 이후 한복에 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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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을 1980~1990년대 유행했던 생활

한복과 구분하고 새로운 한복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

기 위해 ‘신(新)한복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신한

복’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An et al., 2020; Yoon, 

2019). 이후 여러 매체에서 ‘신한복’이라는 표현이 사

용되고 있으나 ‘신한복’이라는 표현이 이전 시기의 한

복에 ‘구(舊)한복’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부여한다는 비

판이 제기된다(Kwon, 2017). 한복과 서양패션 간 경계

가 불분명한 창의적 시도들에 ‘퓨전한복(Fusion Han-

bok)’, ‘패션한복(Fashion Hanbok)’이라는 표현도 사용

되어 왔는데(Kim, 2010; Yim, 2019; Yoo & Lee, 2020), 

‘퓨전(Fusion)’이라는 용어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다는 의미로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주로 통

용되어 온 한국식 표현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

에서는 2000년 이후 한복 디자인이 전통한복에 서양

패션의 요소를 접목하는 수준부터 패션 제품에 한복

의 모티브를 일부 적용하는 수준까지 폭넓게 시도되

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복의 요소가 응용된 패션 

제품 일반을 ‘패션한복’이라고 칭하고 논의를 이어가

고자 한다.

 

2. 한복 교육

그동안 한복 교육은 여러 유형의 교육 기관에서 전

문교육, 교양교육, 또는 취미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한복 교육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연

구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한복 산업은 인력의 세

대 교체가 진행 중으로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

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언되지만(Lee & Kim, 2021; 

Yoon, 2019), 한복 교육 관련 선행연구로는 정책 연구

의 맥락에서 일반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복 문화교육 과정 개발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Lee and Lee(2016)는 초등학생 대상의 한복 문화 

체험 교육 개발 과정과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S.-M. 

Kim(2020)의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

한 이론과 만들기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참여 학생의 한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

화와 함께 한복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전통적 가치

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한다.

한복 전문교육 관점의 연구로, Lee(2019)는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복식 관련 공예기

술을 보유한 무형문화재가 현재까지 국가무형문화재 

17종, 시 · 도무형문화재 18종에 36건이 지정되었으

며, 이들에 의한 전수교육은 보유자 개인의 책임 하에 

소수 전수자에게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국에 복식 관련 전수교육관이 총 

15곳이 분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서 무

형문화재를 체험하고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한다. 또한, 한복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 교과목이 ‘한국복식사’와 ‘한복구성실습’ 

과목에 편중되고, 교과 과정 상 격년제로 개설되거나 

비전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관찰(M. Kim, 2020; Lee & Kim, 2021)되므

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복 전문교육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3. 교육 현황 연구

의류학 연구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현황

을 분석하고 발전적 방향성을 도출하여 제안하는 연구

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영역

의 경우 전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세부 교과목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왔고(Han & Lee, 2016; 

Lee & Lee, 2012; Lee & Sohn, 2001; Lee et al., 2011), 국

내 교육 과정 개발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해외 패션 스

쿨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Han & 

Lee, 2016; Park, 2011). 최근에는 3D, AR 등 새로운 기

술을 의복구성 및 패션디자인 교육에 접목하는 교수법 

관련 연구(Lee & Sohn, 2011; Lee, 2018)도 수행되고 

있다. 전문대학, 패션 비즈니스 교육 영역과 같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특화 교육 필요성이 높아진 영역에 

대한 교육 현황 및 시사점 도출 연구(Han & Lee, 2016; 

Han et al., 2011)도 이어져 왔다.

한복 교육 관련 연구로는 최근 복식 분야 무형문화

재 전수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Lee, 2019)가 수행된 바 

있고, 공공기관에서 국내에서 제공되는 한복 교육 현

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보고된 연구는 찾기 어려

운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최근 수행된 M. 

Kim(2020)의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복식 영역 온라인 

개방 교육 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해 온라인 교육이 더 

이상 보조적 교육 채널이 아니며, 온라인 교육 환경이 

한국복식 연구의 국제적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논

의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M. Kim(2020)은 대학 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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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구성 실습 수업의 형식이 정해진 패턴과 방식

을 따르는 대신, 앞으로는 한 학기 수업에서 재현할 복

식을 선정하는 것부터 패턴 개발, 제작, 제작 과정 촬

영, 영상 해설까지 분업과 협업을 거치는 총체적 프로

젝트로 기획될 시대라고 전망했다.

 

III. 연구방법

새로운 소비 트렌드 하에서 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적 교육 방향성 도출을 위해 주

된 연구문제로 첫째, 국내 한복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

고 둘째, 한복 전문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

복 교육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위해 먼저 대학과 학

원, 평생교육기관 및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복 

관련 교육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

복을 취미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수자 10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하여 교육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탐색하였으며, 구체

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기관별 한복 교육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 한복 교육 현황 분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

흥센터가 파악하고 있는(Y. Lee, personal communica-

tion, May 25, 2020) 한복 교육 기관 중 전문교육 기관과 

취미형 교육 기관을 포괄하여 조사 대상 교육 기관을 

탐색하였다. 전문교육 기관으로 전국의 대학, 학원, 한

복 관련 단체, 특성화고등학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관의 교육 자료를 수집하였고, 취미형 교육 기관으

로 전국의 평생교육원과 문화센터, 그리고 온라인 취

미학습 사이트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8월 한 

달간 조사 대상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복 교육 과정

을 전수 조사하였고, 교육 기관 유형별로 세부 커리큘

럼 및 공개된 교육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의 경우 2020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 

교육정보화백서’(Minister of Education [MOE], 2020b), 

‘기관 평가 인증대학 현황’(MOE, 2020a), ‘한국원격대학

협의회’에 포함된 대학에서(Korea Council for On-line 

Universities, n.d.)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

대학, 특수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 총 328개교 중 특

수 목적 교육 기관 22개를 제외한 총 306개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중 패션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

학 129개교 중 학과 커리큘럼 상 한복 및 전통공예 관련 

교과목을 보유하고 있는 91개 대학을 최종적으로 확인

하고, 해당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교과목 정보 

및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다.

전문학원의 경우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s:// 

www.naver.com)와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s:// 

www.hrd.go.kr)’ 검색에서 ‘패션학원’, ‘복장학원’을 키

워드로 한복 수업을 제공하는 총 17개 학원을 선별하

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한복 관련 단체의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허가법인 현

황표’(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n.d.)에서 최근 활동 내용이 확인되는 한복 관련 비영리

단체 3개를 선별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부가 운영하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정보 포털’의 

583개 학교 중 패션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학교 24개를 

선별한 후 이 중 총 5개교에서 한복 및 전통문화 관련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MOE, n.d.), 조사하

였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

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Korea Cultural Herita-

ge Foundation, n.d.-a) 및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n.d.-b) 두 개 기관에서 한

복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

수교육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취미형 교양 교

육 조사를 위해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사이트에

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등록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National Institute for Li-

felong Education, n.d.). 검색 키워드 선정을 위해 네이

버에서 ‘한복 + 교육’을 키워드로 연관 검색어를 탐색

하여, 주요 키워드로 ‘한복’, ‘매듭’, ‘조각보’, ‘자수’, 

‘공예’, ‘문화’, ‘전통’ 총 7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사

용하였다. 검색 결과 50개의 기관에서 한복 관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생학습 기

관에는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구청 및 주민센터, 기타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 

취미, 교류 분야 온라인 학습 포털 및 플랫폼을 조사하

였다. 네이버에서 검색된 15개 업체 사이트에서 평생

학습 프로그램 검색 시 사용한 키워드로 운영 프로그

램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한복 관련 의복 및 

장신구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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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프로그램별 상세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분석 대상 한복 관련 교육 기관 수는 

<Table 1>과 같다.

다음으로 수집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에서 운영 중인 한복 관

련 교과목의 커리큘럼 및 세부 정보를 확인하였고, 이

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역사 및 문화’, ‘디자인 및 생

산’, ‘한복 마케팅 및 비즈니스’, ‘복합형’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역사 및 문화’ 유형에는 ‘한국복식사’, 

‘동양 · 민속복식사’, ‘기타 디자인사’, ‘생활문화사’, ‘고

증 및 큐레이팅’과 같은 한복 관련 디자인 및 역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포함하였다. ‘디자인 및 생산’ 유형에

는 ‘전통한복 구성’, ‘창작 디자인’, ‘전통한복 소재 · 문

양’, ‘전통섬유공예’, ‘전통염색’ 등 디자인과 제품 아

이디어를 고안하고 제작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들을 

포함하였다. ‘한복 마케팅 및 비즈니스’ 유형에는 ‘상

품 기획’, ‘판매 및 유통’, ‘한복 산업 및 경영 일반’ 과

목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복합형’에는 여러 범

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수업을 포함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수집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1차 분류

하였으며, 각 범주별 커리큘럼 분포 정도와 세부 범주

별 교육 개요 및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2. 한복 관련 교과목 교수자 대상 일대일 심층 

인터뷰

다음으로 한복 관련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

수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복 교

육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수집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교육 현황에 대한 잠정

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4개 교과목 유형별로 각각 

3곳의 대학을 선별하여 이메일로 연구의도를 설명하

고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인터뷰에 응한 6인의 교수

자를 1차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과목에 대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서 1차 인터뷰 대상 교수자로부

터 새로운 유형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수자를 추

천받아 인터뷰하는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3인

의 교수자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로 한국복식을 전공한 교원이었으나 한국복식 전공

자가 교원으로 확보되지 않은 학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복식 비전공자가 한복 관련 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학과의 학과장 1인을 추가로 선

정하여 <Table 2>의 총 10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일대일 인터뷰는 2020년 8월 한 달간 대면 

및 전화 인터뷰로 수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

를 사용하여 한복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운

영 성과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교수자 1인당 

30~60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전사한 

후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복 교육 현황

1) 교육 기관별 한복 교육 현황

교육 기관별 한복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 기관

을 대학, 학원 및 단체, 평생교육 기관, 특성화고등학

교, 전수교육 기관, 기타 기관으로 구분하고 한복 관련 

교과목 수를 조사하였다. 전수교육의 경우 교과 과목 

수 파악이 불가능한 관계로, 전수교육 기관을 제외하고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No. of 

institution

No. of 

fashion-teaching 

institution

No. of 

Hanbok-teaching 

institution

Professional 

education

University and college 306 129 91

Professional academy and 

organizations
- - 19

Specialized high school 583 24 5

Training 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 - 10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center - - 50

Online learning platform 15 - 4

Total 179

Table 1. Number of Hanbok-teaching institutions by instit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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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한 교육 기관별 한복 관련 교과목 수는 <Table 3>과 

같다. 169개 기관에서 총 593개의 수업이 제공되고 있

으며 이 중 275개의 수업이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학 1개교당 평균 3개의 수업

이 제공되고 있는 결과였으며, 학원 및 단체에서는 182

개(평균 9.6개)의 수업이, 평생교육 기관에서 98개(평

균 2.0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5개(평균 1.0개), 기타 

기관에서 33개(평균 8.3개)의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전국에서 패션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129개교 

중 91개교의 99개 학과에서 총 275개의 한복 및 전통

문화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과별 평균 2.8개의 

과목이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중 한복 전

공 2개 학과를 제외한 평균은 2.4개로 나타났다. 전체 

99개 학과 중 한복 관련 수업을 1개 운영 중인 학과가 

38개(38%), 2개 과목을 운영하는 학과가 29개(29%)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3~4개의 수업을 운영 중인 학과는 

19개, 5~10개의 과목을 운영하는 학과는 11개로 확인

되었다. 한복을 전공으로 하는 2개 학과(원광디지털

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

미술공예학과)는 각각 20개, 24개의 과목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문교육 기관인 대학이 한복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각 대학에서 제

공하는 한복 관련 교과목은 ‘한국복식사’와 ‘한국복

식구성’ 2과목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비

중이 높은 학원 및 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기능 교육을 위한 실

습 수업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한복 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수는 5개로 

파악되었고 평균 1.0개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는 전국 거점지역

Institution Type
No. of 

Hanbok-teaching institution

No. of

Hanbok programs (Mean)

Professional 

education

University and college 91 275 (3.0)

Professional academy

and organization
19 182 (9.6)

Specialized high school 5   5 (1.0)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center 50  98 (2.0)

Others (online platform) 4  33 (8.3)

Total 169 593 (3.5)

Table 3. Number of Hanbok programs by institution type

Interviewee Department/Curriculum Position Hanbok-related subjects in charge

A Technical education center Professor, Chair Hanbok history, Hanbok production practice, etc

B Fashion industry Professor

Hanbok history, Hanbok design, Hanbok content 

development, Traditional product development, 

Hanbok culture course (liberal arts)

C K-mooc online class Professor Hanbok history

D Hanbok curator course Professor Hanbok history

E Dept. of Hanbok Professor, Chair Hanbok history, etc

F Dept. of Hanbok Professor Hanbok history, etc

G Fashion design Lecturer NCS curriculum development

H
Clothing & Textiles 

(Graduate course)
Professor Hanbok history, Hanbok design, etc

I Fashion design Lecturer Hanbok content development

J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Chair -

Table 2. One-to-one in-depth interview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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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루 분포하여 일반인 대상의 교양 및 취미교육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기타 유

형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4곳에서 총 33개, 평균 8.3

개의 다양한 한복 관련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 내용

구체적인 한복 교육 내용 파악을 위해 교과목별로 

강의계획서를 비롯한 세부 정보 및 교육 내용을 수집

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수집된 교육 기관

별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운영 중

인 한복 관련 교과목을 ‘역사 및 문화’, ‘디자인 및 생

산’, ‘마케팅 및 복합형’의 총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

다. 첫 번째 ‘역사 및 문화’ 범주에는 한국복식사, 동양

· 민속복식사, 기타 디자인사, 생활문화사, 고증 및 큐

레이팅과 같은 한복 관련 역사 및 생활사에 대한 이론

적 교육 과목들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 ‘디자인 및 생

산’ 범주에는 전통한복 구성, 창작 디자인, 전통한복 

소재 및 문양, 전통섬유공예, 전통염색 등 한복 구성

과 제작, 디자인 및 생산 실습 수업들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 ‘마케팅 및 복합형’ 범주에는 한복 상품 기획, 판

매 및 유통 등 한복 창업 관련 과목과 일부 대학에서 시

도하고 있는 ‘역사와 디자인’, ‘디자인과 창업’ 등 두 

가지 이상 범주의 내용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과목을 

포괄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수집된 모든 교육 기관

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범주별 커리큘럼의 분

포 정도, 각 범주에 포함된 세부 범주의 개요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체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총 593개의 

수업 중 ‘역사 및 문화’ 범주 수업이 131개(22.1%), ‘디

자인 및 생산’ 범주가 406개(68.5%), ‘마케팅 및 복합

형’ 범주의 수업이 56개(9.4%)를 차지했으며, 교육 기

관별로 집중하는 교육 영역에 차이가 있었으나 ‘디자

인 및 생산’ 교육은 모든 교육 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교육 기관별 특성으로, 대학의 경우 ‘역사 및 문화’ 

범주와 ‘디자인 및 생산’ 범주가 함께 주요 교육 영역

으로 파악되었는데, 대학 교육의 ‘역사 및 문화’ 범주

에는 한국복식사 수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디자인 및 생산’ 범주에는 전통한복구성, 전통

섬유공예 등 생산 관련 기능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한복의 현대적 활용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복 디자인이나 소재 및 문양 개

발, 한복 산업에 특화된 마케팅 및 비즈니스 과목이 일

Institution type Educational contents n (%)

University and college

History and cultural study  96 ( 34.9)

Hanbok design and production 140 ( 50.9)

Hanbok business, or integrated contents  39 ( 14.2)

Sub Total 275 (100.0)

Professional academy and 

organisations

History and cultural study  30 ( 16.5)

Hanbok design and production 135 ( 74.2)

Hanbok business, or integrated contents  17 ( 9.3)

Sub Total 182 (100.0)

Lifelong education center

History and cultural study   3 ( 3.1)

Hanbok design and production  95 ( 96.9)

Hanbok business, or integrated contents   0 ( 0.0)

Sub Total  98 (100.0)

Others

History and cultural study   1 ( 3.0)

Hanbok design and production  32 ( 97.0)

Hanbok business, or integrated contents   0 ( 0.0)

Sub Total  33 (100.0)

Table 4. Educational contents of Hanbok program by instit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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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궁

중복식연구원 및 한국복식학회, 사단법인 한국문화

센터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특성과 성

격에 따라 전통복식 또는 큐레이팅 등 특화된 커리큘

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서울시 중부기술

교육원과 패션 전문학원에서는 실무 기능교육이 중점

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평생교육 기관과 온라인 클

래스의 경우도 취미형 한복 제작 실습과 섬유공예 중

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이 ‘디자인 및 생산’ 영역

의 실습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학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과목과 새로운 내용의 교육이 시도되

고 있어 대학에서 제공하는 한복 관련 교과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대학 내 패션 전공 학과 대부

분이 한국복식사 또는 한복구성실습과 같은 기초 수

업을 1~3개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과에서 

한복 관련 다양한 주제와 현대적 창작을 위한 교과목 

운영이 시도되고 있었다. 대학 교육에서 ‘역사 및 문

화’ 교과목은 96개, ‘디자인 및 생산’ 분야 140개, ‘마

케팅 및 복합형’ 분야 39개 과목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역사 및 문화’ 범주에서 한국복식사, 문화권별 복

식에 대한 고찰, 전통색채문화 등 역사를 기반으로 한

복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학에서 유물 조사 및 복식 

고증을 통한 문화 이해, 고증 및 큐레이팅과 같은 전문

성 있는 내용도 제공되고 있었다. ‘디자인 및 생산’ 범

주에서는 전통한복의 디자인과 색채 구성, 패턴 제작, 

봉제 기법을 익히는 실습 수업과 장신구나 규방 공예 

등을 포함한 전통섬유공예 수업, 전통염색의 종류와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수업, 창작 디자인 수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내 ‘마케팅 및 복합형’ 범주에서 마케팅 관련 

교과목으로 4개의 과목이 확인되었는데, 현대적 한복 

제품을 기획하는 한복 상품 기획과 판매 및 유통 전략, 

스타일링 및 콘텐츠 관리, 한복 산업의 특성 및 창업 실

무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고 문화 상품 및 콘텐츠 개발

과 같은 심화 과정도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형’으로 분류한 35개 수업에는 복식사와 고증 지

식을 익히고 디자인 및 제작 실습을 진행하는 수업(역

사 및 문화 + 디자인 및 생산 : 14개), 디자인 발상을 통

해 패션 문화 상품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수업(디

자인 및 생산 + 마케팅 및 비즈니스 : 19개), 전통문화 

및 복식사 학습을 토대로 전통 패션 상품을 개발하거

나 문화 행사 및 연출과 같은 활용법을 익히는 수업(역

사 및 문화 + 마케팅 및 비즈니스 : 2개) 등이 포함되어 

한복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과 교수법이 시도되고 있

는 것이 발견되었다.

 

2. 한복 전문교육 현황 및 수요

한복 전문교육 교수자와의 일대일 심층 인터뷰 자

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복 전문교육 운

영 현황은 <Table 5>와 같이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5가지 범주는 대학 내 한복 교육 상황, 한복 특화 · 심

화교육 수요의 변화, 디자인 및 마케팅 영역과의 융합

교육 필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한복 교수자 관련 주

제로 나누어졌다.

 

1) 대학 내 한복 교육 상황

대학 내 한복 교육 추이에 대한 견해로 패션 전공 학

과 내 한복 교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과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모두 제기되었다.

 

“대학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한복 관련 교육이 계속 없어

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한복 관련 교과목이 계속 줄고 있습

니다. (중략) 저희 학교의 경우는 유학생 유치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유학생이 한국복식을 배우고 싶

어하진 않을거라서.” (I)

“한복 전임교원이 계속 줄었잖아요. 퇴임하시면 문이 닫히

는… (중략) 한복을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줄었다는 뜻

이예요.” (E)

“예전부터 있던 과목이라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중간

에 몇 번 없앨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좋아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어서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략) 가끔 한복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추천할 학교나 연구소가 마땅

치 않은 상황입니다.” (J)

 

이러한 의견 차이는 ‘교수자 I’의 경우 한복 전공 전

임교원 퇴임 후 후임 전공 교원이 충원되지 않고 학부

와 대학원 과정의 한복 관련 교과목이 줄어드는 상황

에 대한 평가 의견이며, ‘교수자 J’의 경우 한국복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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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전임교원이 없는 학과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타

낸 것으로 구분된다.

한편 대학 내 한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2가지 차원으로 제기되었다. 먼저, 패션 전공 학과 내

에서 디자인 발상에 한복적 요소가 차별화 요소로 꾸

준히 활용되므로 한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

지의 의견이 교수자 6인의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대학 내 타 전공자의 한복에 대한 학습 

수요가 존재하고 향후 커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대학 

내 교양 과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복으로) 공모전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항상 몇 명은 한국적 이미지로… (중략) 디자인 발상을 할 때 차

별화 포인트로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J)

“(한복 교과목이 없어지는 것과) 아이러니인 것이 패션디자

인이나 융합을 하거나 무슨 아이디어 발상을 할 때 한복을 빼놓

진 않아요 늘. 차별화 전략이 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니까. 그

런데 제대로 배우고 싶지는 않고 내 식대로 가져다 쓰는 식인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좀 아쉽습니다.” (I)

“(한복진흥센터 지원사업으로) 방학 단기 과정을 개설했을 

때 의외로 타 전공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문학이나 화학

도 있고 중국 유학생들도 있고… 중국 학생들이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구요. (중략) 게임 캐릭터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이 내가 

보고있는 이게 무슨 옷이냐 거꾸로 물어보기도 하고.” (I) 

 

대학 내 교양 과목 제공을 통해 축적된 한복 관련 지

식을 보급함으로써 타 문화 분야에의 활용을 기대할 

Categories Contents

Current status of 

Hanbok curriculum 

in university

Reduction in the number of courses

Vacancy after the retirement of a full-time professor

Maintain the course due to student's interests

Hanbok education for design idea thinking

Increasing interests of students majoring in other fields

Hanbok educa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Diverse research·education area on Hanbok

The situation of advanced 

education for Hanbok

Demand for further and advanced education 

Developed and updated Hanbok curriculum

Limitations of future careers

Limitations of Hanbok major

Integrated training 

course required

Needs for design development training

Needs for textile design and styling training

Needs for marketing and business training

Needs for integrated education for future

Needs for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The opportunity of 

online education

Demand for online class

Utilization of K-mooc

Online course development

Possibility for both theoretical and production hands-on training

Expect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Hanbok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Issues related to 

Hanbok instructor

Unbalanced supply and demand for instructors

Concerns over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anbok instructors

Requires training information support for instructors

Table 5. Operation status of Hanbok specializ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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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관점에 더해, 타 전공자의 시각이 한복 관련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발견되었

다. 또한 한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더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수행되

고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첫 학기에는 한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의외성을 느끼게

끔 교육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복이 이

런? 이라는 잘 모르고 참신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중략) 

금박이나 누비 이런 거 얘기를 해드리면 몰랐다면서 신기해하

고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고… (중략) 그런데 기말 과제를 받아보

니까 오히려 우리가 의외의 관점을 얻게 되는… 아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구나. 그 동안 너무 우리끼리 끌어안고 있었던 게 아닐

까도 싶었고.” (I)

“예전보다 연구할 자료도 많고 주제도 많아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복의 형태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더 연구할 꺼리가 없

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관점을 넓히면 무궁무진합니다. 소재나 

문양으로 확장해도 되고 요즘은 사료들이 DB화가 거의 되어있

어서 마음만 먹으면 연구할 게 천지예요. (중략) 또 요즘 젊은 애

들이 워낙 이렇게 저렇게 화제가 되서 지금의 한복을 연구하는 

일도 과제고…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풍성한 연구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C) 

 

2) 한복 특화 ·심화교육 수요의 변화

한복 특화 · 심화교육에 대한 수요 관련 의견으로 

한복 제작 실습 중심의 기능교육 수요의 하락이 두드

러지고, 한국복식의 역사에 대한 심화교육 수요는 꾸

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적인걸 가르치던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 동안 중국에

서 라인 잡아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장하는 것처럼 

암홀 넣고 그렇게 바꿔서 하다보니까 전통미나 전통방식이랄 

것도 적어지고.” (G)

“1년 배우면 한복기능사 자격을 딸 수는 있는데, 한복기능사

는 좀 어려워서 합격률이 떨어져서 요즘은 다른 자격으로 유도

해서 합격률을 높이고 있어요. (한복기능사 자격증이) 실무에 

가서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제작실이 줄고, 오히려 수업

을 해야하는 강사나 어딘가에 지원할 때 자격증 역할을 하니까. 

한복을 이만큼 배웠다는 증명 역할을 하죠.” (A)

“저희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이제 대학원에서 한복

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원광디지털대학 

졸업하시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학교로 오십니다. 

공식처럼.” (H)

“(한국복식학회 복식 전문 큐레이터 과정을) 듣고 또 듣고 하

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드밴스 반을 따로 만들었는데, 한복

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보니까. (중략) 중

간에 수강생이 줄어서 없어질 위기도 있었는데… (중략) 몇 명씩 

단체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수교육이나 그런 데서 선

생님이 권하시면 같이 여러 명이 수강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

라구요. 계속 다른 주제를 시도하니까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 하

시려는 것 같아요.” (D)

 

한복 심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

황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별도의 전공 과정으로 개설하

고 운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발

견되었다. 한복 전공 학과 개설의 문제점으로 한복 전

공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의류 상품으로서 

패션 전공 학과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저희는 한복 전공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처럼

요. 고등학교에서 전공하고 온 학생도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

자도 있고… (중략) 4년 동안 공부하면 거의 문화재급 인재가 되

는데 졸업 이후의 진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F)

“취업은 제작실 쪽은 현재 정말 어렵구요. 순수 제작실만은 

어렵고 중국으로도 많이 나가 있으니까. 종로구와 협업해서 국

내 제작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 졸업

생이 숙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장 

쪽으로도 좀 나가고, 단순히 매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수선까지 할 수 있게 교육했죠. 아니면 체험복 쪽 순수 대여, 약

간의 수선이 필요하고 시간이 될 때 샘플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 다음이 창업인건데, 창업은 본인이 공방을 작게 해보겠다던

가 프리랜서로 주문을 받아보겠다거나.” (A)

“(NCS 교육 과정 개발 당시) 한복을 한 과목에 다 넣으라는

데… (중략) 패션은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복도 소재부

터 마케팅까지 다 다뤄야 해서 한 과목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중략)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내용은 한국복식사와는 관계없는 

내용들이예요. 매장 관리라던지 그런 것만 있어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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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및 마케팅 영역과의 융합교육 필요

한복 교육이 한국복식의 특수성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인 활용과 외연 확장을 위해, 디자인, 소재, 

마케팅 전공 및 타 전문 영역과의 융합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다수 교수자에게서 중요하게 제언되었다.

 

“한복을 문화재로 바라보는 교육은 전수교육이나 전통문화

대학 같은 곳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이 

시작되야 합니다. 한복을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

런 접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경우

들이지만 어찌보면 이런 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고.” (E)

“몇 년 전부터 한복을 활용한 디자인이나 상품 개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새롭게 바꿔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략) 그래도 매번 학생들과 작업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

이 재미없어해요. 복식사만 가르쳐서는.” (B)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복식

이라는 게 구성 수업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고리, 치마 만들어

져서 끝이 아니고 산업으로 들어가면 예쁜 핏이 나와야 하거든

요. 일반인들이 양장은 늘 입어봐서 스타일을 알아요. 그런데 

한복은 입었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예쁘다 해야 하는데 

그게 패턴일 수도 있고 색감과 디자인일수도 있죠. 그런게 합쳐

진거죠.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많이 되야하고 계속 연

습하고 학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해도 매

장 일을 알아야 하구요, 디자이너도 구성을 알아야 하거든요.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제작을 하시는 분들

도 매장 경험이 필히 필요하구요, 매니저나 창업을 하려는 분들

도 제작을 알아야 컨트롤이 된다고 해요. 두루 다 알아야 해요 

융합이 되도록.” (A)

“한복만 배울 게 아니라 디자인이랑 소재 마케팅 다 필요하

니까 패션 전공에서 오히려 한국복식사를 더 잘 가르치면 되요. 

형태만이 아니라 직물사, 장식사, 문양,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

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패션 전공한 사람들도 한복은 모

르거든. 우리 때는 그래도 다 배웠는데.” (G)

 

4)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시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던 시기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반응과 의견이 일부 수집되었다. 이론교육뿐만 아니

라 실습교육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적어지고 있어 향후 온라인 교육이 한복 교육 대상자 

확대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역 특성 상 학교에서 권하셔서 한국복식사 과목을 코로

나 전에 K-mooc 한 학기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조교 한 명과 직

접 모든 내용을 구성하고 촬영하고 자막을 넣고 하다보니까 정

말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략) 만들 때

는 큰 기대 안 했고 이걸 얼마나 들을까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해야하는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

는 인사를… (중략) 작년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

(2020년 1학기)에는 평소보다 3~4배 된 것 같아요.” (C)

“K-mooc 강의 괜찮더라구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연기되다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채울 수가 있어서 그

거 듣게 했고 저희도 들었는데 괜찮더라구요. 자막 넣어서 외국

인들 듣게 해도 좋을 것 같던데요.” (A)

“저희가 (디지털대학에서) 한복을 전공 학과로 만들었는데 

다른 대학에서 한복 전공이 없어지다보니까, 배화여대도 없어

졌다가 다시 모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로 다 몰려오

시는거죠 전국에서. 한 해에 100명 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요. 물론 졸업생 수는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E)

“기술이 좋아졌어요. 카메라 한 대로 했어요 예전엔. 그것도 

캠코더로 찍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튜디오예요. 천정에서 클로

즈 샷이 있고 정면과 측면에 하나씩 카메라가 3대가 돌아가니

까. 요리 방송처럼 재료 준비하세요, 바느질 이렇게 하시구요… 

그렇게 하니까 실습교육도 어려움이 없어요.” (E)

 

5) 한복 교수자의 부족과 세대 단절

마지막으로, 한국복식 전문교육을 수행할 강사 섭

외가 어렵다는 점과 한국복식을 전공했으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강사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복식을 전문적으로 학습

한 전문 강사의 세대 단절을 우려하는 의견과, 강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복식 비전공 교

수자에게는 한국복식 관련 정보 지원이 필요하고, 융

합 교과목을 가르치는 한국복식 전공 교수자에게는 

디자인 및 마케팅 관련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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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식 관련 교과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은 강사 모

시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퇴임하신 교수님이 한복 전공한 강

사를 섭외하셨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중략) 강사법때문에 

한 학기에 2과목씩 2년을 드려야 하는데, 한복 2과목만으로는 

드리기 어려운데 한복 선생님에게 다른 과목을 맡기기는 어렵

고… (중략) 그래서 구성 선생님께 한복을 배워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

“한복 전공 강사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똘똘하고 자기 분야 전문성도 있으면서 일자리를 못 얻는 후배

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H)

“지금 한복 전공한 사람들도 저희 세대가 이제 다인 것 같고 

30대 연구자 찾기 어려워요. 앞으로 어떡할건지 모르겠어요.” 

(G) 

“한국복식사는 책 보고 가르치면 되는데 만드는 실습은 본

인도 배울 데가 없다고 강사용 동영상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J)

“한복을 응용한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 지도가 어려웠는

데, 요즘은 거의 창업이 되고 있어서 마케팅과 창업 관련된 것까

지 가르쳐야 해서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사업자등록도 해봤는

데 이것저것 학교 시스템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개발한 상품을 

판매로 연결시켜 주려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

예요. 한복을 주제로 할 뿐이지 디자인, 소재, 마케팅, 창업까지 

모두 지도하려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특강을 계속 모시고 있

는데 동료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

 

3. 한복 전문교육의 현재와 미래

5가지 범주로 구분된 인터뷰 세부 내용을 재구성하

여 현재 한복 전문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성을 

<Table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복 전문교육 현장에

서는 한복 교과목의 감소와 함께 교육을 수행할 전문 

강사 수급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복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졸업 후 전공 분야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복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나타났다. 또한, 

한복 전문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는 동시에 일부 대학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이 적

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와 

같이 새롭게 시도된 커리큘럼의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향후 한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

요성이 논의되었다. 대학 내 한복 커리큘럼 측면에서 

전통문화로서의 한복과 그 특수성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한복을 현대의 문화 콘텐츠로 변모시키는 능력 

함양을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텍스타일 디자인, 

스타일링, 마케팅 및 비즈니스 교육이 함께 맞물려 제

공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과정

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K-mooc와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외부 정책과 자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한복 교육 과정 및 체계 구축

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한편으로, 온라인 코스 

등 발전된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기회 요인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의 점검과 새

로운 시도가 한복의 세계화 및 국내외 한복 교육 확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긍정적인 전망이 

논의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복이 새롭게 조명되고 활용되는 시대

를 맞이하여 한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

는 한복 관련 전문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적 

한복 교육을 위한 방향성 도출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대학과 전문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및 온라

인 학습 플랫폼 상의 한복 관련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

고, 다음으로 한복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자

들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복 전문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국 91개 대학 99개 학과

에서 학과 평균 2.8개의 한복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1과목 개설 학과가 38개

(38%), 2과목 개설학과가 29개(29%)로 다수를 차지

했으며, 교육 과목은 ‘한국복식사’와 ‘한복구성실습’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전국 대학 중 한복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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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학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곳으로 원광디지털

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

통미술공예학과에서 4년 교육 과정으로 한복 전문교

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 대학은 각각 20개 이상의 세

부 교과목을 운영하며 한복 교육 커리큘럼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한

복창작디자인’, ‘전통섬유패턴 및 문양개발’, ‘전통패

션상품개발’, ‘전통복식콘텐츠’와 같이 한국복식의 역

사와 디자인, 마케팅을 포괄하는 복합형 과목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한복의 현대적 

활용을 다루는 과목의 교수법 및 운영 경험에 대한 공

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복 특화 · 심화교육

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자 10인과 일대일 심층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10인의 교수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견된 한

복 전문교육의 현황은 대학 내 한복 교과목 개설 추이, 

한복 특화 · 심화교육의 현황, 디자인 및 마케팅 영역

과의 융합교육 필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한복 교수

Depth1 Depth2 Contents

Current

status

Negative aspects

Reduction of Hanbok curriculum 

ㆍDecrease in the number of courses

ㆍLack of Hanbok culture courses

Reduction of Hanbok instructors 

ㆍConcerns over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anbok instructors

ㆍVacancy after the retirement of a full-time professor

ㆍUnbalanced supply and demand for instructors

Structural limitations

ㆍLimitations of future careers

ㆍLimitations of Hanbok major

Positive aspects

People's interests and demand

ㆍMaintain the course due to student's interests

ㆍIncreasing interests of students majoring in other fields

ㆍDemand for further and advanced education 

ㆍWell trained instructors and researchers

Highly utilized Hanbok education 

ㆍHanbok education for design idea thinking

ㆍHanbok educa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ㆍDiverse research·education area on Hanbok

ㆍDeveloped and updated Hanbok curriculum

Future

directions

Needs

Needs for Hanbok curriculum in the university

ㆍNeeds for design development training

ㆍNeeds for textile design and styling training

ㆍNeeds for marketing and business training

Needs for outside resources

ㆍNeeds for public or government support

ㆍ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al content

ㆍRequires information support for instructors

Need for integrated Hanbok education 

ㆍNeeds for integrated Hanbok education for future

ㆍNeeds for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Opportunity

Developed educational methods 

ㆍOnline course development

ㆍPossibility for both theoretical and production hands-on training

Globalized Hanbok education 

ㆍExpect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hanbok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Table 6. Implications of Hanbok specializ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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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련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대학 

내 한복 교과목 현황에 대한 의견으로 대학 내 한복 교

과목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과 유지되고 있다는 의

견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선행연구들은(M. Kim, 2020; 

Lee & Kim, 2021) 대학 내 한복 관련 교육이 ‘한국복

식사’와 ‘한복구성실습’ 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격년

제로 개설되거나 비전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 약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의 조사 

시점에 확인한 결과 전국 패션 관련 학과 개설 대학 

129개교 중 91개교(70.5%)에서 한복 관련 교과목을 제

공하고 있고, 이 중 67.0%의 학과가 1~2개의 교과목을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여, 2개 교과목에 대한 편중 현

상을 일부 확인하였다. 과거 대학 내 한복 관련 교과목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으로 한복 관련 교과목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교수자와의 인

터뷰 결과에서 대학원 교육의 축소 추세를 확인하였

다. 복수의 교수자로부터 대학 내 한복 전공 전임교원

의 수가 줄고 대학원 및 학부 내 교과목이 줄어드는 현

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면 많은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한복 관련 교육이 유지되고 있

고, 일부 지역 특화 또는 콘텐츠 특화 대학에서 한복을 

주제로 디자인, 마케팅, 창업, 콘텐츠 개발을 다루는 교

과목이 개설되고 시도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한편으로 패션한복시대에 높아지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한복 관련 교양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대학 내 

교양교육 확대를 통해 한복의 현대적 활용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발견되었다. 실제 한 대학에

서 실시한 한복 교양 수업에서 철학, 디자인, 게임, 애

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영역과 한복 콘텐츠를 결합

하고 타 전공 학생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도출된 것

으로 보고되어 대학 내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환기되

었다. 다음으로 대학원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복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패션한복시대의 사회적 수요

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한복의 형태

와 구성 중심의 접근을 넘어 복식 문화와 풍속, 미의식 

등을 포괄하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를 타 학문 영역 

및 사회 일반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시아복식 영역에서 도출된 한국

복식의 특수성이 사회 일반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제

언되었다.

한복에 대한 특화 · 심화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기

능 중심 교육 수요는 하락하는 반면 한국복식사에 대

한 심화교육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전통한복 산업이 위축되고 한복기능사 자격증 수

요가 줄며 기능교육에 주력하는 전문학원의 경우 현

재 한복 관련 커리큘럼이 줄어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패션한복 시장이 성장하고 새로운 교육 수

요층이 진입하며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늘

어날 것을 예측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한국복

식의 역사에 대한 심화학습과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

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 수요가 제기되지만, 한복을 별

도 전공 학과로 개설하는 경우 취업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디자인, 소재 개발, 마케팅, 창업 등 패

션 분야 전 영역에 대한 융합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복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 관점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한국복식 전공 대학원 교육이 위축되며 

전공 교수자의 수가 줄고, 전공 교수자와 패션 관련 학

과 간 강사 수급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강의 내용 측면에서도 비전공자의 경우 

한복 전문 지식에 대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전공자

의 경우 한복 교과목 내에서 디자인 및 마케팅 역량을 

함께 교육하는 과업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교육의 확장 가능성이 발견

되었는데, 한복 이론과 실습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

문 지식이 국내외 교육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한복 분야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전문교육과 취미교육을 포괄하

는 한복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한 연구로, 향후 한

복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에 토대를 제공했다

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시점에 국내에

서 제공되고 있는 한복 관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방

향성을 도출함으로써 한복 교육 정책 실무에 활용될 

수 있다. 한복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

서 수행된 본 연구는 한복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는 전 교육 기관을 아우르는 1차 조사를 실시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교육의 양과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판단된 대학 내 전문교육으로 연구

의 초점을 좁힌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띤다. 타 전문교

육 기관 및 취미교육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수

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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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탐색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수 있으며, 향후 변화하는 산업 양상과 소비자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

록 효과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

구, 새로운 교육 도구들을 검토하고 적용해 보는 연구

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

계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소비자의 한

복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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