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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복은 한민족 고유의 의복에 대한 총칭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그러나 활동의 불편함, 유행 등의 이유로 한복을 착용하는 

횟수와 활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착용 횟수에 비해 고가라는 인식은 한복 수요의 감소를 가져왔다

(Cho et al., 2009). 소비자들은 특별한 날에 착용하기 위해 비싼 한복을 장만하지만, 한복은 몇 번 

착용 되지 못하고 보관되다 버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재활용을 기대하며 의류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고 있으나 버려지는 한복 대부분이 분리수거·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

에는 한복의 수명과 관리의 편의성, 가격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한복이 한복용 화섬직물로 제작되고 

있어 한복의 폐기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의류산업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는 항공 및 해운 산업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패션계에서 환경 이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으므로 기성품 재활용, 섬유 절약 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Kim, 2020), 재판매란 개념

이 번지면서 중고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의식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Jeong, 2019). 한복도 지

구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중고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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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find ways to re-use used Hanbok and activate Hanbok reform,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sed Hanbok and Hanbok reform in the domestic Hanbok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used Hanbok market and the Hanbok reform market through 

literature data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Hanbok experts, and to study ways to activate used Hanbok 

and Hanbok refor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way to activate the used Hanbok market and the Hanbok 

reform market, expand opportunities and create a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for wearing Hanbok, and research 

on design, pattern, size, and materials. It also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system for separate 

collection, reform, sales and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institution that manages and operates the 

re-use of used Hanbok and Hanbok reform, support fo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s for Hanbok reform, 

public relations, and changes in Hanbok produ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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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874에 따르면, ‘정조 임금이 순조가 탄생하였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의 옷을 가져다가 포대기를 만들라고 명했다.’

고 하고,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갓 태어난 아이의 옷은 노인의 

살이 닿던 옷이나 부모의 헌옷을 뜯어 만들어 준다고 전하고 있다

(Traditional Children’s Dress in Korea, 2019). 또한 진솔옷을 

입는 것을 좋아해 세탁 시 옷을 뜯어서 빨고 색깔 옷은 다시 염색 

한 후에 다시 지어 입는 의복 문화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

통적으로 헌옷을 재생하는 풍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

내 한복시장에서는 중고한복이나 리폼한복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또한 한복리폼에 대한 선행연구(Ahn & Kim 2013; Kim, 

2017; Kwon, 2013; Ryu & Kwon, 2012)들이 있지만, 대부분 

리폼 디자인을 제안하는 연구들이다. 즉 중고한복시장과 한복리

폼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국

내 한복산업 관련 보고서나 기사, 정책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한복시장 및 

한복리폼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고, 향후 중고한복시장 및 

한복리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중고한복의 재사용과 한복 리폼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는 국내 한복시장에서의 중고한복시장과 한복리폼시장의 현황

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째,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한복산업의 현황 및 중고한복시장, 한

복리폼시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둘째 문헌조사내용을 바탕으

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위한 한복시장, 중고한복시장, 한복리폼시

장에 대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개발하여 한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한복시장과 한복리폼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고한복과 한복리폼의 활성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중

고’는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 ‘좀 오래되거나 낡은 물건.’으

로 정의되므로, 중고 한복은 이미 착용한 적이 있거나 혹은 다른 

소비자가 구매하여 소장한 원형이 보존된 한복으로 원래의 형태

에 변형을 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복 리폼

(reform)에 대해서는 Cho (2010), Kweon과 Park (2014) 등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유행 지났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지 못하

는 한복을 부분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수선

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론적 배경
1. 한복시장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전국 한복제조업과 소매업 사업체

수, 종사자수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한복제조업 수는 7,444

개, 한복소매업 수는 9,739개였으나, 2000년대 이후 한복제조업

과 한복소매업 모두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한복제조업 수는 2,279개, 한복소매업 수는 3,457개이었

다. 또한 한복 판매유형별 매출액 구성비의 통계를 보면, 2009년

~2019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97% 내외를 차지하는 판매유형이 

매장판매이었고 방문판매나 인터넷판매, TV홈쇼핑 및 기타가 3%

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에서도 중고한복시장이나 한

복리폼시장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

면서 한복 관련 업종과 수요의 감소는 두드러졌다. 한복 원단 공

장은 생산 라인을 줄였으며 일부는 해외로 생산 라인을 옮겨가기

도 했다. 생산원가 절감을 이유로 중국 베트남 등의 값싼 노동력

에 의해 한복이 생산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의 한복산

업은 하향세가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Lee 

& Kang, 2006). IMF 경제위기상황이 한복대여업체의 본격적인 

등장을 가져왔고(Lim & Kang, 2001) 절약정신과 소유하지 않더

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복대여가 

등장하며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Park, 2005). 그러나 대여한복

의 대체 수단일 될 수 있는 중고한복이나 한복리폼의 시장은 형성

되지 못하였다. 

 2. 중고 한복 

중고의류 배출의 증가로 인해 의류 폐기물 발생, 폐기물 소

각 및 매립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토양·수자원 오염 등의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지고 있다. KOFOTI Report (2020)에 의

하면 세계 의류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여 2015년 6,200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지난 15년간 세계 의류판매량이 약 2배 증가했으며, 

세계 주요 국가별 의류사용률(의류사용 중단전까지 평균 착용횟

수)은 15년 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고의류 배

출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

국의 경우, 높은 의류수거율(독일 75%, 덴마크 44%, 프랑스 36% 

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이 중 92.1%를 재사용 및 

재활용하고 5.9%만을 소각하고 있다. 

중고한복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서는 분리 배출 및 수거

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부훈령 제 1356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Ministry of Environment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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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6, 2018)([별표 1]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및 

분리배출요령)에는 한복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의류로 제시가 되

어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인 운영 주체인 환경부의 환경교육

포털사이트(www.keep.go.kr)의 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 지자체 및 민간 재활용 사업체(Table 1 참조)에서 한복을 분

리수거가 안되는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유일

하게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사이트(Goyang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2016)에서는 한복 치마만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

류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려주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

Q&A에서도 한복이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배출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Figure 1 참조). 

이와 같은 상황은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복류를 폐기를 유

도하므로, 실질적으로 중고한복시장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주

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한복 리폼

Kweon과 Park (2014)은 리폼 개념을 사이즈를 줄이는 단순

한 수선보다는 유행이 지나거나 변형되고 손상된 의복을 형태와 

색상을 바꾸고 수선하는 것이라 하였다. Cho (2010)는 리폼은 수

명을 다하지 않은 옷을 폐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선의 의미를 포함한 의류 재활용의 고전적 방식

이라고 했다. Qiao & Cho (2019)도 유행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

황에서 유행이 지난 옷들을 재구성하는 리폼은 오래된 옷의 생명

과 혼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한복도 전통적으로 리폼이 이루어져왔다. 『고종실록』(1874)이

Table 1.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Specify Hanbok as Clothing that Cannot Be Collected Separately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nsan City(https://www.ansan.go.kr/www/contents.do?key=516)
Busan City(https://www.busan.go.kr/edu/notice/881417 
           https://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405050300           
           https://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602030100r)
Daejeon City(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76
            https://www.jung.daegu.kr/new/pages/information/page.html?mc=0273)
Daegu City(https://www.jung.daegu.kr/new/pages/information/page.html?mc=0273
          https://www.dgs.go.kr/dgs/minwon/page.php?mnu_uid=11027)
Epeople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Gwangju City(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1050000)
KONETIC (http://www.konetic.or.kr)
Pocheon-si(https://www.pocheon.go.kr/www/contents.do?key=4595)
Ulsan city(http://www.donggu.ulsan.kr/donggu/partInfo/envWaste/envWaste07.jsp
          http://river.ulsannamgu.go.kr/fieldInfo/recyclingWaste01.jsp)
Yecheon-gun Gyeongsangbuk-do(http://www.ycg.kr/open.content/ko/section/environment/environment/)

Private recycling business

Ghana Green Environment Corp.(http://www.hngreen.co.kr/bbs/board.php?bo_table=31)
Hanul Cleaning(https://blog.naver.com/cleaners0829/221832872901)
Mirae Development(https://blog.naver.com/rlaehddnr67a/221826158872)
One Top Green Environment(https://blog.naver.com/yongseok7634/221740578993)
Okbariman(https://okbariman.tistory.com/276)  

Figure 1.   Separate collection in my hand Q&A of mobile appl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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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합총서(閨閤叢書)』등에서 어른의 옷으로 아이들의 의류를 

만들었던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Traditional Children’s Dress in 

Korea, 2019).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구전되어온 금기어와 길조

어를 통해서도 헤진 옷이나 천을 재생하여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옷을 고쳐서 웃옷으로 만들어 입으면 불길하다”, “버선 만드

는 데 사용했던 솜을 옷 짓는 데 사용하면 해롭다.” 등의 금기어

와 “이불깃으로 딸의 치마를 해주면 딸이 오래 산다.” 등 길조어

가 있다(Cho, 1995). 실제로도, 아동의 의복은 부모나 조부모가 

입던 헌옷을 재료로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장수나 악신(惡神)의 

시기를 피하기 위함이었으나, 아동에게는 절제와 절약의 정신을 

익히도록 하였다(Lee, 2003).

조선시대에 한복을 세탁 시 통째로 빠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뜯어 빨았으며 서양복이 보편화되기 이전까지도 모두 뜯어 세탁

을 한 후에 푸새와 다듬이질·다림질을 거친 후에 다시 옷을 만

들어 입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탁한 후에는 항상 새 옷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었으며, 소재의 헤진 부분이나 성장한 아동

의 품과 길이에 맞추어 모아두었던 색깔 헝겊 등을 소매, 곁마기, 

깃, 섶 등에 덧대어 봉제하여 치수도 조절하였으며 장식도 하였다

(Kim, 2002). 그러나 곱솔 바느질로 만들어진 깨끼저고리는 완성

선에서 박아주고 꺾어서 한 번 더 박아 베어버릴 때 시접분을 잘

라내기 때문에 수선이 어렵고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Kwon, 2013)

전문가의 심층면접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

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첫째, 한복 관련 업종의 종사자 중 실제

로 한복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한복을 제작을 하고 

있는 자, 둘째, 한복 관련 종사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자, 셋째, 한복 관련 교육 및 연구, 한복 제작 기술 

전수 등 다방면에서 한복산업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자로 하

였고, 한복전문가가 13인이 선정되었다(Table 2 참조).

2.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  

우선 심층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문

헌조사 내용(Han  & Cho, 2016; Kim, 2002; Kim, 2008; Kim, 

2010; Kim, 2011; Kwon, 2013; Lee, 2003; Lim & Kang, 

2001)을 바탕으로 한복시장, 중고한복시장, 한복리폼시장에 대

한 반구조화 질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복시장 문항은 한복 유

행의 영향요인 및 구매요인, 한복수명주기 및 처리·폐기 등으로, 

중고한복시장 문항은 중고한복시장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방안 

등으로, 한복리폼시장 문항은 한복리폼시장 현황 및 수요 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Depth Interviewees   

Interviewees Age group
Business 
location

Product type Position
Hanbok career 

(yr.)
Education career 

(yr.)
Remark

1 60`s Jeju Custom, rental CEO 43 10 Hanbok · Kyubang craft lecture

2 60`s Seoul Custom, rental CEO 36 8 Hanbok-related village company operation

3 50`s Incheon Custom, rental CEO 21 9 Women's Hall Hanbok Instructor

4 50`s Gyeonggi Custom, rental CEO 40 10 Hanbok miniature instructor

5 50`s Gyeonggi Custom, rental CEO 20 5 Hanbok tutoring

6 60`s Gangwon Custom, rental CEO 40 5
Skills competition evaluation, competition 
athlete guidance

7 40`s Dae-gu Custom, rental Employee 21 10 Store operation for 17 years, Hanbok instructor

8 50’s Seoul
Custom, rental
Reform

CEO 15 1
Reform blog operation, Hanbok reform 
guidance

9 50’s Jeonbuk Custom, rental CEO 36 10 Skills contest and contest screening

10 60`s Incheon Custom, rental CEO 43 20 Hanbok·Kyubang Crafts Lecture, Master

11 60`s Gyeonggi Custom CEO 40 15 Masters, lecture on Hanbok and Kyubang crafts

12 60`s Gyeonggi-do Custom, rental CEO 30 4 Hanbok instructor

13 60`s Gyeonggi Custom, rental CEO 34 6 Hanbok instruction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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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면접 및 분석 

심층면접은 선정된 한복전문가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10일

~25일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직접 방문과 전화 통

화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녹음 진행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약 50~70분 간 직접 인터뷰를 하였다. 둘

째, 첫 번째 인터뷰 이후 추가 질문이나 보충 설명을 위해 다시 

2~3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다. 셋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면서 텍스트로 정리하였고, 정리 과정에

서 확인 및 보충을 위해 3월 20일~21일, 4월 4일~5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

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범주화 및 해석 과정에서 2명의 전문가가 

검토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의 연구 결과

1. 한복시장

한복시장 즉 한복의 유행요소, 한복선택 시 고려요인, 한복의 

수명주기 및 폐기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복의 유행요소와 선택 시 고려요인

한복시장에서 한복을 디자인·판매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한 

점을 토대로 하여 한복의 유행과 선호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

복 유행에 대하여 면접대상 한복전문가의 과반수는 당연함, 자연

스러운 현상임, 나쁘지 않음, 산뜻한 멋이 있음 등 긍정적인 견해

를 보였으나 상업적임, 대중매체의 영향임. 변화가 너무 많음 등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났다. 한복의 유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크

게 시대에 따른 변화와 원단업체 및 도매시장에서 판매향상을 위

한 상업적 목적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문가1) 새로운 세대가 디자인을 바꿔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

네요. 전통한복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퓨전한복은 공부

한 사람들이 바꾸다 보니까 그걸 선호하게 되고 입기 편하게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전문가2) 한복의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죠. 

(전문가3) 원단 취급하는 곳에서 책자도 나눠주고 그 안에서 옷을 

하다보니까. (전문가11) 지금 유행을 주도하는 데는 옷감 도

매시장에서 옷감을 팔려고 시장에서 매 시즌별로 카탈로그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 맞는 옷감을 짜고 

이러는 거라. 

한복 유행 요소 중 가장 변화가 많은 요소는 디자인, 색상, 원

단이었으며, 소비자가 한복 선택 시 먼저 고려하는 요인은 색

상, 가격,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Cho와 Kim (2010)의 연구에서

도 전통한복을 구매할 때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색상과 무늬

(37.8%), 디자인(30.9%), 가격(13.8%) 순 이었다.

(전문가2) 한복의 디자인에 따라 유행이 변하는 거죠 두루마기 

하면 마지막 포인데 구경 못한 친구들도 많고. (전문가4) 요즘 추

세는 현대한복 양장패턴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통한복으로 

여유 있게 입었는데 지금은 타이트한 옷들을 선호를 하다보니까. 

(전문가6) 색상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

단은 예전 소재를 지금 접목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놔도 손색이 없

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13) 색상은 오방색이 사라지면서 지금

은 파스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전문가9) 해마다 원단이 바꿔요 원단회사에서 같은 원단을 계속 

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유행을 시키지요. 

2) 한복제품의 수명주기 및 폐기

한복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한복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는 유행과 소재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으로 나타났다. 

(전문가1) 본견 같은 경우는 한 2,3년 화학섬유 같은 경우는 빨아

서 입는 것이기 때문에 10년도 입을 수 있고. (전문가11) 한 

5년 정도는 유행 많이 안타고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9) 원단은 1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해도 되요. 원단은 

자주 바뀌니까. 디자인은 5년 10년 된다고 해야 될까.

개인 한복의 경우, 한두 번 입고 보관만 하다 대부분이 폐기 처리

되고 있었다. 일부 면접대상자들은 폐기되어질 한복에 대해 

수의사용, 재활용, 외국 기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조

선시대『청정관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시집올 때 입

었던 옷을 소렴할 때 쓸 수 있었다”하여 혼례복이나 생시의 복

식을 수의로 착용했었다(Jeon & Geum, 2011).

(전문가2) 우리가 빨리 한복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어야 되

요. 우리 한복 가지고 청사초롱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요. (전문가4) 고가인거는 거의 본견종류이기 때문에 저세상

에 갈 때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의 수의보다는 낫다고 생

각해. (전문가8) 선교하는 분들은 중고한복을 모아서 가져가

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전문가11) 손님들한테 나중에 그냥 

버리지 말고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게 소재가 돼서 학생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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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수업교재로 쓸 수 있고. (전문가13) 좋은 원단을 가지고 계

시면 치마는 리폼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저고리는 부분적

으로 리폼 하거나 저고리만 맞추거나 그렇게 권해드려요. 

 2. 중고한복시장

중고한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한 내용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고한복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한복시장의 규모나 시장성, 

경쟁력 등에 대해 면접대상 한복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으

나 리폼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전문가9) 중고시장 규모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애기들이 초창기에는 중고를 입었어요. 근데 자꾸 젊

은이들이 새로운 거 찾아서 안 될 거예요. (전문가3) 중고한복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리폼을 해서 판다면 수요가 있을 것이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문가4) 지금 보면 앤티크이니 뭐

니 해서 막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잖아. 한복은 하는 데를 못 

봤어. (전문가13) 그냥 입기에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니

까 한복 중고시장이라 하면 어찌됐든 리폼을 해서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8) 너무 낡은 옷을 가져오거나 한 분들은 

그 리폼비보다 중고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싸요. 똑똑한 신부들

은 중고에 팔더라구요. 한번입구요. 돌잔치 끝나고 팔아요.

국내 중고한복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유행, 중고한복 인식 부족, 

한복착용 기회 부족, 치수, 애착심 부족, 중고한복의 질 등이 지

적되었다. 특히 한복착용 기회의 부족(Kim & Lee, 2013; Kwon, 

2014), 전통의상에 대한 인식이나 애착심의 부족(Cho & Kim, 

2010) 등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전문가3) 중고한복을 사지 않겠지 왜냐면 유행이 떨어져 보이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나라가 한복의 유행이 너무 빨라. (전문가

7)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중고를 구입해서 내 것을 만든다

는 그런 의식이 없어진 거 같아. (전문가8) 우리나라 자체가 한

복을 안 입고, 입을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일본은 졸업식이라

든가 행사가 있으면 입는 편이잖아요. (전문가4) 우리 옷은 몸

에 어느 정도 맞아야만 대물림이 되는데 (전문가6) 젊은 사람

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폐백을 안 한다면서 ‘결혼식 때 한복 안 

입어요.’하는 사람이 30%정도 되요. (전문가11) 일본은 기모노

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아꼈다가 입을 수 있는 고급스

러운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가 가능하거든. 

2) 중고한복시장의 활성화 방안

면접대상 한복전문가들이 언급한 국내 중고한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연구와 시도(디자인, 사이즈, 소재), 중고한복 인

식 변화, 한복 착용 기회 확대, 홍보, 사회적·문화적 분위기 조

성 등이다.  

(전문가2) 디자인이 10년이 갈 수 있도록 10년 20년이 가도 입을 

Table 3. Current Status of the Used Hanbok Market Evaluated by In-Depth Interviewees

Interviewees Scale Marketability Competitiveness

1 It will not be zero at all. I didn't even think about it. It's very hard.

2 It could grow in size in the future. It can be grow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reform.

3 It is difficult to answer. I think there are few. Not competitive at present

4 Rarely will be. I think it's hard. I didn't see used Hanbok.

5 Not much. I don't think Not competitive due to dimensions/size.

6 I don't know because I haven't thought about it. There is a need to challenge. Think positively.

7 It is completely rare. Not much marketability none.

8 It is not active. If the boom doesn't happen, people won't wear it. It may be cheaper than reform Hanbok.

9 I don't know because I haven't thought about it. It will be play clothes. I do not know.

10 Very rare. You have to try. That's a good idea.

11 I don`t think used market will work.  It cannot be considered marketable. Who would buy it if it were rented? 

12 Not many. Hanbok itself is not in demand. none.

13 I haven't thought about it. I haven't thought about it. Need to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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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디자인 오래갈 수 있는 치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문가5) 전통 한복 천을 이용해서 패턴을 입체화, 사이즈가 정

형화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3) 인

식이 변해야지 뭐 소비자 인식이 그렇게 꼭 유행에 맞춰서 입

어야 하는 게 아닌데. (전문가8)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졸업식 할 때 한복을 입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날은 다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행사가 없으면 일반인들은 입지 

않잖아요. (전문가7)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

으면, 붐이 확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지. 생

활 속에 점점 스며드는 스타일로 가야지. (전문가13) 유치원

과 초등학교에서 한복 입는 날 이런 것을 정해놓고 나라에서

도 위정자들이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전통한복을 입

고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발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3. 한복리폼시장

한복리폼시장의 현황 및 수요 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

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한 내용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한복리폼의 현황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복리폼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면접대상 한복전문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시장성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면접대상자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리폼 

건 수는 대부분이 일 년에 10건 이내라고 했으며 리폼블로그 운

영자는 한 달에 30건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한복리폼은 대

여한복을 고객의 요구와 치수에 맞게 리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고 한다. 

(전문가5) 리폼시장은 있긴 있지만 미미하다고 봐요. 가게에 있

다 보면 치마 줄여줄 수 있나요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전문가8)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조금 늘었

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수요가 된

다면 그런 분들도 다 바빠야겠죠. (전문가8) 하루에 엄청나게 

올 때도 있구요. 하루에 한번 올 때도 있구요, 안 올 때도 있구

요. 한 달에 30분 정도는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2) 나만의 옷들을 찾고 있거든요 요즘은 개성시대라서 충

분히 양장하고 전통이 묻어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올 거 같아

요. (전문가7) 리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리폼을 하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7)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중고

한복 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봐요 리폼은 내 것을 새로 만들어 

입는 것이지만 중고는 사서 입는 거잖아요.(전문가10) 하다보

면 경쟁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느 해부터 대여가 생겨 전국

적으로 모든 옷이 대여가 되듯이 리폼시장이 열리면 대여 못

지않게 인기도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3) 대여한복의 

경우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서 해주지 사이즈

도 맞춰야 하고 유행도 맞춰야 되고 유행이 지난 옷은 대여를 

해 입지 않기 때문에.

문의 고객의 연령대는 온라인에서는 젊은 층, 오프라인에서

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연령대

Table 4. The Current Status of Hanbok Reform Market Evaluated by In-Depth Inerviewees

Interviewees Scale Marketability Competitiveness Reform demand (yr.)

1 Almost few None None 2~3

2 Very absent There is There is None

3 Almost few About 30% There is 10

4 Difficult to predict If it is widely known, it is marketable Specialty stores are possible 1~2

5 Insignificant None Less 10

6 Almost few None Dark 1~2

7 Almost few Good to do There is a possibility of development 5~6

8 Very little little There is 30 cases (a month)

9 There are no consumers None None 1~2

10 Almost few Be Seems to be competitive None

11 Not many Have a little Not much 10

12 Very little None In the case of ramie, it is competitive. 1~2

13 Don't expect Not many Non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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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리폼현황을 분류해 보았을 때 40·50대에서는 신체의 변화 및 

유행에 따른 리폼이,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신체노화에 따른 

리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30대는 아동복의 

리폼을, 40대는 품이나 길이, 허리치마, 아동복, 생활한복 등의 

다양한 리폼을, 50대도 고름, 배래, 품, 길이, 치마, 유행스타일 

등의 다양한 리폼을 요구하였으나, 60대는 치마길이 및 치마 활

용을 위한 리폼이 많았다.  

(전문가8) 젊은 애들 20·30대가 많기도 해요. 돌잔치가 제일 많

구요. 그 다음에는 행사할 때. (전문가7) 결혼하고 10년 15

년 정도 된 40·50대, 몸의 변화가 오는 그 시기. (전문가3) 

50·60대. 젊은 사람들은 리폼해달라고 하지를 않아.

(전문가3) 60대 이상 노년층은 길이 수선을 제일 많이 원하고, 50

대는 유행을 본인들이 알아서 고름·배래, 살이 쪄서 품을 줄

여달라는 건 해줄 수 있는데, 저고리 길이·품 늘리는 건 한복

에는 늘릴 분량이 없으니까 늘려줄 수가 없지. (전문가11) 30

대는 거의 없고 40부터 50대, 40·50대 되면 얘들 다 크고 봉

사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조금 편한 거 입고 싶어 하니까, 다

도하는 사람들이 편한 생활복으로 입고 싶을 때 

2) 한복리폼시장의 현황

면접대상 한복전문가들이 인지하는 고객의 리폼 이유는 유행, 

사이즈, 비용, 간편한 착용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리폼 비용은 범

위와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여 금액을 넘지 않는 저렴한 

수준이었다. 고객의 만족도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라고 하였으나 

고객과의 의사소통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3) 옷이 손상됐을 때는 해달라는 문의가 10%정도 밖에 

안 되고 유행 때문이지 유행이 안 맞아서 안 입기 때문에 유행에 

맞게 바꿔달라고. (전문가5) 키가 줄어들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

처럼 길이 조절을 못했으니까. (전문가4) 가격, 맞추려면 옷이 비

싸고 이것을 다시 활용을 하면 독특하게 입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 같아요. (전문가11) 편하게 입고 싶다든가 유행에 맞는 스타일

로 바꾸고 싶을 때. (전문가8) 리폼이 대여보다도 더 저렴한데 어

떤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너무 달라서. 그래도 대여는 갖

다 주는 거고, 이건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전문가13) 부분적으

로 하니까 치마는 2만원부터 3만 5천원선이면 리폼이 가능하구

요. 저고리는 어느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 오천 원에서 4만5

천원까지면 가능하니까 위아래 다 리폼을 한다고 해도 5~6만 원

선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되죠. 대여비의 1/3가격이면 할 수 있으

니까.(면접대상자8) 거의 다 좋아하시죠. 왜냐면 못 입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한복리폼은 여성복에서 많

이 행해지며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 등에서 다양하게 행해

지고 있었다. 한복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새로운 한복으로 만든 사

례와 한복이 아닌 옷으로 리폼한 사례도 있었다. 

Table 5. Reform by Hanbok Type   

Interviewees
Woman Man Other

Jeogori Skirt Jeogori Pants

1 Width, Goreum, Embroidery, Geodeulji Length

2 Cuff, Goreum, Collar, Embroidery. Length, Pleat, Srandan Zipper, Daenim

3 Goreum, Baerae, Collar Length Baerae Daenim Children's wear

4 Goreum, Baerae,  Width, Dongjeong Length Daenim, Waist, Zipper Dulumagi

5 Width Length Zipper Baeja width

6 Baerae, Width Width, Length

7 Width, Goreum, Baerae Waist, Width, Pleat, Length Goreum Daenim

8 Baerae, Goreum, Width, Cuff Waist, Pleat, Daenim, Waist, Zipper Dulumagi Baerae, Baeja, Kwaeja 

9 Goreum, Width Width, Pleat, Length Width, Length

10 Baerae,  Goreum
Length, 
A seamless one-piece skirt, 
Cloth decoration.

Daenim, Waist, Zipper Children's wear

11 Magoja, Goreum, Collar Waist skirt, One-piece skirt Daenim

12 Application plan Ramie skirt

13 Baerae,  Dongjeong, Goreum Pleat, Length Baerae, Goreum Daenim, Sapok



Vol.59, No.1, February 2021: 59-69 | 6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중고한복시장 및 한복리폼시장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4) 치마하고 저고리를 뜯어가지고 원피스로 만든 적이 있

어요. 저고리 소매부분이랑 몸판부분을 디자인을 떠서 연결해

서 해준 적 있어요. 전통한복을 양장 원피스로. (전문가8) 돌

아가신 엄마의 결혼식 옷을, 엄마는 키가 작고 자기는 크니까 

전부 천을 다 붙여서 늘려서 그분이 결혼식 때 입게끔 만들어 

줬어요. 

3) 한복리폼시장의 문제점

면접대상 한복전문가들이 한복리폼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은 리폼 인식 및 홍보 부족, 한복 수요 감소, 한복 기술, 리

폼 비용 등으로 구분되었다. 

(전문가7) 리폼을 해서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 않을 까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리폼을 생각도 안하고. 사실 리폼을 해주

는 데도 많지 않고. (면접대상자4) 광고 홍보부족이지 소비자

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전문가8) 저는 남자 여자 모든 옷을 

할 줄 알아요. 곤룡포까지. 그런데 대부분 한복 하는 분들이 

전부 못해요. 일반 큰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

어요. 대부분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리폼을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구요. 그 다음은 한복을 안 입는 

이유가 되겠죠. (면접대상자4) 리폼하기가 힘든데 옷을 다 다

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새 옷은 만들기 쉽잖아요. 근데 입었

던 옷들은 흐느적거린다고 해야 하나 잡히지도 않고, 하기 싫

어서 차라리 새거 하나 꿰매고 말지 하는. (전문가13) 저희는 

안 합니다 하는 곳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인 만큼 인

건비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선호하지는 않죠. 

4) 한복리폼시장의 활성화 방안 

면접대상 한복전문가들이 제안한 한복리폼시장의 활성화 방안

은 소비자 인식의 개선, 한복착용 기회의 확대, 사회적·문화적 

분위기 조성, 리폼 홍보, 한복제작방법의 변화(겹저고리 제작), 

한복소재의 변화(다양화, 고급화) 등으로 구분되었다. 

(면접대상자13) 고객들이 한복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복을 리폼해서 한번 입어볼까 이런 수요들이 

많아져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8) 입는 게 먼저 활

성화가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해요. 입어줘야지 만이 그 

다음에 맞추거나 리폼을 하거나 뭔가를 자꾸 하겠죠. (면접대

상자5) 방송에서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고 출연자

들이 한복을 입으면 보는 사람들이 명절 때 한복을 입어야겠

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면접대상자11) 리폼해서 입

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한복도 고

쳐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더 좋을 것 같아. (전문가1) 

깨기바느질을 물겹바느질로 바꾼다면 리폼이 충분히 가능하

죠. (전문가2) 꼭 한복을 한복 소재로만 만들지 말고 애들이 좋

아하는 소재를 찾아서 거기에 한복을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폐기되는 한복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중고

한복시장과 한복리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및 한복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중고한복시장의 활성화 및 한복리폼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한복시장 및 한복리폼시장에 대한 심층면접대상 한

복전문가들의 전망은 한복산업의 지속적 감소 추세와 더불어 낙

관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지적했던 주된 산업 외부 요인은 

한복착용 기회의 부족과 사회적·문화적 분위기 형성의 부족이

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Cho et al., 2009; Cho & Kim, 2010; 

Jung & Lee, 2017; Kim & Lee, 2013)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

이 ‘한복입는날’, ‘성인식’등 한복착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방

송매체에서 또는 정치인 및 유명인의 한복착용 노출의 증대 등 한

복착용의 사회적·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즉 한복을 

자유롭게 상시 착용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둘째, 한복시장에서도 유행 요소가 존재하며, 소비자도 한복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이는 한복제품에도 수명주기

가 있어 폐기되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국내 의류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내에 한복이 들어가 있지 않다. 분리수거 대상에서

의 제외뿐만 아니라 한복의 리폼이나 업사이클링에 대한 산업 내 

및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 문제점으로 인해 중고한복시장이나 리

폼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복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복의 분리수거시

스템이 확립되어야 하고 또한 폐기한복과 중고한복 및 리폼한복

의 분류 기준 마련, 중고한복의 수의 제작이나 외국 기부, 수업교

재 활용 등 재사용 시스템 마련, 한복의 리폼 및 판매 등 업사이클 

시스템의 활성화 등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고한복 및 

리폼한복의 국내외에서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한복리폼시장의 문제점으로 한복 산업 내 종사자들의 한

복리폼 기술 부족, 그리고 작업시간에 비해 매우 저렴한 리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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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깨끼저고리, 치수, 한복품

질 등 한복의 본질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중고한복시장이나 리폼

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였다. 사실, 전통사회에서 한복은 리

폼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곱솔의 깨끼저고리 유행 시

점부터 리폼이 힘들고 불가능한 옷으로 더 나아가 한복은 리폼

이 불가능한 의복이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고한복의 재활용

이나 한복리폼의 제작을 위해 디자인 및 패턴, 사이즈, 소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며, 한복의 제작 시 리폼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선행연

구(Jung & Lee, 2017; Kim & Lee, 2013)에서도 한복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의 사용, 한복 구매의 용이

성을 위하여 디자인, 사이즈와 패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복제작 종사자의 리폼기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복리폼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개설이 필수적이다. 의류수선이나 리폼에 

대한 교육은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복리

폼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복리폼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한복리폼·수선점의 창업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자들이 

쉽게 리폼한복을 접할 수 있으므로 중고한복시장과 한복리폼시장

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심층면접자들이 언급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한복 특히 중고한복이나 한복리폼에 대한 홍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Jung & Lee, 2017; Kim & Lee, 

20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회

적·문화적 분위기 형성을 통해 인식부족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심층면접 대상자가 한복시장에서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한복전문가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연구결과에

서 제작자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실제 중고한복시장 및 한복리폼시장에서 구매하거

나, 구매하여 착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을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한복산업의 차원에서 한복산업관

련 정부 및 국가 기관의 정책이나 정책입안자의 시각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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