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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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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5. 5.(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장미란  

사무관 황규태 (☎ 044-203-6773)

교육연구사 신승희 (☎ 044-203-659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김홍필 주무관 김미선 (☎ 044-203-2548)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한복교복, 지금 신청하세요!

-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 추진 -

◈ 홍보기간: 5월 6일(수)~29일(금)

   -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20개교
※ 지자체·교육청 등으로부터 신입생 교복비 지원받는 학교 10개교, 미지원 학교 10개교

   - 전시 및 상담: 서울(5월 6일(수)~29일(금)), 광주(12일(화)), 부산(15일(금))

◈ 신청 기간: 5월 18일(월)~29일(금) / 희망 중·고등학교 → 한복진흥센터

◈ 지원내용: 한복교복 구입비(현물 지원), 한복 디자인 컨설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교육부와 문체부는 2019년 4월부터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

하고,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평가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하였다.

□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5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으로 선발한 학교를

6월 10일(수)에 선발할 예정이다.

*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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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복교복 시제품 전시 및 상담관은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에서 운영*하며, 권역별 설명회도

광주(12일(화))와 부산(15일(금)) 두 지역에서 연다.

* 사업에 대한 홍보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하며, 신청은 5. 18일(월)부터 접수

□ 한복교복 지원 대상 학교는 총 20개교로, 지자체·교육청 등으로부터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10개교와 ‘신입생 교복비 미지원

학교’ 10개교를 선정한다.

ㅇ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미대상 학교에는 디자인 컨설

팅과 더불어 3년간 한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 한복진흥센터가 한복제작업체와 계약하여 학교로 현물지원(1인당 동·하복

각 1벌씩 총 30만 원 한도)

<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 참여 안내 >

구분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미대상 학교

지원 내용
- 한복 디자이너 컨설팅* 지원
 * 한복 디자이너가 학교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한복 디자이너 컨설팅 지원

- 3년간* 한복교복 구입비 지원
 * (1년차) 1학년 및 2학년 → (2년차) 1학

년 → (3년차) 1학년 (총 4개 학년)

지원 학교 수 - 10개교
- 10개교

※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 학교 수 변동 가능

신청 일정

- 홍보기간: 5월 6일(수)~29일(금)

- 신청기간: 5월 18일(월)~29일(금)/ 희망 중·고등학교 → 한복진흥센터

- 최종선발: 6월 10일(수) 예정

홍보 일정

- 시제품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 제2전시관 

(5월 6일(수) ~ 29일(금))

- 권역별 설명회: 광주(5월 12일(화)), 부산(5월 15일(금))

※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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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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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