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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모든 문화유산을

두루 소중히 보살피고

세계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아름지기의 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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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던 그 때, 

궁궐 청소 봉사라는 작은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인 

아름지기가 탄생하였습니다.

궁궐의 잡초를 뽑고,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며 

키워온 문화 사랑의 꿈은 

어느덧 열일곱해를 지나 

여러분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이어나가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자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지기가 걸어온 길에 함께해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아름지기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름지기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과 마음이 없다면 

아름지기는 내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들며, 

이로써 더 넓은 곳을 향해 

우리 문화의 힘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름지기는 우리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전통 문화가 내일의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아름지기는 여러분과 함께 

손길이 필요한 문화유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되찾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

신 연 균

아름지기는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

현시대의 생활 문화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문화단체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과거에 멈춰서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Arumjigi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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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TOMORROW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아름지기 재단 창립 개관

궁궐환경가꾸기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정자나무 주변환경 가꾸기 경기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느티나무

서울 광진구  
화양동 느티나무 

경기 헤이리 
문화예술인마을 
느티나무

문화유산주변 정비사업 창덕궁 낙선재 조경 

궁궐 및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문화재연구 서대문형무소 연구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피츠버그 대학교 국가관 한국실 건립 사업

궁궐 내부집기 재현 프로젝트 (덕수궁 함녕전)

한옥 운영 안국동 한옥 개관

함양한옥 개관

이상의집

역사가옥

수상

전시기획 아름지기 
기획전

전통의 맥－
쓰개

목공예 우리그릇과 
상차림

우리 옷, 배자

아름지기 
해외전시

외부 전시 및 
협력사업

아름지기 바자

아름지기 아카데미 전통문화강좌 전통문화강좌 전통문화강좌 전통문화강좌 전통문화강좌 이 시대의 장인 
정신을 묻다.

새계문화유산답사 중국 복건 토루  중국 운남성 일본 가나자와시 
일대

일본 구라시키와 
나오시마 일대

공공캠페인 

아름지기 문화상품 개발

아시아공예디자인프로젝트

디자인 
컨설팅

기업 캘린더 디자인 컨설팅

제주유민박물관 디자인 컨설팅

함안고택 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사옥 이전

창덕궁, 종묘 창덕궁, 종묘 창덕궁, 종묘 창덕궁 창덕궁, 덕수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덕수궁 창덕궁 창덕궁

경기 연천군 간파리 느티나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느티나무

경북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양평군 회화나무, 안성 느티나무
이천 들메나무, 고양 느티나무

선농단 역사 공원 조성사업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제주도 아름지기 MOU

경주 양동마을 창덕궁 가정당 활용안 제안 사업

해인사 하회, 양동마을 경주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사업 

성균관, 제주도 
천지연 일대

한양도성 안내판

창덕궁 낙선재 문양연구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프로젝트

1 2 3 4 5 6 자료집, 대학도서관 기증

사업 착수 개관

무렴자 외주렴 용교의, 용문석, 오봉병

이상의방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상의집 재개관사업

홍건익, 배렴 가옥

문화재청 문화유산상
보존활용 부문

서울시 건축상 수상: 
최우수상 아름지기, 우수상 이상의집

서울시 아름다운 
건물 찾기 공모전 수상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 
최우수상 이상의집, 우수상 아름지기

if awards Package 
수상 - 공용병개발

한옥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

행복한 새참, 
도시락

유니폼, 
전통을 입다

가구전: 절제 美의 
전통에서 실용을 찾다

끽다락: 차와 하나 
되는 즐거움

포袍, 
선비정신을 입다

소통하는 경계, 
문門

맑은 술·안주 하나 저고리, 그리고 소재를 
이야기하다

해를 가리다

 <Baeja, the beauty of Korea>,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KOREA Power, 
프랑크푸르트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  
AAM of San Francisco

공예트렌드페어 
참여

Château La Bourdaisière 한복, 한식 전시
Korea Now!, 국립장식미술관, 프랑스

공예트렌드페어 참여,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London Craft Week, 
구글 아트앤컬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서로 사귀어 
넘나들다

고전, 다시보기 
멀리보기 
들여다보기

다이얼로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화

협업과 상생 전통과 과학 한양도성과 
역사도시경관, 
서촌을 거닐다

동양사상 속 
우리의 길 찾기

우리 건축과 도시 
이야기

한류,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 하북성 승덕, 
준화, 북경

중국 낙양과 정주 
일대

일본 고야산 사찰 답사와 
기이산지

몽골, 러시아 
바이칼

미얀마, 
불교의 원형을 찾는 여정

한복캠페인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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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문화의 

본질과 아름다움에 대한 

정체성 확립

내일의 문화유산 창조   

Heritage Tomorrow

우리의 삶과 

문화에 투영되는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

한국 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딩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품격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계승과 확산

Arumjigi 
Objectives

Core 
Activities

전통은 과거로부터 

늘 새롭게 창조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는 

더 넓은 곳, 더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름지기는 문화유적을

보존, 정비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가꾸는 등

내일의 문화유산을

창조합니다.

내일의 문화유산 창조 

Korean Cultural Heritage Heritage Tomorrow

궁궐환경가꾸기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공공디자인 사업 
해외 한국 문화유산 건립 사업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궁궐 내부집기재현 프로젝트 
한옥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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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지기, 서울시 역사가옥(홍건익 가옥, 배렴 가옥)의 운영 주체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주거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의 건축 문화 유산이 현대 생활에 스며들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방안을 탐구하는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2017년, 서울시 역사가옥으로서 가치가 높은 홍건익 가옥과 배렴 가옥의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사가옥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보존 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역사적 
정취가 남아있는 거리와 건물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홍건익 가옥과 배렴 가옥은 서울의 중요 역사문화 
환경지역 중 하나인 경복궁 서측 서촌과 북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가옥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옥의 존재는 역사도시와 마을의 자격조건이기도 합니다. 역사도시와 마을의 3대 요소는 역사 
적 거리와 역사적 건물, 유적과 역사적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옥은 공공 건물과는 달리 ‘시민의 일상’
을 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름지기가 운영·관리를 진행한 역사가옥은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3호 홍건익  
가옥과 등록문화재 제85호 배렴 가옥입니다. 아름지기 
는 안국동한옥과 함양한옥,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 그리고 이상의 집 운영을 통한 그간의 노하우로 
역사가옥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한옥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
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맥락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두 가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끌어내
고 공공성이 높은 장소로서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아름지기가 제주 자연 및 문화유산 
공공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화요일, 아름지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우리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한 뜻 깊은 만남이  
제주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이뤄졌습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및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주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기여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는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세계유산본부 및 제주관광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행정적 협조 등 효과적인 협력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으며, 아름지기 
는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전문 경험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도 문화유산 사업에 다양한 협력 
과, 자문,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제주도 구석구석, 아름다운 자연·문화 유산을 보존함에  
있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도록 아름지기가 제주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의 자료집 02-05권을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한옥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21세기 한옥의 가능성과 해법을 모색 
하고 우리 주거문화에 대해 건축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젊은 건축가를 대상 
으로 건축 설계 공모전인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름지기는 옛 것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탐구가 오늘의 일상에서 새롭게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건축
가들이 우리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우리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선정된 주제 위에 전문가와 젊은 건축가들의 고민,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 
가는 과정을 전시와, 도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도록의 공유를 통해 우리 건축 뿐 아니라 건축 
을 둘러싼 주거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차세대 건축학도 및 건축가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아름지기는 2010년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2에서부터 2015년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5의 과정과 결과물
을 담은 도록 총 4종, 372권을 건축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총 60개의 국내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한국 건축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건축인들에게 우리 건축의 뿌리에 대한 탐구와 도시 한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t a Glance 2017
Heritage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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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2017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2017

아름지기가 진행하는 ‘궁궐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는 궁궐의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전각의 내부 공간을 정비하고, 장인 정신이 깃든 공예품과 여러 생활  

집기 등을 재현해 내어 살아 숨 쉬는 궁궐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름지기와 함께 궁궐 

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마음을 모아준 에르메스 코리아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

신탁의 협력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덕수궁 함녕전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도배와 장판 같은 기본적인 함녕전 정비를 시작 

으로 무렴자와 외주렴, 용교의, 용문석, 오봉병 재현에 이르기까지 본 사업을 통해  

아름지기는 장인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물인 전통 공예가 지속 

될 수 있는 하나의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지기는 우리 궁궐 전각

의 품위와 가치를 드높이는 동시에 전통 공예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The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led by Arumjigi, has restored 
the interior of a royal palace and recreated crafts and artifacts, using artisanship, to bring it 
back to life. This long-term project from 2015 to 2017 was able to continue thanks to Hermes 
Korea,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who shared in Arumjigi’s endeavor to restore the value of this palace. From basic 
repairs, including painting and restoring the floor, to the recreation of the muyryeomja, 
oejuryeom, yonggyoui, yongmunseok, and obongbyeong, Arumjigi not only spsonsored 
artisans, but set a precedent for how their products can be sustained as traditional artifacts. 
Arumjigi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restoring value to our traditional royal palaces and 
creating a market for traditional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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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지기는 ‘궁궐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 문화의 가치와 

품위를 되찾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진행되었던 덕수궁 함녕전의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는 함녕전 내부 동온돌과 서온돌의 장판과 

도배를 새롭게 정비하고, 침전에는 무렴자를 드리워 

오랜 시간 비워졌던 함녕전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

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최초로 재현된 외주렴을 

통해 궁중 문화 속 공예품의 쓰임과 아름다움을 되

살렸습니다. 2017년에는 고종이 머물렀던 함녕전에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완성하는 용교의, 용문석, 오봉병

을 재현하여 3년에 걸친 덕수궁 함녕전의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함녕전 대청은 단순히 침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신하와 사신들을 접견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름지기와 

자문위원단은 국무가 진행되었던 역사적 장소로서의 함녕전 집기 재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고

종황제가 머물렀던 함녕전이 시기적으로 전통 궁궐 집기와 근대 양식이 혼용된 집기 재현이 모두 가능한 곳

이긴 하지만, 자문위원 및 장인들과 고증 자료 연구, 유물 실견 및 논의를 거쳐 서양식 석조전과 대비되는 전

통 양식 중심의 세 가지 재현품으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Arumjigi focuses on reestablishing the value and dignity of Korean traditional palatial culture through the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The project started in 2015 with painting and 
restoring the f loor of  the east-ondol and west-ondol in Hamnyeongjeon Hall, Deoksugung Palace. By installing 
the muyryeomja in the bedroom, we reintroduced warmth to Hamnyeongjeon Hall, which had been left empty 
for a long time. In 2016, we revived the beauty and the purpose of crafts from palatial culture by recreating the 
oejuryeom for the first time. In 2017, we completed the three-year project—the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Hamnyeongjeon Hall, Deoksugung Palace—by recreating the yonggyoui, yongmunseok, and obongbyeong. Each 
of these contributes to the royal family’s classic and majestic character at Hamnyeongjeon Hall, the historic 
residence of Emperor Gojong. 
Hamnyeongjeon Hall’s main room was not only a bedchamber, but was also where the king received retainers and 
envoys. Arumjigi Advisory Committee reached a consensus to recreate crafts from Hamnyeongjeon Hall since 
it was a historical site of state affairs. Although the original crafts ref lected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spects of the time Emperor Gojong was residing in Hamnyeongjeon Hall, after thorough discuss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and artisans, literature research, and craft inspection, we decided to produce 
artifacts based on three traditional styles, as opposed to the Western style of Seokjojeon Hall.

자문단 구성과 사료의 고증

아름지기는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와 여러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

습니다. 2014년 처음 함녕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주었던 왕실 공예 분야

의 전문가인 장경희 교수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서준 학예사의 우리 공예 문화에 대한 전문

적 지식을 바탕으로,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김왕직 교수의 건축적 견해와 재단법인 아름지기 정민자 

고문의 미감과 경험을 더해 조선 마지막 황실의 국격과 위엄을 갖춘 함녕전의 내부 집기를 복원, 재현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함녕전은 고종황제의 침전으로 사용되었으나 때에 따라선 사신을 접견하고 대신들과 집무를 보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추어 활용이 가능한 어좌를 재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과 유물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문헌 자료를 통해 진연 

시에 용교의를 놓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으나(『조선왕조실록』, 30, 39권) 정확한 제작 방식에 대

해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치밀하고 아름다운 세부 묘사를 통해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축진연도병(1901년 7월 고종황제의 오순을 기념하여 함녕전에서 진행되

었던 내외 진연을 그린 병풍 그림,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에서 용교의 제작의 단초를 찾을 수 있었

습니다. 그 외 무진진찬도병(1868년, 경복궁 강녕전), 무신진찬도병(1848년, 창경궁 통명전) 등 다른 

진연도에서도 용교의에 대한 실증적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posi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and literature research
Arumjigi formed an advisory committee based on several recommendations from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Deoksu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Professor Chang 

Kyung Hee, an expert in royal crafts, contributed a great deal of 
insight from our very first Hamnyeongjeon Hall project in 2014. 
Curator Seo June from the Collection Management Divis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offered professional 
insights concerning craft culture. Professor Kim Wang Jik from 
the College of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contributed 
architectural understanding, and Minja Chung, a counselor 
of Arumjigi, shared her sense of aesthetics and experience. In 
collabor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committee members, we 
proceeded to recreate interior artifacts imbued with the dignity 
and majestic value of Joseon’s last imperial state.
Hamnyeongjeon Hall was mainly used as Emperor Gojong’s 
bedchamber, but it also had various official uses from time to 
time, such as serving as a reception hall for retainers and envoys. 
In light of the need to recreate a royal throne that could be utilized 
in diverse situations and for a range of purposes, we conducted 

신축진연도병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함녕전 내부에 용교의와 오봉병, 평상이 묘사되어 있어 왕의 

위엄과 신성함을 표현하였고 평상 바닥에는 자리를 깔아 

화려함을 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2015년 무렴자 재현

2016년 외주렴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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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_창덕궁 신선원전 용교의, 오봉병, 용문석 실견

아래_국립고궁박물관 용교의 실견

용교의, 용문석용교의 용문석 오봉병 설치컷

문헌 조사와 더불어 고종황제가 정치적 독립 의지를 담았던 경복궁 건청궁과 제례 하루 전 왕과 세자

가 머물렀던 종묘 재궁 어숙실을 현장 답사하면서 기존에 재현되어 있었던 용교의 실물 사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서준 학예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 유물을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견하

였고, 조선 왕실 공예 기술의 정수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용교의를 재현 기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

한 용교의 제작과 더불어 용평상을 제작하여 왕실의 품격에 맞게 재현하여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구성으로 제작을 논의하고, 국왕의 존재를 상징하며 궁중 회화를 대표하는 

그림으로서 왕이 자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던 오봉병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재현품을 결

정하였습니다. 오봉병은 반드시 어좌 뒤에 있어야 하는 병풍으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

에 왕조가 영구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녕전 마루에는 화문석, 행보석 등 다양

한 형태의 자리를 깔아 사용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카펫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함녕전의 대청 공간을 전통 양식 중심으로 재현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평상 위에는 용문석

을, 대청 바닥에는 지의地衣(돗자리)를 까는 것으로 갈무리하였습니다.

In addition to literature research, we examined Geoncheonggung of Gyeongbokgung palace, where 
Gojong reminded himself of his desire for independence. We also studied Jongmyo Jaegung Eosuksil, 
where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stayed the day before jerye, the royal ancestral rituals. In doing so, 
we found actual representations of yonggyoui. With the help of Curator Seo June from the Collection 
Management Divis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advisory committee members 
joined together to explore artifacts from the museum. They corroborated concerning the essence of 
royal artifact artistry and confirmed a yonggyoui as the final craft to be recreated. With the advisory 
committee’s suggestion that a yongpyeongsang should also be recreated in order to preserve the royal 
family’s level of dignity, we continued our discussion on the final products. Obongbyeong, the royal 
painting of the king’s presence, was to be represented, since it was always present wherever the king was. 
Obongbyeong is the royal panel screen that was situated behind the royal throne. It bears a symbolic 
meaning of the king’s authority and dignity while yearning for an everlasting dynasty. On the f loor, 
different kinds of mats, such as hwamunseok and haengboseok, were used. Although there is evidence 
that carpet was used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because we aim to reproduce the main f loor of 
Hamnyeongjeon Hall based on traditional styles, we decided to recreate a yongmunseok for the dais 
and a jiui (mat) for the main f loor.

“함녕전에 나아가 러시아의 전 공사 마튜닌Matunine, N.과 새로 임명된 공사 파블로프 

Pavlow를 접견하였다. 국서를 봉정하였기 때문이다.”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월 12일, 1899년 대한 광무 3년 

“… 회작연을 배설할 때 용교의로 하고 이튿날에는 교의로 거행하며, 임금이 글을 

짓고 세자가 글을 지을 때 선창 악장과 후창 악장은 여령으로 하여금 연습하게 할 

것이며 이틀 동안 쓸 찬품을 적당히 마련하도록 분부하라.”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2월 27일, 1893년 조선 개국 502년 

“… 한편 커진 작업 규모와 함께 용상, 오봉병, 삽병, 흑장구 등의 제구도 보다 많이 

소요되었던 듯 도설에는 다른 의궤에는 없었던 향로, 용교의, 어좌선 등 많은 기물

의 채색화가 있으며….” 

어진도사도감의궤 

『조선왕조실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Received Russian former envoy Matunine, N. and the new envoy Pavlow at 
Hamnyeongjeon Hall. They presented their credentials.”

Gojong Sillok Vol 39. Gojong 36th year, the 3rd year of Korean Empire Gwangmu. January 12th, 
1899 [according to solar calendars]. 

“… when hosting festive meetings, use a yonggyoui; then use a gyoui the next day. 
For when the king writes and the crown prince writes, the preceding and closing 
songs should be practiced by a female singer. Spare enough food for two days.”

Gojong Sillok Vol 30. Gojong 30th year, 502nd year since Joseon foundation. February 27th, 1893 
[according to solar calendars]. 

“…On the one hand, with the increased size of the work, many objects such as the 
yongsang [the royal dais], obongbyeong [royal screen painting of five mountain 
peaks, the moon, and the sun], sapbyeong [royal panel screen], and heukjanngu 
[black drum] seem to be used more than expected. In the illustration book, there are 
colored paintings of many artifacts that were absent in other uigwe. Some examples 
are the hangno, yonggyoui, and eojwaseon…”

among Eojindosadogamuigwe

 Joseon wangjo sillok,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literature and artifact research. Although the literature shows that a yonggyoui 
was installed for festive event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Joseon wangjo sillok, 30, 30). Meanwhile, “Painting of a Royal Banquet in 
year Shinchuk on a folding screen” provides a detailed and beautiful description 
of a celebration. The painting shows interior and exterior aspects of a festival 
held at Hamnyeongjeon Hall to celebrate Emperor Gojong’s 50th birthday in 
July 1901. This painting offers a critical base concept for creating a yonggyoui. In 
addition, other festive paintings on Mujinjinchandobyeong (Gangnyeongjeon 
Hall in Gyeongbokgung Palace, 1868; Tongmyeongjeon, Changgyeonggung 
Palace, 1848; and others)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a yonggy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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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gyoui and yongpyeongsang, 
symbols of the king’s authority
Yonggyoui is a portable folding royal throne with an engraving in the shape of a 
dragon. Although the literature attests that diverse types of daises and thrones 
were used, since Hamnyeongjeon Hall was not an official ceremonial space, we 
concluded that a portable gyoui was appropriate. Based on the style of crafts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some recreated crafts at Gyeongbokgung 
palace and Jongmyo royal palace, the surface of the chair is orange and parts of the 
cloud and dragon design are decorated with gold. Since the seatback and armrests 
form a gradual U-shaped curve while the legs are crossed in an X-shape, the overall 
shape of the sea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hape of contemporary 
portable chairs. To assist the king in taking his seat on the throne, the bottom of the 
chair has a gakdap (footstep) that can be moved vertically. On the chair, resplendent 
shapes, such as yongmun, sumun, and dangchomun are carved in openwork. As they 
are varnished with lacquer, their color contrasts with the red color of the chair.
The recreation of the yonggyoui was a demanding labor that required the cooperation 
of many artisans. After carving the wood for the recreated craft according to 
exact measurements, Duseokjang (metal craft) metal design and production 
proceeded to connect each part of the chair and to incorporate splendid yet 
practical decoration. After adding a layer of leather to the bottom of the chair, the 
final process of adding dazzling paint to the yonggyoui began.
Arumjigi and the advisory committee members had concerns before coloring the 
yonggyoui. Crafts at museums and previously recreated pieces exhibit a unique royal 
craft color with red lacquer. However, rather than recreating the yonggyoui with the 
same old method, Arumjigi, the advisory committee, and the Deoksu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intended to highlight the Korean Empire’s royal family with a 
yellow (gold) color, which represents Emperor Gojong. Moreover, we decided to 
make the throne all the more splendid by adding brushed gold on ornaments so that 
they would shine when the sun shone upon them.
To finish the complicated and elaborate process in due time, the cooperation of 
artisans was more than important. Master Jung Soo Hwa (Chiljang specialist,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13), who had experience 
reproducing a yonggyoui at Geoncheonggung of Gyeongbokgung palace, and 
Master Lee Gang Yeon (Somokjang specialist, certified traditional skill holder by 

용교의, 용평상 장석 

용교의와 용평상에 들어가는 장석을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실견하여 

같은 형태로 재현·제작한 후 옻칠로 구워 

마무리한다.

용교의 및 용평상 백골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 및 재단하여 용교의 

백골(단풍나무)을 완성한다.

용교의, 가죽 방석 상판은 손염색한 소가죽, 

바닥은 노루 가죽, 가선은 사슴 가죽을 

사용하였고 초실을 사용하여 가죽과의 마찰로 

인해 닳는 것과 풀어짐을 줄인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교의龍交椅와 용평상龍平床

용교의는 용의 형상이 새겨 있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임금의 이동식 의자로, 고증에 따르

면 다양한 형태의 어좌와 평상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행사 장소가 

아니었던 함녕전에서는 이동식 의자인 교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복궁과 종묘 등 기

존 전각의 재현품들을 비롯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 유물에서 발견한 특

징들로는 본래 의자 표면에는 주칠이, 의자 곳곳에는 운룡문을 금채로 장식하였고 팔걸이와 등받

이 부분은 U자형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다리는 X자형으로 교차되어 있어 현대 접이식 의자

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이 교의에 오를 수 있도록 의자 바닥에는 각답

(발돋움)이 맞닿아 있으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는 용문, 수문, 당초문을 비롯한 화

려한 문양들이 투각되어 있고 옻칠이 되어 있어 붉은 의자 색과 대조를 이룹니다. 

용교의 재현은 제작 자체만으로도 많은 장인의 협업이 필요한 난이도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재현 유

물의 정확한 치수에 맞추어 나무를 깎고 휘는 소목 작업이 끝나면, 의자의 각 부분을 연결하고 화

려함을 더하는 기능적 장식을 위해 두석장의 철물 디자인과 제작이 이어집니다. 의자 바닥에 가죽

을 덧댄 후 용교의에 화려한 색을 입히는 채색을 마지막으로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아름지기와 자문위원들은 용교의 채색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장 유물과 기존 재현품

들은 붉게 주칠朱漆하여 궁중 유물의 특색을 한눈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지기, 자문위

원, 덕수궁관리소는 기존 유물을 같은 방식으로 재현해 내기보다 고종황제를 상징하는 황칠(금색)

을 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의미를 빛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식 부분은 긴 논의를 거쳐 금金분

칠을 하여 해가 있는 방향에 따라 빛을 내는 화려함을 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 과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인들의 합이 

중요했습니다. 경복궁 건청궁에 재현된 용교의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정수화 장인(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기능보유자)과 이강연 소목장(대한민국 전통기능 전승자 노동부 12-1호)을 중심으

로 박성규 칠피장(대한민국 칠기명장 제06-9호)이 가죽 방석 제작을, 안이환, 허대춘 장인과 함께 

두석 재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을 실견・탁본하여 가로 51.7cm×세로  

58.5cm×높이 90cm의 용교의 크기와 형태를 정하고 단풍나무를 사용하여 틀을 잡았습니다. 각각

의 장석은 백동을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다듬은 다음, 옻칠하여 검게 굽고 살짝 갈아 내어 광을 연하

게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교의 바닥은 푸른색으로, 손염색을 한 소가죽에 복과 다산을 의미하는 박

쥐 문양과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가 둥근 형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뒤판은 노루 가죽을 덧대어 마

감하고 가죽 방석의 양 끝은 사슴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모든 부분은 초실(밀랍을 묻힌 명주실)로 

손바느질하여 손이 가진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담았습니다. 용평상은 용교의 크기에 맞추어 가로 

180cm×세로 110cm×높이 13cm로 제작하여 네 귀를 옻칠해서 검게 구운 장석으로 감싸 평상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용교의 의자 다리에 새겨진 운룡문을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하여 새겨 넣었

습니다. 운룡문에는 금분칠을 하여 장식적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교의, 용평상 황칠 

나무 방 안에 물을 뿌리고 황칠한 교의와 평상을 넣어 

4~5시간 정도 습식 건조시키는 작업을 10여 회 

반복한다. 이렇게 칠해진 색은 처음엔 황토색(노란색)을  

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밝은 황색(금색)으로 

피어나며 진정한 색을 발하게 된다. 장식이 들어가는 

부분은 옻칠을 한 후 금분을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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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 가운데는 다섯 개의 발톱이 달린 용이 새겨진 자리(오조용문석五爪龍紋席)가 깔려 있었습

니다. 다만 문헌과 실견한 자료의 예가 서로 달라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문

단은 진연의궤의 형식을 따르되 사료에서 상세 무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신선원전의 

용문석 무늬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리 제작을 위해 왕골을 며칠 동안 바짝 말려 색을 밝게 해주고 민무늬 자리를 먼저 짭니다. 

자리의 둘레를 두르는 가선은 황금색으로 염색한 명주를 사용하여 대청마루에 깔린 지의와 

용문석을 모두 둘렀습니다. 가로 200cm×세로 120cm의 지의 6장을 붙여 총 가로 400cm×

세로 360cm의 지의를 만들어 대청마루의 일부분을 덮도록 하였습니다. 용문석의 크기는 평

상 크기에 맞추어 가로 180cm×세로 110cm로 제작하였습니다. 용문석에 새겨진 무늬는 왕

골의 껍질을 얇게 저며 가마솥에서 치자와 함께 삶아내는데, 48시간을 삶으면 황색 물이 자

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물들인 왕골을 가늘고 긴 촉과 같은 바늘 끝에 젖은 상태로 끼우고 이

를 미리 짜놓은 백판에 무늬를 만들어 갑니다. 용문석의 디자인은 가로세로 위치를 정확히 

나누어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장인이 가진 솜씨를 바탕으로 원본에 최대한 부합하

게 작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과 함

께 숨 쉬며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The king’s painting, obongbyeong
Obongbyeong is a palatial painting from the Joseon dynasty that was always situated behind the 
throne or behind the picture in binjeon, the place a king or queen’s coffin was stored until their 
funeral. In this painting, there is an alignment of five peaks, the sun, the moon, pine trees, and 
water. The sun, which rises every day, the moon, which repeats its cycle of waxing and waning, 
pine and pine nut trees, which symbolize longevity and prosperity, robust waterfalls, and the 
five peaks illustrate harmony between yin and yang, while also symbolizing the king’s dignity 
and the peace of the peopl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 Korea, No. 1) led the process. Master Park Seong Gyu (Chilpijang 
specialist, holder of Korea Chilgi mastership, No. 06–9) worked on producing a leather sitting cushion. Master 
An Ihwan and Heo Daechun contributed in recreating the duseok. After examining crafts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e created molds of metal ornaments for a yonggyoui with dimensions of 51.7 cm × 58.5 cm × 
90 cm. We used maple wood to make the molds. Each ornament was handcrafted from nickel. Every ornament 
went through a process of lacquering, baking until dark, and grinding until shiny. The bottom of the gyoui is blue; 
on this hand-dyed cowhide, bats and the letter su (壽) are engraved in a circular pattern. Bats symbolize bok (福 
or good fortune) and fertility; the letter su (壽) represents longevity. The back of the chair is protected with roe 
deer hide cushion. The cushion’s ends are also covered with deer hide. Every seam is hand-sewn with chosil (silk 
thread soaked in beeswax) to ref lect warmth and generosity. The yongpyeongsang was made with dimensions of 
180 cm × 110 cm × 13 cm to fit the size of the yonggyoui. Each of the four corners was covered with a lacquered 
and baked ornament to protect the wood of the dais from damage. We carved a new version of ullyongmun, the 
cloud and dragon design carved on the legs of the yonggyoui, on the bottom of yongpyeongsang. This ullyongmun 
carving was brushed with gold as a decorative feature.

왕의 그림, 오봉병五峯屛

오봉병은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뒤에, 사후에는 빈전殯殿(장례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시던 전각)

의 어진 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궁중 회화입니다. 이 그림에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물이 일

정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 차오름과 일그러짐을 반복하는 달, 장수와 

번성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잣나무,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와 다섯 개의 봉우리는 음양의 조화와 임금의 위엄

을 상징하고 백성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봉병은 현재 4폭, 6폭, 8폭 또는 한 폭짜리 병풍이나 삽병, 창호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 표본이 되

었던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 유물로 정하고 함녕전의 대청에 맞추어 크기와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림의 크기는 세로 197cm이고, 그림 주변을 덧댄 천의 넓이는 윗단 10cm, 아랫단 30cm, 병풍을 표구할 때 짜

는 틀이 5cm이며 병풍 다리를 포함한 최종 높이는 244cm 정도 됩니다. 각 화폭의 크기는 중앙 4폭은 64cm, 

양 끝 2폭은 44cm로 하여 프레임을 포함한 총 길이는 370cm가 됩니다. 그림은 아교와 백반을 섞어 전처리

한 화견에 청색, 홍색, 녹색, 백색, 흑색의 선명한 안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채색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발색

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작업하였고 파도가 일렁이는 부분의 수간안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채

를 사용하여 채색하였습니다. 

용문석龍紋席과 지의地衣 재현

재현하는 데 있어 주요한 사료로 조사하였던 신축진연의궤는 1901년 7월, 황제가 된 고종의 오순을 축하하기 

위해 황태자가 올린 예연에 대한 자료입니다. 진찬보다 격상되어 4일간 진행된 진연은 함녕전에서 모두 거행되

었다는 사실과 그중 내진연 시 위계에 따른 어좌 배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좌는 대청 가운데서 남향을 하고 용평상 1좌座와 아래에 배설하는 황화석 2장을 붙인 지의 1뜸, 위에 배설하는 

황룡 무늬 홑자리 1건은 모두 가선을 황주(황색명주)로 대어 준비한다.” 

신축진연의궤

사료 조사에 이어 열두 분의 조선 국왕 초상화를 모신 진전인 창덕궁 신선원전의 유물을 실견하였습니다. 신

선원전은 조선 최후의 선원전이자 관련 유물이 남아 있는 유일한 전각입니다.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김왕직 교

수, 한복기술진흥원 박현주 원장, 화동문화재단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옷공방 이경선 연구원과 함께 고종의 

감실을 찾아 용상, 용문석, 오봉병과 함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선원전은 아무 무늬 없는 지의가 바닥 전

체를 덮고 있었고 3겹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선은 주자직으로 짠 단(견)으로 감쌌으며 색은 많이 바랬

지만 황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평상 위에 올린 용문석도 같은 가선을 사용하였고, 가장자리에 둘러진 무

병풍은 곧게 펼쳤을 때 양 

끝의 각도를 안으로 향하게 

조절하여 함녕전의 대청을 

살포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병풍의 양 

끝을 안으로 들임으로써 뒤로 

보이는 풍경 또한 함녕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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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제작 박현주 원장

(한복기술진흥원)

Obongbyeong exists in various sizes from 4 pok (paintings) to 6 pok, 8 pok and 1 pok folding screens, panel 
screens, and windows and doors. We used a piece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s a sample and 
adjusted its width and height according to the size of Hamnyeongjeon Hall’s main f loor. The painting is 197 
cm in height; the cloth that surrounds the painting gives a 10 cm margin at the top and 30 cm at the bottom, 
and the frame used for mounting is 5 cm wide. Therefore, the total height, including the legs, is approximately 
244 cm. The four painted panels in the middle are each 64 cm in width, whereas the two panels on each end 
are 44 cm in width. The entire painting, including the frame, is about 370 cm wide. On a silk canvas prepared 
with agyo and baekban, the elements are presented in vivid colors of blue, red, green, white, and black. Because 
the density of the paint is not consistent, the color quality can tend to vary; therefore, we paid extra attention 
during the painting process. Other than parts of the wave, where natural paint was used, all the paints were 
colored with mineral pigments.

Yongmunseok and jiui
Sinchukjinyeonuigwe documents a banquet that the prince hosted to celebrate Emperor Gojong’s 50th 
birthday in July 1901. It provided invaluable information for the recreation process. Since this banquet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 regular ceremony, it lasted for four days. The document illustrates that 
the banquet took place at Hamnyeongjeon Hall over all four days and shows the seating arrangement, which 
was based on the hierarchy of officials.

“The throne should face south on the main f loor. One yongpyeongsang, one tteum of jiui with two hwangh-
waseok attached, and one mat with gold dragon should all be prepared with a yellow silk hem.” 

Sinchukjinyeonuigwe

In addition to literature research, we examined crafts from Shinseonwonjeon at Changdeokgung palace. 
Shinseonwonjeon is a shrine with the portraits of twelve kings. It is not only the last shrine, but the only 
palatial building with relevant crafts. Professor Kim Wang Jik from the College of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President Park Hyun Joo from Hanbok Technology Promotion, and Lee Kyong Sun, researcher 
at the clothing studio of World Culture Open ONJIUM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visited Gojong’s tabernacle to examine the throne, yongmunseok, and obongbyeong. The f loor of the shrine 
was covered with three layers of un-patterned jiui with hems covered in satin silk. Although their color had 
vanished, we could tell that they were originally yellow. A yongmunseok on the yongpyeongsang used the 
same hem threads and there was the trace of an ojoyongmunseok, the symbol marking the hypothetical seat 
of a five-clawed dragon, in the center of each of its corner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decide which source to 
follow, since the actual crafts at the shrine were different from what we learned in the literature. The advisory 
committee decided to follow the information from jinyeonuigwe but to use the yongmunseok pattern from 
Shinseonwonjeon, since we could not discern a detailed pattern from the documents.
To produce the mats, rushes were completely dried until bright in color and were woven into un-patterned 
mats. The hem surrounding the mats was sewn with silk thread dyed orange. The same thread was used 
throughout the jiui and yongmunseok. We attached six 200 cm × 120 cm jiui together to make a 400 cm × 360 cm  

cover for the central part of the main f loor. A yongmunseok was created to dimensions of 180 cm × 110 cm, a 
size appropriate for the size of the dais. The pattern on the yongmunseok was made with rush. After grinding 
rush into thin pieces, we boiled it with gardenia and, after 48 hours in the boiling water, a yellow color 
naturally absorbed into the rush. Since the design of the yongmunseok could not be quantified with exact 
measures, an experienced master recreated it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original piece. Since jiui neutrally 
compliment a wide variety of settings, they serve well in changing environments.” Since jiui breathes with 
its encompassing environment, it adapts to changes in the surroundings.

궁궐의 가치를 내일의 문화유산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이번 덕수궁 함녕전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를 통해 아름지기는 역사와 우리 문화 속에 남겨진 흔적들

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잊혀진 우리 공예의 쓰임과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동시에 장인들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많은 도움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저력을 공감하는 많은 분의 힘이 필요

합니다.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름지기의 활동을 후원해준 에르메스 코리아, 수많은 재현 과정에서 힘

을 모아 협력해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 덕수궁관리소, 그리고 전통 공예 장인들이 없었더라면 우

리 문화유산을 내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아름지기의 행보는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8년에도 아름지기는 함녕전을 비롯

한 덕수궁의 다른 전각을 두루 둘러보고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과

거 한순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공예 문화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토

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궁궐 문화유산의 의미와 멋을 찾아가는 여정에 아름지기가 앞장서겠습니다.

To preserve palatial values for tomorrow’s cultural heritage
With this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on Deoksugung Palace, Arumjigi i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in recollecting historical and cultural traces. While rejuvenating the use 
and beauty of our forgotten crafts, we ruminate on the need for continuous attention and assistance from 
all parts of society to uphold the legacy of our master craftsmen. This is a demanding process that requires 
support from many who sympathize with the value and potential of our cultural heritage. We couldn’t 
have done anything to preserve our cultural heritage into the future without enormous support from 
Hermes Korea, who have sponsored Arumjigi for much longer than three years,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Deoksu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which cooperated over the seemingly endless re-creation process, and, of course, our master craftsmen. 
We appreciate everyone who buttressed our project once again. We will continue to proceed with our 
endeavor to restore palatial buildings at Deoksugung Palace, including Hamnyeongjeon Hall. Rather than 
representing one moment of past glory, we aspire to build a sustainabl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raft culture 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general. Arumjigi will take a lead in the journey of 
rediscovering the meaning and grace of our palatial cultural heritage.
Hermes is a global brand that encompass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y connecting traditional 
craftsmanship with the finest materials to produce revolutionary and beautiful products. Hermes continues 
to grow, inspired by a robust foundation and the past generation’s spirit, and applying the same attitude to 
our current vision of cultural revolution. Hermes Korea has ceaselessly sponsored cultural art activities 
in Korea since 1997. As a part of this endeavor, Hermes joined this project to assist in supporting Korean 
traditional craftsmen over the long term.

에르메스는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최고의 소재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의 역사를 세운 지난 세대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강인한 뿌리에 기반을 두고 혁신을 추구하는 하우스의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활동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 

공예 장인들을 장기적으로 후원하고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작가와 장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획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창조합니다.

한국 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딩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Korean Beauty to the World

전시기획 _ 기획전시, 해외 전시  
장인 및 신진 디자이너 육성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사업 
한식, 한옥, 한복 연구 개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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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지기의 가구 ‘Korean modern BORYO’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Korean modern BORYO’로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의 Product-Home Furniture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위치한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
를 지닌 독립 디자인 기관으로서 매년 최고의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iF 디자인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orean modern BORYO’는 한국 전통 보료에 착안한 가구로, 전통의 미감과 비례를 존중하면서도 구성과 재
료를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실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63명의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54개국으로부터 접수된 
6,400여개 이상의 출품작이 수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iF 어워드의 ‘Product-Home 
Furniture’ 부문에서 한국 출품작이 선정이 
되지 않았고, 특히 전통을 기반에 둔 한국적
인 디자인 결과물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
합니다.

아름지기가 새로운 문화상품을 선보입니다.
천연양모 파우치 & 카드지갑, 한지테이블매트 ver.2
2017년 가을, 아름지기는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성 있는 가방과 지갑을 신규 문화상품으로 선보입니다.  
새롭게 소개하는 천연 양모 가방과 지갑은 ‘접기’와 ‘색’을 주제로 간단하게 접어 물건을 감싸는 전통 보자기의 지혜
와 전통복식의 색 배합에 착안하여 디자인했습니다. 천연 양모지의 소재감을 살린 심플한 디자인에, 색 끈으로 전통 
요소를 가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양모 카드지갑은 도톰한 양모지가 접히며 만들어진 곡선을 볼륨감 있게 살려준 제품입니다. 별도의 잠금 장치 없이  
볼록한 하단을 눌러 수납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한 편리한 사용 방식은 제품의 개성을 더해주며, 2칸의 수납공간
이 있어 다수의 카드를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개발 된 한지 테이블 매트의 두번째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한지 테이블 매트는 전통 한지의 아름다운  
색감과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린 테이블매트입니다. 수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테두리를 마감한 제작 기법이 특징이며,  
사용이 편리하도록 표면에 생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청색, 육홍색, 천청색, 참색, 현색의 5가지 색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색을 통해 우리 식탁의 맛과 멋을 높여줍니다.

아름지기와 구글이 함께하는 패션 프로젝트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를 통해 
아름지기 전시를 세계인에게 소개합니다
2017년 6월 8일부터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를 통해 세계 패션의 3,000년 역사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가상 전시를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와 아름지기를 비롯한 국내 7개 기관, 전세계 180여  
유수 문화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대  
실크로드에서 베르사유의 우아한 패션과 브리티시 펑크British punk 및 현대 의복의 뒷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 아트 앤 카메라에서는 360° 영상, 무대 뒤 스트리트뷰, 기가픽셀 이미지, 대표적인 전시물의 스토리 등 일반인에
게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름지기 기획전시를 통해 선보인  
전통문화 연구소 온지음 옷공방의 패브릭 연구와 전통 복식 역시 구글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구글 아트카메라로  

촬영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구글 아트카메라는 특수 목적의 장치로서 
수백 장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촬영한 후  
하나로 연결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디테일을 드러내는 매우 세밀한 하나의 완전
체를 생성합니다. 실제 눈으로 감상하는 것  
그 이상의 초정밀 이미지를 통해 우리 복식
과 전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아름지기 아카데미 <한류, 메이드 인 코리아>
한강의 『채식주의자』부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까지
아름지기는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2017년 아름지기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에 발맞추어, 대중문화 이면에 숨은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류,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주제로 진행된 아카데미는 문학, 음식, 현대미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문화 콘텐츠의글로벌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문화가 지닌 힘과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카데미 1강에는 홍석경 교수(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통되고 있는 현상을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2강은 지난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 수상에 큰 기여
를 한 프로모터 이구용 대표가 수상 이후 이전과는 달라진 한국 문학 작품의 위상과 글로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어서 3강은 이욱정 KBS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짚어주는 요리와 문화와의 연관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4강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에서 한국관 전시를 이끈 예술감독 이대형 현대자동차 아트
디렉터와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의 진행상황에서부터 한국  
작가들의 우수성과 그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플랫폼에 이르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는 방법과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t a Glance 2017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DISCIPLINE PRODUCT

Korean modern BORYO

portable couch

DESIGN
arumjigi
lee ye sl
seoul, Republic of Korea

CLIENT / MANUFACTURER
shinsegae international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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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RUMJIGI SPECIAL EXHIBITION, 
<SHADE FROM THE SUN>

해를 가리다 展
2017 아름지기 기획전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은 과거  

우리 선조가 보냈던 시간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전통의 정신과 미감을 오늘날의 일상에 걸맞게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온 아름지기에 3년이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다시 주住생활  

문화 전시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4년 <소통하는 경계, 문門>에서 늘 지나치는 경계로만 인식 

되던 ‘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공간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소통의 시작으로서의 ‘문’을 새롭

게 제시했습니다. 이번 2017 <해를 가리다>展에서는 그 문턱

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가장 원초적 

이고 본질적인 ‘공간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탐구를 전시에 

담아봅니다.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era, time seems to f low much 
faster than it did for our ancestors. Indeed, time has passed rapidly 
for Arumjigi as we have focused on applying our traditional 
spirit and aesthetic to contemporary daily lives. Three years have 
passed already and it is the exhibition year to honor the culture of 
traditional Korean housing again. 
In our 2014 exhibition, <Doors: Boundaries of Communication>, 
we created a discourse on presenting doors as a new architectural 
space rather than a mere border that we cross every day. We 
sug gested that doors are to initiate communication as the 
connection between one space and another. In this 2017 exhibition, 
<Shade from the Sun>, we explored the spaces beyond the doors 
and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activities that complete 
the space”: lodging, enjoying, and 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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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의 일시적 왕실, 어막차御幕次 

그리고 막차형 텐트

아름지기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관객들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은

은하게 빛을 발하는 난생처음 보는 작품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무언가 친숙하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바로 왕이 이동하거

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때 머물던 일시적 왕실인 어막차御幕次입니다.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집공방의 손길로 재현된 어막차는 정조가 

경기도 화성의 현륭원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베푼 진찬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와 <화성원행의궤도>에 근

거하여 재현되었습니다.

궁륭형의 지붕과 네 개 면의 휘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벽이 없는 기

둥, 평평한 보계로 구성되었고, 내부에는 사료에서 확인한 집기들 

(병풍, 표피 무늬 방석, 서안, 돗자리)로 재현되었습니다. 어막차 재

현의 기본 개념은 ‘겉으로는 소박하고 안으로는 화려하다’는 외빈내

화外貧內華이며, 이는 조선시대군주들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신발

을 벗고 들어가 앉아 있노라면 마치 조선의 왕이 된 듯한 기분을 느

껴볼 수 있는 어막차는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이번 기획전시

의 메인 작품으로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막차의 맞은편에는 온지음 집공방의 고도금기古道今器(전통의 정

신을 현대의 기술로 만든다.)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막차형 텐트가 

자리했습니다. 어막차의 전통적인 형태와 의미를 가져오되, 현대에

서의 편리한 쓰임에대해 고민했고 동아알루미늄DAC과의 협업을 통

해 10분 내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막차형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막차의 원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막차형 텐트는 최대한 직각에  

가깝게 지지대를 세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텐트가 일

반적으로 유선형의 낮은 천장을 가진 것과 대비되는데, 실제로 텐트 

안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 함께 널찍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객들은 전통의 모습을 재

현한 텐트가 이처럼 편리하고 실용적일 수 있음에 놀

라워하며 구매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The King’s Temporary House: 
The Royal Tent 
(inspired by the Royal Tent)
As visitors entered the Arumjigi exhibition on the first 
f loor, they encountered something that they have never 
glimpsed before. It was shining softly in a tranquil space. 
It was something familiar yet previously unseen: the royal 
tent, the abode of the king while traveling and on special 
occasions.
The housing workshop of ONJIUM,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created the 
royal tent based on an illustration of King Jeongjo’s royal 
procession and the illustration of Bongsudang Banquet, 
which depicts the celebration of the sixtieth birthday of 
K ing Jeongjo’s mother, Lady Hyegyeonggung Hong. 
The royal tent has a vaulted roof, pillars without walls—
which can support drapes on all four sides—and a f lat 
f loor. Based on references, the inside was furnished with 
ornaments including a sitting cushion with a folding, 
tiger-skin-patterned screen, a reading table, and a mat.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reproducing the royal 

tent was “modest outside but rich inside.” Adhering to the spirit of the Joseon 
kings, this refers to enriching the tent’s interior, although the outside may look 
simple. As visitors took off their shoes and sit down in the royal tent, they could 
almost feel as if they were the king of Joseon themselves. The royal tent was the 
highlight of the special exhibition and was thoroughly enjoyed by both men 
and women, young and old alike. 
Across from the royal tent was situated the contemporary tent. It ref lected 
ONJIUM housing workshop’s spirit: preserving tradition while incorporating 
modern technology. While the contemporary tent embraced the traditional 
shape and meaning of the royal tent, it was created for convenience today. 
In collaboration with Dongah Aluminum Corporation (DAC), we created a 
contemporary tent that can be assembled and dissembled within ten minutes.
To ref lect the original shape of the royal tent as much as possible, the 
contemporary tent was designed with right angles so that it can support 
poles, contrasting to the streamlined shape of the roof. After entering the 
tent, visitors could experience a spacious resting area with a high ceiling. The 
exhibition visitors were amazed that a tent reproduced from our tradition 
could be so convenient and practical; some even inquired as to whether the 
tent was available for sale.

<화성원행의궤도華城園幸儀軌圖>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어막차에 대한 상세한 그림과 함께 ‘어막차’의 명칭이 한글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로, 

<봉수당 진찬도>와 함께 전시의 중요 사료로 이용되었다.

온지음 집공방이 재현한 어막차와 막차형 텐트

전시에서 재현한 어막차는 크게 지붕, 몸틀, 

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이동과 조립의 

용이함을 위해 각각 분리되도록 했다. 구조 틀과 

보계는 주칠을 했으며, 처마는 지붕과 휘장에 쓰인 

천과 유사한 색상을 칠해 지붕에서부터 휘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천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막의 

겉감은 검정밤색으로 염색한 무명천을 사용하여 

소박하고 차분한 느낌을 자아낸다. 안감은 쪽빛의 

운문사로, 얇은 비단에 구름이 새겨 있어 밝고 

화려하다.

편리성을 위해 목 구조를 알루미늄 폴 구조로 

변경하면서 보계는 사라지고 전통 어막차에는 없었던 

벽체가 품이 생겨났다. 목 구조의 사각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구조재로 이너텐트를 추가했다. 플라이는 

<봉수당진찬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휘장의 색채와 

문양을 접목해, 전통 비단 소재인 검정 색의 순인과 

옥색의 운문사로 제작했으며, 어막차와 같이 네 면의 

휘장을 열어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렇게 

현대화한 막차형 텐트는 10분 이내에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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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가지고 놀다, 

움직이는 가지붕 

1층 전시장을 지나면 아름지기 뒤뜰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 건축가 SoA의 움직이는  

가지붕을 만나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실린더 하나에 여섯 개의 정사면체를 달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고안된 임시 지붕의 손잡이를 움직여 보며 작품에 적극 

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그 움직임은 해와 비, 하늘과 소통하게 됩니다. 지붕을  

통해 변화하는 그림자와 외부 환경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색적인 유희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Laying with Shadow,
Moving the Temporary Roof

A f ter passing the ex hibition room on the 
first f loor, visitors encountered the moving 
temporar y roof designed by contemporar y 
architect the Society of A rchitecture (SoA). 
It was installed in the backyard at Arumjigi. 
With six tetrahedrons attached to movable 
cylinder weights, the structure is designed to 
be shaped and altered with handles. Exhibition 
visitors could actively engage with the piece by 
moving handles, and this movement changes 
the visitors’ exposure to the sun, rain, and sky. 
The moving shadows and changing ambience 
provided a uniquely engrossing experience for 
our visitors. 

마주하다, 

전통 차일과 현대 차일의 만남 

2층 중정으로 올라서면 관람객들은 한옥 처마 밑에서 바람의 움직임에 몸을 맡

기고 부드럽게 살랑이는 현대 건축가 stpmj의 Chail Renaissance와 바람을 크게 

타고 웅장하게 일렁이는 온지음의 그늘길, 차일遮日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stpmj의 Chail Renaissance는 한옥 서까래에 끼워서 그늘의 크기를 연장하는 

부착형 차일입니다. <신축진연도병辛丑進宴圖屛> 연구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현

된 이 작품은 한복의 소재로 사용되는 노방을 사용하여 해와 비를 가려 주는 

역할과 함께 풍부한 빛을 분산시켜 밀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

다. 특히 서까래에 나사나 접착제 없이도 차일을 부착할 수 있는 알루미늄 부

연 구조를 제안하여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건축가 부부와 여섯 살 딸아이가 함께 분필로 그린 알록달록 색동길

은 차일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자와 만나 관람객과 소통의 연결 고리가 되어 주

었습니다.

아름지기 한옥 대청에 앉아 Chail Renaissance가 만들어낸 그늘을 즐기던 관

람객들은 자연스레 맞은편 데크 위의 그늘길, 차일遮日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

다. 올해 처음 전시 공간으로 공개되는 3층에는 대나무를 다발로 엮어 기둥을 

만들고 삼베 천을 폭으로 길게 이어 현대의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차일을 재

현했습니다. 온지음 집공방이 <무신년진찬도병>과 <민영환의 국장례식 행렬> 

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그늘길, 차일遮日은 파란 가을 하늘빛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온지음 옷공방이 함께했습니다. 염색을 수차례 반복하

고 빛에 의한 변색까지 고려한 은은한 삼베 빛깔은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과 

만나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멋에 반하게 했습니다. 차일 아래 마련된 

휴식 공간에서 편하게 눕기도 하고 차를 즐기기도 하면서 새로운 전시 공간으

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좌_그늘길, 차일(온지음 집공방), 우_Chail Renaissance(stpmj)

하나의 실린더에 6개의 거꾸로 된 정사면체가 실린더 추에 연결되고, 

각각의 정사면체의 다른 꼭지점에서 실린더를 통해 또 다른 사면체와 

연결되어 있어 손잡이로 한 지점을 움직이면 연결된 다른 사면체도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면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 벌어지는 정도가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붕의 패턴은 가능한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만,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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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ing, Meeting the Traditional Chail and 
Contemporary Chail

After entering the courtyard on the second f loor, visitors encountered 
“Chail Renaissance” and “Sunshade as a Shaded Road” at the same 
time. Designed by a contemporary architectural practice, stpmj, 
“Chail Renaissance” moved softly as the wind blew. “Sunshade as 
a Shaded Road” is a piece by ONJIUM and exhibited dramatic 
movement with the wind. Both were installed just underneath the 
hanok roof.

“Chail Renaissance” by stpmj is an attachable chail. When attached 
to the hanok rafters, it extends the area of shade. <Painting of a Royal 
Banquet in year Shinchuk on a folding screen> offered insights into 
the transformation of chail in this contemporary design. As appeared 
in the painting, “Chail Renaissance” is made of organza fabric, which 
is commonly used for hanbok, allowing the chail to block sunlight 
and rain while dispersing enough light for the user to experience 
the changing sunlight. This sunshade is especially practical and 
functional as its aluminum rafter tips can be attached to buildings 
without using screws or glue.
Most importantly, the architect couple and their six-year-old daughter 
used chalks to decorate the paving underneath the chail. This colorful 
road and the shade met to provide a space of communication for our 
visitors.
Visitors enjoying the shade created by “Chail Renaissance” could 
naturally gaze at “Sunshade as a Shaded Road” across from them. This 
year, the third f loor was open as an exhibition space for the first time. 
There, with a bundle of bamboo stalks as poles and a long sunshade 
drape made of hemp fabric, is a chail suitable for contemporary 
time and space. Inspired by <Royal Banquet in the Musin Year and 
Min Yong-hwan’s state funeral procession,> the ONJIUM housing 
workshop designed “Sunshade as a Shaded Road.” They collaborated 
with the ONJIUM clothing workshop to create an ambience that 
unites shade with a clear fall sky. A fter numerous rounds of dye 
and calculated discoloration with light, the elegant colored hemp 
resembled a clear blue sky. This met with the wind to form a natural 
beauty. Visitors were able to relax, drink tea, and indulge in the resting 
area under the chail. The area earned a positive reputation as a new 
exhibition space.

삼베 차일이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만전유차일滿箭油遮日은 햇볕과 

함께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만전유차일은 유둔지나 옻칠을 

한 종이 등 방수기능이 있는 종이류를 사용한 것은 유차일과 같으나 목면 차일 

아래에 설치되는 목 구조를 갖춘 가설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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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그늘과 서양의 그림자, 

현대 장막 

다시 관람객들의 발걸음은 알록달록

한 우산 앞으로 옮겨집니다. ‘저 작품 

은 뭘까?’하면서 말이지요. 컬러풀한 

다이크로익 필름Dichroic film이 돔 형태 

로 펼쳐져 있는 작품은 바로 최춘웅 

교수의 현대식 장막입니다. 최춘웅 

교수는 그늘을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 

했습니다. 서양회화와 달리 동양의 

그림에는 그림자가 없는데,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림 속 세상이 빛으로 

형상화되는 물리적 세상과 다른 공유 

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서양식 파라솔  

형태에 환영과 송별, 사색과 사교, 그늘과 그림자를 상호 교차적으로 보여 주고자 했고, 

이와 더불어그늘이나 그림자는 왜 검은색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재치 있는 감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작품은 전시 기간 동안  

엄마와 함께 전시장을 찾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숨바꼭질 놀이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The Shade of the East and The Shadow of the West,
Contemporary Parasol

After much rest, visitors were led to an unusual colorful umbrella; “What is this?” some may ask. 
Designed by Professor Choon Choi, the dome shape of colorful dichroic film is a contemporary 
parasol. Professor Choi interpreted shade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Unlike Western 
paintings, there is no shade in Oriental painting. The absence of shadow ref lects how the world 
of a painting is a psychological space rather than a physical space in which objects are shaped by 
light. The piece suggests mutually intersecting concepts—welcome and farewell, meditation 
and socialization, shade and shadow—in the form of Western parasol. It creatively questions 
our bias by asking if shade and shadow are always black. Perhaps that’s why this object offered 
a joyful playground environment for children who visited the exhibition with their mothers.

다이크로익 필름Dichroic film은 빛을 반사하고 산란시켜 자연적인 

빛의 스펙트럼 효과를 만드는 필름이다.

이름을 붙여주다, 

해가리개 

이 작품은 18세기 <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屛>같

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듯이 상인이 시장 난전

에서 좌판을 벌이거나 사대부의 야외 활동 시 

간편하게 햇빛을 가릴 수 있었던 1인용 휴대용

그늘막입니다. 마땅히 명칭이 있는 게 아니어

서 이번 전시 준비 기간 중 온지음 집공방에서 

‘해가리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작품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해가리개에 앉아 아름다운 

경복궁 돌담과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 등 가을 

정취와 마주한 관람객들의 입가에는 옅은 미

소가 번졌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어느 외국인

은 해가리개에 감탄하며, 자신의 고향인 스

페인의 해변가에 해가리개를 놓는다면 얼마

나 아름답겠느냐며 애꿎은 파라솔을 탓하기

도 했습니다.

Naming,
Shade Canopy

This sunshade is a portable personal shade. 
As illustrated in genre paintings such as 
<Pictorial Records of Travel,> merchants 
used this kind of portable shade in street 
markets. Literary scholars also carried a 
sunshade to conveniently avoid the sunlight 
during outdoor activity. Since this object 
did not have an official name, the ONJIUM 
housing workshop named it the “Shade 
Canopy.”
Under the canopy, designed for only one 
person, our visitors smiled, relishing the 
beautiful stonewall of the Gyeonbokgung 
Palace and the ambience of fall in the yellow 
ginko leaves. One foreign visitor was amazed 
at the canopy, commenting how beautiful 
it would be if it were installed on the beach 
back in his homeland,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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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이번 아름지기 기획전시는 9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유난히도 아름다웠던 가을 동안 진행되었습니

다. 선뜻 다가서기 어렵게 느껴지던 아름지기 공간에 다양한 세대가 전시 공간에 머물고, 즐기고, 휴

식하는 모습들은 아름지기에도 선물과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름지기가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웰컴티를 협력해 준 ‘프릿츠 커피’와 온지음 맛공방이 있어 전

시의 즐거움이 배가되었고, 아름지기 한옥이 그려진 엽서 위에 자신만의 컬러와 디자인으로 차일을 

그려보는 워크숍 프로그램 ‘내가 디자인하는 그늘길, 차일’은 전시 참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도구

가 되어 주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햇빛이 가장 따가운 시간에 진행된 ‘Happy Hour’로 매

일같이 아름지기 전시를 찾아주던 단골 관람객들 덕분에 전시장 곳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 기간 중 아름지기 전시장에 Charles Hay 주한 영국 대사, Martin Fryer 영국 문화원

장, 주한 대사부인회 회원들, Bartomeu Mari Ribas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가 

한 해외 인사들, 브리티시 뮤지엄The British Museum의 한국 담당 큐레이터 Eleanor Hyun, 영국 유명 도자 

작가 Jennifer Lee 등문화계 인사들이 소중한 발걸음을 하여 아름지기가 바라보는 한국 전통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2017 아름지기 기획전시 <해를 가리다>展은 한국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보다 열린 공간으로 

서의 아름지기의 가능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가로지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지기와 함께 웃고 또 고민하며 소중한 열정과 격려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에도 아름지기는 우리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통찰로 현대인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미감과 정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위해 부지런히 정

진하겠습니다. 아름지기가 힘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Possibility as an Open Space

This 2017 Special Exhibition was hosted from September 2nd to 
November 10th, during a particularly beautiful fall. It was precious 
to observe different generations as they stayed, enjoyed, and rested 
together in the exhibition space—which is not the easiest place to 
approach.
Fritz Cof fee Company prov ided welcome teas to war m the 
environment at A rumjigi. The ONJIUM cuisine workshop also 
collaborated to make the exhibition more pleasurable. The “Chail, 
Shaded Road that I Design” workshop provided visitors with the joy 
of engaging in the exhibition. On a postcard printed with an Arumjigi 
hanok, visitors designed a chail in their own colors. Many thanks to 
the regular visitors who dropped by at the exhibition almost every 
day during “Happy Hour” from noon to two, when the sunlight was 
strongest; the exhibition was full of delightful laughter.
In addition, H.E . Charles Hay,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Kingdom to the Republic of Korea, Martin Fryer, the director of the 
British Council in Korea, the members of the Ambassador Spouses 
Association in Seoul, Bartomeu Mari R iba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Seoul, foreign 
officials attending the Korean International Art Fair, Jennifer Lee, a 
renowned British ceramic artist, and other cultural figures visited to 
share their encouragement and appreciation of how Arumjigi explores 
new possibilities in Korean tradition.
The 2017 Special Exhibition, “Shade from the Sun,” was special 
as it provided new possibilities in modernizing Korean tradition, 
and it suggested new ways of utilizing A rumjigi in open spaces. 
Arumjigi appreciates everyone who shared our joy and expressed their 
heartening words to us on our journey creating a unique “space” that 
intersects tradition and contemporary time. In 2018, we will continue 
our research into Korean tradition with an endeavor to explore the 
new aesthetics and spirits among contemporary citizens. Arumjigi is 
looking forward to your support over our ardent journey.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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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름지기 기획전시 <해를 가리다>展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축하공연의 첫 번째 문은 젊은 소리꾼 류가양과 

작곡가 양선용의 판소리 공연으로 열었고, 두 번째 축하공연은 

현대무용가 차진엽이 이끄는 Collective A가 전시의 의미를 

무용으로 재해석하여 건축과 패션, 무용의 접점에서 전시의 

의미를 담았다. 

온지음 맛공방에서 정성되이 준비한 우리 음식과, 

DJ 하임의 공연이 이어져 전시의 멋과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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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OVERSEAS EXHIBITION 2017
“COUTURE KOREA” AN ARUMJIGI–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COLLABORATION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展
2017 아름지기-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공동기획 해외 특별전시 

조선시대 궁중에서부터 동시대 파리의 런웨이까지, 미국 내 주요 미술관

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 패션 전시. 우리 전통문화가 갖는 아름

다움과 가치를 일깨워 현시대의 생활문화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아름지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과 함께 한복의 아름

다움을 세계로 알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From the royal court of Joseon to a contemporary runway in Paris: The 
first Korean fashion exhibition in a major art museum in the U.S. To 
remind us of the value and beauty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to apply this 
to the culture of our contemporary lives, Arumjigi joined in the journey of 
sharing the beauty of hanbok with the world in collaboration with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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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일(금)부터 2018년 2월 4일(일)까지 한복 패션 전시 <Couture Korea 우리

의 옷, 한복>展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

시아 미술관과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선보이는 <Couture Korea 우

리의 옷, 한복>展은 아름지기가 몰두해 온 한국 전통 의衣생활 문화에 대한 현대화 연

구의 집약체이며, 조선시대 궁중에서부터 동시대 파리의 런웨이까지 미국 내 주요 미

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 패션 전시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과 아름지기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름지기의 기획전시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때마침 한국을 방문

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A A M 제이 수Jay Xu 관

장이 아름지기의 기획전시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전시를 관람한 후 

큰 감명을 받은 제이 수 관장은 아름지기와 A AM이 역사와 전통을 통해 미래를 지향

한다는 의미에서 비전이 같다며 공동 기획전시를 제안해 왔습니다. 미국 내 주요 미술

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패션 전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The hanbok fashion exhibition, “Couture Korea”, was held at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from Friday, November 30th 2017 to Sunday, February 4th 2018. The “Couture 
Korea” Exhibition was organized by a partnership between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and Arumjigi. The exhibition is the crux of Arumjigi’s ongoing research into 
moderniz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It connects the royal court of the Joseon dynasty, a 
contemporary runway in Paris, and the States, as the very first Korean fashion exhibition in a 
major museum in the U.S.
The noteworthy partnership between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and Arumjigi 
started in 2014. It traces back to when Jay Xu, the Director of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A AM), who was traveling Korea at the time, visited Arumjigi’s special exhibition. 
Having been impressed over the course of three visits to the exhibition, Director Jay Xu 
proposed holding a collaborated special exhibition as Arumjigi and A AM share the core value 
of connecting history and tradition with the future. It was a historic opportunity to host a 
Korean fashion exhibition in one of the major art museums of the U.S. 

한복, 패션으로 세계와 소통하다.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展은 아름지기가 10여 

년간 몰두해 온 한국 전통 의衣문화 연구를 통해 제작된 

한복 컬렉션입니다. 이번 전시의 전통 복식 파트에서 선보

이는 아름지기의 소장품들은 한국 복식 역사 중 조선시대

1392~1910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의 작품은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전통 복식의 고유한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아름지기의 연구 과정을 담

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조의 제작 기법, 소재, 치수 등

을 연구하여 고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되살리되, 현대적 

활용을 고려하여 오늘날 착용하기에 편리한 구성과 제작 

기법을 함께 고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의복의 재현품들은 물론, 샤넬

의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한국 패션디자인의 거장 진태

옥, 그리고 ‘테크’ 섬유Neoprene의 전문가 임선옥, 절제된 전

통주의자 정미선 디자이너가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복 등 

총 120점 이상의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아름지기는 한

복의 전통적 재현뿐 아니라 한복의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현대 패션디자이너들과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협업을 진행합니다. 한복이 갖는 철학적 의미

와 심미적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 재탄생한 의복들은 패션디자이너의 시선을 통해 한국 전

통 복식의 품격에 동시대 실용성과 재치를 더합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물에는 시대와 세대 그

리고 국경을 넘어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한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Hanbok,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through fashion
The “Couture Korea” Exhibition was a hanbok collection, the result of Arumjigi’s 10-year-long 
research into the culture of traditional Korean clothing. This exhibition focused on the history of 
Korea’s clothing from the Joseon dynasty. Each piece ref lected Arumjigi’s arduous research process, 
recover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n modern artwork. Many experts 
from different fields joined this process. In particular, we aspired to preserve tradition by studying 
the unique beauty of our ancestors’ manufacturing processes, materials, sizes, and other aspects of 
their clothing. At the same time, we pondered how we could put the traditional method of clothing 
production to contemporary use, considering factors of feasibility and convenience.
At the exhibition, a total of 120 pieces were presented. The collection included recreations of clothing 
from Joseon as well as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clothes for the modern context produced by 
Karl Lagerfeld from Chanel, eminent Korean fashion designer Jin Teok, Im Seonoc, a designer from 
Neoprene, and designer Jeong Misun, a moderate traditionalist. On top of executing traditional 
representations of hanbok, Arumjigi facilitated ongoing collaborations and partnered in research 
with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toward the globalization of hanbok. New clothes inspired 
by philosophy and aesthetics complimented the elegance of traditional Korean clothes, as did 
contemporary practicality and humor through the eyes of designers. All the pieces were imbued with 
our endeavor to bring a universal consensus across time, generations, and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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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의 멋에 취하여 제1전시실을 나서면 다음 전시실로 통하는 

벽면에 4폭 병풍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영상 작품이 시선을 

끈다. 전시장에 소개된 한국의 한복들은 실제 우리의 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또 몸의 움직임에 따른 한복 특유의 

실루엣과 한복을 입는 과정 등이 어떠한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 아름다운 영상미로 표현되었다. 미장센의 

거장 영화감독 이명세,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노 겸 안무가 

김용걸,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김미애, 아트디렉터 김춘호가 

영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무용수들이 영상에서 선보인 한복은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옷공방이 제작한 것으로 

제1전시실의 작품들과 함께 통일감 있게 연출되었다.

전시의 구성

아름지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의상의 다섯 가지 아름다

움인 자연미, 절제미, 상징미, 품격미, 파격미를 고루 살펴볼 수 있

도록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선조들의 옷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

한 예의와 품격, 한국 문화의 성찰과 해학이 모두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독창적인 미를 세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하

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3개의 전시실에 아래와 같은 테

마로 구성되었습니다.

Organization of the exhibition
Arumjigi organized this exhibition to highlight the five elements of 
beauty in Joseon clothing; it is natural, understated, symbolic, elegant, 
and exotic. With our garments, we aimed to provide a unique aesthetic 
experience of Korean cultural philosophy and an appreciation of 
nature through the eyes of global citizens. The exhibition was divided 
into three thematic sections.

Theme 1. Osher Gallery: 한복이란 무엇인가?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 한복을 통해 우리 의복의 근원과 선조들의 정신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복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형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옷의 모양새가 아

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절제된 아름다움, 자연의 미, 품격 등 철학적 의미가 깊

은 의복이 한복입니다. 아름지기는 어린아이의 옷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

녀노소의 다양한 조선시대 한복에 한국의 미감을 담아내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넓은 소매와 곧은 깃, 세련되고 은은한 색감을 가진 1740년대 영조

의 도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업무복인 곤룡포 외에 일상적

인 도포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로 복식학적 가치가 매우 큰 영조 도포를 

고증하여 복원하였고 영조의 원찰願刹에서 발견된 한지 두루마리에 적힌 발원

문도 함께 전시되어 그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

을 대표하는 두루마기 심의深衣, 방한을 위해 덧입는 가죽옷 구의裘衣, 조선시

대 여성의 7겹 속옷, 저고리 위에 입는 때깔 좋은 배자, 치마 밑에 받쳐 입던 속

곳을 포함하여 저고리와 치마로 이루어진 여성 한복 일습, 아이들이 돌잔치 때 

입던 색동 돌복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의 옷공방은 조선시대 남녀노소가 입었던 다양한 옷차림을 정확한 고증과 매

서운 손 맵시로 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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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Hambrecht Gallery: Between East and West
The “Between East & West” hall displayed hanbok re-interpreted by Jin 
Teok, a pioneer i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and a world-renowned 
designer, and Karl Lagerfeld, a prominent designer representing Western 
fashion. Jin’s piece inspired by a hwalot, a traditional bridal robe and one 
of the most extravagant garments from Joseon, juxtaposed with jeans and 
lace drew great attention. It successfully combines beauty and practicality 
from the East and West.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is revolutionary 
piece—even by today’s standards—was made as early as 1995. Lagerfeld 
was inspired by the patterns of mother-of-pearl lacquerware and bojagi, 
traditional wrapping cloths. Chanel also introduced Lagerfeld’s cruise look, 
another chance for visitors to experience the harmony of East and West.

Theme 3. Lee Gallery: From Seoul to San Francisco
This part of the exhibition presented daily clothes from Korean fashion 
designers Im Seonoc and Jeong Misun. The clothes were created in a 
contemporary manner, focusing on the myriad of possibilities in hanbok 
and the understated appeal of traditional silhouette. The combination and 
compromise between new materials and traditional design, or traditional 
materials and contemporary design explored new possibilities for our 
garments today. We were able to offer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aesthetic beauty of hanbok and its feasibility across borders and generations 
to Koreans as well as foreigners experiencing hanbok for the first time.

Theme 1. Osher Gallery: What is Hanbok?
This section explored the origin of our garments and the spirit of our 
ancestors with hanbok from the Joseon dynasty.
Although garments from the Joseon era may be understood as having 
simple forms due to the Confucian inf luence, the meaning behind them 
is never simple. Hanbok is not about exterior appearance, but about 
understated beauty, beauty from nature, and elegance. In this way, the 
garments are deeply philosophical. Arumjigi embraced Korean aesthetics 
with hanbok from Joseon. Our hanbok took various forms for people of 
every generation, from children to adults, and across the genders. After 
entering the exhibition, visitors could be infatuated with King Yeongjo’s 
outer robe (dopo) from the 1740s, with its wider sleeves, straight-up 
collar, and delicate color. We re-constructed his dopo, after a case study, 
due to its significance in garment history; it is the only informal dopo 
left, other than his official blue-green men’s outer robe. A prayer written 
on hanji (Korean mulberry paper), discovered in his shrine, only added 
historical value to this dopo. In addition, a sim’ui, representing the Seonbi 
spirit, a gu’ui, a leather outer robe for winter, seven layers of women’s 
undergarments from Joseon, a baeja, a fine colored vest worn over a 
jeogori (jacket), a women’s hanbok ensemble including undergarments, 
a jeogori, and a chima (skirt), and a dolbok, a colorful ceremonial costume 
for a child’s first birthday, attracted visitors’ attention. The Clothing 
Studio of ONJIUM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constructed various garments from Joseon for men and women, both 
young and old, based on precise research and with meticulous ma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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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Hambrecht Gallery: 동양과 서양 

Between East & West hall에서는 한국 패션계의 개척자이자 전설적

인 인물로 세계적 인정을 받는 패션디자이너 진태옥과 서양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 작품들

을 소개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화려한 의복이라 할 수 있는 궁중 

예복인 ‘활옷’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에 진과 레이스를 접목하여 동

서양의 아름다움과 실용적 가치를 더한 진태옥의 작품은 1995년에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보아도 획기적인 작품

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샤넬은 한국의 보자기와 자개 문양에 

영감을 받아 완성한 칼 라거펠트의 크루즈 룩을 선보임으로써 관람

객들은 한복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과 조화를 경험하였습니다.

Theme 3. Lee Gallery: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전시실에서는 한국의 패션디자이너 임선옥과 정미선이 한복의 다

양한 가능성과 전통 실루엣의 절제된 멋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적으

로 창조한 일상복이 전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재와 전통의 디자인, 

전통적 소재와 현대적 디자인의 결합과 절충을 통해 오늘날 새로운 

우리 옷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한복을 처음 접하는 현지 교민

과 외국인들에게도 국경과 세대를 넘어 한복이 갖는 심미적 아름다

움과 실용성이 함께 공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전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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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반응과 함께 출발한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展

2017년 11월 1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1층 프레스 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40

여 명의 신문·방송 기자가 참가하여 이번 한복 패션 전시에 대한 현지의 큰 관심을 여실히 보

여주었습니다. A AM의 제이 수 관장과 전시를 기획한 김현정 큐레이터(아시아 미술관 한국미

술 담당)는 전시에 관해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번 전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1일 오후 미술관 내 삼성홀에서 열린 전시 프리 오프닝에는 주최 측인 신연균 아름지기 이사

장과 조효숙 부총장(가천대학교 부총장, 온지음 옷공방장)이 현지 교민, 미술관 후원회 주

요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이 수 관장은 “역사와 전통에서 영

감을 얻어 시대를 뛰어넘는 정체성을 일구어 나가는 한국의 오늘이 한복 전시에 선명하다”

고 소감을 밝힌 뒤 “우리 미술관의 정신을 드높인 아름지기와의 협업에 감사한다”고 건배를 

제안하였습니다. 

11월 4일 오후에는 ‘Conversation with Artist: Jin Teok ’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패션의 선구

자 진태옥 디자이너와 패션 전문학자 닐 우 깁스Neil Wu-Gibbs의 토크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A AM의 삼성홀을 꽉 메운 관람객의 열정과 호기심 넘치는 질문들과 진태옥 디자이너의 깊

은 통찰력과 우아한 위트는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진태옥 디자이너는 이 자

리에서 “나의 DNA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선비 정신에 현대성을 가미한 것이 내 옷”이라

고 설명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아쉬움은 진태옥 디자이너의 사인과 사진 촬영

으로 길게 이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12월 9일 오전에는 조지워싱턴 대학 뮤지엄의 큐레이터인 리 탤벗Lee Talbot의 사회로 진행된 

‘Korean Fashion from the Joseon Dynasty to Today’ 강연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에

게 한복의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Couture Korea” Exhibition opened in a flurry of media attention
On the morning of November 1st, 2017, a press conference was hosted in the press room 
on the first f loor of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40-something newspaper 
and TV journalists joined together, ref lecting the rapt local attention toward this hanbok 
fashion exhibition. Director Jay Xu of A AM and Hyonjeong Kim Han (a curator from 
A AM who coordinated the exhibition) expressed their enthusiasm for the exhibition over 
one-on-one Q&A sessions.
That same afternoon, Yun Gyun S. Hong, chairperson of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and Dr. Hyosook Cho, vice-president of Gachon University and the director 
of ONJIUM clothing studio met, as hosts, with local Korean residents and major sponsors 
of the museum at the pre-opening reception in Samsung Hall of the museum. Director Jay 
Xu commented that “today’s Korea, which shapes its identity across generations inspired 
by history and tradition, is evinced in this hanbok exhibition” and proposed a toast “to 
appreciate the collaboration with Arumjigi, which embodies the museum’s mission.”
In the afternoon of November 4th, a talk program titled “Conversation with Artist 
Jin Teok ” was hosted with Jin Teok, a pioneering Korean fashion designer, and Neil 
Wu-Gibbs, fashion scholar. The audience who filled A AM’s Samsung Hall showed their 
passion with curious questions, and Jin’s insights and elegant humor made the event even 
more special. Designer Jin explained, “my clothes are the result of adding contemporary 
value to what’s drawn naturally from my DNA and inherited through the seonbi spirit.” 
After the program, the long line of audience members waiting for Jin’s signature and 
picture was a heartening sight.
On the morning of December 9th, Lee Talbot, a curator fro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useum hosted a lecture, “Korean Fashion from the Joseon Dynasty to 
Today,” to spread the meaning of hanbok to an even wider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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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이 주목한 한국의 패션

전시가 진행되는 3개월간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 내 최초로 주요 미술관에서 진행된 한국 패션 

전시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展을 연일 다루었습니다. 진태옥 디자이너의 작품을 커

버스토리로 다룬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은 2017년 10월 29일자 ‘스타

일’ 섹션에 “한국 패션이 주목 받고 있다”는 제목으로 2페이지를 할애하여 이번 전시를 보도하

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영향력 있는 패션 칼럼니스트 수지 멘키스Suzy Menkes는 2017년 11월 27일

자 ‘보그Vogue’ 매거진 영국판 온라인 기사로 이 전시를 상세히 설명하며 호평하였습니다. 이 밖

에도 미국 방송사 abc7 채널에서 전시를 소개하였으며, 각종 샌프란시스코 아트 매거진과 뉴스

에서 전시 소식을 다루면서 이 전시가 한국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을 반

영한 의미 있는 전시라고 평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이 주목한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展은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즐거움

으로 이어졌습니다. A AM 측에 따르면 약 4만 5천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고 인스타그램

과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전시 내용이 공유되어 많은 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전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media attention for Korean fashion 
During the three-month exhibition period, local media covered the “Couture Korea” exhibition, the first 
Korean fashion exhibition in a major museum. San Francisco Chronicle featured designer Jin Teok’s 
piece as a cover story in their “Style” section on October 29th, 2017. With the title “Korean fashion to gets 
its close-up,” the article introduced the exhibition over two pages. On November 27th, 2017, an inf luential 
fashion columnist, Suzy Menkes, gave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exhibition in a positive review article 
published in Vogue’s online magazine. Moreover, an American Broadcasting Company channel, abc7, 
covered the exhibition. Many San Francisco–based art magazines and news outlets introduced the 
exhibition, explaining that it is rooted in Korean history and is a meaningful ref lection of Korean cultural 
identity. The “Couture Korea” Exhibition media attention only furthered visitors’ delight in the exhibit. 
According to A AM, about 45,000 visitors attended the exhibition, and it inspired even more people over 
Instagram, Facebook, and YouTube.

응원, 후원, 협력의 힘이 모여 함께 일구어 낸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展

이번 전시는 유독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후원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복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시를 마치는 날까지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의 전 스태프와 한국 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해 작품 활동에 열정을 다해 준 참여 디자이너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품 선정부터 운송과 

소독, 전시 설치, 전시 진행, 전시 철수에 이르는 긴 여정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후원해 준 대한

항공, 국제교류재단, 설화수, 아키코 야마자키와 제리 양 특별 전시 펀드, 워런 펠스와 루시 선, 

앤과 티머시 칸, 스테파니와 제임스 마버, 로런스와 고레티 루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아름지기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일상에 적용하고 세계로 알리는 데 늘 힘이 되어 주

는 아름지기 회원들이 있어 전시를 준비하는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아름지기 회원들은 해

외 전시 후원 카페 ‘일일공간一日空間’을 열고 많은 이에게 아름지기의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기

금 마련으로 전시에 큰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일일공간’을 진행해 준 아름지기 영프렌즈와 

회원들, 장소를 후원해 준 킹오브그린스트릿과 남양유업 백미당, 그 밖의 많은 후원 기업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Couture Korea” 
Success through support, sponsorship, and collaboration 
Interest, support, sponsorship, and collaboration from an especially large number of people 
enabled this exhibition to take place. We send our deeply-felt gratitude to the staff of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who appreciated the value in our garments and worked exceptionally 
hard from exhibition preparation to its last day, and to our designers, who are passionately devoted 
to showing Korean fashion to the world. In addition, we appreciate Korean Air, Sulwhasoo, 
Korea Foundation, The Akiko Yamazaki and Jerry Yang Fund for Excellence in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Warren Felso and Lucy Sun, Ann and Timothy Kahn, Stephanie and James 
Marver, and Lawrence and Coretti Lui who sponsored our long journey from piece selection to 
shipping, disinfection, exhibition installation, management, and deinstallation.
Most importantly, our joy in preparing the exhibition was doubled thanks to our Arumjigi 
members who have always supported us in applying the value of our culture and sharing it with the 
world. Arumjigi members offered tremendous assistance by advertising Arumjigi’s activities and 
fundraising through their foreign exhibition fundraising café “Irilgonggan” everyday space. We 
extend our gratitude to the members of Arumjigi Young Friends, who organized “Irilgonggan,” 
Kings of Green Street and Namyang Dairy Products Baekmidang, who sponsored a space, and 
many other sponsor companies.

위_Style section of the 

San Francisco Chronicle  

아래_패션 칼럼니스트  

수지 멘키스(Suzy Menkes)의 

인스타그램과 보그 영국판 

온라인 기사.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종이 한복 만들기 프로그램은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한국 의복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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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UTY OF HANSIK, KOREAN TRADITIONAL CUISINE
CULTURE SHOWCASED TO THE WORLD THROUGH

“LONDON CRAFT WEEK.”

한식韓食 문화의 아름다움, 

<런던 크래프트 위크>를 통해 세계로 전하다

아름지기는 2017년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제3회 런던 크래프트 위크

London Craft Week에 참여해 그간 아름지기가 연구한 식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공예 정신과 미감을 유럽 현지에 소개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展을 선보이며, 지난 14년 동안 한국 전통 

식문화에 대한 아름지기의 노력을 보여 주는 아름지기 해외 특별 전시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한국 공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상승 및 협업 아티

스트의 육성, 해외 마켓 활성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보이고자 참

여한 이번 전시를 통해 아름지기는 한국 공예의 위상을 높이고 장인 정신을 해

외 시장에 올바르게 알리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탁월하고 혁신적인 세계

의 공예품들이 선보여지는 자리에서 우리 공예가 지닌 아름다움을 소개한 아

름지기 전시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To commemorate the year of UK/Korea 2017, Arumjigi hosted an exhibition at the 
third “London Craft Week.” From May 3rd to 7th, traditional craftsmanship and 
aesthetics pertaining to the culture of Korean cuisine were introduced to Europe. This  
provided Arumjigi with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 fruits of their endeavours - a 
14 year-long passion exploring the culture of Korean traditional cuisine through the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 exhibition. Arumiji’s participation in 
this international exhibition was key to raising interest and awareness of Korean craft, 
promoting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igniting international market interaction. 
Arumjigi’s goal was to showcase the beauty of Korean craft to a global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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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문화에 대한 아름지기의 지난 연구와 노력을 담은 전시 

런던 크래프트 위크와 아름지기의 인연은 지난해 여름 한국을 방문했던 런던 크래프트 위크의 창

립자 가이 샐터Guy Salter가 우연히 아름지기 사옥을 방문하면서부터 이어집니다. 런던 크래프트 위

크는 패션 위크나 디자인 위크 등 국제적 페스티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에서 공예 분야

에 새롭게 주목하며, 패션과 디자인의 명성을 공예 분야에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지로 2014년 

시작된 행사입니다. 2017 한 · 영 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의 공예 전시 파트너들을 섭외하기 위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런던 크래프트 위크의 가이 샐터는 전시 파트너 측을 답사하던 중에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담당자의 소개로 때마침 진행 중이던 아름지기의 상설 전시를 관

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의 공예를 특별 기획으로 삼은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아름지기에서의 상설 전시를 둘

러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아름지기 기획전시를 통해 선보였던 식食생활 전시를 근간으로 

꾸며진 아름지기 상설 전시에서 전통의 정신과 미감에 착안한 현대 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낀 것입

니다. “한국을 찾아 여러 공예품과 전시를 둘러보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기대감과 

기쁨을 감추지 못한 가이 샐터는 런던으로 돌아간 이후 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런던 공예의 현

장에서 아름지기를 선보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공예는 ‘삶’과 연관된 것이고, 이 시대의 진정한 명품

은 장인 정신을 담은 제품이라는 아름지기의 생각과 맞닿은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공예 주간의 주

빈국으로서 한국의 아름지기를 초청하며 서로 간의 협업을 이끌었습니다.    

Reflections from the exhibition-Arumjigi’s past research and 
passion in Korean cuisine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Arumjigi and London Craft Week started with Mr. Guy 
Salter’s coincidental visit, the founder of London Craft Week who visited the Arumjigi’s 
Tongui-dong house in Korea last summer. Mr. Salter was seeking an official exhibition 
partner from Korea and paid a visit to Arumjigi’s permanent exhibition introduced by 
a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official. London Craft Week was started in 2014 to 
promote the UK’s craft industry on a global scale, similar to the renowned fashion week 
and design week, international festivals currently hosted by the UK.
Mr. Salter was awed by the quality of Arumjigi’s permanent exhibition, which was based 
on the last annual exhibition of Korea’s cuisine culture. He remarked, “This is exactly 
what I was looking for in crafts and exhibitions in Korea.” Guy Salter didn’t try to hide 
his excitement. Upon his return to London, he expedited the collaboration process to 
ensure Arumjigi’s collection was presented to the London craft world. London Craft 
Week embodies the belief that craft is connected to “life,” and the genuine craftsmanship 
ref lects the life of the people. This philosophy, which also aligns with Arumjigi’s 
principals helped foster a keen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ventually 
leading to the invitation from London Craft Week for Arumjigi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2015년 아름지기 기획전시 

<맑은 술, 안주 하나>의 전시 전경. 

우리 술과 안주를 돋보이도록 담아낸 공예가,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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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공예의 아름다움을 런던에서 선보이다 

아름지기의 다양한 활동 중 2004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씩 해마다 진행

하고 있는 아름지기 기획전시는 아름지기가 현시점에서 전통을 다루고 고민하

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름지기 기획전시의 출

발은 연구 주제의 선정과 전시 주제와 걸맞은 장인・작가를 발굴하는 것에서 시

작됩니다. 작가들과 주제를 공유하고 1년여의 연구 및 작품 제작을 거치며 아름

지기 기획전시를 통해 최종 작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

친 연구와 노력이 담긴 전시들 중 해외 특별전시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끝에 아름지기는 한국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음식 문화를 세계

인의 일상생활로 전하고자 한국의 식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예 작품들을 소개하

는 전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런던 크

래프트 위크를 통해 아름지기는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

展을 선보이며 지난 14년 동안 한국 전통 식문화에 대한 아름지기의 노력을 보

여 주는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주병, 찻잔, 식기, 주전자 등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공예 작품들은 모양과 비례, 재료, 기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미

학적 의미를 내포해 전통 식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주고 현대에 전통을 적용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제공했습니다. 

출품작은 총 38명의 작가의 67개 작품으로 2004년부터 진행된 아름지기 기획

전시에서 선보였던 전통의 미감에 현대의 실용성을 더한, 엄선된 작품들입니다.

Presenting the beauty of Korean contemporary craft in London
Arumjigi’s annual exhibition, which has been a tradition since 2004, ref lects the mandate 
of Arumjigi, which is to showcase and promote Korean culture.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exhibition begins with discovering and selecting appropriate craftsman and 
artists according to the research topic and exhibition theme. After one year of promoting 
the theme with the artists and preparation which included researching and producing the 
crafts, Arumjigi was finally prepared for the annual exhibition. Although it wasn’t an easy 
path to select the theme from the exhibitions that ref lect year-long research and effort, 
Arumjigi settled on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 as the final theme. The 
aim was to introduce the healthy and beautiful culture of Korean cuisine to the world 
through the medium of craftsmanship. From May 3rd to 7th, Arumjigi hosted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 exhibition at London Craft Week. The exhibition 
ref lected Arumjigi’s 14-year effort of discovering Korean traditional cuisine culture. 
Material used included alcohol bottles, tea cups, dish, kettle, and craft works possessed 
diverse aesthetics implications based on their shapes, proportions, materials, functions 
and others. These pieces allowed for th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uisine culture 
from a variety of ways, while also presenting contemporary craft. A total of 67 works by 
38 artists was displayed, demonstrating traditional aesthetics fused with contemporary 
practicality. The pieceswere all carefully selected from the Arumjigi’s previous annual 
exhibitions since 2004.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맞은편에서 열린 아름지기의 해외 특별 전시.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전시 공간으로 인해 

거리를 오고 가는 런던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아름지기는 

영국 현지의 공예 디자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展의 프리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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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름지기의 런던 전시는 우리 식食문화를 담은 세 가지 주제로 전시 구성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 전시 

구성에서는 2015 아름지기 기획전시 <맑은 술, 안주 하나>에서 선보였던 우리 술과 안주를 아름답게 담아

낸 도예가∙공예가들의 다양한 기물과, 현대 디자이너들의 실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두 번

째 전시 구성은 아름지기의 2012년 기획전시 <끽다락: 차와 하나 되는 즐거움>을 통해 선보인 우리의 차문

화를 공예에 담은 전시로, 차를 즐기고 차와 하나 되는 모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려 

보고자 했습니다. 나무, 은, 주석, 유리, 도자 등 다양한 소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매력을 담은 공예 작품을 

다양한 쓰임새로 선보이면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현대적 차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재치와 감성을 담아

내었습니다. 전시의 세 번째 구성을 이루는 <행복한 새참, 도시락>은 맛있고 멋있는, 즐거운 도시락 문

화를 제안하고자 한 전시입니다. 식 공간과 식생활의 변화에 맞추어 전통 상차림의 맛과 멋의 조화와 균

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성을 잊지 않고 지켜가자는 마음을 공예로 풀고자 했습니다. 우리 먹거리에 대

한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아름지기는 훌륭한 한 끼이면서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간단한 도

시락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This Arumjigi’s exhibition in London consisted of three themes relating to the culture of Korean cuisine. 
In the first section, we presented several works from Arumjigi’s annual exhibition <Traditional Beverages 
with Side Dishes>. The ceramic artists and artisans exquisitely portrayed Korean liquor and side dishes with 
contemporary designs, yet practical functions. For the second section, crafts from Arumjigi’s 2012 annual 
exhibition <Becoming One with Tea> were displayed. The goal was to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tea 
in our daily lives, in a natural setting.  Crafts embodying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wood, silver, tin, 
glass, ceramics and others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functions and added “character” to the crafts. They 
not only showed the exterior beauty but also imbued wit and sentiment that may be associated with contem-
porary tea culture. The third exhibition, <Dosirak Lunchbox-Joyful Meal> suggested palatable, cool, and 
fun dosirak culture. The exhibit reflected our effort to be reminded of th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aste and presentation, and its effort within, despite the changing culture of eating and eating spaces. As our 
concern for food is ever growing these days, Arumjigi proposed dosirak, a wonderful meal that also can be 

conveniently transported. 

더 가깝게 다가간 온지음 다과와 쿡북(Cookbook), 
그리고 아름지기 문화 상품  

단순히 전시되는 작품으로서가 아닌 식문화의 범주에서 기능하는 공예 본연의 

특성에 맞추어 온지음 맛공방의 다과가 전시품들과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약과, 

잣박산, 두부과자, 곶감말이 등 정갈한 우리 다과가 진피차와 함께 손님들을 맞

이했고, 공예품과 함께 어우러진 다과 상차림에서 우리 식문화의 맛과 멋을 함

께 느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깊이 있게 풍기는 진피차의 

향기와 잣가루를 솔솔 뿌려 내어진 약과, 그리고 진한 유자향의 잣박산은 한식 

다과를 처음 접하는 런던 현지인들에게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맛있는’ 

다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식 다과의 인기는 올봄 발행한 온지음 맛공방

의 영어판 저서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런던의 한국 교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 영어판 한식 조리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

으로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현지 식재료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용성

에 모두들 감탄했고, 외국인들을 초대하는 손님상에 꼭 한번 내어 보고 싶다는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름지기는 이번 전시와 더불어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문화 상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봄의 계절감에 맞추어 한층 밝은 색상으

로 리뉴얼된 한지 매트와 촛대는 가벼운 부피감과 실용적인 쓰임새, 합리적인 가

격에 더해진 아름다움으로 아름지기 문화 상품으로서의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Step closer to Onjium snacks, cookbook, 
and Arumjigi cultural products
In an effort to orient the nature of craft within cuisine culture, rather than 
mere exhibition, snacks from Onjium Cuisine Studio were prepared alongside 
the crafts. The guests were greeted with appetizing traditional snacks such as 
yakgwa(deep fried honey cookie), jatbaksan(pine nut ball), dubugwat(tofu 
chips), and dried persimmon rolls with jinpi(dried peel of citron) tea. The 
snack table set with the craft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lish in the tastes and 
revel in the charm of our Korean cuisine culture. Upon entering the exhibition 
hall, visitors were greeted with the rich scent of jinpi tea, yakgwa with pine nut 
powdered on top, and jatbaksan with a strong citrus smell. The local visitors from 
London who tried Korean snacks for the first time enjoyed them. Many remarked 
that they were “not sure what they are exactly, but exquisite.” The popularity of 
Korean snacks was noted in the English publication by Onjium Cuisine Studio this 
spring. As it was particularly Koreans living in London that favored the snacks, we 
felt there was a need for Korean recipe books in English. Several commented that the 
food was presented not only beautifully, but also practically in that it could be made 
with ingredients found locally. They also mentioned that they would like to try 
making the cuisine for foreign guests. Furthermore, Arumjigi introduced cultural 
products that were for sale in London at the exhibition. These products included 
the charming Hanji mat and candlestick recreated with even brighter spring colors. 
The beauty of this cultural product is enhanced by light volume and is also practical 
and affor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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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공예 디자인 전문가, 

10 Thurloe Place, Kensington에 모이다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유럽의 여타 여러 디자인 페어와는 다른 공간 운영 방식을 지향합니다. 런던 시내 

전역에 자리한 전시장은 유명 건축물부터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을 비롯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유명 갤러리와 디자이너의 작업부터 숨은 공예가의 작업들을 소개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름지기는 이번 전시를 맞아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10 Thurloe Place, Kensington에 독자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해 런던의 공예 디자

인 전문가 및 뮤지엄 관계자,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에게 한국 현대 공예의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깃든 정신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5월 2일 진행된 아름지기 전시 사전 개막식에는 로시 그린리스 영국공예청장과 제인 포탈 대영박물관 

아시아 컬렉션 부장, 로살리 킴 빅토리아 앤 앨버트 큐레이터, 엘러노어 수아 현 대영박물관 한국 컬렉션 

큐레이터, 황준국 주영 한국대사, 용호성 주영 한국문화원장, 조혜영 예술감독과 서도호 현대미술가, 정

민자 아름지기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

인문화진흥원은 런던의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공예의 법고창신, 2017 - 한국도자의 정중동> 展을 

진행하며 우리 도자 문화와 공예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현지에 알리는 큰 마음으로 같은 기간 이루어진 

아름지기 전시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7년 아

름지기의 런던 전시 진행에 도움을 주신 런던 크래프트 위크 주최 측과 주영 한

국대사관, 주영 한국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ondon craft design experts gathering 
at 10 Thurloe Place, Kensington
London Craft Week utilizes unique space management methods that differ 
from other design festivals throughout Europe. Exhibition spaces were located 
throughout London: artisan’s works were introduced in diverse locations 
including buildings renowned for their architecture, an inf luential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famous but private gallery with work of designers which are 
usually not open to the public. Arumjigi was allocated to a unique exhibition 
space at 10 Thurloe Place, Kensington, right across from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in London. We took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beauty of Korean 
contemporary crafts and its philosophy behind, to the museum officials in 
London, and Londoners who we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t the pre-opening reception which took place on May 2nd, several honorable 
guests attended to celebrate the event: Ms. Rosy Greenlee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K Crafts Council, Ms. Jane Portal, the Keep of the Department of Asia at 
the British Museum, Ms. Rosalie Kim, the curator of Victoria & Albert Museum, 
Ms. Eleanor Soo-ah Hyun, the curator of Korean Collections at the British 
Museum, H.E. Mr. Joon-kook Hwang,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K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o-seong Yong, the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re UK, Hye-young Cho, the art director, Do-ho Suh, 
contemporary artist, and Min-ja Jeong, the adviser to the Arumjigi Foundation.

아름지기의 해외 전시 프리뷰를 찾은 많은 

초청 인사들. 영국공예청, 대영박물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주영 

한국문화원 등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에서 열린 2017 런던 크래프트 위크 공식 오프닝 현장

R
egeneration of K

orean B
eauty

2017 Lo
n

d
o

n C
raft W

eek 



6564 2017ANNUAL REPORT

삶을 담은 공예, 

공예로 아름다운 삶

전시를 공식 오픈하기 하루 전, 아름지기 프리

뷰를 찾은 로시 그린리스 영국공예청장은 현대

적이면서도 섬세한 아름지기의 공예품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디자인 

분야와는 차별되는 현시대 공예의 경제적, 미

학적,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그는 현대

의 공예가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 아름지기

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strength of craft lies in its use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echniques, ideas and materials 

to make extraordinary new work.” 전통과 현

대가 조우해 만들어 낸 ‘놀랍도록 새로운 작품

들.’ 아름지기 전시가 열렸던 런던의 10 Thurloe 

Place, Kensington 거리 앞을 지나다 전시장 창

문을 우연히 들여다보곤 “Beautiful!”을 외치던 

관람객의 마음이 이것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지나간 옛것의 정신과 문화, 그 이면의 가치를 

놀랍도록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일깨우

는 일이 전통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현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담은 공예를 런던에 선보이

며 한국인의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에 대해 알

리고 온 아름지기는 올 한 해 또 다른 해외 전

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미국 샌

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시안 아트 뮤지엄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에서 전통 장인과 현대 복

식 디자이너가 함께 협업해 한국의 복식 문화

를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아름지기는 한국 문화

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아름지기

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되는 각 분야

의 장인, 공예가, 디자이너의 작품들과 그 이면

의 장인 정신을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 올바르게 

소개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

리 일상의 문화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의 아름다움과 그 이면의 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아름지기의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꽃피우

기를 기대합니다.

Craft reflecting life, 
Life brightened with craft 
The day before t he of f icia l open i ng of t he 
exhibition, Ms. Rosy Greenless, Crafts Council 
Executive Director, who had visited Arumjigi ’s 
preview session, expressed her sincere interest 
in contemporary and delicate A rumjigi crafts. 
Highlighting the economic, aesthetic, and cultural 
inf luence of crafts, she shared with us the trajectory 
of crafts in the contemporary era,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design field of the industrial period. She 
noted, “We believe that the strength of craft lies in 
its use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echniques, 
ideas and materials to make extraordinary new 
work.” We believe that our visitors experienced 
similar sentiments, especially those who passed 
in front of the exhibition at 10 Thurloe Place, 
Kensington in London. At times, passersby would 
drop in. They would be fascinated with the crafts 
and often would exclaim, “ beautiful!” We will 
continue with our mission to ask questions that 
pertain to the spirit, culture, and values of the past, 
in unique and original ways. 
Arumjigi presented Korean’s beautiful and elegant 
lifestyle in London through the exhibition of our 
crafts that ref lect our life and culture. Now Arumjigi 
is preparing for another overseas exhibition this year. 
In November 2017, we will introduce Korean culture 
of clothing in collaboration with traditional artists 
and contemporary garment designers, at the Asian 
Art Museum in San Francisco. Likewise, Arumjigi 
will persist in its ongoing endeavor to introduce 
the beauty and value of Korean culture, and its 
traditional mastership through Arumjigi’s divers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masters, artisans, 
and designers from different fields, to Korea, and 
the international world. We are looking forward 
to sharing our passion in the beauty of tradition, 
preserved in our daily lives, and its spirit.

김미라 / 디캔터(은, 동, P.E) / 2015
영국공예청이 매달 발행하는 매거진 ‘Crafts’
에 실린 작품. 런던 크래프트 위크를 통해 선보인 

전 세계 공예품 중에서 공예·디자인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아 한국 Contemporary Craft의 미감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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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운영진 LEADING CONTRIBUTOR
남정우, 남희정, 민현식, 박삼구, 박선영, 박순애, 박영주, 박철준, 배혜순, 서영민, 서재량, 석영호 

송광자, 신동엽, 신연균, 안상균, 오윤선, 위미라, 유연희, 유홍준, 윤영각, 윤영태, 이건수, 이경열 

이명희, 이미성, 이미숙, 이봉훈, 이상해, 이선진, 이어령, 이운경, 이은영, 이주영, 이희상, 장순희 

정미선, 정민자, 정유경, 정인숙, 정재정, 정춘자, 정춘희, 조원희, 조태권, 조현준, 조효숙, 최서원 

한봉주, 한상호, 한정근, 홍라희, 홍정원

특별기여자 HONORABLE CONTRIBUTOR
김민정, 김영호, 남정우, 박영주, 서영민, 서을호, 이명희, 이운경, 이재용, 이희상, 전육, 정유경, 조태권

조현준, 허광수, 허동섭, 홍라희, 홍석현 

특별회원 SPECIAL MEMBER
강운구, 구자영, 김녕자, 김동현, 김선정, 김윤남, 김인숙, 김정동, 김지영, 박기석, 박현주, 서을호 

설명기, 설영자, 손혜연, 신황균, 안명숙, 안상균, 안영환, 유정자, 윤난지, 윤석남, 윤영각, 윤용숙 

윤지현, 이계호, 이미성, 이소형, 이순선, 이영혜, 이운형, 이은경, 이은희, 이정자, 장세주, 장정자 

전재국, 정기석, 정목 스님, 정청자, 진교원, 최명성, 최병인, 최인선, 현정은, 홍송원, 황명순 

Catherine Lee, Howard Marks, May Leung

재능기부자 EXPERT GROUP
강운구, 강익중, 공필희, 김명숙, 김성현, 김정동, 김주영, 김현식, 김홍남, 노행용, 문범, 문수열 

박경미, 박광성, 박선기, 배병우, 서도호, 설명기, 승효상, 신경균, 안명숙, 안상수, 안영환, 양승우 

윤난지, 윤인석, 이소영, 이순선, 이영혜, 이인호, 이재후, 이홍순, 임연옥, 임히주, 정기석, 정목 스님 

정소영, 정영선, 조희숙, 최욱, 최창조, 최홍규, 한경화, 황희

평생회원 LIFETIME MEMBER
간호섭, 강려진, 강선숙, 강수형, 강승희, 강영희, 강용현, 강익중, 강인숙, 강인자, 강정민, 강희영 

고복희, 고영애, 고유경, 고은아, 고혜경, 고혜선, 구금숙, 구나윤, 구본욱, 구원희, 구윤희, 구윤희 

구은아, 구정순, 구진희, 구희나, 권순우, 권신정, 권주현, 김가경, 김경은, 김남주, 김대환, 김동섭 

김동식, 김동춘, 김명숙, 김명순, 김명희, 김문학, 김미선, 김미연, 김미자, 김민정, 김삼, 김상희 

김석한, 김선희, 김성미, 김성주, 김소연, 김소영, 김소원, 김소형, 김수연, 김수지, 김숙환, 김승희 

김시운, 김신한, 김안영, 김양수, 김영경, 김영무, 김영순, 김영식, 김영일, 김영희, 김영희, 김운선 

김원정, 김유영, 김윤경,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일심, 김장환, 김정, 김정미, 김정아, 김정연 

김정훈, 김정희, 김종숙, 김종숙, 김종애, 김주영, 김지아, 김지운, 김찬중, 김현옥, 김현정, 김현지 

김형숙, 김형일, 김혜자, 김홍석, 남유리, 남일, 남지수, 노경선, 노소영, 노영혜, 노혜정, 단예봉 

도세훈, 류신애, 맹주연, 문성원, 문수열, 박경임, 박남희, 박노욱, 박명자, 박문선, 박문주, 박민정 

박선정, 박설자, 박성실, 박성진, 박소영, 박소은, 박순주, 박연환, 박영준, 박재연, 박재인, 박정희 

박지훈, 박찬보, 박천민, 박토마스상진, 박현주, 박혜경, 박혜경, 박혜성, 박혜성, 박혜숙, 박희숙 

방혜자, 방혜자, 배석우, 배은경, 백해영, 서동우, 서임정, 서타옥, 서혜정, 설윤형, 성래현, 성인숙 

손대현, 손두호, 손병렬, 손은선, 손진명, 송길자, 송용자, 송원자, 승나정, 신경균, 신경아, 신경은 

신기준, 신미현, 신민기, 신병찬, 신선균, 신수경, 신수희, 신영균, 신우연, 신정화, 신정희, 신진희 

신혜진, 심정주, 안리나, 안명숙, 안수혜, 안혜령, 양정아, 어경희, 어윤홍, 여은영, 염혜정, 오원자 

오정림, 오정미, 오진옥, 우소현, 우영순, 우은숙, 우지원, 우진호, 원마니, 원혜경, 원혜은, 유경수 

유선, 유선, 유신명, 유신형, 유중근, 유지, 유진, 유혜연, 유홍준, 윤근향, 윤기열, 윤명숙, 윤병철 

윤상현, 윤선영, 윤수정, 윤윤진, 윤주현, 윤현경, 은승연, 이가윤, 이가인, 이강숙, 이경은, 이경희 

이계명, 이광우, 이교웅, 이금주, 이기완, 이길여, 이남순, 이명선, 이명희, 이민정, 이상은, 이서현 

이선혜, 이순병, 이순정, 이승은, 이승임, 이연주, 이영미, 이영학, 이영호, 이영희, 이온실, 이우숙 

이유진, 이윤신, 이윤주, 이은경, 이은남, 이은성, 이은우, 이은자, 이의진, 이인애, 이재경, 이재규 

이정진, 이정혜, 이정희, 이종은, 이종임, 이주연, 이주현, 이주혜, 이지승, 이지영, 이지영,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진영, 이채언, 이하연, 이해욱, 이현주, 이혜경, 이혜성, 이혜숙, 이화익 

이희정, 장경아, 장동조, 장선정, 장용석, 장원영, 장은명, 장인주, 장정숙, 장진이, 장철, 장현숙 

장화경, 전숙자, 전순원, 전준수, 전필진, 정경선, 정명미, 정방원, 정보원, 정성애, 정소영, 정수진 

정양선, 정양희, 정영희, 정유천, 정윤정, 정은주, 정인숙, 정현희, 정혜원, 정효정, 조동승, 조명숙 

조복희, 조성혜, 조영애, 조윤경, 조은숙, 조은진, 조주립, 조현진, 조희주, 주연아, 진명희, 차상윤 

차영숙, 채문선, 채진숙, 최금숙, 최선영, 최수주, 최영혜, 최원우, 최윤혜, 최은정, 최은형, 최지은 

최혜윤, 최홍규, 하진영, 한경화, 한동주, 한명숙, 한명순, 한명희, 한보영, 한용외, 한유리, 한조희 

한혜자, 함영자, 허서홍, 허수원, 허유정, 허지영, 현영재, 홍라영, 홍연경, 홍인숙, 홍정균, 홍정도 

홍정연, 홍정인, 홍정현, 황규희, 황미숙, 황인용, 황충자, 황현지, 황희, 황희준, Ellana 연경 Lee 

Mark Tetto, Stephane MOT, Steven Cha, Wendy Kwok

연회원 ANNUAL MEMBER
강민선, 강신혜, 거투두드리스티븐스김, 공필희, 곽경희, 구병준, 구세희, 권영광, 권형민, 권회정 

김다슬, 김대영, 김로빈, 김민성, 김방은, 김선래, 김선실, 김수삼, 김순진, 김순철, 김영근, 김영선 

김원선,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정민, 김정환, 김조자, 김종호, 김준형, 김지혜, 김혜경, 김효상 

김효은, 김희정, 남메리안, 노정란, 류주현, 명선영, 민경재, 박관규, 박민주, 박선영, 박선희, 박소현 

박영순, 박종기, 박지윤, 박진령, 배지영, 서승현, 서승희, 서영희, 설경화, 송영아, 신기화, 신이정 

안세정, 안은정, 안종만, 염하령, 오동렬, 우혜인, 유주상, 유현모, 유희경, 윤경혜, 윤세희, 윤현실 

윤화영, 이경원, 이선우, 이선희, 이승주, 이애경, 이애순, 이언화, 이영민, 이영숙, 이영철, 이예원 

이오생, 이윤정, 이자영, 이정자, 이정진, 이종원, 이주현, 이진오, 이태훈, 이현정, 이현정, 이혜림 

이혜영, 이화영, 임소인, 임연옥, 임옥상, 임진영, 장기숙, 장문형, 장혜림, 전재식, 조병수, 조성림 

조소현, 조현정, 조혜수, 조혜인, 차인태, 차장섭, 천승명, 천지성, 최경섭, 최경희, 최나래, 최미경 

최선열, 최성희, 최소연, 최중철, 최춘웅, 최현주, 최희정, 한순묘, 홍성은, 홍혜진, 황경선, 황숙정 

황혜정, Yu Kimika

Thanks to Culture Kee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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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지 -263,429,158

항목 실적

후원금 수입 714,812,017

회원회비 수입 42,790,000

프로젝트사업 후원금 745,821,604

행사 수입 71,959,856

수익사업 수입 148,710,184

시설운영 수입 68,285,000

함양한옥 문화체험 15,016,453

이자 수입 외 36,835,601

총 수입 1,844,230,718

수입

항목 실적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533,985,757

교육사업 49,317,115

회원활동 및 자원봉사사업 118,720,309

문화기획사업 401,672,133

홍보 및 회원관리 63,851,940

수익사업 120,096,485

시설운영 6,658,114

기부금 0

임대료 및 운영비 588,272,923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유지 79,286,842

감가상각 외 145,798,258

총 지출 2,107,659,876

Corporate Sponsorship Financial Highlight 2017

후원금

회원회비

프로젝트 사업 후원금

행사 수입

수익사업

시설운영

함양한옥 문화체험

이자 수입 외

수입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교육사업

회원활동 및 자원봉사

문화기획사업

홍보 및 회원관리

수익사업

시설운영

기부금

임대료 및 운영비

함양 운영 및 시설유지

감가상각 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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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아름지기
아름지기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무국과 아름지기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사용되며,

후원자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정 사업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지기 사람들
이사장  신연균

고문  김영호 박영주 이어령 이희상 정민자

이사  김봉렬 민현식 박철준 신동엽

감사  정인숙 조태현 한상호

집행위원  조현준

운영위원 
김유희 김진선 김천애 남희정 박선영 박순애

배혜순 서영민 서재량 석영호 송광자 오윤선

유연희 윤영태 위미라 이경렬 이미숙 이명희

이봉훈 이선진 이운경 이은영 이주영 장순희

정미선 정재정 정춘자 정춘희 조원희 조효숙

최서원 한봉주 홍라희 한정근 홍정원

자문위원 
박경미 (PKM갤러리 대표)

배병우 (사진작가)

승효상 (건축가, 이로재 대표)

안상수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인호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이사)

임히주 (신세계갤러리 고문)

정영선 (조경가, 조경설계서안 대표)

최 욱 (건축가, ONE O ONE 대표)

아름지기 사무국
국장  장영석

사업팀  신지혜 이은정 이은솔

문화기획팀  서연주 김호정

후원문화팀  신혜선 정은주

디자인팀  이예슬

총무팀  이유나 문은혜

비서  손유진

함양 한옥  이재철

Support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지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보내주신 회비나 후원금, 후원 물품 등

모든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재단 이사회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회원종류

- 웹 회원 (무료)

- 연기부 회원 (연회비 12만원)

- 평생기부 회원 (회비 300만원)

- 단체기부 회원 (연회비 480만원)

회원혜택

- 교육프로그램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아름지기 e-뉴스레터 발송

- 아름지기 기획전시 초대

- 아름지기 문화상품 전품목 5% 할인

- 아름지기 회원행사 초대

아름지기 일반후원

일반 후원금은 아름지기 사업 활동 전반과 사무국 운영에 쓰입니다.

지정사업 후원

지정 사업 후원금은 아름지기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 아름지기 기획전시

- 궁궐 환경 가꾸기

- 문화유산 보존

- 문화유산 주변 공공 디자인

하나은행 162-910005-85404 (예금주: 재단법인 아름지기)

아름지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지기 사무국 후원문화팀 02-741-8375

1. 회원 가입

2. 후원하기

3. 회비와 후원금 입금처

4.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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