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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문화유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20년간 아름지기는

근현대의 굴곡을 거치며

잊히며 훼손된

전통문화를 되살려 

가꾸어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결실을 보듬어

세계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새로운 20년을 준비합니다. 

아름지기, 

일상 속으로, 세계로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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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jigi Letter

유독 함박눈이 펑펑 내린 겨울, 조용히 수덕사修德寺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스무 살을 맞는 아름지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궁궐 안내판 개선사업의 단초가 되었던 그곳에서 

처음 아름지기를 만들게 되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눈 덮인 들길 걸어갈 제(踏雪野中去)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不須胡亂行)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今日我行跡)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遂作後人程)

결코 혼자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20년의 기나긴 여정.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가꿔 나가는 일에 

흔쾌히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해 주신 소중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웃고 울던 아름다운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2001년 궁궐의 잡초를 뽑고,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며 시작하였던 그 시절과 

오늘날 궁궐을 둘러싼 환경, 인식, 제도의 개선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구석구석 숨어 있는 아름지기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며, 

20주년을 맞이하는 그 길목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름지기는 왜, 무엇을, 어떻게 지켜왔고 또 새로이 지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보려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아름지기는 묵묵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였습니다. 

덕수궁 즉조당 궁궐 집기 재현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 경복궁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일을 차분하게 준비하였고, 기획전시 <바닥, 디디어 오르다>展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눕고, 앉고, 디디며 함께해 온 전통 

바닥의 변천 양상과 그 속에 깃든 지혜와 영감을 

현대적 바닥의 쓰임에 맞게 재조명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1년, 어엿한 성년을 맞이하는 아름지기는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새롭게 채워가야 할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여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20주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 후원자,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   신 연 균

아름지기는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

현시대의 생활 문화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문화재단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과거에 멈춰서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사옥 이전 홈페이지 개편

창덕궁, 덕수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덕수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양평군 회화나무, 안성 느티나무

이천 들메나무, 고양 느티나무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제주도 아름지기 MOU 제주도 주상절리대 경관 

국제 공모

제주도 주상절리대 경관 설계 및 심의

창덕궁 가정당 활용안 제안 사업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사업 

성균관, 제주도 천지연 일대

한양도성 안내판

덕수궁 함녕전(무렴자,  외주렴, 용교의, 용문석, 오봉병) 덕수궁 즉조당(백수백복도수병, 평상, 경상, 보료 등)

답십리 고미술 상가 명소화 프로젝트

3 4 5 6 자료집, 대학 도서관 기증

개관

아름지기, 골프존 MOU

이상의집 재개관 사업

  홍건익, 배렴 가옥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운영 이관

서울시 건축상 수상: 

최우수상 아름지기, 우수상 이상의집

서울시 아름다운 

건물 찾기 

공모전 수상

보료, iF Design Awards 수상 2019 공예주간 '올해의 

공예상' 매개 부문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 

최우수상 이상의집, 우수상 아름지기

공용병 개발, iF Design Awards 수상   

끽다락: 차와 하나 

되는 즐거움

포, 선비 정신을 

입다

소통하는 경계, 

문門

맑은 술·안주 

하나

저고리, 그리고 
소재를 이야기하다

해를 가리다 가가례: 집집마다 다른 

제례의 풍경

고고백서: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

바닥, 디디어 오르다

KOREA Power, 

프랑크푸르트 

Couture Korea 우리의 옷, 한복,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공예트렌드페어 공예트렌드페어,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London Craft Week, 

구글 아트앤컬쳐

K Auction 

문화예술사랑경매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전통과 과학 한양도성과 

역사도시경관, 

서촌을 거닐다

동양사상 속 

우리의 길 찾기

우리 건축과 

도시 이야기

한류, 메이드 인 코리아 소유所有ㆍ사유思惟

몽골, 러시아 

바이칼

미얀마, 

불교의 원형을 찾는 여정

한복 캠페인

백차 촛대&연필꽂이 

한지테이블매트 ver.1

천연양모파우치&카드지갑 

한지테이블매트 ver.2

백동방짜트레이, 노방봉투, 

보료, 한지 테이블매트 ver.3

전시 연계상품 3종

자아 런칭, 의衣 주住_보료, 마루조명

 함안고택 복원

HERITAGE TOMORROW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아름지기 재단 창립 개관

궁궐 환경 가꾸기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종묘 창덕궁, 종묘 창덕궁, 종묘 창덕궁

정자나무 주변 환경 가꾸기 경기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느티나무

서울 광진구  

화양동 느티나무 

경기 헤이리 

문화예술인마을 

느티나무

경기 연천군 간파리 느티나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느티나무

경북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문화유산 주변 정비사업 창덕궁 낙선재 조경 선농단 역사 공원 조성사업

경주 양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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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해인사 하회, 양동마을 경주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궁궐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관람 환경 개선    

문화재 연구 서대문형무소 연구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1 2

피츠버그대학교 국가관 한국실 건립 사업 사업 착수

한옥 운영    안국동 한옥 개관

함양한옥 개관

이상의집 이상의방 문화 공간 조성사업

역사가옥

수상 문화재청 문화유산상

보존·활용 부문

전시기획 아름지기 

기획전

전통의 맥－

쓰개

목공예 우리 그릇과 

상차림

우리 옷, 배자 한옥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

행복한 새참, 

도시락

유니폼, 

전통을 입다

가구전: 절제 美의 

전통에서 실용을 찾다

아름지기 

해외 전시

외부 전시 및 

협력사업

아름지기 바자 1회 2회

아름지기 아카데미 전통문화 강좌 이 시대의 장인 

정신을 묻다

서로 사귀어 

넘나들다

고전, 다시보기 

멀리보기 

들여다보기

다이얼로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화

협업과 상생

세계문화유산답사 중국 복건 

토루

 중국 운남성 일본 가나자와시 

일대

일본 구라시키와 

나오시마 일대

중국 하북성 

승덕, 준화, 북경

중국 낙양과 정

주 일대

일본 고야산 사찰  

답사와 기이산지

공공캠페인 

문화상품 개발

JAJU 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컨설팅

History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Baeja, the beauty of Korea, 

주영 한국문화원, 런던

Château La Bourdaisière 한복, 한식 전시

Korea Now!, 국립장식미술관, 프랑스

제주유민박물관 디자인 컨설팅

가죽 덧신, 노방 봉지  에코백 , 

전시 연계상품 4종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 이관

기업 캘린더 디자인 컨설팅

문화재청, 효성그룹, 아름지기 MOU

창덕궁, 희정당 대조전 조명 복원 



내일의 문화유산 창조   

Heritage Tomorrow

한국 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딩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Core 
Activities

한국 전통문화의 

본질과 아름다움에 대한

정체성 확립

우리의 삶과

문화에 투영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품격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계승과 확산

Arumjigi 
Objectives

전통은 과거로부터 

늘 새롭게 창조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는 

더 넓은 곳, 더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름지기는 문화 유적을

보존, 정비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가꾸는 등

내일의 문화유산을 창조합니다.

내일의 문화유산 창조 

Korean Cultural Heritage Heritage Tomorrow

궁궐 환경 가꾸기

Palace Environment Improvements

자연·문화 유산 보존 및 공공디자인 사업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Public Design Projects

궁궐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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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JEUKJODANG HALL, DEOKSUGUNG PALACE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덕수궁 즉조당

아름지기가 진행하는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사업’은 궁궐 건축물의 외부 

뿐 아니라 내부 기물 재현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입니다. 장인정신이 깃든 공예품들을 재현하여 궁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장인들의 기술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름지기는 에르메스 코리아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협력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덕수궁 즉조당을 살아 숨 쉬는 공간 

으로 만들었습니다.

This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by Arumjigi. Its goal is to arrive at a 
deeper understanding of life at the time of the buildings’ greatest glories 
through the replication of handmade crafts and artifacts used in both their 
interiors and their exteriors. A secondary aim is to encourage a renaissance 
of the sort of craftsmanship that will allow the skills of contemporary 
artists and artisans to flower and flourish. As a result, the Jeukjodang 
Hall was turned into a restorative and re-creational space from 2018 to 
2020.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Hermes Korea,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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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사업’을 통해 아름지기는 우리나라의 대표 

적 문화유산인 궁궐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 

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덕수궁 함녕전의 내부 집기 재현사업 

을 완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작은 공간이지만 역사의 거대한 사건 

들을 거쳐온 즉조당의 내부를 재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조당 

은 임진왜란 당시 의주로 피신하였던 선조가 난이 수습된 후 돌아와 

임시로 거居하던 전각입니다. 1623년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1623년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즉위한 이후부터 즉조당이라 불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1902년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정

전 및 편전으로 사용되어 왕의 집무 공간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는 덕수궁으로 환어한 고종이 즉조당을 정전으로 삼아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즉조당은 덕수궁 한쪽에서 역사

의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즉조당 내부를 재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장인들을 섭외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고궁박물관 등의 문헌과 유물 자료를 조사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각은 아담하지만 왕이 머무른 공간인 만큼 정사政事를 보는 왕의 

자리와 왕을 보좌하는 신하의 자리로 나누어 궁궐 내 위계와 역할

에 맞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증을 통해 선정

된 기물들은 각 분야에 정통한 장인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Arumjigi enhances the value and dignity of South Korea's historic 
royal buildings through its "Re-creation of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As part of this end, it carried out restoration 
work on the Hamnyeongjeon Hall of the Deoksugung Palace from 
2015 to 2017. It also decided to do similar work on the interior of 
the Jeukjodang Hall, another building in the palace, as a follow-
up project.
The hall was the place where King Seonjo, who had fled to 
Uiju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from 1592 to1598, 
temporarily resided after the invasions ended. It started being 
called "Jeukjodang" when King Injo ascended to the throne in 
1623, and served as a royal office until the Junghwajeon Hall was 
built in 1902. King Gojong, who had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used the building as his business 
office when he returned to Deoksugung Palace after having sought 
refuge from the Japanese forces at the Russian legation in Seoul.

In order to restore the interior of the hall, Arumjigi contacted experts and artisans working 
in a number of different fields, seeking their opinions and advice on how to go about the 
work. These efforts included examining documents and artifacts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other places. Since the hall 
was originally a place where King Gojong actually lived and worked, Arumjigi decided to 
separate his sitting area from the one used by his servants, demonstrating the hierarchical 
nature of the time and the roles that people played within the palace. A selection of 
historical artifacts based on originals found in other locations was then created by artisans 
having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ir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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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과 경상 – 왕의 자리

참여장인:  정수화(칠장,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13호), 권우범(소목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안이환·허대춘 (두석장)

즉조당이 왕의 공식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왕이 앉았던 평상과 경상을 재현하였

습니다. 평상은 일반적으로 이동용 침상을 뜻하지만, 즉조당 내 재현된 왕의 평상은 취침의 

용도보다는 왕이 신하나 사신을 맞이할 때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 재현된 평상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2점의 형

태를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을 주기 위해 어두운 색감의 옻칠을 적용하였으

며, 모서리마다 황동을 주재료로 한 금속 장식을 박아 화려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경전이나 책을 읽는 데 쓰였던 경상은 왕이 집무를 보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국립고

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참조하여 재현하였습니다. 간결한 직선과 날렵한 곡선이 어우러

진 상판, 섬세하고 정교한 풍혈 장식과 화려한 죽절호족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은행나무 

목재로 뼈대를 만들고, 주칠로 붉은색을 입혔습니다. 주칠은 민가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

었으며 오로지 궁중에서만 허용되었던 기법입니다. 적게는 7차례, 많게는 10차례까지 덧칠

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붉은 빛을 재현하였습니다.

Flat Bench and Reading Table: The King’s Sitting Area
Participating Artisans: Jeong Su-hwa, Chiljang (Master Craftsman in Lacquer Wo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13; Kwon Woo-beom, Somokjang (Master Craftsman in Wooden Furniture 
Making), Gyeonggi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4; Ahn I-hwan and Heo Dae-chun, Duseokjang 
(Master Craftsmen in Metal Crafts)

Since the Jeukjodang Hall served as the king's business office, it seemed fitting to make 
copies of a pyeongsang (or flat bench) and a gyeongsang (or reading table) for it. Although 
the word pyeongsang usually refers to a movable bed, it is believed that the one in the 
hall was originally designed to allow the king to sit at an elevated position when he was 

greeting people, and was not 
used for sleeping. It mirrors 
the shape of two models 
hel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 coating 
of dark lacquer was applied 
to it to give it a soft but shiny 
gloss, and brass fittings were 
affixed to each of its corners 
to make it look more regal.
The gyeongsang was used 
for reading. It was made by 경상 주칠 과정

다양한 기물로 재현된 신하의 자리

copying originals hel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ts top plate features 
simple, straight lines and sharp curves, delicate and elaborate punghyeol (or wind-hole) 
decorations, and gorgeous tiger paw and bamboo stem patterns. Its frame is made of ginkgo 
wood and colored in red using the traditional juchil painting technique. Juchil was strictly 
forbidden for use in private homes, and was only allowed at the royal court. Some parts 
of the table were coated with this paint seven times, while others were coated up to ten.

경상과 연상 – 신하의 자리 

참여장인:  정수화(칠장,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13호), 권우범(소목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신하가 왕을 알현하여 집무를 보기 위해 사용되었던 가구로는 서책이나 문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경상, 그리고 벼루와 붓을 보관하는 연상을 재현하였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을 참조한 이 경상은 은행나무로 뼈대를 제작하였습니다. 

필묵을 보관하는 용도의 연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재현한 것입니다. 연상의 

함 부분은 먹감나무를, 다리 부분은 단풍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재현할 기물은 

신중히 선택하였으며, 경상과 연상이 함께 놓였을 때 두 가구가 조화로운 비례를 이룰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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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chambers. Its frame is made of ginkgo wood, and its four sides are carved in 
two matching patterns. The carvings are done in complex and beautiful lattice patterns, 
requiring concise and consummate artisanship. Its edges were smoothed with sandpaper 
and then lacquered with a light reddish-brown color to give it a gentle and subdued sheen.

보료, 방석, 장침, 사방침 

참여장인: 온지음 옷공방

평상 위에 올라가는 보료는 안방이나 사랑방 등에 방치레로 깔아두었던 것입니다. 보료  

위에 앉았을 때 몸을 기대거나 팔을 괼 수 있도록 장침長枕과 사방침四方枕을 함께 놓았습니다. 

직육면체로 길쭉한 것이 장침, 정육면체 모양인 것이 사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무늬의 직물 

로 된 방석을 배치하였습니다. 작품의 재현을 위해 온지음 옷공방 연구진은 복식사 자문단 

(조효숙 전 가천대학교 부총장, 패션디자인학과 석좌교수, 김소현 배화여자대학교 패션산업 

과 교수)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운현궁 유물을 실견하고 유물의 구성, 소재, 색상 및  

바느질 기법을 바탕으로 즉조당에 배치될 보료와 장침, 사방침, 방석을 재현하였습니다.1  

Gyeongsang and Yeonsang: The Seat of Subjects
Participating Artisans: Jeong Su-hwa, Chiljang (Master Craftsman in Lacquer 
Wo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13; Kwon Woo-beom, Somokjang 
(Master Craftsman in Wooden Furniture Making), Gyeonggi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4 

The furnishings used by the king’s subjects wanting to see him or to 
perform their royal duties are called gyeongsang, meaning a place where 
books and documents could be stored. There is also an inkstone box for 
storing inkstones and brushes. This one is modeled after others found i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ts frame is made of pure ginkgo 
wood, while the inkstone box is modeled after relics kept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 features black persimmon wood for its box, and 
maple for its legs. Both of the pieces work together very harmoniously. 

좌등 

참여장인:  정수화(칠장,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13호), 권우범(소목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좌등은 내부에 촛대를 넣어 사용하는 사각형의 등기구입니다. 복도나  

방 모서리에 두고 실내를 밝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에 재현된 좌등은 

방 안에 두는 용도로 일반적으로 복도나 정전 등 규모가 큰 공간에 배치 

하는 좌등보다 작은 크기의 유물을 참고하였습니다. 은행나무로 뼈대를  

제작하였고, 사면에는 두 종류의 문양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조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좌등에 비해 복잡하고 아름다운 창살 문양으로 조각 

하여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손으로 사포질하여  

자연스럽게 모서리 부분을 마감하고 은은하게 광택이 나도록 연한 붉은 

갈색으로 옻칠을 하였습니다.

Floor Lantern
Participating Artisans: Jeong Su-hwa, Chiljang (Master Craftsman in Lacquer 
Wo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13; Kwon Woo-beom, Somokjang 
(Master Craftsman in Wooden Furniture Making), Gyeonggi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4

Floor lanterns are rectangular-shaped lighting fixtures that are made 
to be used with a candle inside it, and would usually have been placed 
in the corner of a hallway or a room. This floor lantern copied smaller 
ones than those placed in larger spaces, such as hallways or royal 

좌등 왕의 자리에 놓이는 보료, 장단침, 평상 그리고 경상

1.   실견에 참조한 유물은 운현궁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어린 아들(고종)을 대신하여  

이곳에서 10년간 정치를 하였다. 규모나 격식, 평면도 등으로 미뤄 볼 때 사대부 집이라기보다 궁궐 

내전에 가깝다. 참고 유물의 배경이 재현하고자 하는 시대와 격식에 맞닿아 있어 재현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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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계통으로 염색한 양단洋緞의 윗면 중앙에는 둥근 문양 안에 봉황과 용이 꽃과 어우러

지는 형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가선 부분은 장지문의 창살을 연상시키는 격자무늬가 들어

간 양단洋緞을 사용하였으며 청록 계열의 색상으로 염색하였습니다.

Fancy Mattress, Cushion, Long Armrest, Square Armrest
Participating Artisans: Clothing Studio of Onjium

The very intricately designed mattress placed on the flat bench was usually used in a 
main room or a reception room. Its two armrests would have been placed together so 
people could lean on them or put their arms on them while sitting on the mattress. The 
one made in the shape of a rectangular parallelepiped is the long armrest, while the other 
square one is in the shape of a regular hexahedron. Cushions made of the same patterns 
and materials could also be used for the same purpose. All of these ones were made by 
craftspeople at the Clothing Studio of Onjieum, working from originals held in the Seoul 
Museum of History. The center of the mattress’s top is made of satin dyed in a reddish 
color. It features a round-patterned ornamentation with a phoenix and a dragon posed 
against a background of flowers. Its hem is made of satin, with lattice patterns reminiscent 
of the type of lattices used in sliding paper doors. It is dyed in a bluish-green color.

왕골자리, 왕골방석 

참여장인:  박현주(한복기술진흥원 원장)

습기에 취약한 보료와 솜 방석을 대신하여 평상 위에 배치할 하절기용 왕골자리와 왕골  

방석도 제작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전과 편전, 침전 내 왕이 앉는 자리인 당가唐家나  

어좌, 평상 위에는 이중으로 제작한 왕골자리를 깔았습니다. 민무늬 왕골자리 위에 다양한  

색으로 염색한 왕골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한 것을 별문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말발굽  

모양의 마제별문은 왕실 및 상류층에서 자리, 깔개 및 제구 등에 다양하게 사용한 문양으로 

유물과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18세기 이후)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유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제별문의 가장자리는 자색 명주로 단을 둘러 마감하였습니다.2 이 작품은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 컬렉션에 포함된 마제별문석을  

참조하여 재현하였습니다.3 신하의 자리에 놓인 왕골 방석은 강릉 오죽헌에 소재한 강릉시립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안공주 관련 유물 중 무늬가 들어간 왕골 방석을 참조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백석 위에 기하학적인 만자문卍字紋과 아자문亞字紋, 뇌문雷紋 등을 장식하였고  

청색 명주로 가장자리 단을 둘러 마무리하였습니다.

Rush Mat and Cushion
Park Hyeon-ju, Director, Hanbok Technology Promotions

Arumjigi also had a rush mat and a rush cushion made for the hot summer season. They 
will be placed on the flat bench in place of the fancy mattress and the cushion, both of 
which are vulnerable to moisture. Ancient records state that double-sided rush mats were 
spread on the flat bench and other places where the king sat. Patterned rush mats decorated 
and dyed in various colors are called byeolmunseok, meaning “special flower-patterned 
mat.” The horseshoe-shaped majebyeolmun was used primarily for seats, rugs, and ritual 
utensils by the royal family and members of the aristocracy. They were popular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after the 18th century and the Korean Empire period. 
Their edges were hemmed in purple silk. This replica was copied after one contained 
in a collection of Korean cultural artifacts in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 the 
Netherlands.
The rush cushion placed on the seat of the king’s subjects was made by referring to one 
housed in the Gangneung Municipal Museum in Ojukheon, Gangneung. It is decorated 
in geometric patterns like swastika (卍), a (亞), and noi (雷). Its edges are hemmed in 
blue silk.

왕골자리 제작 과정

2.   문조(익종)의 어진과 이하응의 초상 하단에 깔린 마제별문석의 가선 또한 자색으로 나타나 동일 

하게 제작하였다.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수록된 유물로,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협조로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으로부터 유물 재현 허가와 재현에 참조한 고화질  

유물 이미지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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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은입사촛대

참여장인:  최교준(입사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6호)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위용을 갖추고자 장인과 자문단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철제은입사촛대를 실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 형태와 비례를 최대한 원본의 모습 그대 

로 재현하였습니다. 철로 몸체를 제작하였고, 특히 원형의 화선火扇부에는 입사장入絲匠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화려한 은상감 문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쌍희囍자를 넓게 면상감하고, 

테두리에는 가느다란 은선銀線으로 박쥐와 당초, 뇌문雷紋 등을 끼움상감入絲하였습니다. 연잎  

모양의 뚜껑과 초 가위는 황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재현에 참조한 원본 유물과 다른 점은 

철로 된 동체부에 옻칠한 것으로, 옻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어둡게 바랜 원본 유물의  

세월감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입사촛대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철제은입사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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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Inlaid Iron Candlestick
Choi Gyo-jun, Ipsajang (Master Craftsman in Silver and Gold Inlaying), Seou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36

This magnificent candlestick is an almost-exact replica of one hel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s stem is made of iron, while its circular fire fan part is 
composed of ornately crafted silver inlaid patterns. Its two hui (囍) characters were 
inlaid on the surface, and its edges were decorated with silver-colored bat, arabesque, 
and noi (雷) characters and patterns. The lotus leaf-shaped lid and candle snifter 
are both made of brass. It only differs from the original artifact in that a coating 
of lacquer was applied to its body, both to prevent corrosion and to make it look 
more like the darkened original. This makes the candlestick look as if it has been 
in the hall for many years.

유제등경

참여장인:  김수영(유기장,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신하의 자리에는 왕의 자리에 놓이는 촛대보다는 검박하지만, 궁궐의 품격에 걸맞는  

유제등경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유제등경의 형태를 한 개인 소장품을  

참고하여 재현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기둥의 상단부는 고사리처럼 둥글게 말려 있고  

그 아래 마디마다 네 개의 단이 있는데, 이 단은 등잔 받침과 기름받이를 원하는 위치

에 걸어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상단에 걸려 있는 고리형 받침

이 등잔을 올려두는 등잔 받침이며, 하단에 걸려 있는 좀 더 넓은 받침대가 등잔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받는 기름받이입니다. 주물을 떠 전체 형태를 잡은 후 깎아내며  

작은 부분까지 세세히 다듬어 마무리하였습니다.

Oil Lamp
Kim Soo-yeong, Yugijang (Master Craftsman in Brasswar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77

The seat used by the king’s servants is equipped with an oil lamp. Although it is 
simpler than the candlestick, it still retains a dignity worthy of its placement in the 
palace. It was made by copying an original held in a private collection. The upper 
part of its column is twisted like a fern, and there are four steps for each node 
below it. They are used to adjust the height of the lamp by hanging the lampstand 
and the drip tray in whatever position is desired. The ring-shaped base at the top 
is the lampstand for the lamp, while the wider one at the bottom is a drip tray used 
to catch the oil flowing from the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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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백복도수병

참여장인: 김태자(자수장,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박진우(서예가), 온지음 옷공방, 상문당

아름지기는 고종대에 사용되었던 병풍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고종이  

자수병풍 제작을 장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 자수

병을 재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수백복도는 각기 다른 형태의 ‘수壽’자 

와 ‘복福’자가 반복되는 문양으로 장수와 다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종을 알현하였던 외국인들은 ‘고종의 어좌를 백수백복도가  

장식하고 있었다’(1892년, 이폴리트 프랑댕), ‘고종과 순종을 알현한 공간

에 자수병풍이 장식되어 있었다’(1903년, 에밀 부르다레)라는 기록을 남겼

습니다.4 따라서 같은 시기, 덕수궁 즉조당에도 백수백복도 자수병이 배치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백수백복자자수병풍’을 참고하였으며, 즉조당 

의 공간 및 함께 배치되는 기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현품의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장황천은 조선 후기부터 1990년대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대 병풍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재 및 색상, 문양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1882~1885년경 

고종이 독일인 묄렌도르프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드레스덴 세계민속학박물관에 

소장된 <백수백복도자수병풍>은 해당 시기 궁중에서 제작한 병풍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예 

입니다. 상하 회장의 색상은 이를 참고하여 남색 계열의 팔보문八寶紋이 들어간 견직물을 선택 

하였습니다. 병풍의 뒷면 또한 궁궐 병풍 유물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자문卍字紋이 새겨진 쪽염한 

능화지를 덧대어 마감하였습니다.5

Baeksubaekbokdo Subyeong 
Participating Artisans: Kim Taeja, Jasujang (Master Craftsman in Embroidery) and training assistant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Park Jin-woo, Calligrapher; Clothing Studio of Onjieum, Janghwangcheon; 
Sangmundang, Mounting

Arumjigi decided to re-create a replica of a Baeksubaekbokdo Subyeong (or “Folding Screen 
with Embroidered Character Design”) by examining records describing them that had been 
written during the King Gojong period. Baeksubaekbokdo consists of a variety of patterns in 
which different forms of "su (壽)" (for longevity characters) and "bok (福)" (for good fortune 
characters) are repeated.
It is modeled after one titled "Baeksubaekbok Jasu Byeongpung"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4.    고종대 병풍에 대한 연구로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고

5.    덕수궁 중화전 <일월오봉병>, 창덕궁 신선원전 <오봉병>, 동관왕묘 <일월오봉병>(덕수궁관리소 자료 제공) 참고

of Korea, although its size has been adjusted to harmonize with other articles in the hall. All 
the materials, colors, and patterns chosen for the Janghwangcheon were based on examples 
believed to have been produced betwee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early 1900s. 
silk fabric with indigo-colored palbo (八寶) characters that was used for the colors of the top 
and bottom sections of each panel. The back of the screen was made by adding an indigo-dyed 
neunghwaji (or embossed patterned )with swastika (卍) characters like those found on other 
folding screens in other royal residences.

아름지기의 궁궐 내부 집기 재현사업은 장인정신과 전통 공예를 통해 궁궐에 선조들의 삶의 흔적 

과 온기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감도는 궁궐은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문화를 되돌아 

보고 현재로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름지기뿐 아니라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장인들의 의지와 솜씨,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재현품을 만들기 위해 보냈던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 에르메스 코리아,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름지기에게도 남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궁궐  

전각에 놓이는 작품이기에 더욱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고 제자리를 찾은 결과물에 감격해 하시던 

장인들의 모습과 해외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 유물을 만나는 것은 앞으로 아름지기

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추가로 배치될 화로의 

재현을 끝으로 즉조당 내부 집기 재현이 마무리됩니다. 아름지기는 새로운 궁궐과 전각에서 궁궐

이 간직한 아름다운 문화와 멋을 찾아가는 전각 내부 집기 재현사업을 이어갑니다.

The main goal of the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s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is to encourage a grea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how 
our royal ancestors lived. The palaces have the power to remind us of the splendors of a 
culture that we once had little use for and to bring them back to the present day. This was 
only made possible by the efforts of a number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experts, and 
artisans who collaborated with Arumjigi in bringing these replicas to lif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gratitude to our sponsors who gave so much of their time and attention 
to the making of such outstanding reproductions. They include Hermes Korea,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Deoksu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and the Foreig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he project has been an extraordinary experience for Arumjigi. 
Seeing the joy of the many artisans who labored so hard to create the works to be placed in 
these palace buildings gave us a good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directions of Arumjigi 
going forward. The project of making replicas of the furnishings used inside the Jeukjodang 
Hall will be completed with the installation of a brazier in the first half of 2021. After that, 
we will continue with the project in the hope of continuing to renew the culture and re-create 
the treasures housed in our magnificent pa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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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백복도수병에 수놓인 ‘수(壽)’자와 ‘복(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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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ELECTRICAL FACILITIES AND 
LIGHTING IN HUIJEONGDANG HALL

창덕궁 희정당 내부 조명 복원사업

아름지기는 2018년 10월에 문화재청, 효성그룹과 함께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고 궁궐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창덕궁 

희정당과 대조전 내부에 1920년대 설치된 전등을 복원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 옛날의 조명을 다시 환히 밝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각 내부에 사람의 발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rumjigi signaled its readiness to act as the lead agent 
for the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historic palaces by 
signing an MOU wit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Hyosung Group in October 2018. As part of that 
commitment, it is working with Hyosung to improve the 
electrical facilities and lighting in the Huijeongdang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This is being done to make the hall 
more visitor-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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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국정을 운영하는 공간이자, 왕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희정당과 대조전은 각각 왕의 집무

실과 침전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1917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1920년에 재건되면서 서양식 시설이 도입되어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독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궁궐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 정비부터 유물 복원

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내부를 밝히는 조명

시설을 복원하여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18년에 희정당의 접견실 샹들리에 6기와 대조전의 샹들리에 1기

를 점등하기 위해 등기구에 포함된 근대의 전기 부품과 철물, 직물 등

의 공예품을 원형대로 복원하였고, 준공 당시의 전기 시설을 110V에

서 220V로 승압하는 전기・전열 설계 및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

다. 2019년에는 희정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17가지 유형, 총 66기

의 근대 등기구를 모두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등기구의 

유리 등갓은 당시 유럽에서, 또 일부는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 

되며 당시 상당한 수준의 기술자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정교한 문양 

들이 세공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등갓의 복원을 위한 금형은 원본 훼손 

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유물을 이용하여 캐스팅하지 않고, 원형을 

실측한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샘플 제작 과정을 

거쳐 유물의 조각을 세밀하게 재현하였고, 일부 유리 등갓은 불투명 

한 바탕에 음각된 장식 부분만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연마  

작업을 거쳤습니다.

The Huijeongdang Hall was once used as a royal living space and 
the king's office. It was destroyed in a fire in 1917 but was rebuilt 
in 1920, adding Western-style equipment and facilities to it that 
resulted in a blending of both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Although that characteristic remains within it even today, the entire 
palace will need to undergo a lot of work to repair and refurbish it, 
ranging from basic environmental improvements to the restoration 
and repair of the many historic artifacts housed within it. One of 
the simplest fixes was to bring its electrical writing and lighting 
up to modern standards.
The work began in 2019 with repairs to the building’s heating 
and electrical systems. It included replacing electrical wiring and 
power outlets and making both aesthetic and operational repairs 

to six chandeliers in the Huijeongdang Hall’s reception room and another one in 
the Daejojeon Hall. The voltage was also boosted from 110 to 220.
Sixty-six lighting fixtures in the Huijeongdang Hall were refurbished in 2020. This 
included stained glass lampshades that had been imported either from Europe or 
Japan, all of them made with craftsmanship that could only have been undertaken 
by the most refined and expert of artisans. Arumjigi took great care to ensure that 
the molding work required to replace them would not result in damage. The molds 
were made by copying each lampshade’s original, with more intricate details being 
carved onto their surfaces later. Some of the lampshades with engraved patterns 
on an opaque background underwent a polishing process that resulted in their 
“antiqued” final appearance. 

A
rum

jigi P
roject

2020 A
rum

jigi Palace Project
유리등갓 세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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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등갓을 잡아주는 금속 연결부는 동으로 제작되었는데, 100년의 시간 

을 지나오면서 녹슬고 파손되어 상당한 무게의 유리 등갓을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한 금속 연결부는 떼어내서 새로 재현하여 달기로 결정 

하면서 금속공예가와의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리 등갓과 마찬가지로 원형 손상을  

막기 위해 캐스팅에 의한 정밀주조 방식을 배제하고 금속 판재에 정과 망치로 음각, 양각의  

문양을 두드려 만드는 전통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존 유리 등갓의 목 부분을 금속  

연결부와 고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파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 보강재를 유리 등갓 목 부분에 덧씌우는 새로운 방식도 제안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문화재 화재 사고와도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더욱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의 

전기안전법에 부합하는 내열전선과 소켓으로 교체하고, 전구도 화재 위험이 적고 전력소비량이 

낮은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전선의 직물 피복을 분석한 결과, 전통 직물공예 

기법의 하나인 다회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여 유물과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재현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등 복원 이외에 궁궐 방문객들이 희정당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와 복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는 가장 먼저 희정당 내 귀빈 

휴게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전각 내부 관람객을 위한 전시안내실로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안내실은 관람객들에게 희정당과 대조전 전각의 역사와 복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귀빈휴게실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가구 및 집기를 재현하

여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전각 내부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A different process was undertaken with the lighting fixtures in the 
Huijeongdang Hall, with copper covers being placed over the lampshades 
and attached to them with screws. Because the original covers had 
been suffered a great deal of damage over the past century, they were 
removed and replaced with exact replicas that were only made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an expert metalworker. Instead of using a precision 
casting method, Arumjigi chose a more traditional method called 
“chasing.” This technique involves putting a thin plate into a chasing plate 
and then making an intaglio and embossing it with a hammer and chisel. 
This more traditional method was adopt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amaging the artifacts even more during the casting process. The surfaces 
of the new covers were then treated to match the originals. Another 
problem that needed to be dealt with was the damage to the neck parts 
of some of the lampshades, which was probably caused by screwing them 
too tightly in the past. Arumjigi decided to reuse the necks by coating 
them with a metal reinforcing agent, allowing them to keep their original 
form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The hall’s electrical wiring and outlets were replaced with heat-resistant 
ones in order to meet modern-day safety standards, while its old 
incandescent lamps were replaced by more efficient and fire-resistant LED 
ones. Any wiring that was exposed to outside surfaces was wrapped in 
braided cords to cover them. The cords look exactly like the orig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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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좌)와 재현된 금속 부품(우)

금속으로 보강한 유리등갓 조립된 등갓과 금속부품 

조명 기구 속 잔존 전선 다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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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시설물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기초연구 용역

아름지기는 지난해 하반기, 궁궐 시설물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궁궐에는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관람을 위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현대

적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보호의 기반시설로서 전기 · 소방 · 방범 시설 등이 궁궐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문화재 관람을 돕는 보조시설로는 안내판이나 펜스 같은 시설물, 기타 벤치 및 매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

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누적되어 온 시설물들은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에 아름지기는 궁궐이 가진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관리 운영과 관람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궁궐 시설물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 용역

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뿐 아니라 각 궁궐의 관리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궁궐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아름지기는  

방대한 현장 조사와 디자인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2005~2009)’에 이은 새로운 궁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Carried out research into pilot project for design and development of palace facilities

Arumjigi carried out research into a pilot project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palace facilities 

from June to November of last year. Equipment that had not existed when the palaces were built were 

installed in them later, both to create an enhanced viewing environment for their visitors and to give 

additional protection to the immensely valuable cultural artifacts found in them. Although this new 

equipment included improved electrical, firefighting, and crime prevention facilities and auxiliary facili-

ties to enhance the viewing environment of the palaces’ many valuable artifacts, it was feared that they 

were instead causing damage to some of them and deteriorating their surroundings due to a number of 

functional and aesthetic deficiencies. Arumjigi’s research focused on developing facilities designs that 

would ameliorate both the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of the palaces and increase the awareness 

and enjoyment of the people visiting them, without compromising their beauty and value.The research-

ers selected the Huijeongdang Hall, the Daejojeon Hall, and the Nakseonjae Hall within Changdeokgung 

Palace as targets for a pilot project after carrying out interviews with the managers of the various pal-

aces, conducting on-site surveys, and soliciting the opinions of outside experts. The Huijeongdang and 

Daejojeon halls had both once served as royal offices and living quarters, and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determine exactly how the two buildings are connected and what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they share. Time was of the essence for these plans to proceed, since the administrators of the palaces 

were already engaged in preparations to open the buildings’ interiors to the public. The Nakseonjae Hall 

was once used as a royal residence. The researchers decided that it was a suitable candidate for a pilot 

project because it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buildings in the area, allowing them to consider how 

its facilities might be improved from a number of angles. In addition, Arumjigi had prior experience in 

carrying out research projects there.

The final decision that Arumjigi took was to make improvements to the design of the building’s fences 

and enhance some directional and informational signage of special value to visitors. The studies were 

carried out from last June to last November, and ended up with the production of a rough design 

guide. Arumjigi plans to establish more detailed plans for the pilot project while also going ahead with 

redesigning the fences and the signage. The plans for this work, which will be donated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ll hopefully be used to guide further improvements to the palace environ-

ment going forward.

At a Glance 2020
Heritage Tomorrow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작가와 장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획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립니다.

한국 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딩

전시 기획_기획전시, 해외 전시

Exhibition Planning: Special exhibitions, over-

seas exhibitions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사업

Design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Korean Beauty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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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PING ON THE GROUND, 
THE FLOOR IS RAISED

바닥, 디디어 오르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눕는 바닥은 삶의 기본이자 건축 구조의 근간 

이 되는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거쳐 만들어 

낸 우리 생활공간의 바닥은 공간의 용도와 영역을 규정하고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지기는 2020년 일곱 번째 주住 문화 전시 <바닥,  

디디어 오르다>를 통해 바닥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전통 공간의 

정서가 현대 생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All of us take floors for granted and don’t think about their importance, 
even though they are a basic foundation of every building and structure. 
Arumjigi provided visitors with an opportunity to view the evolution of 
floors in its seventh exhibition, "Stepping on the Ground, the Floor Is 
Raised." It was hel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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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의衣・식食・주住를 테마로 기획전시를 개최해 온 아름지기는 지난 두 번 

의 주住 전시를 통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찰하였습니다.  

<소통하는 경계, 문>展에서 공간을 구분 짓는 요소이자 소통의 통로로서

의 ‘문’을 다뤘고, <해를 가리다>展에서는 그늘을 드리우고 비바람을 막는  

지붕을 가진 공간으로서의 건축의 출발점인 ‘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기획전시 <바닥, 디디어 오르다>展은 우리 몸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바닥’을 다시 한번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역사 속 다양한 바닥의 종류를 쉽게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  

<바닥, 디디어 오르다>展에서 바닥을 건축 구조의 일부로 존재하는 ‘고정식  

바닥’과 가구와 같은 형태로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바닥’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루’와 ‘온돌’이 대표적인 고정식 바닥이고, 

이동식 바닥은 의자, 평상, 침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바닥 

모두 자연 상태의 대지, 흙바닥의 냉기와 습기, 그리고 거친 질감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급이나 의례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반영되어 수직적인 높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Although Arumjigi’s yearly special exhibitions usually focus on the 
theme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 last two pivoted to examine 
some of the most basic elements used in architecture. The first one, which 
focused on doors, was entitled "Doors: Boundaries of Communication." 
After that, we highlighted the topic of roofs in our "Shade from the 
Sun" exhibition. Last year’s show, "Stepping on the Ground, the Floor 
Is Raised," was about floors, the most basic building element that comes 
into contact with our bodies.
In this exhibition, we divided floors into two concepts: "fixed" and 
"movable." We did this to illustrate how floors have evolved throughout 
history. While the term “fixed floor” refers to one that is fixed into a single 
position, a “movable floor” means one that can be moved and adapted to 
suit its user's convenience and needs. In essence, movable floors act like 
pieces of furniture, the same as our chairs, benches, and beds do. The 
concept we call “floor” originally emerged as a means of protecting our 
bodies from the cold and moisture inherent in the ground and earth that 
we first had to lie down on. Over time, more elaborate ones were built 
to accommodate more complex uses, such as religious events and rituals. 
Throughout our long history, we can see how our ancestors created new 
uses and functions for floors by varying their heights, areas, and the type 
of materials used to ma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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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바닥

아름지기 1층 전시 공간에서는 이동식 바닥의 예로 <탑상榻床, 낮은 마루>라는 작품을, 고정식  

바닥의 예로 <구들, 온기의 확장>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온지음 집공방에서 만든 두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마루’와 ‘온돌’의 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월그래픽을 통해 관람객들이 마루와 온돌이  

각각 발전하여 하나의 건축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과정, 이동식 바닥과 고정식 바닥이 분화 

되어 각각 발전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층 중정에는 강릉 경포대의 높이 변화에 따른 기능과 조망을 이해할 수 있는 <통의동 경포대景鋪臺,  

풍경을 향해 펼쳐진 바닥>이 배치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Traditional Floors
We introduced a work called "Tapsang, Low Floor" as an example of a movable floor, with 
another called "Gudeul, Expansion of Warmth" serving as an example of a fixed one. Located 
in the exhibition hall on the first floor of our headquarters, they allowed visitors to understand 
at a glance the origins of the words maru (or floor) and ondol (or the Korean traditional 
heating system) that have always been such basic elements i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architecture. Both works were produced by the Housing Studio of Onjium.

탑상榻床, 낮은 마루

<탑상榻床, 낮은 마루>는 고구려 귀족의 무덤인 안악3호분에 그려진  

벽화 속 가구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고구려 벽화는 온돌이 

보편화되기 이전, 별다른 난방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생활한 귀족

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벽화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두고 만들어진 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의 정확한 명칭은 기록에서 찾을 수 없지만, 전통 

좌구의 한 종류인 나지막한 높이의 ‘탑榻’과 넓은 자리를 갖는 ‘상床’

의 개념을 더하여 ‘탑상榻床’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름지기와 온지음 집공방은 아름다운 휘장을 두른 탑상의 바닥 

모양에서 대청마루의 원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본래 마루는 

한옥에서 온돌 없이 지면으로부터 띄워진 나무로 된 바닥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탑상榻床, 낮은 마루>는 아늑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구이면서, 동시에 건축적인 바닥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원시적인 마루가 공존하는 작품입니다.

"Tapsang, Low Floor"
The exhibit called "Tapsang, Low Floor" 
consisted of replicas of furniture depicted in 
murals found in the tomb of a nobleman from 
the Goguryeo Dynasty. The murals illustrate 
the lives of members of the Korean aristocracy 
who lived in spacious but frigid and unheated 
houses before ondol was invented. The furniture 
in them was elevated high above the cold floors 
to help keep people warm. It was named Tapsang 
because it combines the words tap (meaning a 
low wooden bench) and sang (or table). 
Arumjigi and the Housing Studio of Onjium 
created replicas of these furnishings and copied 
the look of the maru (or floor) under them by 
carefully examining the murals. The word maru 
originally referred to the very elevated wooden 
floors used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without 
ondol. The point of the "Tapsang, Low Floor" 
exhibit was to show how such rather primitive 
living arrangements could still be made warm 
and cozy.

탑상(榻床), 낮은 마루

안악3호분에는 좌구의 하부구조가 생략되어 

있는데, 동물의 다리를 형상화한 짧은 다리와, 

화염문 장식의 하부구조는 고구려의 다른 

벽화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현하였습니다. 

난간의 등받이에는 패브릭으로 고구려의 

상징적인 문양인 불꽃무늬를 수놓았고, 깔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장에서 따온 연화문양을 

펠트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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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온기의 확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화려한 가구를 이용하여 냉기를 피하였지만 일반 서민들은 보다 직접 

적인 난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온돌입니다. 취사 시설인 아궁이에  

불을 피웠을 때 불길이 지나는 통로를 ‘구들’이라고 하는데, 서민들은 온기를 찾아 따뜻한  

구들에 올라앉아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달하고 구들의 길이를 길게 연장 

하고 복잡하게 꺾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구들’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어 널리 사용됩니다. <구들, 온기의 확장

>은 이러한 구들의 형태적 변천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람객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ㄱ’자 형태의 쪽구들은 움집 형태의 주거 유적 평면도를 통해 취사용 열이 난방

용 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회암사 서승당지의 ‘ㅌ’자형 구들은  

난방이 되는 바닥 공간의 확장 과정과 입식, 좌식이 혼재되었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온구들로 된 온돌

바닥은 우리에게 익숙한 좌식 생활이 비로소 일반화되었음을 전달합니다.

Gudeul, Extension of Heat
Although members of the aristocracy tried to avoid the cold using furniture elevated high 
above the ground, ordinary people had to keep themselves warm in a more inventive 
manner, which came to be called ondol. When a fire was lit in a furnace-like heating 
compartment, the heat it produced could be passed through a gudeul (an under-the-floor 
heating system), and the people living in the house could sit on top of it to keep warm. 

구들, 온기의 확장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한국인들은 입식 또는 입식과 좌식을 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특히, 상류층은 중국의 영향으로 입식 생활을 

선호하였으며 온돌구조는 서민 가옥 건축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소빙기를 거치며 온돌의 사용이 상류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The "ㄱ"-shaped gudeul installed near a fireplace cum cooking area was called jjokgudeul, 
while the "ㄷ" or "ㅌ"-shaped gudeul appeared as the technology developed and evolved--
especiall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The goal of the exhibit called "Gudeul, Expansion of Heat" was to help our visitors 
understand gudeul better by dividing its history into three sections. We began with 
the most primitive heating facilities, and then extended our study through to the "ㄱ" 
character-shaped jjokgudeul. In the "ㅌ" character-shaped gudeul section, we helped visitors 
understand why their ancestors adopted a mixed standing and sedentary lifestyle, and how 
gudeul went through its various phases of development. The goal of the ondol section was 
to convey that our familiar sedentary lifestyle only appeared after the mid-Joseon period.

통의동 경포대景鋪臺, 풍경을 향해 펼쳐진 바닥

<통의동 경포대景鋪臺, 풍경을 향해 펼쳐진 바닥>은 

강릉 경포호수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세워진 누정 

樓亭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강릉 경포대는 

거울 ‘경鏡’자에 물가 ‘포浦’자를 사용하지만, 아름

지기 사옥에 설치된 경포대는 풍경 ‘경景’자에 펼칠  

‘포鋪’자를 써서 ‘풍경을 향해 펼쳐진 바닥’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강릉의 경포대는 아름다운 

경포 호수의 경치를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높낮이의 층으로 만들어진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경포대에는 사람의 활동과 시선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름지기와 온지음 집공방은 강릉 경포대가 가진  

3개 층의 높이는 그대로 살리되, 아름지기 사옥 공간 

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붕 

에 막혀 있는 실제 경포대와는 다르게 전시된 작품

은 지붕을 열어 한옥 지붕을 감상할 수 있고, 인접

한 데크 및 한옥 툇마루 등 다른 성격의 장소와 높이 

에 위치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높이와 공간의 관계에서 발생 

하는 체험과 행동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전시  

기간 중 독서모임, 연주회 등 소모임 행사들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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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동 경포대景鋪臺, 풍경을 향해 펼쳐진 바닥

통의동 경포대는 신체와 시선의 높낮이를 고려한 바닥의 단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와 교류·소통에 초점을 맞춘 정자를 설계하였다. 정자는 풍경을 

감상하는 곳이면서도 오가는 사람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인데, 이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통의동 경포대에서 진행된 독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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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idong Gyeongpodae ("The Floor: A Platform for Enjoying the Scenery")
The nujeong, or “tower and pavilion” motif of this work was created to celebrate the 
breathtaking scenery found at Gyeongpo Lake in Gangneung. Although the Gyeongpodae 
Pavilion there uses the gyeong and po characters, referring to glass and waterside, we 
decided to emphasize how the floor spreads toward the landscape by using other gyeong 
and po characters that mean “scenery” and “spread” instead. One particularly notable 
feature of the Gyeongpodae Pavilion is that it is built in layers of different heights. This was 
done so that people could appreciate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lake from various angles.
Working with the Housing Studio of Onjium, we decided to reduce its scale so that it 
would harmonize with the size of our headquarters better, while also keeping the height 
of the three floors in the Gyeongpodae Pavilion intact. Although the roof of the actual 
pavilion is blocked from the sun, the one in the exhibition was opened to the sky. This 
was done to assist our visitors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standing at different heights, 
as well as to provide them with a place where they could take a break while admiring the 
open sky and the roof of a hanok in the midst of a downtown urban space. The site was 
also used for the presentation of small performance events, allowing our visitors to get a 
better feeling for the romance of Gyeongpodae.

현대의 바닥

아름지기는 전시장으로 변신한 2층과 3층 공간에 3명의 현대 작가와 함께 새로운 쓰임과  

형태로 재해석한 바닥을 소개하였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미학이 현대적인 기능과 감각을 만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Modern Floors
Our building’s second and third floors were used for an exhibit of a floor that three 
artists had given a new use and a different shape to after they had drawn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Korean floors. This was done to show visitors how the wisdom of the past can 
be used today to create new ways of thinking about how we live. 

무–경계

ATELIER KHJ를 이끌고 있는 김현종 작가는 한옥의 ‘마루’에서 영감을 받은 <무-경계>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해 변화된 높이와 형태, 그리고 이동성을 갖는 새로운 마루를 제시하였습니다.  

마루는 방과 방을 연결하는 비어 있는 공간이지만 필요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고, 걷고, 앉고, 기대고, 눕는 다양한 인간의 행위가 마루라는 공간에

서 자유롭게 이뤄집니다. 김현종 작가는 마루가 가지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연결성과 역할의  

다양성, 경계의 모호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모듈 형식의 오브제’로서 <무-경계>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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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검게 칠해진 홍송은 세월을 담으려는 듯 시간의 흐름과 계절 변화에 맞춰 숨 쉬며  

천천히 터지고 갈라지는데, 이는 때가 타고 갈라진 한옥 마룻바닥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관람객은 2층 한옥 안에서 사용자가 조합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채로운 행위를 담을 수  

있는 ‘무한한 형태로 변주 가능한 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Limitlessness-Boundary"
The Artist Kim Hyunjong, who plays a leading role at ATELIER KHJ, conceived the 
“No-Boundary” concept after being inspired by the maru found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The word maru usually refers to an empty space that connects rooms in a house, 
but it can also mean a space where various actions can take place as the occasion warrants. 
These actions might include standing, walking, sitting, leaning, and lying down. The work 
called "Limitlessness-Boundary" was designed to take the form of a "modular object." 
This was done by reinterpreting the connectivity of a traditional Korean maru in its role 
as an intermediary space (including the diversity of its roles and the ambiguity of its 
boundaries) from a modern point of view. When visiting the two-storied hanok, visitors 
were confronted with a “floor” on which an infinite number of variations could be made, 
allowing a wide variety of actions to be performed according to how they were combined 
and connected. The black-painted floors made of red pine slowly split as they suffer from 
the passage of time and the seasons, just like an old and cracked hanok floor did.

무-경계

‘사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용자가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에 

앉고, 눕고, 찻잔을 올려놓는 등, 정해지지 않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했다. 또한, 마루의 한 부분이 들어올려진 형태를 통해 

수평적인 바닥에 대한 일반적 사고를 깨어보고자 했다.’ - 김현종 작가노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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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imension
JONGHA CHOI STUDIO의 최종하 작가는 ‘이동식 바닥과 고정식 바닥 간의  

연관성’을 연상시키는 두 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름지기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 한옥과 같은 좌식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로 

<De-dimension, SOBAN>을 제시하였는데, 서양의 식탁이나 소파와 같이 고정

된 가구 없이 가변적인 이동용 가구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전통 좌식 생활에서 

평소에는 벽에 걸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바닥에 자리를 잡는 소반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De-dimension, TILE>은 2차원적인 평면의 일부인 타일의 형태가  

필요에 따라 바닥에서 떨어져 나와 3차원의 의자로 변형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은 평면으로만 인식되는 바닥이 가변적인 높이를 가지면서 가구로 확장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De-dimension"
The artist Choi Jongha of the JONGHA CHOI STUDIO created two works 
modeled after what he termed "the connection between a movable floor 
and a fixed one." Called "De-dimension, SOBAN (meaning a small portable 
dining table)," it features furniture that would be suitable for a sedentary 
living space like a traditional hanok. In essence, it serves as an application 
of the use of a traditional movable floor with a soban hung on the wall. 
The artist also created a work called "De-dimension, TILE.” Affixed to a 
two-dimensional plane called a wall, the work falls to the floor and is then 
transformed into a three-dimensional piece of furniture occupying a three-
dimensional space. Its goal is to expand the audience's perception of a floor 
that has always been seen as being fixed in a single plane.

잃어버린 바닥

사무소효자동의 서승모 작가는 현대의 주거 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바닥 

과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

인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실리적인 이유로 소위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반외부 공간인 발코니를 없애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 사라지고 

있는 발코니는 실내와 실외가 중첩되는 공간이자, 자연과 접촉하는 공간이기

도 합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성격의 경계 공간은 딱딱한 인공의 장소에 여유와 

즐거움을 주고, 또 다양한 기능을 담기에도 적합합니다. 전통 한옥의 누마루와 

툇마루가 그러한 성격의 공간일 것입니다. 서승모 작가는 <잃어버린 바닥>을 

통해 전통의 형태와 기능을 반영한 발코니의 새로운 활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Floor Lost"
Seo Seungmo, the Director of the SAMUSOHYOJADONG suggested a 
novel way of using traditional Korean floors to deal with some of the 
problems we meet in our modern lives. Koreans living in apartments 
today don’t like balconies, even though they are a very practical means 
of combining the indoors and the outdoors, as well as spaces with which 
both public and private lives can overlap. The idea of these disappearing 
balconies echoes our own modern lives,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our work and our home lives is also blurring. The artist discovered a new 
way to use balconies through "Floor Lost," which he created after finding 
inspiration in traditional Korean hanok maru. The natural boundaries 
created through the differences in the heights of floors give new possibilities 
to the floors of apartments. 

A
rum

jigi P
roject

2020 A
rum

jigi S
pecial E

xhibition

De-dimension, SOBAN

‘De-dimension 작업은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의자’라는 하나의 본질적 경험으로 이어보려는 시도였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 거닐고 그림에서 물건을 집어 꺼내 사용하는 만화 같은 상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종하 작가노트 中 

De-dimension,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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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Floored Studio>
아름지기 최윤성 아트디렉터가 제시하는 <Fully Floored Studio>는 7~8평 내외의 좁은  

원룸형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바닥 높이의 변주를 통해 협소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좁은 공간에 이런저런 가구와 집기를 가득 채운 ‘fully 

equipped studio’가 아니라 서로 다른 넓이, 재질, 구조와 높이를 가진 다채로운 바닥이  

공간을 비좁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수납을 포함한 다양한 일상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fully floored studio’입니다.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으면서도 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유지 

하고, 가변적인 공간 활용도 및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해법

을 선보였습니다.

 
"Fully Floored Studio"
Choi Yoonsung, an art director at Arumjigi, proposed the idea of a floor that would 
be suitable for use by modern people. He did this by making it three-dimensional 
instead of flat. Her "Fully Floored Studio" was the result. It i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arranging furniture to fit in the narrow confines of a modern person’s 
studio apartment. This was done by arranging chairs, a sofa, partitions, storage spaces, 
and other furnishing elements within an expanded form of a floor, rather than using 
them in their more usual, fixed roles. 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different types 
of widths, materials, structures, and shapes to each part of the work. The horizontal 
space composition that was created in a variety of shapes on the floor has a wider 
area of utilization and a higher level of space utilization compared to the usual way 
of placing furniture pieces on a flat floor. It even gives people an enhanced sens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ㄷㅡㅇ, 등凳

온지음 집공방과 최종하 작가는 전통의 모티브와 현대적 미감과 실용을 담은 새로운 좌

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온지음 집공방은 수많은 전통 좌구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등凳’, 

‘탑榻’, ‘상床’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형태의 구분이 좌구의 면적과 관련됨에 착안하였습

니다. ‘등’은 등받이가 없으며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좌구입니다. ‘등’에서 

너비가 길어지면 ‘탑’이라는 좌구의 형태가 되어 길고 나지막하여 앉거나 눕는 용도가 

됩니다. 좁고 긴 탑의 폭을 넓혀서 너른 면적을 갖게 되면 ‘상’이 됩니다. 여럿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평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지음 집공

방과 최종하 작가는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여 ‘등凳’, ‘탑榻’, ‘상床’의 개념을 단순한 형태의 

모듈로 표현하였습니다. 모듈은 서로 겹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서로 중첩되거나 연

결되어 등-탑-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객들도 모듈을 각자의 편의와 신

체 구조에 맞게 옮기고 중첩시켜 자신만의 좌구를 만들어 보는 체험형 작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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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바닥

‘발코니 바닥이 오늘날 부동산 현황과 맞물려, 플랫(flat)하고 단조로운 ‘확장된 거실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아이를 갖는 젊은 부부 사이에서 단독주택 

붐이 일고 있다. 아파트 생활 이면에는 층간소음과 프라이버시의 간섭, 외부 공간 부족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서승모 작가노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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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ㅡㅇ, Deung"
One of the most inventive efforts in this exhibition was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Housing 
Studio of Onjium and a number of contemporary artists to create a mutually satisfactory 
work of art. The studio started the process by sorting a series of traditional Korean chairs 
into three categories called deung (凳), tap (榻), and sang (床), based on their surface area. 
Deung chairs are small, and do not have a back. When the width of a deung is increased, it 
takes the form of the chairs called tap, which were used for sitting or lying down on because 
they were long and low. When the width of a tap is increased, it turns into a sang, meaning 
a chair on which many people can sit, or even sleep. The Housing Studio of Onjieum worked 
with the artist Choi Jong-ha and Arumjigi to re-form deung (凳), tap (榻), and sang (床) 
chairs into a series of modules. The modules were made so they could overlap each other 
and be re-transformed back into the original shapes. Visitors to the exhibition were able to 
make their own seats by rearranging the modules to suit their individual needs.

아름지기의 새로운 도전

2020년 아름지기 기획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에 대응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유료 전시로 전환하였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만큼 지하 1층 라운지를  

처음으로 개방하여 전시 관람 후 온지음 맛공방에서 만든 죽순껍질차를 시음하며 전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그간 아름지기 전시 도록을 비치하고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접 접촉하는 전시 안내를 지양하고  

자세한 리플릿과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여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관람객들이 충분한 전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힘입어 여러 차례 

전시가 매진되고 호의적인 전시 리뷰가 꾸준히 게재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시

는 운영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시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hallenges for Arumjigi
A major goal of Arumjigi’s 2020 Special Exhibition was to meet the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Throughout the year, exhibition halls and galleries across the 
country had been forced to open and then close to reduce the spread of infection caused by 
the coronavirus. Here at Arumjigi, we took a number of steps to hold an exhibition that would 
enhance both the safety and the convenience of our visitors even in these unprecedented times.
First, we calculated the maximum number of visitors that could be admitted to our exhibition 
space at any one time. This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y. We did it by operating the exhibition on a paid-in-advance reservation basis. We also 
opened the lounge on the first basement floor of our building to the public for the very first 
time, creating a spacious area where they could purchase our cultural fundraising products 
while also drinking delicious bamboo shoot tea made by the Culinary Studio of Onjieum. 
We operated the space very flexibly, for example by stopping serving the tea and lowering 
the admission fee after the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had been upgraded to Step 2.5. In 
addition, we took steps to reduce direct contacts between strangers. This included distributing 
audio guides and informational leaflets and providing visitors with free disposable earphones 
and helpers to explain the exhibits to them. Thanks to these efforts, our exhibition sold out 
several times and we received many favorable reviews. Just as importantly, the exhibition gave 
us an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ried and true methods in terms of our operations and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our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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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Floored Studio

‘입식 위주의 생활을 당연시 하는 현대 생활에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입좌식 혼용 구성’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지? 모든 주거 공간에 식탁, 의자, 

소파와 같은 입식 생활용 가구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번 작품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최윤성 작가노트 中  

ㄷㅡㅇ, 등(凳)

가구가 공간을 경쟁적으로 점유하는 모습 대신 중첩과 변형이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유용하고자 한 것이다. 각 

모듈은 선재를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서로 겹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통해 앉거나 눕고, 개인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등-탑-상의 

면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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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름지기 문화상품

아름지기는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매일매일 사용하고 마주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제품에서 시작 

하여 전통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더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은 사람들이 친근함과 함께 현대를 

관통하는 전통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아름지기는 2020년 하반기, 두 가지 문화

상품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 Art Product from Arumjigi

Arumjigi creates a number of useful handicrafts for use as fundraisers. Although they are all based on 

traditional models, people can use them every day. All of them have a clear linkage to the traditions 

and culture of the past, giving their purchasers an enhanced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how their 

ancestors lived.

노방 안주머니 에코백

노방 안주머니 에코백은 아름지기를 대표하는 문화상품 중 하나인 ‘노방 봉지’의 섬세한 소재감은 살리면서 면의 

질기고 두터운 소재감을 더한 상품입니다. 어디에나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에코백입니다. 튼튼

하게 제작된 에코백 속에는 한복에 자주 사용되는 노방을 사용한 안주머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주머니에도 

끈을 달아 안심하고 다양한 소지품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거칠지만, 아른거리는 노방 특유의 소재감

에서 아름다움은 물론 다른 에코백에서 느끼기 어려운 정성스러움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Nobang Eco-Bag

One of them is the Nobang Eco-Bag. Made of rugged and hard-wearing cotton, it features a convenient 

inside pocket like those that are often found in traditional Korean hanbok. It even comes with a string 

to tighten and close the inner pocket, making it a safe place to store valuables.

At a Glance 2020
Heritage Tomorrow

디자인 : 아름지기

크기 : 260*110*240mm, 끈길이 120mm

소제 : 노방(한복 원단), 면

색상 : (끈)청현색, 규색

구입 : 아름지기 라운지

Designed by: Arumjigi

Size: 260*110*240mm, string length 120mm

Material: Nobang (traditional Korean  

hanbok cloth), cotton

Color of string: bluish-brown,  

deep yellow

Available at: Arumjigi Lounge

디자인 : 아름지기

크기 : S(220~235mm), 

M(240~255mm), L(260~275mm)

소재 : 습식 가죽

색상 : 백색, 도홍색&현색

Designed by: Arumjigi

Size: S(220~235mm), 

M(240~255mm), L(260~275mm)

Main Material: Leather

Colors: White, Rose, Black

아름지기 가죽덧신

아름지기 가죽덧신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 소개한 채혜덧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채혜덧신의 실용성과 형태를 가진 매력을 아름지기가 재해석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전통 덧신의 쓰임과 형태에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기 위해 뾰족한 앞코는 둥글게 다듬었습니다. 습식 가죽으로 만들어진 덧신 속에는  

솜을 안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가죽을 사용하여 오래 신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끄러짐 방지

에도 효과적이어서 실내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신 속 도톰한 솜은 체온 유지를 도와 본래의 덧신은 물론  

수면 양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umjigi Leather Overshoes

Arumjigi Leather Overshoes are replicas of traditional Chaehye Overshoes. Their attractive looks are 

enhanced by a rounded nose that gives them a more comfortable fit. They are lined with hard-wearing 

and sturdy cotton, and boast durable leather exteriors to keep their wearers’ feet warm and dry in bad 

weather. They can also be worn indoors without any need to worry about slipping in them. Their cotton 

lining also makes them warm enough to wear in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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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cessors were. The shape of its edges has been revamped so that it retains both the propor- 

tions and the shape of the originals. Its form was created by using thin, interconnected wires that 

were overlapped into a three-dimensional space that was later reduced to a two-dimensional plane. 

Designed with both the form and the material of its originals in mind, this paperclip bookmark 

clearly conveys the theme of the 2020 exhibition, which focused on the theme of floors and spaces.

에코백

‘ㄷㅡㅇ, 등凳’을 구성하는 등, 탑, 의가 인쇄된 앞주머니 에코백입니다. 서로 얽히고 흩어져서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내는 작품의 특징을 에코백에 담았습니다. 작품과는 다른 색상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작품 

의 이미지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앞주머니를 달아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을 통해 일상에서 더 자주 전시를 떠올리고 바닥에 대해 꾸준히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co-bag

The variously-colored images of the stools seen in the work called "ㄷㅡㅇ, Deung" have been 

pasted onto the front pockets of this very practical eco-bag. The bag, which comes in a variety of 

colors, has a front pocket for added convenience.

디자인 : 아름지기

크기 : 31*39(mm)

재료 : 스테인레스

색상 : 금, 니켈

Designed by: Arumjigi

Size: 31*39(mm)

Material: Stainless Steel

Colors: Gold, Nickel

디자인 : 아름지기

크기 : 370*410*100(mm)

재료 : 면

Designed by: Arumjigi

Size: 370*410*100(mm)

Material: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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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름지기 기획전시 연계상품

아름지기가 매년 개최하는 특별 전시를 통해 선조의 생활상을 조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생활상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최된 <바닥, 디디어 오르다> 전시와 이를 연계한 문화상품

을 통해 일상에서 전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전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 Exclusive Items for Special Exhibition

One of Arumjigi’s main goals is to inform people about the lives of our ancestors and show how the  

things they used in their everyday lives can be adapted for use by people liv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Much of this learning and education is carried out in special exhibitions that are held every year. 

The latest one, called "Stepping on the Ground, the Floor Is Raised," was held in 2020. 

책갈피 클립

온지음 집공방과 최종하 작가가 함께 기획하여 제작한 ‘ㄷㅡㅇ, 등凳’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상품입니다. 

작품의 특징적인 구조와 형태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책갈피 클립입니다. 최소한의 두께로 만들어져 프레임

의 겹쳐지는 작품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작품의 비율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갈피 클립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두리의 형태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얇은 철사들이 3차원 

공간에서 연결되고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2차원 평면에 재현하였습니다. 작품

의 형태와 재질을 함께 고려하여 만들어진 책갈피 클립은 바닥과 공간에 대해 탐구하였던 전시의 의미를 훌

륭하게 전달합니다.

Paperclip Bookmark

This very useful paperclip bookmark is based on a work called "ㄷㅡㅇ, Deung." It was produced by 

the Housing Studio of Onjieum and an artist named Choi Jong-ha. Created by analyzing the char-

acteristic structure and shape of the stools seen in the work, it is as thin and easy to handle a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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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김현종 작가가 만든 ‘무-경계’의 형상을 그대로 살린 포스트잇입니다. 마루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작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바닥이 아닌 새로운 쓰임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그대로 살려 색인이나 라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장으로 다양한 곳에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툼하여 책상 위 작은 오브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t-its

These handy post-its are modeled after the blocks found on "Limitlessness – Boundary," a work by 

the artist Kim Hyunjong. Although the piece looks like it was modeled after the shapes of floors, 

it was designed to have a new and unique use instead. The post-its can be used either as indexes 

or labels. Each package comes in two hundred sheets—a perfect size and number for someone to 

use on their desk.

우드블록

김현종 작가가 만든 ‘무-경계’의 매력적인 형태를 그대로 담은 우드블록입니다. 두 개 크기의 블록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무-경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개별 블록에 자석을 매립하였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작게는 자석 홀더, 냉장고 자석은 물론  

크게는 트레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해도 자연스레 손이 가는 사용감을 선사하기 위해  

원목을 활용하였습니다. ‘무-경계’ 우드블록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도 작품을 일상 

생활에서 체험하고 전시에서 느꼈던 감상과, 미처 전시에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의미들을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Wooden Blocks

These wooden blocks are also modeled after those in "Limitlessness – Boundary." Made in two 

sizes, they can be combined to make a variety of forms. Each one has a magnet in it to make them 

easier to arrange. They can be used as small magnetic holders, as fridge magnets, or even as a 

container. They are made of solid wood for a natural and organic feel.

디자인: 아름지기

크기: 60*40(mm), 200매

소재: 종이

구입: 아름지기 라운지

Designed by: Arumjigi

Size: 60*40(mm), 200 sheets

Material: Paper

Available at: Arumjigi Lounge

디자인 : 아름지기

총 10개 set(L 4개, S 6개)

크기: 세트-120*105*30(mm)

L-120*15*30(mm)

S-60*15*30(mm)

소재: 월넛, 오크

Designed by: Arumjigi

Sets of ten: (four large, six small)

Size of sets:120*105*30(mm)

L - 120*15*30(mm)

S - 60*15*30(mm)

Material: Solid walnut, solid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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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운영진 LEADING CONTRIBUTOR

김봉렬, 김선정, 김영호, 김유희, 김진선, 김천애, 남정우, 남희정, 민현식, 박선영, 박순애, 박영주, 박철준

배혜순, 서영민, 서재량, 석영호, 송광자, 신동엽, 신연균, 안상균, 오윤선, 위미라, 유연희, 유홍준, 윤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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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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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한봉주, 한상호, 한정근, 홍라희, 홍정원

특별기여자 HONORABLE CONTRIBUTOR

김영호, 김민정, 남정우, 박영주, 서영민, 이명희, 이운경, 이재용, 이희상, 전육, 정유경, 조태권, 조현준 

허광수, 허동섭, 홍라희, 홍석현

특별회원 SPECIAL MEMBER

공승희, 구자영, 김녕자, 김동현, 김민정, 김선정, 김윤남, 김인숙, 김연주, 김정동, 김지영, 김희진, 박기석 

박삼구, 박연환, 박지연, 박현주, 서미혜, 서을호, 설명기, 설영자, 손혜연, 신선균, 신황균, 신황균,  안명숙 

유정자, 윤난지, 윤석남, 윤용숙, 윤지현, 이건수, 이계호, 이명희, 이소형, 이순선, 이영혜, 이운형, 이은경 

이정은, 이정자, 장세주, 장정자, 장제희, 장지희, 전재국, 정기석, 정목스님, 정청자, 진교원, 조영희, 최명성

최병인, 최인선, 한용외, 현정은, 홍송원, 홍정인, 황명순, 황수현, Catherine Lee, Howard Marks 

May Leung

재능기부자 EXPERT GROUP

강운구, 강익중, 공필희, 김명숙, 김성현, 김주영, 김현식, 김홍남, 노행용, 문범, 문수열, 박경미, 박광성 

박선기, 배병우, 서도호, 승효상, 신경균, 설명기, 안명숙, 안상수, 양승우, 윤인석, 이소영, 이인호, 이재후 

이홍순, 임연옥, 임히주, 정소영, 정영선, 조희숙, 최욱, 최창조, 최홍규, 하지훈, 한경화, 황희

평생회원 LIFETIME MEMBER

간호섭, 강려진, 강선숙, 강성희, 강수형, 강승희, 강영희, 강용현, 강익중, 강인숙, 강인자, 강정민, 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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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희, 구은아, 구정순, 구진희, 구희나, 권순우, 권신정, 권영신, 김가경, 김남주, 김대환, 김동섭,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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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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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영, 김일범, 김양수, 김영경, 김영무, 김영식, 김영일,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운선, 김원정, 김유영 

김윤경,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일심, 김장환, 김정, 김정기, 김정미, 김정아, 김정연, 김정훈, 김정희 

김종숙, 김종숙, 김종애, 김주영, 김준, 김지아, 김지운, 김찬중, 김현옥, 김현정, 김현지, 김형숙, 김형일 

김혜영, 김혜자, 김홍석, 김희영, 김희정, 남유리, 남일, 남지수, 노경선, 노소영, 노영혜, 노종원, 노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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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박서영, 박선정, 박설자, 박성실, 박성호, 박소영, 박소은, 박수진, 박순주, 박연환, 박영준, 박용근 

박재연, 박재인, 박정호, 박정희, 박지훈, 박찬보, 박천민, 박토마스상진, 박현, 박현주, 박혜경, 박혜경 

박혜성, 박혜성, 박혜숙, 박희상, 박희숙, 방혜자, 배석우, 배은경, 백수미, 백해영, 서동우, 서성민, 서임정 

서진희, 서타옥, 서혜정, 설윤형, 설혜정, 성래현, 성인숙, 손대현, 손두호, 손병렬, 손은선, 손진명, 송길자 

송용자, 송원자, 승나정, 신경균, 신경아, 신경은, 신기준, 신미현, 신민기, 신병찬, 신선균, 신수경, 권주현 

신수희, 신영균, 신우연, 신정화, 신정희, 신진희, 신혜진, 심정주, 안리나, 안명숙, 안수혜, 안혜령, 양정아 

어경희, 어윤홍, 엄선근, 여은영, 염혜정, 오양호, 오원자, 오정림, 오정미, 오진옥, 우소현, 우영순, 우은숙 

우지원, 우진호, 원마니, 원혜경, 원혜은, 유경수, 유선, 유선, 유신명, 유신형, 유중근, 유지, 유진, 유혜연 

윤근, 윤기열, 윤명숙, 윤병철, 윤상현, 윤선영, 윤수정, 윤윤진, 윤종하, 윤주현, 윤현경, 은승연, 이가윤 

이가인, 이강숙, 이경은, 이경희, 이계명, 이광우, 이금주, 이기완, 이길여, 이남순, 이명선, 이명희, 이민정 

이상은, 이서현, 이선혜, 이수연, 이순병, 이순정, 이승은, 이승임, 이승현, 이연주, 이영경, 이영미, 이영학 

이영호, 이영희, 이온실, 이우숙, 이유진, 이윤신, 이윤주, 이은경, 이은남, 이은성, 이은우, 이은자, 이은희 

이의진, 이인애, 이재경, 이재규, 이정진, 이정현, 이정혜, 이정희, 이종은, 이종임, 이주연, 이주현, 이주혜 

이지승,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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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문, 정보원 

정상록, 정성애, 정소영, 정수진, 정숙영, 정양선, 정양희, 정영희, 정유천, 정윤정, 정은주, 정인숙², 정재헌 

정현희, 정혜원, 정효정, 조대식, 조동승, 조명숙, 조복희, 조성혜, 조영애, 조윤경, 조은숙, 조은진, 조주립 

조현진, 조희주, 주연아, 진명희, 차상윤, 차영숙, 채문선, 채진숙, 최금숙, 최선영, 최수주, 최영혜, 최오란 

최원우, 최윤혜, 최은정, 최은형, 최지은, 최태원, 최혜윤, 최홍규, 하진영, 한경화, 한동주, 한명숙, 한명순 

한명희, 한보영, 한용외, 한유리, 한조희, 한혜자, 한혜주, 함영자, 허서홍, 허수원, 허유정, 허지영, 현영재 

홍라영, 홍연경, 홍인숙, 홍정균, 홍정도, 홍정연, 홍정인, 홍정현, 황규희, 황미숙, 황인용, 황충자,  황현지 

황희, 황희준,  Ellna Lee, Mark Tetto, Stephane MOT,  Steven Cha,  Wendy Kwok

연회원 ANNUAL MEMBER

강신혜, 고재민, 공필희, 구병준, 구세희, 구혜림, 권민주, 권영광, 권형민, 권회정, 김다슬, 김민성, 김민중 

김방은, 김선래, 김선실, 김수삼, 김영근, 김영선, 김원선, 김은숙, 김조자, 김준형, 김혜진, 김효상, 김효은 

남메리안, 노정란, 명선영, 민경재, 박관규, 박선영, 박영순, 박종기, 박지윤, 박찬은, 서승현, 서승희 

서영희, 설경화, 송영아, 신기화, 신이정, 안은정, 안종만, 염하령, 오동렬, 우혜인, 원철스님, 유주상, 유희경 

윤경혜, 윤세희, 윤현실, 이선우, 이선희, 이승주, 이애경, 이언화, 이연홍, 이영민, 이영숙, 이윤정, 이자영 

이정자, 이정진, 이종원, 이주한, 이주희, 이진오, 이태훈, 이현정, 이현정, 이현희, 이혜림, 이혜영, 임소인 

임연옥, 임옥상, 임진영, 장혜림, 전재식, 조병수, 조영민, 주신영, 차인태, 차장섭, 최경희, 최나래, 최미경 

최선열, 최성희, 최소연, 최중철, 최춘웅, 최현숙, 최현주, 최희정, 한성화, 한순묘, 홍성은, 황숙정, 황지영

Thanks to Culture Kee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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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 2020

아름지기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무국과 아름지기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사용되며,

후원자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정 사업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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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후원금은 재단 이사회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후원종류

- 웹 회원 (무료)

- 연후원 회원 (연회비 12만원)

- 평생후원 회원 (회비 300만원) 

- 단체후원 회원 (연회비 480만원)

후원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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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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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41-8389

1. 후원하기

2. 후원 구분

3. 후원금 입금처

4. 후원 문의

지출

수지 -16,952,578

항목 실적

후원금 수입 843,000,000 

멤버십 수입 129,661,100

프로젝트사업 후원금 400,000,000

행사 수입 29,011,600

수익사업 수입 164,147,102

시설운영 수입 62,800,000

함양한옥 수입 80,459,307

이자 수입 외 56,970,719

총 수입 1,766,049,828

수입

항목 금액

문화환경 및 문화기획사업 1,233,014,653

회원활동 및 행사 35,241,198

홍보 30,309,775

수익사업 276,742,132

시설운영 5,948,470

운영비 91,047,899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유지 110,698,279

총 지출 1,783,002,406

후원금 수입

멤버십 수입

프로젝트 사업 후원금

행사 수입

수익사업 수입

시설운영 수입

함양한옥 수입

이자 수입 외

수입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회원활동 및 행사

홍보

수익사업

시설운영

운영비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유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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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아름지기

아름지기 사람들

이사장  신연균

고문  김영호  박영주  이어령  이희상  정민자

이사  김봉렬  김선정  박철준  신동엽

감사  정인숙  조태현  한상호  

운영위원 

김유희  김진선  김천애  남희정  박순애

배혜순  서영민  서재량  석영호  송광자 

유연희  윤영태  위미라  이경열  이미숙 

이명희  이봉훈  이운경  이은영  장순희  

정재정  정춘자  정춘희  조원희  조효숙  

최서원  한봉주  한정근  홍라희  홍정원

집행위원

조현준

영프렌즈 운영진

구윤희  구은아  김소형  맹주연  박연환  이연주

이은성  이주연  이하연  홍정현

전문위원

신미현  이주연

자문위원 

박경미_PKM갤러리 대표

배병우_사진작가

승효상_건축가, 이로재 대표

안상수_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 교장

윤인석_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인호_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후_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히주_현대미술관회 명예이사

정영선_조경가, 조경설계서안 대표

최 욱_건축가, ONE O ONE 대표

서정기_디자이너

아름지기 사무국

디렉터 그룹  장영석(매니징 디렉터)

                   서연주(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최윤성(아트 디렉터)

문화기획팀  송유나 정희영

문화유산사업팀  이은정 오주희

경영지원팀  조미옥 문은혜 이은솔

디자인팀  이예슬

홍보기획팀  고성균

비서  손유진

함양 한옥  이재철

외부감사  안진회계법인

Corporate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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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진행 고성균

교정 · 교열 이정애

번역 곽진희

디자인 아트퍼블리케이션 디자인 고흐

사진 그루비주얼, 이재안

인쇄 (주)알래스카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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