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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지기, 새로운 지평을 열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오천 년 역사의 뿌리를 하나씩 더듬어
익숙한 줄로만 알았던
과거를 넘어 펼쳐지는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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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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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NUAL REPORT

2019

Arumjigi Letter

70년대 미국에 머물던 시절,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 저의 마음속에는 잘사는 ‘선진국’에 대한 부러움과
외국인들 속에서 조금은 움츠러드는,
아마도 서글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지기는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

2020년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이제 한국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BTS를 필두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K-POP을 즐기는 벽안碧眼의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 익숙합니다.

현시대의 생활 문화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러한 성취의 밑바탕에는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오천 년간 뿌리내려 온 우리 선조들의 유산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영리 문화재단입니다.

그동안 한복 전시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적이 없는 ‘바지’에 주목한

우리의 전통문화가 과거에 멈춰서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DNA를 길잡이 삼아 이천 년의 시간을 여행한 끝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개방적인 고려와 역동적인 삼국 시대의 멋들어진 바지들을 보면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말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옷깃을 휘날리던 선조들을 상상하니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2019년 아름지기 기획전시 <고고백서: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는
현대적인 감성과 철학을 마주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누비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르는 제주도 주상절리 경관 개선사업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후세에 전하려는 아름지기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앞으로 뜻깊은 사업의 과정을 차근차근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된 아름지기의 긴 여정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신
아름지기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에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많은 분과 함께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 신 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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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HERITAGE TOMORROW
2001
아름지기 재단 창립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관

궁궐 환경 가꾸기
정자나무 주변 환경 가꾸기

2013

2014

2016

창덕궁

창덕궁

경기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느티나무

창덕궁

창덕궁

서울 광진구
화양동 느티나무

창덕궁

창덕궁, 종묘

경기 헤이리
문화예술인마을
느티나무

경기 연천군 간파리 느티나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느티나무

창덕궁 낙선재 조경

창덕궁, 종묘

창덕궁, 종묘

창덕궁

창덕궁, 덕수궁

경북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양평군 회화나무, 안성 느티나무
이천 들메나무, 고양 느티나무

궁궐 및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창덕궁

해인사

창덕궁

경주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하회, 양동마을

창덕궁, 덕수궁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사업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제주도 아름지기 MOU

제주도 주상절리대 경관
국제 공모

제주도 주상절리대 경관
실시설계

용교의, 용문석, 오봉병

문화재청, 효성그룹, 아름지기 MOU
창덕궁·희정당 대조전 사업 진행
덕수궁 즉조당 사업 진행

성균관, 제주도 천지연 일대
한양도성 안내판
무렴자

외주렴

답십리 고미술 상가 명소화 프로젝트

서대문형무소 연구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1

피츠버그대학교 국가관 한국실 건립 사업

2

3

4

5

6

자료집, 대학 도서관 기증

개관

사업 착수
개관

함양한옥

아름지기, 골프존 MOU

개관

이상의집

이상의집 재개관 사업

이상의방 문화 공간 조성사업

홍건익, 배렴 가옥

역사가옥
수상

서울시 건축상 수상: 서울시 아름다운
최우수상 아름지기, 우수상 이상의집 건물 찾기
공모전 수상

문화재청 문화유산상
보존·활용 부문

아름지기
기획전

전통의 맥－
쓰개

목공예

우리 그릇과
상차림

우리 옷, 배자

한옥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

행복한 새참,
도시락

유니폼,
전통을 입다

아름지기
해외 전시

가구전: 절제 美의
전통에서실용을찾다

끽다락: 차와 하나
되는 즐거움

Baeja, the beauty of Korea,
주영 한국문화원, 런던

외부 전시 및
협력사업

포, 선비 정신을
입다

전통문화 강좌

중국 복건 토루

중국 운남성

일본 가나자와시
일대

소통하는 경계,
문門

보료, iF Design Awards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공예상, 매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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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3회

4회

5회

협업과 상생

전통과 과학

한양도성과
역사도시경관,
서촌을 거닐다

동양사상 속
우리의 길 찾기

서로 사귀어
넘나들다

고전, 다시보기
멀리보기
들여다보기

다이얼로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화

일본 구라시키와
나오시마 일대

중국 하북성 승덕,
준화, 북경

중국 낙양과 정
주 일대

일본 고야산 사찰
답사와 기이산지

몽골, 러시아
바이칼

저고리, 그리고
소재를 이야기하다

해를 가리다

가가례: 집집마다 다른
제례의 풍경

6회

London Craft Week,
구글 아트앤컬쳐

7회

우리 건축과
도시 이야기

K Auction
문화예술사랑경매
8회

한류, 메이드 인 코리아

미얀마,
불교의 원형을 찾는 여정
한복 캠페인

문화상품 개발

백차 촛대&연필꽂이
한지테이블매트 ver.1

천연양모파우치&카드지갑 백동트레이, 노방봉지,
한지테이블매트 ver.2
보료한지 테이블매트 ver.3

JAJU 디자인 프로젝트

자아 런칭, 의衣

주住_보료, 마루 조명

기업 캘린더 디자인 컨설팅
함안고택 복원
제주유민박물관 디자인 컨설팅

9회

소유所有ㆍ사유思惟

공공캠페인

디자인
컨설팅

고고백서: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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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이 시대의 장인
정신을 묻다

맑은 술·안주
하나

KOREA Power,
프랑크푸르트

공예트렌드페어

아름지기 바자

세계문화유산답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운영 이관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 공용병 개발, iF Design Awards 수상
최우수상 이상의집, 우수상 아름지기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아름지기 아카데미

2019

창덕궁 가정당 활용안 제안 사업

궁궐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문화재 연구

2018
홈페이지 개편

선농단 역사 공원 조성사업
경주 양동마을

전시기획

2017

신사옥 이전

문화유산 주변 정비사업

한옥 운영 안국동 한옥

2015

격자무늬&청금 트윌리 스카프,
라 목걸이 줄, 도트무늬 에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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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은 과거로부터
늘 새롭게 창조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는
더 넓은 곳, 더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Arumjigi
Objectives

한국 전통문화의
본질과 아름다움에 대한
정체성 확립
우리의 삶과
문화에 투영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품격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계승과 확산

Core
Activities

내일의 문화유산 창조
Heritage Tomorrow

한국 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딩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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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문화유산 창조
아름지기는 문화 유적을
보존, 정비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가꾸는 등
내일의 문화유산을 창조합니다.

Korean Cultural Heritage

궁궐 환경 가꾸기
Palace Environment Improvements
자연·문화 유산 보존 및 공공디자인 사업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Public Design Projects
해외 한국 문화 홍보 및 교류 공간 조성
Creation of Spaces for the Promotion and Exchange of Korean Culture Overseas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Heritage Tomorrow Projects
궁궐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s
한옥 운영 및 활용 방안 연구
Research into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s

Heritage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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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2019
Heritage Tomorrow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1

Caring for the Hamnyeongjeon Hall of Deoksugung Palace, which required repairs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1

This project was first begun in 2015. Because five years had passed since the previous work was fin-

덕수궁 함녕전 다시 들여다보기

ished, it became necessary to re-examine how the hall had weathered the passage of time. In 2019,

2015년 덕수궁 함녕전에서 시작된 아름지기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가 올해로 다섯 해를 맞이하였
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함녕전 내 재현품에 대한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아름지기는 즉조당을 새롭게 재현하고 이와 더불어 함녕전에 제작, 설치했던 재현품들의 유지·보수 작
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빛과 습도, 온도에 의해 변형된 함녕전 대청마루의 지의(돗자리)는 박현주 원장(한복기술

Arumjigi carried out new maintenance and repair work on restored and recreated items that had already
been installed there.
The matting on the hall’s main floor, which had been damaged by light, humidity, and temperature
variations, was repaired by Mr. Park Hyeon-ju, Director of Hanbok Technology Promotion. The "Oejuryeom" blinds, on which a heavy load of dust had been allowed to accumulate, dulling their original

진흥원)에 의해 보수되었고, 먼지가 쌓여 본연의 빛깔을 잃은 외주렴은 조대용 염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colors, were restored by Master Cho Dae Young (Yeomjang* specialist,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염장 기능보유자)의 손길을 거쳐 본래의 선명한 색을 되찾았습니다.

Cultural Property, No. 114).

아름지기의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공예 장인을 지원하고 궁궐 전각에 생기를 불어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s have the twin goals of supporting traditional

넣는 사업입니다. 에르메스의 후원과 문화재청, 덕수궁 관리소 및 자문단과 장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Korean artisans and bringing palace buildings back to life. We appreciate the support offered to us in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 궁궐 전각 집기 재현 프로젝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일로 이어지는

these efforts by Hermes, as well as the hard work done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우리 문화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Deoksu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various advisory groups, and of course the artisans themselves.

* 염장(簾匠)이란 발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발은 대오리나 가늘게 쪼갠 갈대 등을 엮어서 구들이나 상방 등에 문 대신 달아
햇빛이 직접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바람을 통하게 하는 생활용품을 가리킨다.

* Yeomjang refers to the making of bal, a traditional household item that was made by weaving thin strips of bamboo or
reeds to prevent sunlight from penetrating into an entryway while still letting air circulate through i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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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2

왕의 집무 공간, 덕수궁 즉조당 재현
아름지기는 함녕전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에 이어 덕수궁의 또 다른 전각인 ‘즉조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2018
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즉조당은 덕수궁 한 편에 자리한 작은 전각이지만, 1902년 덕수궁의 정전인 중
화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왕의 집무 공간인 정전 또는 편전의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아관파천 이후 덕수궁으로
환어한 고종은 즉조당을 정전으로 삼아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
로 즉조당을 재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와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섭외하고 문헌과 유물 자료들을 조사해 재

(좌)박물관 유물 실견, (중)왕골자리 제작 과정, (우)은입사 촛대 제작 과정

현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담한 전각이지만 왕이 머무른 공간인 만큼 정사를 보는 왕의 자리와 왕을 받드는 신하의 자리를 나누어 궁궐
내 위계와 역할에 맞는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증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각 분야에 정통한

For instance, a flat bench with an intricately-designed mattress and long and short armrests was placed

무형문화재 장인의 손을 통해 재현되었습니다.

in the seat of the king. Each summer we replace the mattress, which can be easily damaged by humid-

왕의 자리에는 평상을 두고 그 위에 보료와 장침, 단침을 올렸습니다. 여름이면 습도에 취약한 보료 대신에, 마

ity, with a horseshoe-patterned rush mat. We also set a red-lacquered reading table, complete with

제별문(말굽무늬)으로 장식된 왕골자리를 배치해 계절감을 살렸습니다. 왕이 집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평상 앞

silver-inlaid candlesticks, in front of the bench.

으로 왕실용 붉은 주칠 경상을 배치하고 은입사 촛대를 함께 놓아 왕의 공간에 어울리는 품격을 재현하였습니

We also placed a cushion on the seat set aside for the king’s subjects. It is replaced by a rush cushion in

다. 신하의 자리에는 방석을 깔았는데, 여름에는 왕골로 제작한 방석을 두었습니다. 방석 앞에는 왕의 어명을 받

the summer for the same reason as given above. We put a small reading table in front of the cushion,

드는 신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작은 경상과 문방사우 보관함인 연상, 등잔을 얹어 불을 밝히는 유제등

as well as an inkstone box and an emulsion lamp. There are also four wooden floor lanterns standing on

경을 놓았습니다. 방의 사면에는 공간을 밝히는 네 개의 목제 좌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장인들과 함께 2020년 하반기에 즉조당 재현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덕수궁을 방문하는 모든이가
우리나라 궁중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TIAL BUILDINGS PROJECT #2

Restoring Jeukjodang Hall, a Royal Office inside Deoksugung Palace
Arumjigi has been carrying out restoration work on the Jeukjodang Hall, another building in the Deoksugung Palace, since 2018. Although it is a rather small building located in a corner of the palace, it served
as a main hall and a royal office until the Junghwajeon Hall was built in 1902. King Gojong (1852-1919)
of the Joseon Dynasty of 1392 to 1910, who had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used the hall as his office when he returned to the Deoksugung Palace after having sought refuge
from the Japanese at the Russian legation in Seoul.
In order to restore the hall, Arumjigi contacted experts and artisans in a number of different fields, seeking their opinions and advice on how best to go about the work. This included examining documents
and artifacts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other
places.
As the hall used to be a space where King Gojong actually lived and worked, we decided to physically
separate his royal seat from those of the subjects who served him, demonstrating the hierarchical nature of the culture at the time, as well as the roles that people played within the palace. A selection of
historical artifacts was restored by artisans with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ir various fields.

each side of the room for purposes of illumination.
Arumjigi is planning to complete the restoration of the Jeukjodang Hall till the second half of 2020. We
hope that this work will give every visitor to the Deoksugung Palace some insights into how life was
lived when the palace was in its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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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elieved that lighting up its interior should be the
beginning of full-fledged palace maintenance although
there were many things to consider such as the basic of

창덕궁 희정당 접견실 및 대조전 대청 샹들리에 복원

environmental maintenance, restoration of relics, and the

아름지기는 2018년 10월 문화재청, 효성그룹과 함께 ‘문화

re-creation of crafts.

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궁궐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Changdeokgung Palace had been used both for affairs of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는 효성그룹과 함

state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a residence for the roy-

께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덕궁 희정당과 대

al family for a long time. The Huijeongdang Hall served as

조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전기 시설 정비 및 전등

the king's office, while the Daejojeon Hall was where the

을 복원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궁궐 내에는 기본적인

king and queen actually slept. It was destroyed in fire in

환경 정비와 유물 복원, 집기 재현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지

1917 and rebuilt in 1920, using Western-style technologies
and installations to modernize it.

만 내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본격적인 궁궐 정비의 시작

The restoration work that we carried out in 2019 includ-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d repairing the electrical systems in the Huijeongdang

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왕실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생활

Hall; recreating six chandeliers in its reception area; and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희정당은 왕의 집
무실로, 대조전 일원은 왕과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되던 공

Hall. The electrical system repairs included boosting the

간이었습니다.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20년에 재건되
면서 서양식 시설이 도입되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한 시대

샹들리에 복원 과정 (위 온지음 옷공방, 아래 알토)

recreating one chandelier and fabric in it in the Daejojeon
voltage to 220V from 110V, as well as replacing some wiring. We are currently restoring the electrical
대조전 대청 샹들리에

lighting syste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s.

적 특징이 반영된 장소입니다.

The chandeliers inside both halls were made by the expert hands of dedicated artisans filled with pride

2019년에는 희정당 내 전기·전열 공사, 희정당 접견실 샹들리에 6기와 대조전 대청의 샹들리에 1기 점등 및 직

to be working on royal projects. They afford us a glimpse into how new technologies from the West
were imported and used in coexistence

물을 재현했으며, 현재 2차 사업을 통해 전각 내·외부에 있는 전등의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각을 준공할

with traditional Korean ones.

당시 110V를 사용했기 때문에 220V로 승압하는 전기 설계 및 인입 공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전등 기구에 연결

The chandeliers that we repaired were

된 전선도 노후화해 있어서 이를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made and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재현 과정에서 희정당과 대조전의 샹들리에는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을 쉽사리 확인할

Electrical Safety Act. They use LED bulbs

수 있었습니다. 이들 샹들리에는 서양의 기법과 기술이 사용되어 서양의 신문물과 전통이 공존하기 시작했던

that approximate the illumination levels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전기안전법에 맞게 새롭게 제작된 샹들리에는

and the color temperatures of old-style in-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친 뒤 백열전구의 빛, 색온도와 가장 비슷한 LED 전구를 선정해 설치하였습니다.

candescent ones. There are still about sev-

희정당 내부에는 복원되지 않은 15가지 종류의 전등 약 7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아름지기는 희정당

enty electric lights comprising fifteen dif-

내부의 전등 모두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정당· 대조전 전등 복원사업은

ferent types that have not been restored

궁궐에 불을 밝히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름지

inside the Huijeongdang Hall. Arumjigi will
proceed with that work this year, ensuring

기는 이 여정의 끝에서 본래의 빛과 색을 찾은 궁궐을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that all the lights inside the hall will be restored to their original appearance.

Restoration of the Huijeongdang Hall Reception Room and the

This work on the Huijeongdang Hall’s re-

Daejojeon Hall Chandeliers at Changdeockgung Palace

ception room and the Daejojeon Hall’s

Arumjigi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Hyosung Group in Oc-

chandeliers is much more than just a way

tober 2018 concerning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hangdeokgung Palace. The first project we

of lighting up the palace; it is the beginning

undertook was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electrical installations and the restoration of electric
lighting in the century-old palace’s Huijeongdang and Daejojeon halls.

of a journey back to its original state.
희정당 접견실 샹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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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jigi Headquarter Featured in "The Touch", a Book by Kinfolk and Norm Architects
Headquarter of the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was featured in a volume entitled "The Touch:
Spaces Designed for the Senses", a collaboration between Kinfolk and Norm Architects that espouses
the adoption of practical and sensible lifestyles.
"The Touch" project endorses the use of spaces that enhance people’s senses of beauty and inspiration
around the world under the theme of "Spaces Designed for the Senses". It explores how light, nature,
materiality, color, and a communal type of architecture can stimulate our senses and immerse us in
life-enriching experiences.
It also provides its readers with inspiration by incorporating sensory images, philosophical essays, and
practical advice from the hearts and minds of many design industry leaders. A total of thirty-five buildings were introduced for each type of sense, with our headquarters being placed in the “Community”
category. It is one of only two buildings in South Korea to be so honored.
It is our sincere hope that a wider knowledge of Korean arts and culture will be passed on to the people
of the nation and the world, leading to a flowering of pride in their value and beauty.

아름지기 사옥,
KINFOLK ‘THE TOUCH’ 에 대표적 공간으로 소개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KINFOLK’와 ‘Norm Architects’가 공동으로 작업한 출판물 『The Touch:
spaces designed for the senses』에 아름지기 사옥이 소개되었습니다.
『The Touch』는 ‘인간의 감각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감을 향상시
키는 대표적 공간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의 빛(Light), 자연(Nature), 물질성
(Materiality), 색상(Color), 지역사회(Community)라는 다섯가지 감각이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우리
가 양질의 경험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The Touch』는 감각적 이미지와 철학적 에세이, 디자
인업계 리더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실용적인 조언들을 담아 독자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각별로 총 35곳의 건축물이 소개되었으며 아름지기 사옥은 ‘지역사회(Community)’ 분야에 소개되어 있습니
다. ‘빛(Light)’ 분야에서 Acne Studio Seoul과 함께 KINFOLK가 소개한 대한민국의 단 둘뿐인 건축물입니다.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 내려온 우리 문화 고유의 아름다움과 전통 장인, 현대 디자이너, 예술가, 그
리고 시민들 간 소통의 장으로 향유되는 아름지기 공간이 더 많은 이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나아가 한
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잇는 장소로 역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

한국 문화유산 글로벌 브랜딩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작가와 장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획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립니다.

Regeneration of Korean Beauty
전시기획_기획전시, 해외 전시
Exhibition Planning: Special exhibitions, overseas exhibitions
장인 및 신진 디자이너 육성
Supporting craftsmen and promising artists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사업
Design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한식, 한옥, 한복 연구 개발 및 교육
R&D into and education and training in such
subjects as Korean foods, Korean-style houses,
and traditional Korean clothing

Korean Beauty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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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례展 ‘노마드 제사상’,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의 컬렉션으로 선정
2019년 3월 23일, 아름지기 기획전시 <가가례家家禮: 집집마다 다른 제례의 풍경>展에서 선보인 ‘노마드 제사
상’이 장식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컬렉션으로 소장되었습니다.
이건민 디자이너의 노마드 제사상은 거주지의 변화가 잦고 여행, 출장, 유학 등을 이유로 전 세계를 유랑하는
현대인의 노마드적 삶을 간소화된 제사상에 그대로 담아내었고,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
습니다. 아름지기를 방문한 V&A(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전시 기획자들 또한 기획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을 감상하며 우리의 제사 문화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특히 엄숙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품은 노마드 제
사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우리 문화의 정수와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 우리의 삶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함께 발견하
고자 2004년부터 의식주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기획전시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문화에
담긴 정신과 아름다움이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이 기쁨을 아름지기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과 함
께 나누고자 합니다.

Ritual Table Setting Used by Nomads at the Ancestral Rites in
Modern Times Exhibition Selected by Victoria and Albert Museum
On March 23, 2019, a work called "Ritual Table Setting for Nomads", created by the designer Lee Geonmin as part of Arumjigi’s Ancestral Rites in Modern Times exhibition, was chosen to become part of the
collection at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in London, England.
The "Nomadic Ritual Tablesetting" by designer Lee Geon-min drew a lot of attention from visitors to
the exhibition as it incorporated the nomad-like lives of the modern people wandering about around
the world due to frequent changes in their residences, traveling, business trips, studying abroad, and
other reasons.
The museum’s representatives were deeply impressed by Korea's ancient ancestral rites, and praised
how Mr. Lee’s work was able to embrace solemnity and elegance at one and the same tim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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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예와 함께해 온 발걸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아름지기,

아름지기 2019 ‘올해의 공예상’ 수상

아름다운 우리 문화 계승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5월 17일, 문화역서울248에서 개최된 '2019 공예주간' 개막식에서 아름지기가 ‘올해의 공예상’ 매개부

지난 7월 31일, 아름지기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예주간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기 위해

아름다운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적극적인

시작한 행사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진행된 공예주간은 일상에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플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한국 전통과 문

2019 공예주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올해의 공예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공예

화에 특화된 대학교로서 2000년 이후 한국 문화에

상은 한국 공예 문화의 창작과 대중화에 힘쓰고 공예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되는 상입

전문화된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전

니다. 아름지기는 설립 이후 한국 공예를 재발굴하고 전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매개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소된 숭례문 복원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안게 되었습니다.

숭례문에 사용되었던 전통 아교를 복원하는 데 성공

지금까지 아름지기가 걸어온 길에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지기는 앞으로도 우

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발굴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아름지기와 훌륭한 인적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통
문화대학교가 전통문화 관련 정보 및 인프라 등을 공유하고, 동시에 전통문화 상품을 공동개발 하는 데 협력하

Arumjigi Received Crafts of the Year Award

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우리 문화를 잇고 나누기 위해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

Recognized for its support of Korean crafts

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화의 가치가 담긴 전통문화 상

Arumjigi received a Crafts of the Year award at the opening ceremony of Craft Week 2019, held at the

품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ulture Station Seoul 284 last May. The event, which started in 2018, is sponsored by the Korea Craft

아름지기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미래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문화유

& Design Foundation as part of its mission of promoting and sharing the joy of working with crafts and

산의 가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using and enjoying them in everyday life.
The award was present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recognition of the winners' work in support of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Korea’s craft culture
and the widening of its base. Arumjigi was awarded the honor for its ongoing efforts to popularize the
spread of Korean crafts.

Signed MOU with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ditional Heritage for the
Advancement and Safekeeping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and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ditional Heritage,
signed an MOU in July 2019 pledging to promote mutually beneficial exchanges with the goal of advancing and safekeeping traditional Korean arts and culture.
The two parties to the agreement pledged to make every effort to share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s regarding traditional Korea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cooperating in the joint development of
traditional artistic and cultural products.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ditional Heritage, the nation's only university specializing in the
advancement and safekeeping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has been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highly-qualified human resources in its field since 2000. Its many efforts toward promoting the beauty
and value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clude the restoration of the Sungnyemun Gate, which was lost
to fire in 2008 and then restored in 2019.
Arumjigi, for its part, will continue to use its years of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Korean cultural products, gladly sharing its knowledge and abilities with all the students of
the university, as well as future generations of South Koreans and the people of the entir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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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2019
Heritage Tomorrow

고고백서 전시 기념 한정 기획 아트 상품
아름지기의 2019년 기획전시 ‘고고백서(袴袴白書):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에서는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연구를 통해 유물로 남아 있지 않은 원단들을 제직해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새
로이 제직된 모직 격자무늬, 청금(실크) 원단을 이용해 격자무늬&청금 트윌리 스카프와 라 목걸이 줄을 디자인
했고 전시 기간 동안 한정 판매하였습니다.

Limited-Edition Products Offered for Sale in Support of Arumjigi’s
"Baji, Korean Pants, Clothes for Today After 2000 Years” Special Exhibition
This special Arumjigi exhibition in 2019 involved the production of fabrics that our research showed
were used during the Three Kingdoms, Goryeo Dynasty, and Joseon Dynasty periods. They included
tartan-patterned and blue-and-gold twilled scarves that were offered for sale in support of our
activities.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아름지기 아트 상품
아름지기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한 아트 상품을 선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장인의 손길과 현대 디자이너의 감각이 함께하
는 아름지기의 아트 상품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어떻게하면 일상
에서도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해 온 아름지기의 해석입니다. 전통과 현대
의 영감이 함께하는 아름지기의 아트 상품은 우리 문화를 계승하는 이
정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격자무늬 목도리

청금 트윌리 스카프

As lifestyles and perspectives on tradition change

고구려 시대의 직물을 활용한 디자인. 기마민족의 역동적이고 호방한
기질을 엿볼 수 있는 격자무늬 원단은 동암리 고분벽화에서 발견된
남성 바지에 사용됨

백제의 왕이 청색 금(錦)직물 바지를 입었다는 『삼국사기』 의 기록과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백제 시대 바지의 형태와 직물, 문양 등을
바탕으로 재현한 원단 사용

Arumjigi supports the manufacture of artistic productions that can
become a part of people’s everyday lives. Created by the hands,
the love, and the hard work of traditional artisans imbued with a
deep knowledge of contemporary design and tastes, these items
show people that they can enjoy the beauty and traditions of our
culture in our daily lives. Such produc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o pass o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our culture, both
for now and in the future.
도트무늬 가방, 주머니

아름지기 기획전시 ‘고고백서袴袴白書: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 전시품을
재해석한 상품. 무용수 옷감의 질감과 색감을 재현하기 위해 김호득 작가가 참여. 생동감
있는 붓 터치와 먹의 농담 표현을 위해 수차례 샘플링 과정이 진행됨

라 목걸이 줄

고려 시대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노방(한복 원단)에 라(羅)의 실루엣을
겹쳐 시스루로 표현한 상품. 라(羅)는 그물처럼 성글게 짠 니트 형태의
옷감으로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빈번히 사용된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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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백서袴袴白書: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
BAJI, KOREAN PANTS,
CLOTHES FOR TODAY AFTER 2,000 YEARS.

우리가 매일 입고 있는 바지는 일상적인 의복으로써 이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복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재조명에도 불구
하고 한복의 바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습니다. 아름지기는 2019년 여섯

번째 의衣 문화 전시 <고고백서袴袴白書: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어>를
통해 우리 역사 속의 바지가 시대의 풍조나 미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 살펴보고, 전통적 아름다움이 현대의 바지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감각적으로 해석해봅니다.

The ancestors of the pants and trousers that so many Koreans wear every
day were in use thousands of years ago, beginning with ancient equestrian
tribes wandering throughout East Asia. Despite this, they have failed to
draw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even with growing interest
in traditional Korean clothes. Arumjigi hoped to change this situation with
its sixth clothing exhibition in 2019, entitled “Baji, Korean Pants, Clothes
for Today After 2000 Years", showing viewers how our clothing and
ornamentations resu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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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동아시아 대륙을 누비던 기마민족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복식의 역사는 유라
시아 지역에서 활약한 여러 유목 민족 중에서 흑해 북부의 드넓은 초원을 지배한 스키타이
문화와 여러 면에서 맞닿아 있으며, 한복의 기본형도 ‘유襦 (저고리)’와 ‘고袴 (바지)’가 기본이 되
는 스키타이계 복식의 특징과 같습니다.

Arumjigi Project

어>에서 우리나라 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착용해 온 바지는 고대의

2019 Arumjigi Special Exhibition

2019년 아름지기는 여섯 번째 의衣전시인 <고고백서袴袴白書: 우리의 바지, 이천 년 역사를 넘

2019

아름지기는 이러한 특징에서 출발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착용해 온 ‘바지’를 통해 시대를 초
월하는 우리 복식의 아름다움을 살펴봅니다. 더불어 ‘바지 고袴’
자를 따서 지은 제목 ‘고고백서袴袴白書’에는 시대의 풍조나 미감
에 따라 변화해 온 ‘바지’의 조형적 형태와 실용적 쓰임을 조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고백서는 ‘시대적 특징’과 ‘예
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삼국, 고려, 조선
시대별로 전시실을 구분했으며, 전통 바지들을 재현하고 이들에
서 영감을 얻은 현대 디자이너들이 현대적 감수성으로 재해석
한 바지들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 시대의 한복 형태에서
벗어나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삼국과 고려 시대의 의복들을
연구하고 재현함으로써 우리 전통 의복의 다양한 소재와 풍부
한 미감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In 2019, arumjigi focused on our pants at its sixth clothing
exhibition, “Baji, Korean Pants, Clothes for Today After 2000
Years” The pants, which have been wor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ousands of years, begin with the life of the
mounted people who roamed the vast East Asian continent of
ancient times. Among the many nomadic peoples actived in
the Eurasian region, the history of Korean dressage is in many
ways associated with the Scythian culture that dominates the
area around the northern Black Sea. Even the basic form of our
very own hanbok traditional Korean clothing has turned out to
be identical to ancient Scythian items of apparel.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exhibition was to demonstrate
how people’s use of pants and trousers changed to reflect the
tastes and trends of different times, and to illustrate how their
traditional forms can be incorporated into modern-day dress.
It was divided into the Three Kingdoms, Goryeo Dynasty,
and Joseon Dynasty periods, based largely on such keywords
as the features and aesthetic senses of each era. Items on
display included traditional pants that were re-created for the
exhibition and those that were reinterpreted from traditional
pants by contemporary designers. This allowed us to introduce
the type of clothing worn in the Three Kingdoms and Goryeo
Dynasty periods, breaking away from our former emphasis on
clothing made during the better-known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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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벽화 속 인물들의 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선적인 실루엣과 짙고 강렬한 보
색 이나 기하적인 문양을 사용하는 호방하고 활달한 기마민족 특유의 역동성과 화
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 중 하나였던 ‘동암리 격자무늬 바지’의 경우 2019년 다수의
하이 패션 브랜드에서 선보였던 체크 패턴 의류와 접점을 이루어 큰 관심을 받았습

니다. 동암리 격자무늬 바지는 3~4세기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동암리 고분

Arumjigi Project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옷공방의 연구를 통해 재현된 삼국 시대 전통 의복은 고구

2019 Arumjigi Special Exhibition

역동적이고, 화려하고- 삼국 시대

2019

의 벽화에 표현된 의복을 재현한 작품으로, 국내 복식사에서는 최초로 재현되어 그
의미를 더합니다. 격자무늬로 직조된 울 소재의 의복은 당시 우리 민족의 멋과 기술
력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작품이었습니다.
격자무늬 바지와 더불어 가장 주목 받은 작품인 ‘백습고’는 주름이 겹겹이 접힌 바지
로 현대 의복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신
라 시대의 주름 바지인 백습고는 모직과 ‘라’라고 하는 견 소재로 재현되었는데, 앞과
뒤의 길이가 다른 디자인과 묵직하게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형태로 극적인
모던함을 선사하며 많은 관람객이 실제로 입어보고 싶은 바지로 손꼽아 주었습니다.
(좌)동암리 격자무늬 바지, (우)무용총 도트무늬 바지, 온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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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습고, 온지음 ONJIUM, 삼국 시대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우에서 세로선이 있는 바지를 입은 모습을 확인하였고, 중국 위진시대 유물을 바탕으로 모직과 실크 원단에 가느다란 주름을 잡아 재현

2019

부리 BOURIE, 삼국 시대

준지 JUUN.J, 삼국 시대

토우가 입고있는 바지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도트무늬의 주름진 와이드 팬츠

직령교임식(곧은 깃에 여밈이 겹치는 모양) 저고리에서 영감을 얻은
재킷과 전통 바지의 끈 여밈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바지

The Three Kingdoms Period: Dynamic and Magnificent
Clothing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can still be seen in Goguryeo murals. It reflects the
dynamism, the worldliness, and the high-spiritedness of the era’s cosmopolitan and adventurous
equestrian tribes in its use of straight lines, dark colors, and boldly geometric patterns. Our
success in reproducing it was largely the result of research carried out by the Clothing Studio
of Onjieum, a well-known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Dongam-ri Checked-Patterned Pants” section of the exhibition attracted a good deal
of attention through its obvious interfacing with checked-patterned clothing popularized
by a large number of fashion brands in 2019. The pants that were shown in the exhibition
were exact replicas of the type of clothing seen in murals at ancient tombs at a place called
Dongam-ri near the city of Pyeongyang in North Korea. The tombs are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in the third and fourth centuries.
Another notable part of the exhibition was called “Baekseupgo". It consisted of a pair of silk
and wool pants with layers of creases of different lengths on its front and back. The pants
looked so modern that many viewers thought they were looking at a contemporary creation.
They had obviously been influenced by the vertically-patterned pants seen on clay figures
from the Silla Kingdo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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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jigi Project

2019 Arumjigi Special Exhibition

위원들이 의복의 선정부터 재현되는 방식까지 오랜 연구와 여러 고증을 바탕으
로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옷공방 장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번의 시험 과정
을 거치며 전시 직전까지도 고려 시대 장인들의 숨결을 되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옷감과 색상 선정에도 단순히 유물을 복원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걸맞은 색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연구했기에, 더욱더 새롭고 의미 있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뮌 MÜNN, 고려 시대

고려 시대의 메인 키워드인 ‘개방적이고
귀족적이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트,
오간자 바지. 투명하게 비치는 파스텔 컬러의
오간자 원단과 꽃무늬 자카드 패브릭을
활용하여 귀족적인 세련됨을 연출

개방적이고, 귀족적이고-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는 송宋, 요遼, 금金, 원元 등 같이 주변 여러 민
족이나 국가와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형성된 다양성과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 문화를 바탕으로 개방적이며 귀
족적인 미감이 드러나는 바지들이 등장합니다. 고려 시
대 바지들의 경우 대부분 문헌으로만 남아 있어 이번 전
시를 통해 실제 작품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람객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도 고려 시대 전시실에서는 유
물을 통해 재현된 작품과 현대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
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전통 작품들의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에 놀라워 하였습니다. 온지음 옷공방 자문
옆트임바지, 온지음 ONJIUM, 고려 시대

고려 시대의 대표 직물 중 하나인 라(羅)로 제작한 옆트임 바지.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에는 ‘경주와 안동 지역에서 불면 날 듯 연기와 안개
같은 고운 라를 짠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남송(南宋)의 황승묘(黃昇墓)에서 출토된
라(羅)로 만든 옆트임 바지를 바탕으로 재현

Goryeo Dynasty Period: Open-Minded, Noble, and Adventurous
Pants worn in the Goryeo Dynasty era reveal an attitude of broad-minded
adventurousness that developed from close exchanges with a variety of
foreign peoples, like the Song, Khitan, Jin, and Yuan dynasties in China. Our
exhibition of the products of this very elegant and sophisticated culture was
especially meaningful, since we were able to reproduce them as they actually
exist, whereas most of the pants from the Goryeo Dynasty period were only
available to us as described in document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the exhibition was the surprise shown
by both Korean and non-Korean visitors at how modern the traditional works
on display seemed to be, and how much they seemed to share moder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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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ilities. This was so much so that many of our visitors fou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ks that been copied from original artifacts and works that
had been reinterpreted by the imaginative efforts of contemporary artisans.
We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members of the Clothing Studio of Onjieum,
who offered us a great deal of guidance regarding our methods of selecting and
reproducing traditional clothing of this period. The excellent advice they gave us was
based on long years of experience and study in the field. They also worked hard to
ensure that we correctly applied the last but seemingly endless finishing touches to
the exhibits, right up to the very minute before the show opened.

유돈초이 EUDON CHOI, 고려 시대

고려 시대의 개방적이고 관능적인 요소와 귀족적이며 고급스러운 요소가 드러나게 디자인.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한 시기로서 고려 불화에도 나타나듯 잠자리 날개처럼얇고 고급스러운
소재의 옷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시스루처럼 안이 비치는 소재 선택

솜누비바지, 온지음 ONJIUM, 조선 시대

조선 시대 여성은 치마 아래에 어려 겹의 속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추위를 막았을 뿐 아니라,
치마의 풍성한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속바지는 여성 속옷 중 하나로 겉감을 이병찬 염색장인이 생쪽으로 염색한
견직물을 쓰고, 촘촘한 누비는 유선희 누비장이 도움을 주었다. 경운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누비 바지를 바탕으로 솜을 두고 손으로 곱게 누벼 제작하여 단아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절제되고, 이중적이고- 조선 시대

2층 한옥부터 3층 전시실에 자리 잡은 조선 시대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와 고급스러
운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절제미를 추구한 바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교
문화 이면에 감추어진 양가적인 조선 시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되었습니다.
포, 저고리나 치마처럼 한국 전통 복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조선 시대의 의상이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용 속바지, 승마 시 착용했던 바지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바지 등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만들어진 생소한 바지들을 전시함으로써 익숙한 조선 시대 의
상에서 벗어나 당시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새롭게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통 복식 중 ‘개당고’의 직물을 재현하기 위해 오마 스페이스 OMA SPACE에서 직물
디자인을 협업했으며, ‘솜 누비바지’의 촘촘한 누비 작업은 유선희(무형문화재 제107호
김해자 누비장의 이수자) 선생이, 그리고 ‘합당고’와 ‘솜 누비바지’의 영롱한 쪽빛은 각
각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염색장 이병찬 선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바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작품은 3층 전시장에 소개된 파츠파츠 PARTsPARTs

임선옥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2016년 <저고리, 그리고 소재를 이야기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아름지기 전시와 인연을 맺은 임선옥 작가는 이번에는 조선의 검박함과 이
중적인 면모를 절제된 색상과 실루엣의 바지로 선보이며, 조선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우
리 바지의 현주소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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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나 모시를 사용해 홑으로 만든 여성용 속바지. 허리 아랫부분을 오려내
살창처럼 만들어 통풍이 잘되게 한 것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본태박물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여덟 개의 큰 창을 낸 것이 특징적이다.

Arumjigi Project

2019 Arumjigi Special Exhibition

살창고쟁이, 온지음 ONJIUM, 조선 시대

Joseon Dynasty Period: Pragmatic yet Creative
The works on display from the Joseon Dynasty period consisted of pants that reflect
its people’s belief in the virtue of moderation. Despite this, they still managed to create
clothing in a surprising variety of forms, using very luxurious materials. The display
allowed viewers to get a glimpse of some traits and facets of the period that are often
masked by its strict adherence to the tenets of Confucianism.
The items on display included riding breeches, women's underpants, and leather pants.
The Gaedanggo women’s underclothing, featuring a unique open crotch, was the result
of a fruitful collaboration with an organization called the OMA SPACE design textile
studio of Seoul. The intricate work needed for the quilted cotton pants was done by a
quilting expert, Ms. Yoo Sun-hee, while the master dyers Mr. Jeong Kwan-chae and Mr.
Lee Byung-chan helped to create the shiny-bright indigo colors used in creating the
Hapdanggo drawers and the quilted co tton pants.
Other examples of Joseon-era pants on display in the exhibition included works done
by the artist Yim Sun-ok of the PARTsPARTs design studio. The pants that Ms. Yim
introduced were especially notable for their understated colors and straight lines.

개당고, 온지음 ONJIUM, 조선 시대

파츠파츠 PARTsPARTs, 조선 시대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조선 시대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백자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선을 활용한 네오프렌 소재의 바지. 바지 옆 선으로 드러나는 진한 녹색과 강렬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화려한 아름다움에 대한 조선 시대 의복의 이중성과 파격미 연출

2019

순흥안씨(順興安氏, 1551~1609)의
유물(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을
바탕으로 가랑이 밑이 트인 개당고를 제작.
가랑이 밑 양쪽으로 각각 넓은 당과
작은 삼각형의 당을 달았다.
경사에 면사를, 위사에 야잠사(野蠶絲)를
수직(手織)으로 제직한 원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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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전시의 새로운 도전
바지 전시를 위한 연출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차
별화된 복식 전시를 기획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네킹의 크기,
형태, 포즈 등을 정하는 데에만 약 세 달여간의 시간이 걸렸습니
다. ‘바지’만을 주제로 한 전례 없는 전시였기에 상·하의를 함께
입히는 전신 마네킹을 활용하는 보편적인 연출 방법과 달리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연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체 마네킹만을 특별히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전통 의복의 경우 2016년 저고리 전시를 통해 특수 제작된 전통
의복에 가장 어울리는 크기의 마네킹을 바탕으로 바지들을 가장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 포즈(다리 폭, 방향 등)를 연구해 마네
킹을 제작하였습니다. 현대 의복의 경우 작품마다 허리 길이, 밑
위길이 등에 맞추어 하체 마네킹의 높이를 각각 달리 재단해 제
작했으며 다리의 벌린 정도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의상의 미감이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좌대 역시 기존 아름지기 전시 좌대의
평균 시점보다 다소 높게 잡아 상단의 마네킹 절단면이 아슬아슬
하게 보이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는 가장 적합한

(좌)말군, (중)솜누비 바지, (우)세가닥 바지
온지음 ONJIUM, 조선 시대

높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전시를 연출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작품을 거는 방식 또한 전통 의복 전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에 낚싯줄을 이용
하는 방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회화나 판화 같은 작품처럼 액자화하되, 입
체감과 부피감을 살리기 위해 바지를 걸 수 있는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직물을 덧대
어 보면서 입체감이 드러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며 연출하였습니다.
금기숙 작가 협업

2층 한옥에 전시된 조선 시대 바지 재현 작품 가운데 일부는 금기숙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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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인 실루엣의 효과를 극대화한 오브제의 형태로 전시되었습니다. 패션·섬유 전공 교
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금
기숙 작가의 작업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설치 작품이며, 한복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실
험적인 도전으로서 인상적인 협업 중 하나였습니다.

1층에 전시된 삼국 시대 도트무늬 바지는 무용총 벽화에서 발견된 복식을 재현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직물의 문양(도트무늬)을 직접 그려 넣어
야 하는 작업은 김호득 작가가 함께해 주었습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역동적인 고구려의 기
상을 담아내는 어려운 작업으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옷으로 만들어질 실제 직물 위에 여
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한 끝에 마침내 무용총 벽화에서 뛰쳐나온 듯 획 하나하나에 역동
성과 활발한 기운이 담긴 뜻깊은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현대 디자이너들의 경우 이번 전시를 위해 디자인한 작품 중 한 벌씩을 선택해 실용적으

김호득 작가 협업

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용한 바지를 아트 상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현대 트렌드
에 맞는 컬러와 디자인의 바지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구매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
Arumjigi Project

Some Challenges Involved in Clothing
The mannequins that we used to display the various items in the exhibits were the result
of a great deal of thought. They also resulted from some very fruitful collaborations with
outside organizations regarding such matters as the sizes, shapes, poses, and other factors
involved in “dressing” the mannequins. What we were aiming for was a presentation
plan that would enable us to concentrate our viewers’ attention on each and every work,
as opposed to the more generalized type of presentation method utilizing full-body
mannequins.
To this end, we decided to use only lower-body mannequins, posing them in ways that
would accentuate the pants and their accoutrements most openly and beautifully.
We also used lower-body mannequins to display modern clothing, made to different

2019 Arumjigi Special Exhibition

유 가능한 전통의 한 사례를 제시하며 대부분의 작품이 매진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heights according to such factors as waist and crotch lengths. The aesthetics of the
clothing were maximized by such means as adding different leg openings.
The heights of the mannequins’ pedestals were also higher than those used in some of
our previous exhibitions.
Our endeavors to decide on the most suitable heights included the manufacture of many
different samples. After a long and grueling series of studies and research, we managed
to obtain results that gave life to each of the exhibits.
The way that we set about hanging works was also different from the usual method of
hanging fishing line from frames. We decided to make our frameworks using plywood,
Styrofoam, and acrylic, allowing the pants we wanted to exhibit to offer visitors a threedimensional effect and a realistic sense of mass.
Some of the Joseon Dynasty pants on display in the Korean-style house on the second
floor of the exhibition were made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ly-known
installation artist Geum Ki-suk.
The dotted pant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were recreations of clothing seen
in murals at the Muyongchong Tomb. The patterning of the dots was the work of Mr.
Kim Ho-deuk. A renowned painter, Mr. Kim was greatly concerned about capturing the
dynamic spirit of Goguryeo using Chinese ink. After making several trials and errors
using the actual fabric that was to be used in making the clothes, he managed to achieve
such life-like results that each brush stroke seemed to have jumped out from the murals
at the Muyongchong Tomb itself.
Each of the contemporary designers who worked with us chose one of their works for
this exhibition, transforming them into practical, wearable designs that were much more
than just “artsy” items. Their creations were available for sale, showing how history and
tradition can be passed on to new generations of users. Most of their works sol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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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발걸음
바지라는 새로운 주제와 접근으로 시도된 전시이자 삼국부터 조선 시대를 망라하는 의복
들을 소개함으로써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전통문화를 더 재미있어하고 놀라운 사
실을 많이 배우고 간 전시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름지기 1층 전시장 입구에 현대 디자이너 준지(JUUN.J)와 부리(BOURIE) 작가의 작품
인 하이 웨이스트 바지(허리선이 높은 바지)와 배기 팬츠(밑위 길이가 긴 헐렁한 바지) 그리
고 도트와 플리츠 패턴 등 현대인에게 익숙한 모티브들로 구성된 화려하고 구조적인 실루
엣의 바지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패션 디자인의 근간이 서양 의
복이 아닌 전시실 안쪽에 배치된 삼국 시대의 전통 바지에서 영향을 받아 재해석되었다는

사실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돈 초이(Eudon Choi)와 뮌(MÜNN)
작가는 전통 의복의 영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용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에 대해 소통
사진제공 보그코리아, 디렉터 서영희, 사진 구본창

하며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의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의 미감과 색상이 어떻게 의복에 녹아들게 되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고
려 시대에 제작된 청자 유물들을 같이 전시하는 등 시대적 문화의 정수도 느낄 수 있어 전
시 관람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졌으며, 이들이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시 홍보에 도움을 주어 주요 관람객인 20·30

세대를 전시장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와 함께 관람하며 우리 문
화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어 참 좋았다는 지역 주민들, 현대화된 한복을 즐겨 입는데 전
통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전시라 의미 있었다는 한복 동호회 회
원 등 아름지기 기획전시와 우리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동행해 줄 새로운 ‘아름
지기’, 새로운 ‘Culture Keepers’를 초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름지기는 기획전시를 통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전통의 아름다움을 찾아 그 가치
와 정신이 변하지 않도록 연구하고 이를 더욱 많은 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raveling from the Past to the Future
The exhibition was very well-received by both Koreans and non-Koreans, many of whom
said that it helped them add to their appreci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learning a lot of interesting and amazing facts.
Works on display near the entrance to the first floor of the exhibition hall of the Arumjigi
Headquarters included high-waisted pants, baggy pants, and pants featuring dots, pleats,
and other patterns familiar to modern eyes and tastes. Made by contemporary designers
named JUUN.J and BOURIE, they entranced viewers, many of whom were amazed to
learn how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had in fact evolved from pants dating back as far
as the Three Kingdoms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artists Eudon Choi and MÜNN
were more aggressive in showing how they took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clothing.

Arumjigi Project

관람객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 전시였습니다. 패션 관련 전공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

2019 Arumjigi Special Exhibition

이번 전시는 역대 아름지기 기획전시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전시였을 뿐만 아니라

In order to help viewer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s and color choices used
in the making of clothing and ornaments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we showed it
in conjunction with examples of celadon pottery produced during the same time.
We are very proud to announce that this exhibition was the most visited of all our showings,
as well the one with the greatest demographic range of visitors. They ranged from fashion
students to ordinary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role that social media played
in promoting the exhibition was also very notable.
The exhibition also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meet a large number of new “culture
keepers”, meaning people who could potentially be added to our number of followers at our
special exhibitions and other cultural and artistic efforts. They included local residents who
came with their children, as well as hanbok club members who were overjoyed to be reminded
of the beauty inherent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Going forward, Arumjigi will continue with its efforts to popularize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arts and crafts and to share its findings with more and more people.
주최 재단법인 아름지기
공동주관 재단법인 아름지기, 화동문화재단
후원 까르띠에, ㈜이건창호,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시자문위원 조효숙 박경미 김소현 김승현
참여작가 준지 정욱준, 부리 조은혜, 유돈초이 최유돈, 뮌 한현민, 파츠파츠 임선옥, 화동문화재단 부설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Hosted by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Co-organized by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Hwadong Foundation of Culture
Sponsored by Cartier, Eagon Windows & Doors Co, Korea Mecenat Association, Arts Council Korea
Exhibition Advisor Cho Hyo Sook, Park Kyung Mee, Kim So Hyun, Kim Sung Hyon
Artist JUUN.J Jung Wook Jun, BOURIE Jo Eun-Hye, EUDON CHOI Eudon Choi, MÜNN Han Hyun-Min, PARTsPARTs
Im Seonoc, ONJIUM Research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Under Hwadong Foundation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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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Culture Keepers

역대운영진 LEADING CONTRIBUTOR

박선정, 박설자, 박성실, 박성호, 박소영, 박소은, 박수진, 박순주, 박연환, 박영준, 박용근, 박재연, 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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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박정희, 박지훈, 박찬보, 박천민, 박토마스상진, 박현, 박현주, 박혜경, 박혜경, 박혜성, 박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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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박희숙, 방혜자, 배석우, 배은경, 백수미, 백해영, 서동우, 서성민, 서임정, 서진희, 서타옥, 서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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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윤형, 설혜정, 성래현, 성인숙, 손대현, 손두호, 손병렬, 손은선, 손진명, 송길자, 송용자, 송원자, 승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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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균, 신경아, 신경은, 신기준, 신미현, 신민기, 신병찬, 신선균, 신수경, 권주현, 신수희, 신영균, 신우연

최서원, 한봉주, 한상호, 한정근, 홍라희, 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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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여자 HONORABLE CONTRIBUTOR

원혜경, 원혜은, 유경수, 유선, 유선, 유신명, 유신형, 유중근, 유지, 유진, 유혜연, 윤근, 윤기열, 윤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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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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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수, 허동섭, 홍라희,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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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원 SPECIA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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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승희, 구자영, 김녕자, 김동현, 김민정, 김선정, 김윤남, 김인숙, 김정동, 김지영, 박기석, 박삼구, 박연환

이재규, 이정진, 이정현, 이정혜, 이정희, 이종은, 이종임, 이주연, 이주현, 이주혜, 이지승, 이지영, 이지영

박지연, 박현주, 서미혜, 서을호, 설명기, 설영자, 손혜연, 신선균, 신황균, 신황균, 안명숙, 유정자, 윤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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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남, 윤용숙, 윤지현, 이건수, 이계호, 이명희, 이소형, 이순선, 이영혜, 이운형, 이은경, 이정은, 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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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장정자, 장제희, 장지희, 전재국, 정기석, 정목스님, 정청자, 진교원, 최명성, 최병인, 최인선, 한용외

장화경, 전숙자, 전순원, 전준수, 전필진, 정경선, 정명미, 정방원, 정병문, 정보원정상록, 정성애, 정소영

현정은, 홍송원, 홍정인, 황명순, 황수현, Catherine Lee, Howard Marks, May Leung

정수진, 정숙영, 정양선, 정양희, 정영희, 정유천, 정윤정, 정은주, 정인숙², 정현희, 정혜원, 정효정, 조대식
조동승, 조명숙, 조복희, 조성혜, 조영애, 조윤경, 조은숙, 조은진, 조주립, 조현진, 조희주, 주연아, 진명희

재능기부자 EXPE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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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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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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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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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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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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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Tetto, Stephane MOT, Steven Cha, Wendy Kwok

홍정도, 홍정연, 홍정인, 홍정현, 황규희, 황미숙, 황인용, 황충자, 황현지, 황희, 황희준, Elln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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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원 ANNUA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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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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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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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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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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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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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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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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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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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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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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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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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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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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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자, 김홍석, 김희영, 김희정, 남유리, 남일, 남지수, 노경선, 노소영, 노영혜, 노혜정, 단예봉, 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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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애, 류혜림, 맹주연, 문성원, 문수열, 박경임, 박남희, 박노욱, 박명자, 박문선, 박문주, 박민정,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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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 2019

Support

수입
항목
후원금 수입

아름지기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무국과 아름지기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사용되며,
후원자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정 사업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795,000,000

1. 후원하기

멤버십 수입
프로젝트사업 후원금
행사 수입

142,162,700

- 연후원 회원 (연회비 12만원)

시설운영 수입

123,893,181

함양한옥 수입

89,633,235

이자 수입 외

64,222,281
2,347,031,965

- 평생후원 회원 (회비 300만원)

- 단체후원 회원 (연회비 480만원)

수입

402,511,814
409,608,754

후원종류
- 웹 회원 (무료)

320,000,000

수익사업 수입

총 수입

2019

후원혜택
- 교육프로그램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후원금

수익사업

멤버십

시설운영

프로젝트 사업 후원금

함양한옥 문화체험

행사 수입

이자 수입 외

- 아름지기 e-뉴스레터 발송
- 아름지기 기획전시 초대

- 아름지기 문화상품 전품목 5% 할인
- 아름지기 회원행사 초대

2. 후원 구분

지출

아름지기 일반후원
일반 후원금은 아름지기 사업 활동 전반과 사무국 운영에 쓰입니다.

항목

실적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367,156,923

멤버십 활동 및 자원봉사 사업

184,531,538

문화기획사업

942,392,773

홍보

지정 사업 후원금은 아름지기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 아름지기 기획전시
- 궁궐 환경 가꾸기

302,947,420

시설운영

17,527,273

운영비

203,236,149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유지

123,063,356
2,228,946,173

- 문화유산 보존

지출

88,090,741

수익사업

총 지출

지정사업 후원

- 문화유산 주변 공공 디자인

3. 후원금 입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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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지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수익사업

멤버십 활동 및 자원봉사

시설운영

문화기획사업

운영비

홍보

함양 운영 및 시설유지

4. 후원 문의

아름지기 사무국 후원문화팀 02-741-8389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지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후원 물품 등
모든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수지

118,085,792

후원금은 재단 이사회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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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ponsorship
재단법인 아름지기

아름지기 사람들

아름지기 사무국

이사장 신연균

국장 장영석

고문 김영호 박영주 이어령 이희상 정민자

아트디렉터 최윤성

이사 김봉렬 김선정 민현식 박철준 신동엽

문화기획팀 임연아 송유나 정희영

감사 정인숙 조태현 한상호

문화유산사업팀 이은정 이은솔

운영위원
김유희 김진선 김천애 남희정 박순애
배혜순 서영민 서재량 석영호 송광자
유연희 윤영태 위미라 이경열 이미숙
이명희 이봉훈 이운경 이은영 장순희

경영지원팀 조미옥 문은혜 이은솔
디자인팀 이예슬
홍보기획팀 신혜선 고성균
후원문화팀 강혜진
비서 손유진
함양 한옥 이재철

정재정 정춘자 정춘희 조원희 조효숙
최서원 한봉주 한정근 홍라희 홍정원

집행위원
김경은 윤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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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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