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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지기는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 현시대의 생활 문화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우리	전통문화가	과거에	멈춰	있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Arumjigi is a non-profit cultural foundation dedicated to globally promoting 

the beauty and value of Korean art and culture. 

Its mission is to uphold and build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creative ways in order to keep Korean tradition alive 

and make it an integral part of modern life today and for post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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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을	실감했습	

니다.	궁궐의	잡초를	뽑고	창틀의	먼지를	털어내며	시작한	일이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확장된	것은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할	자리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름지기는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게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모아	브랜드	북을	출간하고,	프로젝트	관계자	

와	후원해주신	분들의	인터뷰를	담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름지기가	초심을	기억하며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름지기의	20주년	특별	기획전	<홈,	커밍>은	지난	20년에	걸쳐	소개한	의·식·주	소장품을	한자리에	모았	

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한	문화의	가치를	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전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국내의	더	많은	분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	20주년	기념	

특별전	<커넥팅>은	오늘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많은	분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사회·문화	전반에	K-컬처의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는	이때,	뉴욕과	워싱턴에	우리	문화를	모티브로	

한	공간	디자인을	컨설팅하며	시대가	원하는	아름지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름지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그리고	유연하게	이	여정을	이어	가겠습니다.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회원과	후원자,	협력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	

신	연	균

Arumjigi Culture Keepers embarked on a long trek 20 years ago, walking along a road that no one had 

previously travelled. They embodied the spirit of the old proverb,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It all started with just one volunteer clean-up of palace grounds. Arumjigi continued to 

expand its efforts and operations afterwards and is now the great organization that it is today thanks the hard work 

of the countless people who have joined the Arumjigi campaign. The COVID-19 situation prevented Arumjigi from 

duly expressing its gratitude to them at its 20th anniversary event, but this meant that Arumjigi had time to look 

back on its past more closely than ever before. 

Arumjigi published a brand book that tells stories about Arumjigi’s journey of the last 20 years in search of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oes keeping Korean culture mean?” And a video featuring interviews with 

those who participated in Arumjigi projects was released. These and other such efforts are for Arumjigi to always 

remember its humble start and take the next step forward.

The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Homecoming> presented a retrospective showcasing its achievements 

in three areas through its annual exhibitions.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hed light on the values of culture in our 

everyday living and consider what we should do next together.

Although an overseas exhibition had been planned, we presented the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CONNECTING> in Busan for the first time to introduce tradition connected to our everyday living today.

At this time when K-culture is rewriting the sociocultural history of Korea on the global stage, Arumjigi 

rendered consulting on the spatial designs of buildings in New York City and Washington D.C. In the course of this 

work, Arumjigi had time to think about how it can address the needs of this time.

Arumjigi remains as committed as ever to continuing this journey. 

I hereby extend my thanks to all Arumjigi members, sponsors, and partner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Arumjigi.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encouragement and advice.

Yun Gyun S. Hong
Chairperson,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ARUMJIGI LETTER넓게 향하고, 

깊게 나아가고, 

멀리 바라봅니다.

Broad-minded approach
Moving forward in deep contemplation
Forward-looking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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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환경개선

정자나무 주변 환경 가꾸기 정자나무 주변 환경 가꾸기

궁궐 환경 가꾸기 궁궐 청소(창덕궁, 종묘, 덕수궁)

창덕궁 연경당 내부 수리사업

창덕궁 낙선재 조경 정비사업

창덕궁 가정당 회의공간 조성사업

창덕궁 희정당 및 대조전 일원 관람환경 개선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종로구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

서울 5대 궁궐 안내 시스템 개발 및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

해인사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

하회, 양동마을 안내판 디자인 개선사업

제주도 천지연 일대 안내판 개선 시범사업

서울 문묘와 성균관 안내판 개선사업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시범사업

제주도 주상절리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안국동한옥

해인사 신행 문화 도량 건립

함양한옥

이상의집

피츠버그대학교 국가관 한국실 건립

통의동사옥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구 시장공관)

함안고택

서울시 역사가옥 홍건익가옥,배렴가옥 민간위탁운영

궁궐 집기 재현 사업 〈덕수궁 프로젝트〉 침전 집기 재현

덕수궁 함녕전 집기 재현 사업

덕수궁 즉조당 집기 재현 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기획전시, 해외전시 아름지기 기획전시

〈Beaja, the Beauty of Korea〉 展 영국 런던

〈KOREA Power, Design and identity〉 展 독일 프랑크푸르트

〈COUTURE KOREA 우리옷, 한복〉 展 미국 샌프란시스코

〈CONNECTING 아름답게, 전통을 이어 일상으로〉 展 부산 F1963

대외 협력 사업 2010 공공디자인 엑스포, 재단법인 아름지기 기획전시관

공예트렌드페어

<2011 한복 페스티벌: 한복, 근대를 거닐다> 전시콘텐츠 개발

<시민청 동행 프로젝트: 작고 뜻깊은 결혼식 함께 만들기> 기획 및 연출

아시아 공예디자인 프로젝트

페스티벌 오원

서울미래유산 기획 홍보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특별전 패션 부문 〈Korea Now!〉 展

구글 아트 앤 컬처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展

런던 크래프트 위크 〈Craft Narrative: Beauty in Everyday Living〉 展

디자인 컨설팅 및

문화상품 개발

기업 캘린더 디자인 컨설팅

전시연계 아트상품 및 문화상품 개발

JAJU 상품 개발

제주 유민미술관 전시실 조성사업

제네시스 뉴욕 브랜드 센터 공간연출

제네시스 문화상품 개발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 코리아라운지 공간연출

신라호텔 폐백실 공간연출 

연구

교육

사업

강연 전통문화 강좌

아름지기 아카데미

답사 고건축답사

세계문화유산답사

의식주 문화 연구 답사: 사찰음식

문화유산연구 서대문형무소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

선농단 역사 공원 조성사업

궁궐별 주요 전각 활용 연구

궁궐 활용 및 장소 사용 허가 기준 마련 연구

창덕궁 낙선재 일원 문양 연구

경주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연구

답십리 고미술 상가 명소화 사업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 모니터링 연구

옹기마을 명소화 국제지명설계공모 참가

공연 가락

출판 《아름지기의 한옥 짓는 이야기》

《궁궐의 안내판이 바뀐 사연》

《우리 시대의 장인 정신을 말하다》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아름지기 백서》

《CONN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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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랑,	장경아,	장동조,	장선정,	장용석,	장원영,	장은명,	장인주,	장정숙,	장진이,	장		철,	장현숙,	장화경	

전숙자,	전순원,	전은정,	전준수,	전필진,	정경선,	정명미,	정방원,	정병문,	정보원,	정상록,	정성애,	정소영	

정수진,	정숙영,	정양선,	정양희,	정영희,	정유천,	정윤정,	정은주,	정인숙,	정재헌,	정현희,	정혜원,	정효정	

조건호,	조대식,	조동승,	조명숙,	조복희,	조성혜,	조영애,	조윤경,	조은숙,	조은진,	조주립,	조현진,	조희주	

주연아,	진명희,	차상윤,	차영숙,	채문선,	채진숙,	최금숙,	최		백,	최선아,	최선영,	최수주,	최영혜,	최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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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순,	한명희,	한보영,	한용외,	한유리,	한조희,	한태원,	한혜자,	한혜주,	함영자,	허서홍,	허수원,	허유정	

허지영,	현영재,	홍경희,	홍라영,	홍연경,	홍인숙,	홍정균,	홍정도,	홍정연,	홍정현,	황규희,	황미숙,	황인용	

황충자,	황현지,	황희준,	Mark	Tetto,	Nancy	C.	Allen,	Stephane	MOT,	Wendy	Sheung	Yuen	Kwok

역대운영진(2323명)

김영호,	박영주,	이어령,	이희상,	정민자,	남정우,	민현식,	박선영,	안상균,	오윤선,	유홍준,	윤영각,	이경열	

이미성,	이상해,	이선진,	이주영,	정미선,	정유경,	정춘희,	조원희,	조태권,	조현준

특별기여자(2626명)

김민정,	김영호,	김천애,	남정우,	박영주,	배혜순,	서영민,	송광자,	위미라,	윤영태,	이경열,	이명희,	이운경	

이재용,	이희상,	전육,	정유경,	정춘희,	조태권,	조현준,	한봉주,	한정근,	허광수,	허동섭,	홍라희,	홍석현

특별회원(6767명)

공승희,	구자영,	김경은,	김녕자,	김연주,	김윤남,	김인숙,	김정동,	김지영,	김희진,	박기석,	박삼구,	박연환	

박지연,	박현주,	서도호,	서미혜,	서을호,	설명기,	설영자,	손혜연,	신미현,	신선균,	신황균,	안명숙,	안영환	

유정자,	윤난지,	윤석남,	윤송이,	윤용숙,	윤지현,	이건수,	이계호,	이명희,	이상원,	이소형,	이순선,	이어령	

이영혜,	이운형,	이은경,	이정은,	이정자,	이주연,	이한용,	장세주,	장정자,	장제희,	장지희,	전재국,	정기석	

정목	스님,	정청자,	조영희,	진교원,	최명성,	최병인,	최인선,	현정은,	홍송원,	홍정인,	황명순,	황수현

Catherine	Lee,	Howard	Marks,	May	Leung

단체회원(22곳)

㈜효성,	크리스찬디오르

재능기부자(35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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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기,	배병우,	서도호,	설명기,	승효상,	신경균,	안상수,	양승우,	윤인석,	이인호,	이재후,	이홍순,	임연옥	

임히주,	정소영,	정영선,	조희숙,	최		욱,	최창조,	최홍규,	한경화,	황		희

연회원(6969명)

강신혜,	공필희,	권영광,	권회정,	김다슬,	김민중,	김방은,	김수삼,	김영선,	김영일,	김용배,	김원선,	김은숙	

김조자,	김효상,	노정란,	류승민,	명선영,	문영미,	박선영,	박영순,	박은정,	박일화,	박종기,	박지윤,	서영희	

설경화,	손민정,	송영아,	신이정,	안은정,	안지현,	연아리,	염하령,	오동렬,	원		철	,	유경옥,	유희경,	이선우	

이선희,	이승주,	이윤정,	이자영,	이정자,	이정진,	이종원,	이태훈,	이현정,	이혜림,	이혜영,	임연옥,	임옥상	

임진영,	장필화,	정지원,	조병수,	차인태,	차장섭,	천사라,	최미경,	최성희,	최소연,	최희정,	한성화,	한순묘	

홍성은,	황숙정,	Kathleen	Stephens,	Nam	Merian

평생회원(4474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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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투두드리스티븐스	김,	고복희,	고영애,	고유경,	고은아,	고혜경,	고혜선,	구금숙,	구나윤,	구본욱,	구원희	

구윤희,	구윤희,	구은아,	구자철,	구정순,	구진희,	구희나,	권순우,	권신정,	권영신,	권주현,	김가경,	김경숙	

김경숙,	김남주,	김남희,	김대환,	김동섭,	김동식,	김동춘,	김명숙,	김명순,	김명희,	김모정,	김문학,	김미선	

김미연,	김미자,	김민정,	김		삼,	김상희,	김석한,	김선희,	김성미,	김성주,	김소연,	김소영,	김소원,	김소형	

김수연,	김수지,	김숙환,	김승희,	김시운,	김신한,	김안영,	김양수,	김양택,	김영경,	김영무,	김영식,	김영일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운선,	김원선,	김원정,	김유영,	김윤경,	김윤욱,	김은미,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THANKS TO CULTURE KEEPERS

연회원

10 %

총 회원수 667667명 

평생회원

67%

재능 기부자

5%

특별기여자 

4%

특별회원 

10%
*회원금 내역에 따라 회원유형별 중복이 있습니다.

역대 운영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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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CULTURE KEEPERS

20212021년도 신규 회원 

연회원	–	김용배,	류승민,	박은정,	박일화,	손민정,	안지현,	천사라

평생회원	-	김양택,	류효향,	마금선,	박호현,	이정훈,	임미랑

20212021년도 특별 후원

김민정,	김영렬,	김유희,	김진선,	김천애,	김희진,	남기숙,	남희정,	박순애,	서미혜,	서을호	

안명숙,	유연희,	윤영태,	이봉훈,	이상원,	이주연,	장순희,	정숙영,	정재희,	정희승,	최병인	

최서원,	최윤정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지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아름지기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무국	운영과	아름지기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사용되며,	후원자는	직접		

지정	사업을	선택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재단	이사회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Arumjigi Culture Keepers Foundation is designated as a donation organization. 

Donations made to Arumjigi are used for Arumjigi projects in general. You can make donations to 

specific individual project you selected. Donations are executed by the Arumjigi Board of Directors 

in a responsible and transparent manner. 

SUPPORT

1.  후원 유형 

 Memberships

2.  후원 혜택

 Member Benefits

3.  후원 방법

 Support Arumjigi Projects

4.  후원 문의

 Inquiries about 
 Membership and Donations

	 •	아름지기	회원	후원

	 -	웹	회원	(무료)

	 -	연	회원	(연회비	12만원)

	 -	평생	회원	(회비	300만원)	

	 -	특별	회원	(연회비	480만원)

 - Web membership (free)

 - Annual membership (₩120,000 a year)

 - Life-time membership (₩3 million)

 - Special membership (₩4.8 million)

	 ①	아름지기	애뉴얼리포트	발송

	 ②	아름지기	기획전시	초대권	증정

	 ③	5대	궁궐	환경가꾸기	자원봉사	참여	우대

	 ④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참여	우대

	 ⑤	그	밖의	후원	유형별	혜택	적용

 ① Arumjigi annual report will be received

	 ② Invitation to Arumjigi exhibitions 

	 ③ Preference in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④ Preference in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cultural events

	 ⑤ Benefits depending on the type of donation

	 	아름지기	홈페이지(www.arumjigi.org)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후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to donate online. You can make donations 

 by credit card or wire transfer to the Arumjigi Foundation account. 

 Arumjigi issues donation receipts to its donors. 

	 재단법인	아름지기	사무국	☎	02-741-8375

 Secretariat of Arumjigi at 82-2-741-8375

2021 후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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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590,871,541

항목 금액

 문화환경 및 문화기획 사업 1,311,220,425

 회원활동 및 행사 180,937,752

 홍보 34,300,298

 수익 사업 379,935,220

 시설 운영 25,240,697

 운영비 127,890,753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 유지 117,062,166

총 지출 2,176,587,311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 유지

6%
시설 운영

1%

수익 사업

18%
문화환경 및 

문화기획 사업

60%회원활동 

및 행사

8%

운영비
5%

홍보
2%

항목 실적

 후원금 수입 943,800,000

 멤버십 수입 98,423,373

 프로젝트 후원금 827,000,000

 행사 수입 54,325,000

 수익 사업 수입 335,456,110

 시설운영 수입 366,200,938

 함양한옥 수입 88,471,258

 이자 수입 외 53,782,173

총 수입 2,767,458,852

 

이자 수입 외 2%함양한옥 수입 

3%

후원금 수입

34%

프로젝트 후원금

30%

시설운영 수입

13%

수익 사업 수입

12%

멤버십 수입

4%

행사 수입

2%

FINANCIAL HIGHLIGHT 2021

2019 2020 2021

후원금 수입 795,000,000 843,000,000 943,800,000

멤버십 수입 142,162,700 129,661,100 98,423,373

프로젝트 후원금 320,000,000 400,000,000 827,000,000

행사 수입 402,511,814 29,011,600 54,325,000

수익 사업 수입 409,608,754 164,147,102 335,456,110

시설운영 수입 123,893,181 62,800,000 366,200,938

함양한옥 수입 89,633,235 80,459,307 88,471,258

이자 수입 외 64,222,281 56,970,719 53,782,173

총 수입 2,347,031,965 1,766,049,828 2,767,458,852

연도별 수입 흐름   2019-2021 Flow of income 

연도별 지출 흐름 2019-2021 Flow of expenses 

수입  

지출

Income 

Expenses

2019 2020 2021

문화환경 및 문화기획 사업 1,309,549,696 1,233,014,653 1,311,220,425

회원활동 및 행사 184,531,538 35,241,198 180,937,752

홍보 88,090,741 30,309,775 34,300,298

수익 사업 302,947,420 276,742,132 379,935,220

시설운영 17,527,273 5,948,470 25,240,697

운영비 203,236,149 91,047,899 127,890,753

함양한옥 운영 및 시설 유지 123,063,356 110,698,279 117,062,166

총 지출 2,228,946,173 1,783,002,406 2,176,587,311

단위 (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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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스무	해를	맞아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홈,	커밍		Homecoming>

을	북촌의	안국동한옥과	서촌의	통의동사옥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예년의	기획	전시

가	매해	의·식·주를	번갈아가며	하나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소개해왔다면,	이번	전시에서

는	2004년부터	총	18회에	걸쳐	소개한	의·식·주	분야의	작품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축적된	소장품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나열하기보다는	아름지기가	구축해온	‘홈(Home)’을	

조심스럽게	해체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구도를	정하고	미시적인	풍경들을	빚어내고자	하

였습니다.	더불어	공공	전시	프로그램으로서의	“홈,	커밍”은	그동안	쌓여온	말과	글,	시간과	

공간,	기물과	관객,	그리고	과거	전시들을	통해	사회적	실천도	꿈꾸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인간적	교류와	문화적	친선	등	각자의	관계	맺기에	따라	다양한	온도와	함의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전시의	목표입니다.	그간	쌓아온	유산을	물리적으로	종합하고,	간과

되었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	기획전시는	전통의	뿌리를	찾아	그	미감을	새롭게	선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

하여,	점차	현대생활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단계

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의	독자적	양식과	미적	태도를	밝혀내는	아름지기	기획전들은	지

켜야	할	전통의	모습과	본래의	뜻을	되새기는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소박하면서도	품위있

는	전통이	깃든	일상의	풍경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홈,	커밍	Homecoming>	전시는	

전통과	현재,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아름지기의	행보가	어디를	향해가는지를	원거리에서	

다시	조망해	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 2021년 10월 8일 ~ 2021년 12월 5일 
사업 유형 : 기획 전시
자문 : 김봉렬, 박경미, 정혜경, 조효숙
전시영상 : 정필름
집기제작 및 설치협력 : 컨트리뷰터스
후원 : 까르띠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건창호,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 홈, 커밍 Homecoming >

PROJEC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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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Homecoming>

In celebration of its 20th anniversary, Arumjigi presented the special 

exhibition Homecoming at the Anguk-dong Hanok in Bukchon and the 

Arumjigi Tongui-dong Office Building in Seochon. Since its founding, 

Arumjigi has presented an annual exhibition on clothing, food, or housing 

on a rotating basis. In 2021, Arumjigi presented a retrospective showcasing 

its achievements in all three areas through 18 annual exhibitions.

Rather than displaying objects selected from the Arumjigi collection 

in chronological order, the 20th anniversary exhibition carefully 

dismantled the image of home that Arumjigi had constructed, mapped 

out a composition from a new perspective, and created detailed images. 

Homecoming addresses conventions and customs based on words, time, 

and space, objects and the audience, and past exhibitions. The goal of 

Homecoming was to enable the audience to have diverse experiences and to 

come away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depending on how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in diverse ways such as human interaction and friendship 

built through cultural activities. The exhibition aimed to engender heritage 

in a comprehensive way and direct attention to elements that have been 

overlooked.  

When arranging annual exhibitions, Arumjigi begins with discovering 

the roots of Korean tradition and presenting the aesthetic sensitivities of 

Korean tradition and then suggests possibilities for meaningful application 

of tradition in modern life. Arumjigi exhibitions reveal uniquely Korean 

style and aesthetic attitudes and are intended for us to duly consider the true 

nature and original intention of Korean tradition, which is something that 

should be preserved. Arumjigi has thus strived to suggest a simple yet elegant 

living style built on tradition. Homecoming focuses on which direction 

Arumjigi should take in its journey as it embraces tradition, considers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looks back upon tradition from a distance.

현대적	한옥짓기	실험과	초기	전시	역사를	상징하는	안국동한옥을	20주년을	기념하여	개

방하였습니다.	안국동한옥은	과거	윤보선	생가의	행랑채였다가	이후	인쇄소로	쓰이던	곳을,	

2003년부터	10여	년간	아름지기가	사무공간이자	전시공간으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재단장

을	마친	안국동한옥에서	관람객들은	아름지기다운	한옥	생활양식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연구와	제작,	전시로	이어지는	이	기나긴	노력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의	삶을	향상시키기를,	그리고	나아가	모두가	함께	실천하게끔	하는	힘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

다.	매해	새로운	창작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탄생한	개별적	전시품들은,	새로운	방식의	

연출과	달라진	목적에	따라	‘믹스매치(mix-match)’,	때론	‘미스매치(mismatch)’처럼도	보이

는	새로운	어울림을	창조해냈습니다.	

2001년에도,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개인이	경험하는	옛것과	새로

운	것은	끊임없이	자리바꿈합니다.	‘홈’의	의미를	개개인의	생활	공간으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도시환경,	지구촌의	일부로도	확장해	생각해보고,	서로	연결된	가치	체계로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아름지기	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홈’의	의미와	놓치고	있을지	모를	가치를	되

물으며,	이	전시는	우리가	함께	수호해야	할	나의	하루를,	여럿의	내일을	그려보는	전시가	되었

습니다.	

In celebration of its 20th anniversary, Arumjigi opened the Anguk-dong Hanok. It is symbolic 

of experimentation in constructing a modern hanok (Korean house) that already has a history 

of exhibition in its earlier days. It was originally a servants’ quarters of the home of former 

Korean president Yun Po-sun (1897-1990). Then, it was used as a printing house until Arumjigi 

purchased it. For ten years from 2003, Arumjigi used the house as its office and exhibition space. 

The Anguk-dong Hanok was refurbished as an exhibition house on the occasion of Arumjigi’s 

20th anniversary, and visitors have since then experienced living in hanok in Arumjigi style.  

Arumjigi seeks to make such life possible for everyone. It works hard in its research, production, 

and exhibition to improve the everyday living of our neighbors today and to encourage better 

common practices in the future. Individual object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which were 

produc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makers each year, create a new harmony, 

sometimes looking to ‘mix and match’ and other times to ‘mismatch’ according to a new way 

of display and redefined purpose of objects.

In 2001, the old things and new things experienced by different generations were constantly 

changing, and this remains true in 2021, twenty years later. Helping the public reconsider the 

meaning of ‘home’ not only in terms of values of living spaces of individuals but something that 

is part of a local community, urban environment, and global village, and then recognize it as an 

interwoven value system.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Arumjigi’s mission.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 전시투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the QR code with a smartphone 
to see the exhibitio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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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커밍 Homecoming> 전시 VR 제작

3D	스캐닝과	3D	프린팅,	3D	홀로그램,	VR/AR	콘텐

츠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실감	전시	콘텐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주)딜레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전

시장을	찾기	어려운	대중들을	위해	전시장	VR을	제

작해주셨습니다.	

VR of virtual tour <Homecoming> 

The Diletto provides solutions for 3D scanning and 

printing, floating holograms, and VR/AR solutions 

to offer realistic contents for virtual exhibitions. It 

produced VR for those members of the audience who 

find it difficult to physically visit an exhibi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토끼소주 아름지기 에디션 제작  

한국	술의	전통과	국제적	증류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증류주	제조업체(뉴욕	브

루클린에서	설립)	토끼소주와	우리	문화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지기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

정판	골드라벨을	300병	제작했습니다.	특히	토끼소

주에서	특별	제작해준	라벨에는	통의동	아름지기	사

옥	2층	한옥의	모습을	넣어	에디션을	더욱	의미있게	

해주었습니다.	

<홈,	커밍	Homecoming>	과	<CONNECTING>	전시	

소품	및	이벤트	증정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Special Arumjigi edition of Tokki Soju

Tokki Soju, a distillery founded in Brooklyn, New 

York and recognized worldwide for its innovative 

process that brings together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and modern distilling technology, released 

300 limited-edition bottles of soju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Arumjigi. Its bottle label 

featuring the image of hanok on the second floor of 

the Tongui-dong Arumjigi Office Building makes this 

special edition all the more meaningful.

‘Talk	and	Touch’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쌍방향	대화를	하면서	전시물을	직접	만지

고	사용해보는	체험형	전시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생각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배워가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수	

정예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작	이후,	아름지기	아카데미,	답사	등을	

비롯하여	회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대중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	성인,	지역사회	주민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나갈	예정입니다.	

Talk and Touch, exhibition-related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 

Held concurrently with an exhibition, Talk and Touch is a hands-on program for children 

where they can touch and use objects on display and engage in interactive communication. 

It is an opportunity for children to build thinking skills in that it poses questions to them to 

help them develop ideas and learn.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is educational program is for small groups of children. Since 

COVID-19 began to spread, Arumjigi could not run educational programs for its members 

or the general public or even run citizens’ participatory programs such as Arumjigi Academy 

and field trips. Arumjigi will expand programs for children, grown-ups, and the local 

community going forward and always respect safety and quarantine guidelines.

전시 연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Talk and Touch>

사업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사업 장소 : 통의동사옥 Homecoming 전시장 내
진행 : 교육 강사 고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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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기념 특별전 

<CONNECTING 아름답게, 전통을 이어 일상으로>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부산에서	특별전을	개최했습니

다.	문화재단1963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번	특별전은,	전통문화를	조명

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아름지기의	활동	취지를	더	많은	지역	

사회에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부산	F1963에서	선보인	‘아름지기	20주년	기념	특별전’	<CONNECTING	

아름답게,	전통을	이어	일상으로>는	전통과	현재,	미래를	연결	짓기	위

한	아름지기의	오랜	걸음과	지향점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

는	9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며,	600여	평(2,046.2㎡)에	달하는	

F1963	석천홀에서	400여	점의	소장품을	최대	규모로	소개했습니다.	

석천홀은	고려제강의	와이어공장의	설비라인이	자리했던	곳으로,	과거	

산업현장이	오늘날	문화현장으로	이어진	공간입니다.	이는	전시의	주제

인	‘CONNECTING’의	공간적	의미를	더합니다.	특히	고려제강의	후원

으로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와이어	가벽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이어가려는	이번	전시의	취지를	품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	관람

객들은	각각의	주제와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른	감도와	농도로	변주된	전

통과	현대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e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CONNECTING> 

On the event of the 20th anniversary, Arumjigi presented a special 

exhibition in Busan for the first time. The exhibition was made 

possible by sponsorship of F1963, a cultural foundation based in Busan. 

Arumjigi intended to introduce its activities involving the treasuring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inheriting it with creativity to more local 

communities outside Seoul.  

사업 기간 :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2월 27일
사업 장소 : 부산 F1963 석천홀 
사업 유형 : 기획 전시
전시디자인 : SoA
그래픽디자인 : MYKC
시공 : 주성디자인랩㈜
후원 : 고려제강, 문화재단1963, 김영렬, 김천애, 남기숙, 안명숙, 유연희, 이상원, 이주연, 
         정숙영, 정재희, 정희승, 최서원,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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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 presented at F1963 in Busan tells a story about the long journey of Arumjigi 

to connect traditi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its aspirations. About 400 works by 90 

artists selected from the collection of Arumjigi were introduced at Seokcheon Hall of F1963. 

Seokcheon Hall of F1963 is where the Kiswire wire factory was located. This manufacturing 

site w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ite today, and the fact it once produced wire gives 

the space even more meaning as a venue for an exhibition about ‘CONNECTING.’ The 

installation of the freestanding wire walls at several places in the exhibition hall sponsored 

by Kiswire implies the intent of this exhibition aspiring to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In this space, the audience can feel the interesting interpla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in different ways from each subject and work.

문화는	시대를,	세대를,	세상을	연결하여	만나고	어우러지고	변화하며	새롭게	창조됩니다.	

‘CONNECTING’이란	전시	제목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전통의	새로운	가능

성을	탐구해온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20년	간의	발걸음과	변함없는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의:전통과	현대,	서로	다른	시대’,	‘식:일상을	담는	그릇’,	‘주:머무리는	자리에	깃든	삶의	풍

경’,	‘행:전통의	현대적	활용’,	총	네	섹션으로	구분된	<CONNECTING	아름답게,	전통을	

이어	일상으로>	전시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의제들에	긴밀하게	반응한	지난	

전시의	고유한	특징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소장품들을	

의식주라는	큰	틀	속에	서로	잇고	맞대어,	전통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Culture brings different times, generations, and worlds together in harmony, to 

realize change, and to be recreated anew.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Connecting 

implies the journey that Arumjigi, a foundation that explores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 has taken over the last 20 years and its consistent aim.

Divided into four sections – Different Times: Tradition and Modernity, 

Landscape of Where You Live, Bowls Containing Everyday Life, Tradition 

Utilized for Modern Life – CONNECTING has features of past Arumjigi 

exhibitions, which responded to the socio-cultural needs of the times. The 

exhibition also paved the way for tradition to became an integral part of our 

everyday living in a natural way by showing works of clothing, food, and 

housing in Arumjigi’s collection accumulated over 20 years. 

겐츠베이커리 프로모션

아름지기의	첫	지방	전시	지역인	‘부산’을	기념하고자	부산	지역	내	유명	베이

커리인	‘겐츠베이커리’와	함께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단호박,	옥수

수	등	한국적인	재료로	새로운	맛을	내는	제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고	새

로움을	전하는	‘CONNECTING’	전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대중과	친근한	

브랜드를	통해	부산에서	처음	전시를	여는	아름지기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

였으며,	제품은	이벤트	증정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Promotional event with Gentz Bakery

To commemorate Busan, the city where the first Arumjigi exhibition was 

held outside Seoul, a promotional event was staged jointly with Gentz Bakery, 

famous in the Busan area. New flavored breads made of ingredients produced 

in Korea contained the meaning of the exhibition connecting tradition with 

modernity, thereby bringing a feeling of something new. Through a bakery 

brand familiar to the people of Busan, Arumjigi made itself well known to 

entire city. Gentz Bakery breads were given as gifts at this promotion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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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지기	20주년,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사업의	내용과	아름지기의	사회적	역할,	그리

고	묵묵히	아름다움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출판하였습니다.	‘CONNECTING’

은	아름지기가	이룩한	다채로운	‘연결’을	살피고	그	여정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우리	문화유산

의	가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또다

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름지기가	지금껏	전통을	보듬으며	동시대에도	여전히	생동하는	존재로	만들었듯,	이	책을	

통해	앞으로도	새로운	연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CONNECTING’은	전국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Arumjigi Brand Book 

On the occasion of its 20th anniversary, Arumjigi created a book featuring projects and social 

responsibility efforts by Arumjigi over the past 20 years and stories about people who supported 

beautiful things.

Titled ‘CONNECTING,’ this book looks at diverse ‘connections’ Arumjigi has made and records 

value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discovered anew during its 20-year journey. Arumjigi hopes 

that this book will be a friendly guide helping people join together in keeping beauty. 

We hope that new connections will lead to the forging of yet more connections, as seen in what 

Arumjigi has achieved by embracing tradition and bringing it to life in the modern world.

You can buy Connecting at online bookstores and large offline bookstores in Korea.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영상은,	아름지기의	지난	20년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다음	20년의	첫걸음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11월	16일,	소외되고	사라져가

는	우리	문화유산을	두루	보살펴	내일로	이어가고자	했던	마음과	2021년,	현재를	살아가

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지금’의	아름지기	모습을	담았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	프로젝

트	참여	관계자인	박석규	대목장님,	송용민	실무관님,	김연수	작가님,	이재철	지기장님,	강

경환	문화재청	차장님과	아름지기의	역대	운영진인	이어령	고문님,	정민자	고문님,	안상수	

고문님,	민현식	이사님이	인터뷰에	참여하셨습니다.

Arumjigi’s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Video

Arumjigi released a video to celebrate its 20th anniversary. Titled 20 years of Arumjigi, 

Telling Stories From the Past that Are Still Relevant Today, it showcases Arumjigi’s journey 

of the last 20 years and tells stories about what Arumjigi will do next as the first step for the 

following 20 years. This video records the story behind its founding on November 16, 2001 

and its spirit of caring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which had been disappearing in neglect, 

and its aspirations to connect both of them to tomorrow. It also shows Arumjigi ‘now’ that 

has permeated into everyday life for all of us living today.     

This video features interviews with those who participated in Arumjigi projects: master 

carpenter Park Seok-gyu,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ficial Song Yong-min, writer 

Kim Yeon-su, lacquerware craftsman Lee Jae-cheol, Vice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ang Kyung-hwan, advisors to Arumjigi Lee O-yong, Chung Min-ja, and 

Ahn Sang-soo, and member of the Arumjigi Board Directors Min Hyun-sik.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the QR cord with a 
smartphone to see the video.

아름지기 20주년 기념 

브랜드북 발간 <CONNECTING >

아름지기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

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1년 10월
사업 유형 : 아카이브
공동 기획 : chFeed

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1년 10월
사업 유형 : 아카이브 
공동 기획 : ch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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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서	옹기마을의	문화관광자원적	가치를	높이고	옹기마을을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문화·경제	중심

지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설계공

모를	열고,	△더시스템랩(김찬중)	△유현준건축사사무소(유현준)	△서울대학교(조항만)	△페르난도	메니스	

S.L.P.U.(페르난도	메니스)	△SO-IL(플로리안	아이덴버그)	등	국내	3개팀,	해외	2개팀을	지명	초청하였습니다.	

아름지기는	SO-IL의	요청으로	공동	응모사로	참가하였습니다.	SO-IL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	활동을	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건축	철학을	가진	팀입니다.	아름지기는	SO-IL과	협력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공유하는	한편	옹기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콘텐츠	기획과	운영	방안	수립을	담당하

였습니다.	‘옹기’와	‘발효’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숨결(Breath)’이라는	컨셉으로	앵커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Food,	Craft,	Stay가	서로	순환하고	연결되면서	지속가능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킨포크,	EKWC,	Space	and	matter와	같은	세계적인	크

리에이터들과	전통마을의	자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Arumjigi invited to Next Onggi Villag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With a view to making the most of Onggi Village as a tourism resource and make the village a center of a new 

community, culture, and economy, Ulju-gun Country invited three teams based in Korea and two teams from 

overseas to the masterplan design competition: THE_SYSTEM LAB (Chanjoong Kim), Hyunjoon Yoo Architects 

(Hyunjoo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gman Zo), FERNANDO MENIS S.L.P.U.(FERNANDO MENIS), and 

SO-IL (Florian Idenburg). Arumjigi entered the competition jointly with SO-IL upon the request of the latter. An 

internationally active architecture and design firm based in New York, SO-IL puts top priority on sustainable design. 

Sharing Korean tradition and history with SO-IL, Arumjigi took charge of creating contents for an economically self-

sufficient Onggi Village and formulating an operation plan for the village. With ‘onggi’ and ‘fermentation’ as core 

values and under the concept of ‘breath,’ Arumjigi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masterplan that enables sustainable 

circulation of the ecosystem with food, craft, and stay centered on an anchor facility. Although not selected as the 

final winner, Arumjigi had the valuable opportunity to discuss ways of making a traditional village self-suffici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creators including Kinfolk, EKWC, and Space&Matter.

아름지기는	2018년부터	4년여에	걸쳐	덕수궁	즉조당에	왕의	집무실을	

재현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왕의	평상과	경상,	보료,	신하의	경상,	

연상,	방석,	좌등(2018),	장침과	사방침,	왕골자리와	왕골방석,	철제은입

사촛대,	유제등경(2019),	백수백복자수병풍(2020)에	이어	2021년에는	

철제은입사손화로	제작을	완료하여	왕과	신하의	정무공간을	완성하였습

니다.	

은입사란	금속판	표면에	촘촘하게	쪼음	작업을	한	뒤	순도	99%	은사(銀

絲:	은	실)를	문양에	맞춰	끼워	넣고	두드려	펴는	전통공예	기법입니다.	

제작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전수교육사인	승경란	입사장이	

맡았습니다.	

제작	완료일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철제은입사손화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덕수궁	즉조당	재현	집기	전시’를	6일간(10.26.~10.31.)	개최

하였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에서는	즉조당	개방	전후에	전각	내부를	청

소하는	정비	작업에	동참해	후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Recreation of the Small Silver inlaid Iron Brazier 

of Jeukjodang Hall of Deoksugung Palace 

For four years from 2018, Arumjigi carried out a project to recreate a royal 

office at Jeukjodang Hall of Deoksugung Palace. Arumjigi created replicas 

of a low wooden bench and low tables for the king and his retainers, 

cushions, and a floor lamp in 2018; a cubical armrest and long armrest, a 

rush mat and cushion, an iron candleholder with silver inlay, and a brass 

stand in 2019; a folding screen embroidered with Chinese characters “壽” 

and “福” in 2020; and a small iron brazier with silver inlay in 2021. 

Silver inlay is the traditional craft technique of incision of a design into 

a metal surface using chisels and then hammering silver wire into the 

chiseled spaces until it is flat with the surface. Seung Kyung-Ran, a master 

artisan of silver inlay, which is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8, recreated the royal brazier. 

In order for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examine the brazier closely, the 

exhibition Recreated Interior Crafts in Jeukjodang Hall of Deoksugung 

Palace was open to the public for six days from October 26 to 31, upon 

completion of this project. Hermès Korea joined in clean-up of the interior 

of Jeukjodang Hall before and after the exhibition, which added all the 

more meaning to its sponsorship.

옹기마을 명소화 

국제지명설계공모 참가

덕수궁 즉조당 철제은입사손화로 

제작 및 전시 

사업 기간 : 2021년 5월 ~ 2021년 8월 
클라이언트 : 울주군
총괄건축가 : SO-IL
공동응모사 : 아름지기, 건축사사무소 김남
비즈니스 파트너 : 온지음 맛공방, 복순도가, 킨포크, EKWC
참여 전문가 : [조경] Watson Salembier, [판매 운영] Churchill Husband, [디지털 경험] Squint Opera,   
                   [호텔 경영] Space and Matter, [이벤트] Sleepers Summit 

사업 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6월
사업 유형 :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 프로젝트 
참여 장인 : 승경란 입사장(국가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전수교육사)
자문단 : 장경희(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정민자(재단법인 아름지기 고문), 덕수궁관리소
협력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문화유산국민신탁
후원 : 에르메스 코리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the QR cord with a 
smartphone to see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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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폐백실 공간연출 컨설팅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센터 디자인 컨설팅 

안국동한옥과	함양한옥을	가꾸고	운영해왔던	노하우와	궁궐	집기	재현	사업,	서울시	공공한옥	

운영	등	전통	공간	재현	경험을	살려	신라호텔	폐백실	두	곳(다이너스티홀,	영빈관)의	가구	및	소

품,	의복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폐백실은	대청	또는	사랑방과	같이	손님을	맞

이하는	공간을	기본으로	삼고,	선비의	공간이	지니는	품격과	생활공간의	편안함이	함께	느껴지

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기존	공간에	놓여	있던	전통	장인이	만든	병풍과	가구	등은	수리	및	보존	

처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전통	생활	공간을	고스란히	재연하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꾸며

진	공간에	어울리는	신랑신부의	혼례복과	장신구는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옷공방에서	제안	

및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신라호텔	폐백실	공간연출을	통해	우리	전통	혼례의	격식과	아

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Project to Improve Pyebaeksil of Hotel Shilla

Recognized for its successful projects including management of Anguk-dong Hanok, Hamyang 

Hanok, Public Hanok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creation of Interior Crafts in 

Palace, Arumjigi was commissioned to do design consulting on repair of furniture, props, and 

costumes to be used at pyebaeksil (a room where the newlyweds pay respects to their parents-in-

law right after their wedding) attached to Dynasty Hall and Yeong Bin Gwan of Hotel Shilla.

Under the concept that pyebaeksil is where guests are received, like a wooden floored hall and 

master’s quarters of hanok, Arumjigi created pyebaeksil in a way that its elegance as a traditional 

living space for the literati and comforts as everyday living space can be felt. Folding screens and 

furniture that had been used in these rooms were repaired and given preservation treatment to 

cut costs. The wedding attire for the bride and groom and the personal ornaments were made by 

Clothing Studio of Onjium. 

This project paved the way to show the elegance and beauty of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사업 기간 : 2021년 8월 ~ 2021년 12월
사업 유형 : 디자인 컨설팅
클라이언트 : 신라호텔 
대상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영빈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제네시스의	글로벌	브랜드	문화	공간인	GENESIS	HOUSE	NEW	YORK	

센터	내	디자인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프로젝트는	레스토랑·카페의	F&B	컨설팅,	직원	유

니폼	디자인	컨설팅,	한국문화	콘텐츠	관련	북	큐레이션,	한국문화	관련	도서	1종	제작,	디스플레이	

오브제	디자인	등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디자인	컨설팅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간	내부	연출

을	위한	디자인과	프로젝트	전반의	아카이빙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차	프로젝트에서는	공간의	컨셉인	'한국적	일상의	향유'를	위해	가구	셀렉팅	외	모던	보료와	소반	

등의	집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한국	고유의	미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익스피어리언스팀,	서아키텍츠,	온지음,	큐레이터,	작가,	디자이너	등과	협업하며	

완성한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센터는	오픈	후	예술적	영감을	충전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	오아시

스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Consulting on Genesis House New York

Design consulting on Genesis House New York commissioned in 2019 was completed. The first 

phase project involved consulting on design for Korean culture including food and beverages of 

the restaurant and café, design of the uniforms of employees, curation of books on Korean culture, 

production of a book about Korean culture, and objets to be displayed. This was followed by 

interior design and archiving of the project overall.

The second phase project involved designing and production of modern style boryo (traditional 

Korean mattress) and soban (dining table) as well as selecting furniture for the visitors to ‘enjoy 

everyday living in Korean style,’ which is the concept of the space.

Comple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Genesis Experience Team, Suh Architects, Onjium, curators, 

artists, and designers, Genesis House New York has been well received since its opening as a cultural 

oasis in the heart of the metropolis where artistic aspirations are recharged.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5월
사업 유형 : 디자인 컨설팅 
클라이언트 : 제네시스 
대상지 : 40 10th Ave, New York, New York 1001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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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Arumjigi’s 20th Anniversary Emblem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20주년	기념	엠블럼을	제작하였습니다.	‘과

거를	돌아보며	발견하는	새로움’의	의미를	담았으며,	아름지기의	로고

인	아래아	자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습니다.						

Arumjigi created an emblem to commemorate its 20th anniversary. The 

Korean character in the Arumjigi logo is a motif for the design, and the 

emblem has the hidden meaning of ‘discover the new by looking back to 

the past.’ 

기부자의 벽 디지털 작업

Donor Wall digitalized 

기부자의	벽은	2013년	통의동	사옥을	열며	역대운영진,	특별기여자,	평

생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층	로비	공간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면서,	

한정된	공간을	극복하고자	기부자의	벽을	디지털	작업했습니다.	

Upon opening the Tongui-dong office building in 2013, the Donor Wall 

was installed in the lobby on the first floor to thank the donors who 

contributed to campaigns of Arumjigi.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and the number of donors has steadily increased. The Donor Wall was 

digitalized in order to show all of the donors in real time as the list 

becomes longer. 

서울도시건축센터의 12월 서울토픽 선정 

Arumjigi selected as Seoul Topic of December  

서울도시건축센터가	선정하는	서울의	주목할	만한	콘텐츠의	12월	주

제인	‘전통이라는	새로움’에	아름지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건축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그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

은	공간에서	궁궐	안내판	디자인	개선	사업,	궁궐	집기	재현	사업	등	아

름지기의	사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Seoul Center for Architecture & Urbanism (SCA) introduced noteworthy 

contents in Seoul under the theme of the month. Arumjigi was 

introduced under the theme of December, ‘The new tradition.’ This 

was an opportunity for Arumjigi to introduce its activities such as 

its improvement of the signage at palaces and recreation of interior 

craftworks in palaces on the SCA platform for preservation of culture 

and architecture, and urbanism and sharing stories about Seoul with the 

people.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미미래센터 ‘KOREA LOUNGE’ 디자인 컨설팅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워싱턴	공관	신규	사무소인	‘한미미래센터’의	

‘KOREA	LOUNGE’	공간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미교류	사랑방’을	모토로	

‘사랑방’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교류	공간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보료	형상의	소파,		

전통	짜임	방식의	스툴,	현대적	공간에도	잘	어울릴	사방탁자,	문갑,	암체어	등을	디자인	

하여	문화	교류의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학	진흥	연구,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	예술	교류	등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이		

이루어질	이	공간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Consulting on designing Korea Lounge of Korea Foundation

Arumjigi rendered consulting on the space design by Korea Lounge of Korea Foundation 

USA, the Korea Foundation’s new office in Washington D.C. The concept of ‘sarangbang,’ 

the master’s quarters used as a reception room for male guests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was applied under the motto of ‘sarangbang for Korea-US interactions’. A boryo-shaped sofa, 

traditionally woven styled stools, a tall four-tiered shelf open on all four sides, a stationery 

chest, and an armchair well suited for a modern space were designed specifically for this 

space of cultural exchange.

The sense of Korean beauty is felt in a natural way in this space for various activities such as 

promotion of Korean studies, network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xchange of culture 

and art, and discussion of projects with other countries. 

사업 기간 : 2021년 6월 ~ 2021년 9월
사업 유형 : 디자인 컨설팅 
클라이언트 :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상지 : 900 17th St NW Suite 910, Washington, DC 20006, USA

AT A GLA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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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홈, 커밍 Homecoming> 전시영상, 안국동한옥 수리영상 

제작 지원  

Production of videos on Arumjigi projects supported by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홈,	커밍	Homecoming]	전시	및		안국동한옥의	개보수	과정

을	담은	‘한옥	수리’	등	총	12편의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재외공관

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름지기		

유튜브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Korea Foundation supported the production of twelve videos on Arumjigi 

projects including the 2021 exhibition Homecoming and renovation of the Anguk-

dong Hanok. These videos are being used to introduce Korean culture at diplomatic 

establishments overseas. They can be seen on the youtube channels of the Korea 

Foundation and Arumjigi.

안국동한옥 개방

Anguk-dong Hanok open to the public    

2013년	통의동사옥	이전	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안국동한옥을	8년	만에	개방하였습

니다.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홈,	커밍	HOMECOMING]	전시를	기점으로	내부	보

수를	거쳐	한옥에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방	운영할	예정입니다.

Since 2013, when the Arumjigi office building was relocated to Tongui-dong, the Anguk-

dong Hanok had been closed to the public. After extensive repairs to the interior, the 

Anguk-dong Hanok was reopened as an exhibition house to present everyday living in 

hanok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Arumjigi. This house will also be used as 

a venue for diverse programs and activities.   

궁궐 집기 재현 사업 대상지 이전  

Ongoing recreation of interior craftworks in palace buildings  

2015년부터	에르메스	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해	온	덕수궁의	함녕전과	즉조당	재현	사

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22년부터는	조선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에서	재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상	전각과	재현	품목을	확정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

으로	장인들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The project for recreation of interior craftworks in Hamnyeongjeon and Jeukjodang 

halls of Changdeokgung, conducted with support from Hermès Korea, was successfully 

completed in 2020. Arumjigi will resume the project in 2022 at Gyeongbokgung Palace,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The palace building and items to be included 

in this project were finalized in 2021, and artisans will be commissioned to work this 

year.  

제주 주상절리대 주변 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공 착수

Project to improve surroundings of Jusangjeolli Cliff 

2017년	제주도와	‘문화유산·천연기념물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질	유산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관	설계	공모작으로	선정된	이후	서귀포시가	2년여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간	94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이	진행됩니

다.	아름지기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이	지닌	원경관을	회복하여	고유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In 2017, Arumjigi signed an agreement wit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improve public design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and natural monuments on Jeju 

Island. Under the agreement, Arumjigi has improved the environment of Jusangjeolli Cliff 

on the coast between Jungmun and Daepo-dong, Seogwipo. Landscape design was selected 

through a competition in 2018, and preliminary and working designs were completed two 

years later. Construction starts this year and will last three years with investment of 9.4 

billion won. In managing and supervising this project overall, Arumjigi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improve public design.

LCW(London Craft Week), CREATEDAY 온라인 전시 참여   

Arumjigi participated in CREATEDAY, online exhibition of LCW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전	세계의	공예장인,	디자이너들의	전통	기술뿐	아니라	현대적이

고	혁신적인	기법들을	소개하는	아트페어입니다.	아름지기는	CREATEDAY	온라인	전

시에	참여해	기획전시	<고고백서>에서	소개했던	2,000년	전	직물	짜기,	디자인,	전통	

의복의	조립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재단	과정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London Craft Week (LCW)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t fair that introduces modern 

and innovative techniques not to mention traditional techniques of artists, makers, 

designers, and creators from all over the world. Arumjigi participated in the online 

exhibition createday and presented a video showcasing traditional processes from weaving 

2,000 years ago to design and assembly of traditional clothes, which had been presented at 

the Arumjigi exhibition 2019 Baji, Korean Pants, Clothes for Today after 2000 Years. 

효성그룹, 문화재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Hyosung Group given high marks for CSR 

	아름지기가	효성그룹의	후원으로	진행한	창덕궁	대조전과	희정당	내부	조명	복원	사업

으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	문화재	사회공헌	컨퍼런스에서	효성그룹이	문화재	사

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지기와	효성그룹은	긴밀한	협력	

관계로	‘문화재지킴이’	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At the conference on CSR host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yosung Group 

was recognized as an excellent company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2021 

for its project for improvement of the lights and electrical facilities of Daejojeon Hall and 

Huijeongdang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jointly conducted with Arumjigi. Arumjigi 

will continue to play its role as ‘culture keepers’ in close cooperation with Hyosung Group.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the QR cord with a
smartphone to see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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