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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즐거움으로 수 놓을 「2022 한복문화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한복문화주간」은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오늘의 옷차림’으로 여겨 한복의 다양한 면모를 함께 즐겨보는 

축제입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은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란 

슬로건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대 생활양식에 

맞춰, 여러 스타일로 변화해 온 한복을 체험할 장으로 국내 

거점장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또한 미국, 인도, 영국, 

튀르키예 등 17개 국가, 36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

이 기간 동안 한복으로 놀고, 한복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복으로써 한복의 매력을 발견하고, 한복의 일상화를 위해 

국내외 곳곳에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한복을 

입고 나들이를 떠난다면 이 또한 좋은 날의 즐거운 소풍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집 안팎에서 여러 방면으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기획전시와 연계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시각적 

감상을 넘어 한복의 활용과 쓰임을 마음껏 상상하고 즐겨 

보세요.

「2022 한복문화주간」을 통해 일상에서 누리는 한복의 

멋과 가치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발견하고 공유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적 감상을 넘어 
한복의 활용과 쓰임을 
마음껏 상상하고 즐기는
2022 한복문화주간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한복문화주간 소개

일자

2022년 10월 17일(월)~ 10월 23일(일)

장소

하이커 그라운드를 비롯한�

17개 국가, 36개 도시

구성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 전시, 체험, �

패션쇼, 공연, 온라인 프로그램 등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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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인 한복의 매력과 
함께하는 2022 한복문화주간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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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인 한복의 매력과 함께하는 �

2022 한복문화주간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오신 한복업계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지키고 오늘날 우리 삶과 

연결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7월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복은 오랜 역사 속에서 �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며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

한복은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케이팝과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매력’을 담은 패션 분야로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 한복문화주간은 재외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해외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한복의 날 행사가 2018년 한복문화주간으로 확대되어 �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했듯이, 올해를 시작으로 미국·튀르키예·인도 등 �

세계 곳곳의 시민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직선과 곡선, 과감한 색의 조화는 한복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

한복은 원형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소재와 디자인의 작은 변주로 소박하고 

편안하게 또는 화려하고 세련되게 새로 태어나는 의복입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에 �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과거의 옷에서 현재의 옷을 지나 미래의 옷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한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을 원형대로 계승하면서 이를 다시 현대적 감각으로 �

새롭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모아 한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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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2 한복문화주간은 한결같은 
일상에서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특별하게 시간을 함께할  
한복의 다채로운 모습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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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김태훈입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은 한결같은 일상에서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특별하게 �

시간을 함께할 한복의 다채로운 모습을 전합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란 시간의 

무대에서 새로운 경계선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한복 디자이너와 타 분야 전문가의 

협업은 보기에 즐겁고 생각을 키우기에 충분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일상 한복의 성장과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에서 한복을 매개로 우리 문화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함께 살피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는 방법으로 전통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네 골목에서, 공원에서, 시장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상이 하루 빨리 다가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에서 한복 입고 행복한(한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김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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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랜선으로 만나는 한복문화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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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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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복문화주간은 보통의 하루가 특별해지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명장의 손길로 잘 지어진 한복 한 벌만 갖춰 입어도 	

늘 걷던 거리가, 늘 다니던 상점이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의외성은 	

더 큰 즐거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 본행사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한 보 특별함으로 다가오세요.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누리집, 	

한복문화주간 SNS, 공모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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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행사 본행사 랜선으로 만나는 
한복문화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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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2022 한복문화주간 본행사

한복문화주간은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 단위의 행사입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은 총 2회에 

걸쳐 여러분을 만납니다. 햇곡식이 익어가는 추석을 앞둔 

9월 스타필드 고양에서, 낙엽으로 가로가 물들어가는 10월 

본 행사인 거점장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곳곳에서 문을 

엽니다. 다양한 쓰임의 한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획 전시를 비롯해 전통문화 체험, 한복상점, 이벤트 등이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이니 2022 한복문화주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일자 :  2022. 10. 17.(월) ~ 10. 23.(일)

장소 : 하이커 그라운드를 비롯한 17개 국가, 36개 도시

프로그램 :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 전시, 체험, 패션쇼, 공연, �
온라인 프로그램 등

2.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

일시 :  2022. 10. 21.(금) 18:00

장소 : 하이커 그라운드 1층 야외광장

프로그램 : �한복문화주간 기념 패션쇼 & 케이팝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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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 기획 전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아동 한복 전시를 진행합니다.

동심 가득 안고 과거부터 미래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1. 과거 : �한복 명장의 색동이 돋보이는 �
어린이 전통 한복 전시

2. 현재 : �다채로운 색상과 현대적으로 해석된 �
어린이 한복 전시

3. 미래 : �1세대 피규어 작가와 한복의 콜라보! �
한복 입은 피규어 전시

세계를 이끄는 케이 콘텐츠 속 우리의 한복을 전시합니다.

우리 전통 의상을 섬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1. 	케이 콘텐츠 한복 전시 : 전세계가 빠진 케이 콘텐츠의 
주역, 넷플릭스 킹덤 속 한복을 전시합니다.

2. 	케이 콘텐츠 한복 일러스트 전시 : 우리 고유 한복을 
세심하게 그려낸 한복 일러스트를 전시합니다.

4. 체험

• 옷 고름 매기

• 전통 매듭 팔찌&키링 만들기★

• 피규어 색칠하기★

• 한복네컷

• 전통놀이

• 한복 대여 케이팝 체험

5. 행사안내

• �2022 한복문화주간은 전국의 참여처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 표기된 체험은 한복문화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사전예약 프로그램은 수량 소진, 접수마감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한복문화주간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채로운 할인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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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으로 만나는 �
한복문화주간

2022 한복문화주간 누리집
www.hanbokweek2022.com

2022 한복문화주간의 모든 공식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곳, 2022 한복문화주간 누리집입니다. 자체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등 국내외 곳곳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 체험, 마켓,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디렉토리북을 비롯해 지난 해 한복문화주간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

한 보 다가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누리집,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프로그램 : 한복문화주간의 모든 프로그램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2022 한복문화주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 10가지와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정보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간, 
유형 별로 검색해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업체의 연락처나 SNS 
등 필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복 지도 :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 어느 곳에서 열리는지 
한복 지도에서 확인해볼까요? 어느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누구의 
기획으로 열리는지 모두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성큼 
다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한복문화주간을 만나보세요.

할인혜택 : 한복문화주간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단 일주일,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한복문화주간 특별 할인 
혜택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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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으로 만나는 �
한복문화주간

한복문화주간 SNS
인스타그램 @hackr.official

페이스북 @hacofficial

블로그 : blog.naver.com/hanbokcenter

2022 한복문화주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하이커 그라운드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

한복 입고 일상을, 우정을, 추억을, 나아가 문화를 쌓는 �

현장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

2022 한복문화주간에 한 보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SNS로 주요 장면들을 만나보세요!

• 한복문화주간 SNS 팔로잉하고 최신 소식 확인하기

• 한복문화주간 공식 태그 달고 소감 남기기

•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즐긴 후 자신의 SNS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과 소감 올리기

#2022한복문화주간 #hanbokcultureweek2022 
#한복입고한보앞으로 #한복문화주간 #hanbokcultureweek 
#hanbokweek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
#한복생활 #한복행사 #한복전시 #한복체험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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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으로 만나는 �
한복문화주간 - 공모사업

2022 한복문화주간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

공모대상 : 한복을 사랑하는 일반인 누구나

공모주제 : 	한복+전통+힙+MZ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
일상 속 한복 문화가 함께 하는�
 ‘2022 한복문화주간’을 대표하는 슬로건(표어)

시상 내역 

1등 :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2등 : 오늘, 한복에 스며들다

아차상 : �- 함께 입는 한복, 함께 잇는 행복�
- 한복을 입다. 문화를 잇다!�
- 한복 입GO(고), 행복 잇GO(고)!�
- 한복, 나의 일상이 되다�
- 한국의 멋, 한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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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으로 만나는 �
한복문화주간 - 공모사업

2022 한복문화주간 	
한복 사연 나눔 공모전

공모대상 : �한복 나눔이 필요한 특별한 사연을 가진 �
개인(가정) 및 단체

공모주제 : 	한복 나눔이 필요한 이유 및 한복과 관련한 �
특별한 사연 등

시상 내역 

1.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공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직장 내 유니폼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2. 	인도네시아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렘방 한국어 학교 교실에 상시 비치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요.

3. 	교사입니다. 일상 속 한복 착용을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한복 문화를 
알리고, 한복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4. 	시설 내 아동 대상 한복 체험 및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해 신청합니다.

5. 	서양 복식이 일반화된 클래식 공연에서 단체복으로 한복을 입고 
싶습니다. 

6. 	브라질 현지인 대상 한복 프로그램 운영 시 한복 수급이 어려워 
신청합니다. 매년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복 체험/패션쇼/행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7. 	발달장애인의 생애 첫 한복 입기 도전! �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인식 개선 추구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 	한국어/한국 문화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
중국/일본/베트남/스리랑카 등 각 국의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촬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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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으로 만나는 �
한복문화주간 - 공모사업

2022 한복문화주간 	
케이팝댄스챌린지

공모대상 : 한복을 사랑하는 일반인 누구나

공모주제 : 한복의 아름다움이 담긴 케이팝 영상 댄스 챌린지

시상 내역 

최우수상 

요즘 스타일의 트렌디한 한복을 입고 한복의 �
고운 선을 춤으로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단조미님

우수상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표 한복을 입고 �
수준급의 춤과 브레이킹까지 선보여 주신 홍하나님

SNS로 한복문화주간 케이팝 댄스 챌린지에 동참하세요!

- 주행사장 하이커 그라운드에 방문해 한복을 입어요.
-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케이팝 댄스 챌린지 영상을 찍어요.

#한복문화주간케이팝댄스챌린지 #한복한춤챌린지 
해시태그 달고 영상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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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td #hanbok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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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권역으로

#ootd #hanbok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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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2.	 	국내 	
프로그램

- �한복문화 지역거점

-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3.	 	국외	
프로그램

- 한복문화주간 지원
- 해외한복 전문교육
-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2022 한복문화주간 본행사는 국내외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중 기획지원 프로그램과 국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펼치는 한복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국외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라 바깥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 한복문화를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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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1. 사단법인 경북한복협회
함께 하는 우리 옷, 우리 옷맵시

일자

10.21.(금) - 10.23.(일)

운영시간 	

일자별 상이

장소

경산시민운동장 특설무대�

구 경주역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ehjd5030

오곡이 무르익는 10월, 경북 경산을 물들이는 2022년 

경산대추축제 현장에서 한복문화주간을 만나보자. �

10월 21일에는 〈우리 옷 나들이〉란 이름으로 구 경주역 

특설무대에서, 10월 22일부터 23일 주말에는 경산시민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장신구를 만들어보는 등의 

체험 행사와 패션쇼가 열린다. 가을 바람 아래 야외에서 

한복을 만나는 즐거운 소풍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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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2.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한복한 인생사진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10:00 - 12:00

장소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장), �
완도 금일 초등학교 도서관,�
신안 압해동초등학교 체육관,�
보성 회천서초등학교

유형 

체험

홈페이지 

cafe.naver.com/20160430

신안, 완도, 보성, 나주 등 한복상점을 찾아보기 힘든 �

농촌 및 도서지역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한복문화주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대별 한복을 소개하고 한복 콘셉트의 

기념 사진을 촬영해 준다. 지역별 방문 날짜와 운영 시간대 등 

자세한 일정을 체크해보자. 한복과 함께 하는 특별한 체험이 

기분 좋은 추억을 남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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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3. 박은주전통한복
우리가족 한복 나들이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11:00, 13:00, 15:00 (1일 3회)�

1:1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박은주전통한복, 최순우 옛집, 경복궁

유형 

체험

홈페이지 

pej1.gfco.co.kr

한복을 입고 서울 성북구 일대를 유유자적하며 가을 추억 

사진을 남겨보자. 박은주전통한복에서는 전통한복 바르게 

입는 방식을 일대일로 알려주고, 나아가 전통한복, 신한복, 

생활한복 등을 선택해 입고 인근 최순우 옛집이나 경복궁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즈넉한 옛 가옥과 

궁궐로 한복 나들이를 떠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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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4. 스튜디오 이나(Studio 2NA)
Hanbok – 사진으로 만나는 선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12:00 - 18:00

장소

폴스타아트갤러리

유형 

전시, 체험, 할인 혜택

아름다운 선과 색의 전통한복 미감을 담은 고화질 사진 작품을 

감상하고, 동양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셀프사진존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자. 특별히 전시 기간 동안 프로필 촬영을 

사전 예약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한복 

사진 촬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무료 상담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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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지엔 이(C-ZANN E)
OnGo지신(溫故知新) - Section II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13:00 - 17:00, 사전예약제로 운영

장소

시지엔 이 아뜰리에

유형 

전시

홈페이지 

c-zanne.com

패션 브랜드 시지엔 이(C-ZANN E)는 “옛 것의 소중함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의 온고지신 정신을 

내세워 한복 역사 및 한복 원단 강의 등을 통한 배움의 자리, 

그리고 자사 의상 및 한류스타와의 협업 의상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만든다. 특히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앤알버트 뮤지엄 전시에 출품한 케이팝그룹 에이티즈 

무대의상을 비롯해 다양한 협업 작품을 체험 및 판매할 

예정이니 한복의 전통과 진화를 이곳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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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지원 프로그램 



41
HANBOK Culture Week 2022

6. 우리색동한복연구소
옛지 있는 한복, 소양강에 퍼지다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10:00 - 17:00

장소

춘천시 소양강 스카이워크/김유정 문학촌

유형 

체험, 교육, 강연

홈페이지

youtu.be/bBzX7kDx4GM

춘천시 학생, 시민, 관광객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도록 기존 한복을 직접 고쳐 자신의 취향을 뽐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더 많은 시민이 한복문화주간을 함께 �

즐길 수 있도록 관광명소인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김유정문학촌을 거점으로 진행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 다양한 한복 디자인을 발견하고 오래된 한복을 

자신의 취향으로 바꿔보자.

한
 보

: 권
역

으
로

1. �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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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우리옷우리색연구회
우리 옷 한복, 계계승승

일자

10.19.(수) - 10.23.(일)

운영시간 	

10:00 - 18:00

장소

원주전통문화교육원(앞마당), �

원주향교, 강원감영

유형 

전시, 체험, 교육

홈페이지 

blog.naver.com/ys533

2022년 7월 개원해 미래 한복문화지역의 구심점이 될 

원주전통문화교육원에서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한복문화교육을 포함해 원주에서 출토된 이응해 장군 복원 �

한복 및 미니어처 한복 전시, 전통금박체험, 천연염색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 일반한복뿐만 아니라 특수한복이나 

신발, 머리장식 등 취향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선보이니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한
 보

: 권
역

으
로

1. �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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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단법인 한복단체총연합회
위기 맞은 한복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일자

10.20.(목)

운영시간 	

14:00 - 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유형 

포럼

“우리 한복문화가 일상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번 행사를 맞이해 침체된 한복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 새로운 창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성장 전략과 해외 시장을 

분석한다. 한복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

참여할 수 있다.

한
 보

: 권
역

으
로

1. �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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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복산업센터
나의 한복 추억은  
사극 드라마 주인공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9:30 - 17:30

장소

전주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 뜰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hic2005.or.kr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제작한 궁중한복을 비롯해 �

갖가지 장신구까지 가까이에서 경험할 시간이다. �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등 다양한 궁중한복이 구비되어 

있고 착장에 맞춰 장신구까지 완벽하게 착용할 수 있다. �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외국인 내국인 모두 신나게 둘러 모여 

특별한 포토존 앞에서 나만의 근엄하고 우아한 한복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한
 보

: 권
역

으
로

1. �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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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함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연염색 전통 섬유를 활용한  
한복 인형 만들기

일자

10.17.(월) - 10.23.(일)

운영시간 	

10:00 - 18:00

장소

(체험)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스�
(전시) 영주문화예술회관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www.hamso.co.kr

영주에서 생산된 인견을 소재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의류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함소는 이번 한복문화주간에 한복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도, 어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DIY 꾸러미를 만들어 본격 지역 문화 상품으로 

제안한 점도 눈에 띈다. 행사 기간 동안 만들어진 한복 인형은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소개하니 직접 한복 인형을 만들지 

않아도 전시장에서 그 면면을 즐겨보자.

한
 보

: 권
역

으
로

1. �기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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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프로그램�
한복문화 지역거점

전라북도 남원시
한복도시 남원, 꽃을 입다

일자

2022.5. - 2022.11.

장소

광한루원, 남원예촌, 화인당 등

구성 

전시, 체험, 공연, 캠페인 등

홈페이지 

www.namwon.go.kr

SNS 

@namwon_yechon �

@namwon_hwaindang

지리산의 줄기를 껴안은 전라북도 남원시에는 ‘한복도시 

남원, 꽃을 입다’라는 이름으로 오는 10월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 고즈넉한 산수와 기품있는 전통 건축이 어우러지는 

광한루원, 남원예촌, 화인당 등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니 �

가을 소풍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지난 8월부터 이어온 한복 리폼 프로그램, 한복 졸업사진 촬영, 

한복 사진 공모전 등을 비롯해 이번 10월에는 한층 행사가 

풍요로워질 예정. 판소리계 소설의 등장인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퍼포먼스와 한복 소품을 즐기고 헤어 스타일을 

체험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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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프로그램�
한복문화 지역거점

충청남도 아산시
일상 한복, 한복 일생

일자

2022.5. - 2022.11.

장소

외암마을,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 등

구성 

전시, 체험, 공연, 교육 등

홈페이지 

blog.naver.com/hanbok_asan

SNS 

@hanbok_asan

사방이 황금 들녘으로 물들어가는 10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외암마을,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 등지를 

에워싸고 한복이 주인공인 행사가 열린다. ‘일상 한복, �

한복 일생’이란 이름처럼 다양한 연령대별, 상황별, 생애주기별 

만날 수 있는 한복을 선보이는 기획이 눈길을 끈다. 특히 

〈배냇저고리에서 수의까지〉전과 〈선비의 품격, 온양별시!〉가 

그 예다. 이밖에도 전통공예체험, 문화재 야행 연계 프로그램 

등이 한복문화주간을 풍성하게 물들일 것. 행사장의 역사와 

특징에 기반한 체험 역시 이곳만의 볼거리다. 현충사의 

무관복식 전시나 외암마을의 짚풀문화제 연계 전시를 �

한번 살펴보자.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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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익산_백제를 입다

일자

2022.9. - 2022.10.

장소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등

구성 

전시, 체험, 교육, 공모전 등

홈페이지 

www.ictf.or.kr

SNS 

@iksan_culture_travel

백제의 도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일원에서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가는 

마당을 연다. 20년의 보수를 끝내고 2019년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낸 미륵사지이니 그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

이번 한복문화주간에 맞춰 익산으로 떠나보자.

특히 10월 22일과 23일에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열린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한복 패션쇼, 한복을 입고 하는 싱잉볼 명상 체험 

등이 미륵사지 일원에서 열리니 찬란한 우리의 유산에 가까이 

다가가 더없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기회이다. 

2.� �국내 프로그램�
한복문화 지역거점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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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곡성, 한복을 입다

일자

2022.3. - 2022.12.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레저문화센터 등

구성 

정책, 교육, 전시, 체험, 마켓 등

홈페이지 

gs-culture.or.kr

SNS 

blog.naver.com/gokseong_love

구례와 담양, 남원과 순창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전라남도 곡성군. 천혜의 자연풍경과 진귀한 남도음식이�

이번 한복문화주간에 풍요로움을 더할 것이다. �

특히 201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 빛나는 �

뚝방마켓을 비롯해 섬진강기차마을을 중심으로 �

곡성 이곳저곳을 돌아본다면 더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만날 수 있을 것! 한복 전시, 한복 무료대여, 전통놀이 체험, 

한복 소품 쇼핑 등에 한 보 한 보 다가간다면 어느덧 새로운 

기운이 돋고 기분 좋은 영감이 가득찰지 모른다. �

10월 22일, 29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릴 한복 입고 

퍼레이드와 한복어울림 전통 음악 공연은 꼭 챙겨보자.

2.� �국내 프로그램�
한복문화 지역거점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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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밀양, 한복 이야기를 이어가다

일자

2022.7. - 2022.12.

장소

미리미동국, 영남루, 교동 고택 등

구성 

정책, 전시, 체험, 이벤트 등

홈페이지 

www.miryang.go.kr/tur

SNS 

@miryang_travel

푸르게 아름다운 경상남도 밀양에는 ‘밀양, 한복 이야기를 

이어가다’란 이름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주요 행사장은 

문화예술플랫폼 미리미동국과 조선 후기의 대표적 목조 

건축물인 영남루, 1900년 초에 지어진 교동 고택 등으로 

밀양의 튼튼한 문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 국악, 한식 삼색을 주제로 한 밀양아리랑 삼색투어와 

한복 패션쇼, 한복 토크 콘서트, 그리고 밀양 대표 공연과 

공연복 해설까지 보는 맛부터 한복 문화를 알아가는 가치까지 

있어 더욱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또한, 밀양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책적으로 여러 사업을 

통해 한복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그 현장을 눈여겨 

찾아봐도 좋겠다. 

2.� �국내 프로그램�
한복문화 지역거점

한
 보

: 권
역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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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복품은 부산, 부산문화를  
한복에 물들이다

일자

2022.9. - 2022.11.

장소

패브릭 메이커랩, F1963, 패션비즈센터, �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구성 

전시, 체험, 포럼, 교육 등

홈페이지 

fashioncity.or.kr

SNS 

@_bfmlab_love

광안리, 해운대가 너무 뻔하다면, 오는 10월에는 

한복문화주간의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자. �

F1963과 영화의전당에 들려 한복을 소재로 한 �

부산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거나 부산패션비즈센터에 들려 

부산이란 도시의 관점으로 바라본 한복문화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의 모색을 함께해도 좋겠다. �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실험이 모이는 부산벡스코에서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관련 용품을 체험하는 ‘한복 바늘방 

in 패패부산’을 개최하니 눈여겨 볼 것. 또한, 부산에 가지 

않아도 즐길 방법이 있다. 한복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가 

광안대교, 용궁사, 태종대 등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오! 한복한 부산’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니 �

그 모습을 확인해도 좋겠다. 

2.� �국내 프로그램�
한복문화 지역거점

한
 보

: 권
역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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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한복문화주간 ‘한복한 한주’

일자

10.17.(월) - 10.23.(일)

장소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구성 

한복 콘서트, 공연형 패션쇼, 포토존, �

전통놀이체험, 푸드트럭 존 등

한복을 입고 일상으로 한 발자국 나서는 날! �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교육, 체험, 공연 등 한복을 알고 입고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안팎에서 펼쳐진다. 

함께 어울려 한복을 입어볼 수 잇는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대여장도 연다. 관람객을 맞이하는 이들도 물론 

한복을 착용하고 맞이할 터.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한복한 마당’은 꼭 챙겨보자. �

이 가을, 재즈 음악을 배경으로 한 현대적인 한복의 멋과 미를 

발견할 수 있는 패션쇼로, 새로운 영감의 무대가 될 것이다.

2.� �국내 프로그램�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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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무대 프로그램 ‘한복한 마당’

일자 : 10.22.(토)�
운영시간 : 	한복콘서트 14:00, 16:00 / �

한복 패션쇼 19:00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마당 특설무대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상 한복을 주제로 한 패션쇼 및 
한복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콘서트 진행  

〈재즈와 모던 한복이 결합한 공연형 패션쇼〉

‒ 기성복 형식으로 디자인한 한복 관람

‒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소품(커피잔, 스마트폰, 핸드백, 
선글라스, 캐리어 등)을 매칭하여 한복의 편안한 
이미지 강조

‒ �재즈 음악과 현대적인 한복을 착용한 모델이 
함께하는 믹스매치 콘서트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한복 콘서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한복을 입고 공연

한복 무료대여

일자 : 10.22.(토)

운영시간: 13:00 - 21:00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쇼룸 예정공간

프로그램 내용 : 행사장 방문객에게 한복 무료대여

가족과 함께 하는 한복 문화 교육

일자 : 10.22.(토) - 10.23.(일)

운영시간 : 토 13:00, 15:00 / 일 14:00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

프로그램 내용 : 찾아가는 한복 문화 교육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통해 1회당 20명 내외 수용(무료) 

한복 포토존 ‘입고찍고’

일자 : 10.17.(월) - 10.23.(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프로그램 내용 : 한복과 어울리는 배경의 포토존 운영 
및 방문객을 위한 즉석 인화 서비스 제공

한복입고 전통놀이를 즐기는 ‘한복한판’

일자 : 10.17.(월) - 10.23.(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프로그램 내용 : 1층 유휴공간 내 전통놀이 구역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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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북도 상주시
2022 한국한복진흥원 한복문화주간

일자

10.17.(월) - 10.21.(금)

장소

상주 한국한복진흥원

구성 

한복과 관련한 교육, 공연, 체험, 마켓, �

이벤트 진행

경상북도 상주에서는 한국한복진흥원을 에워싸고 �

마켓을 비롯해 공연, 체험, 교육 이벤트가 행사 기간에 �

수시로 열린다. 한복문화주간을 통해 대중에게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알리고 기업, 디자이너, 예비창업자의 통합 

네트워킹을 도모하니 관심있는 이들은 유심히 프로그램의 

면면을 살펴보자. 해프닝, 결심, 탐구 등 그 이름에 만남의 

힌트가 숨어있다. 어색한 낯섦을 허물고 한복의 세계로 폴짝 

들어가기 좋은 날이다.

2.� �국내 프로그램�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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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해프닝쇼’

일자 : 10.17.(월) - 10.21.(금)
운영시간: 13:00 - 14:00
장소 : 한국한복진흥원 옥상(루프탑)
프로그램 내용 : 한복과 함께하는 사물놀이, 밴드, 
넌버벌 연극, 현대 무용 공연 예정 

‘한복 입을 결심’

일자 : 10.17.(월) - 10.21.(금)
운영시간: 14:00 - 16:00
장소 : 한국한복진흥원 세미나실
프로그램 내용 : 한복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복 
문화 교육
목적: 일반인 대상으로 한복에 관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제공 / 일상의 한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둠 / 나아가 한복 창업 및 
한복제작교육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이용 독려
분야 : 한복과 융합될 수 있는 교양 과목 5개 
대상 : 한복에 관심있는 누구나

‘체험, 한복탐구’

일자 : 10.17.(월) - 10.21.(금)
운영시간: 13:00 - 18:00 상시운영
장소 : 명주 테마파크, 한국한복진흥원
프로그램 내용 : 입고, 만지고, 즐기며 배우는 한복 체험
목적 : 관람객이 전통복식 및 한복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 유발

〈주요 내용〉 
① 상주 명주를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
②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나만의 한복 찾기 체험�
③ 한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한복 입고 사진체험

한복사러 왔습니다, ‘고고마켓(古GO Market)’ 

일자 : 10.17.(월) - 10.21.(금)
운영시간: 13:00 - 18:00 상시운영
장소 : 한국한복진흥원 전시 홍보관 (1층 로비 근처)
프로그램 내용 :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한복플리마켓(Flea Market)
목적 : 
① 관람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한복 제품 소개
② �신진디자이너와 예비창업자에게는 판로개척 및 

유통 지원
판매분야 : 신한복, 자수제품, 배자, 철릭원피스, 비녀, 
장신구 제품 등
판매대상 : 입주기업을 비롯한 한복진흥원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유관기업, 예비창업자, 신진디자이너
판매업체 : 한복진흥원 입주기업 (총 5개)

한쌍으로 와야, 한쌍으로 받는다, ‘한쌍한복’

일자 : 9.21.(수) - 10.7.(금)
당첨발표 : 10.17.(월) - 10.21.(금)
프로그램 내용 : 사전교육등록 이벤트

〈참여방법〉 
① 한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듣고 싶은 교양 강좌 신청�
② 추천인에 친구 이름 등록�
③ 신청날에 친구와 한복진흥원에 동행해 교육 수강�
④ 추첨을 통해 선물 받아가기! 
*추천인 친구와 함께 수강 인증
추첨경품 : 스타벅스 기프티콘(5만원), 무선 키보드, 
텀블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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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프로그램�
한복문화주간 지원

1.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 / 캐나다 밴쿠버

일자  10.26.(수)

장소  시애틀 레이나 클럽

일자  10.28.(금)

장소  시애틀 항공박물관

일자  10.29.(토)

장소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구성

패션쇼, 공연

참여대상

주재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학계, 

영사단 등 주요인사

1977년 11월 10일 개관한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으며 서북지역에 위치한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등 5개 주를 �

관할하고 있다. 최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을 비롯해 항공산업, 

생명공학, 의학, 수산업, 물류산업 등이 발달했고 보잉 항공, 

코스트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 익스피디아 

그룹 등 글로벌 기업 본사가 있다는 점이 도시적 특징이다. 

2022년,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총영사관 국경일 

행사를 맞이해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복공연쇼 

Runway to Partnership”를 진행한다. 우리 고유 복식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해외에 소개 및 확산하고, 

주재국 국민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복이 우리 대표적 

고유문화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한복공연쇼와 �

한복 창작무용 및 퓨전국악 공연, K-댄스 공연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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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프로그램�
한복문화주간 지원

2.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튀르키예 앙카라

일자

10. 4.(화) - 10. 22.(토)

장소

앙카라 세라톤 호텔 및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구성 

패션쇼, 체험

2011년 10월 13일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8번째, �

전체 문화원 중 21번째로 설립된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문화원을 찾고 있으며 �

한국어, 한식, 태권도, 서예, 전통 무용 및 음악 등의 다양한 

강좌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2022년, 한-터 수교 

65주년을 맞이하는 국경일-문화원 개원 기념 주간에 �

한복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효과적인 한복을 알리고자 

한다. 한복패션쇼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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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도 뉴델리

일자

10.15.(토) - 10.16.(일) 20:00 - 21:00 

장소

뉴델리 쇼핑몰 광장, DLF Avenue 사켓

구성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2012년 12월 13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개원한 

주인도한국문화원은 인도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역할을 맡은 대한민국 

외교기관이다. 공연, 전시, 영화, 교육 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인도인이 한국문화를 현지에서도 쉽게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기획한 한국문화 

축제에 한복패션쇼를 선보인다. 이 시간을 통해 인도와 �

한국 사이의 깊은 교감과 소통을 끌어내고자 한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문화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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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왕립자수학교 

일자

10.17.(월) - 10.21.(금)

장소

영국왕립자수학교 내 강의실 및 도서관

구성

교육, 강연

홈페이지 

royal-needlework.org.uk

전통과 최첨단이 공존하는 영국 사회에서 

영국왕립자수학교(Royal School of Needlework)는 

자국의 전통자수 가치와 아름다움을 현대로 계승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전통문화인 한복의 

가치를 보존 및 발전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

본 학과 과정에 한국 자수와 한복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한국의 전통자수를 중심으로 한복 구성과 그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국외 프로그램�
해외한복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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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프로그램�
해외한복 전문교육 

2. 프랑스 라로셸 세종학당 

일자

10.3.(월) - 10.7.(금)

장소

프랑스 라로셸 세종학당

구성

교육, 강연

SNS

페이스북 @larochellesejong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인 프랑스 라로셸 

세종학당은 경희대학교와 프랑스 라로셸 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 재단의 지원 아래 만들어졌다. 라로셸 대학교의 

문화대학 내에 있으면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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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드렉셀 대학교

일자

10.1.(토) - 10.9.(일)

장소

드렉셀 대학교 웨스트팔 미디어 예술 디자인 
대학, URBN 센터

구성

교육, 강연

참여대상 

필라델피아 내 3개 대학의 패션, 
섬유관련학과 대학생

홈페이지

drexel.edu

SNS

인스타그램 @drexeluniv

드렉셀 대학교(Drexel University)는 전교생 약 2만 4천 명의 

종합대학으로 필라델피아 중심부에 있다. �

앤서니 J. 드렉셀(Anthony J. Drexel)이 1891년 설립했으며, 

예술, 공학,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명공학, 경영학, 미디어 

예술 및 디자인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곳의 디자인학부인 웨스트팔 컬리지(Westphal College)의 

패션디자인과는 패션 명문 학교로 불리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번 행사가 열린다. 게다가 드렉셀 대학교 외 필라델피아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아트, 디자인 대학이 또 있다. �

템플 대학교 타일러 예술 건축 학교(Temple University 

Tyler School of Art and Architecture)와 무어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Moore College of Art and Design)이 

참가한다.

3.� �국외 프로그램�
해외한복 전문교육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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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1. 주브라질한국문화원

일자

10.19.(수) - 12.31.(토)

장소

Av. Paulista, 460 주브라질한국문화원

구성

전시,체험

홈페이지

brazil.korean-culture.org/ko

SNS

인스타그램 @kccbrazil
페이스북 @kccbrazil
트위터 : kcc_brazil
유튜브 : Centro Cultural Coreano no Brasil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자원 등을 브라질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지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만들고 있는 기관이다. �

유동 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빠올리스타(Paulista) 거리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다. 한국 전통의복 한복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한복 전시를 기획했다.

한
 보

: 권
역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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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일자

10.24.(월) - 10.28.(금)

장소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구성

패션쇼, 체험

홈페이지

cccoreano.org

SNS

인스타그램 @centroculturalcoreano
페이스북 @CC.Coreano
트위터 : CC_coreano
유튜브 : CentroCulturalCoreanoenArgentina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은 2006년 중남미 내 최초로 �

중남미 예술의 중심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개원했다.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자원 등을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지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번 한복문화주간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전통의복 교류 

패션쇼와 한복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보

: 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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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관

일자

10.24.(월) - 10.28.(금)

장소

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Korea Plaza), �
3 Church St #01-02, Samsung Hub

구성

전시, 체험

홈페이지

www.kocis.go.kr

SNS

페이스북 @KoreaEmbassySingapore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문화홍보관)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싱가포르 국민이 한국을 더욱 잘 �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문화적, 사회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문화·관광·미디어 산업의 거점인 �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을 널리 소개한다는 �

상징성이 크다. 이번 행사에는 한복을 ‘타국의 전통 의상’에서 �

‘보편적 아름다움을 지닌 의상’으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규모 한복패션쇼, 한복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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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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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일자

10.17.(월) - 10.21.(금)

장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예절실, 전시실

구성

체험

홈페이지

tashkec.uz/ko

SNS

텔레그램 @tashkec_uz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실크로드 중심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시에 1992년 5월 27일 대한민국 교육부가 설립한 

재외국민 교육기관이다.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의 시련을 

극복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재외 동포들에게 희미해져 

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고 자라나는 후세에게 

민족 정체성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주재국 국민과 현지 학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실과 전시실을 활용한 다양한 한복 전시, 한복 입어보기 

체험, 한복사진 콘테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보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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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홍콩한국문화원

일자

10.13.(목) - 11.10.(목)

장소

주홍콩한국문화원 7층

구성

전시, 체험

홈페이지

hk.korean-culture.org/en

2018년 개원한 주홍콩한국문화원은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문화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해 한국 전통의복인 한복에 

대한 소개와 인식 제고을 위한 전시, 한복 체험 및 사진 찍기 

SNS 이벤트, 전통공예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일상에서 간편하게 한복문화에 다가가 그 다채로운 면면을 

확인할 기회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보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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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일자

10.17.(월) - 10.23.(일)

장소

문화원 10층 K-Culture Experience 홀

구성

전시, 체험

홈페이지

italia.korean-culture.org/ko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산하기관으로 이탈리아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복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에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원 방문프로그램, 로마와 이탈리아 

각지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국주간’, 찾아가는 ‘한국문화의 날’ 

등 다양한 행사에 한복입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현지인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 전시를 개최하고, 한복의 날을 맞이해 한복 입기 체험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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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일자

10.3.(월) - 10.14.(금) 

장소

주폴란드한국문화원

구성

체험

홈페이지

pl.korean-culture.org/ko

SNS

인스타그램 @kccpoland�
페이스북 @CentrumKulturyKorei�
유튜브 : Centrum Kultury Koreańskiej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폴란드 시민을 대상으로 한복, 

케이팝, 한식, 국악, 문학, 전통음악 등을 포함한 한국 

전통문화 예술을 홍보하고 현지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만들어가는 기관이다. 폴란드 내 한국 문화 애호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 1회 한복관련 영화를 상영한다.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을 입어 보고 한복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명절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이해도를 깊고 

넓게 만든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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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헝가리한국문화원

일자

절기에 따른 운영

장소

문화원 한복 체험 공간

구성

전시, 체험

홈페이지

hungary.korean-culture.org/ko

유럽 최대이자 세계 2번째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2012년 개원한 이래 한국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중 

동부유럽 지역에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 전통 절기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한국문화 강좌, 현지 전통문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펼쳐 보이며 한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이해까지도 돕는다. 특히 전통 혼례복 및 돌복, 아동 한복을 

활용한 가족 사진 이벤트를 통해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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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문화원

일자

2022.10.

장소

주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문화원

구성

체험

홈페이지

sa.korean-culture.org/ko

전세계 33번째로 2021년 11월에 개원한 주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문화원은 시설 내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함께 3개의 전시실, 케이팝 및 태권도 연습실, 전통한옥체험실, 

도서관, 쿠킹 스튜디오,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이 있어 의식주 

문화 면면을 소개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해 �

양국 간의 문화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자 한다.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을 입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도 진행한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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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

일자

10.17.(월) - 10.23.(일)

장소

한국문화원 내 전통체험관, 도서관

구성

체험

홈페이지

uae.korean-culture.org/ko

SNS�

인스타그램 @kcc_uae�
페이스북 @KoreanCulturalCenterUAE�
트위터 : kcc_uae�
유튜브 : Korean Cultural Center in the UAE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주재국민 및 현지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체험관, ICT관, 아리랑 홀, 한식 홍보관, 

도서관, 강의실 및 문화교실 등을 운영 및 활용하여 한국의 

언어, 예술, 음식, 공예, 태권도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한다. 의식주를 비롯해 여가나 취미 활동과도 접목해 

조금 더 편하게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체험관 

내에서 다채로운 한복을 착용하는 독특한 경험도 선사하며, 

체험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3.� �국외 프로그램�
한복꾸러미 전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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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일상으로

#ootd #hanbok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한
 보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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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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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한복 한 벌쯤은 있는 옷장, 거리에 줄지어 선 여러 한복 상점들, 	

한복을 입은 이들이 서성이는 골목, 시장, 그리고 공원. 

한복문화주간이 그리고자 하는 우리 일상의 풍경입니다. 	

이 모습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2022 한복문화주간은 전국 각지의 	

일반 참여처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선보이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가까운 거리에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 보 다가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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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라인 프로그램

가야위(GAYA WIE)

서울시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 100m 이내에 위치한 �
GAYA WIE 매장에서 한옥가방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합니다. 
GAYA WIE는 제품의 쓰임과 예술품의 조형미를 접목시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옥과 전통예술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적 소재가 
현대 일상생활에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데일리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제작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과 
우아한 조형미로 전시뿐만이 아닌 만질수록 좋고 오래도록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감각

맞춤 한복을 만드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현대적이고 
클래식한 색감이 돋보이는 한복 아뜰리에입니다. �
상담실뿐만 아니라 한복에 관심과 애정이 많고 디테일함과 
정교함의 배움을 찾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클래스를 운영 중입니다. 복주머니 만들기와 보자기아트 등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한복 만들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클래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10 
별궁터마당 1층 2호 GAYA WIE

휴무일 : 월, 화, 수 휴무
운영시간 : 13:30 - 17:30
유형 : 전시, 마켓/대여
SNS : @juhe_gaya_wie

장소 : �서울 중구 동호로15길 6-3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체험
SNS : @hanbok_gamgak

서울권 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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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여공방

한복의 중심인 광장시장에 있는 대동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딩의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주단집이 
모여 있습니다. 경여공방이 있는 3층의 경우에는 한복을 
제조하는 바느질방과 자수, 누비, 한복백, 금박, 한복 모자를 
만드는 작가님들이 있습니다. 경여공방은 전통한복과 양장을 
조합해 바느질한 아주 특별한 한복 작품을 소개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복을 만날 수 있어요. 복주머니 
원데이 클래스 및 맞춤은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갤러리옛지

갤러리옛지는 “옛것을 빌어 지금을 말하다” 
차고술금(借古述今)의 지혜를 담은 복합문화갤러리입니다. 
전통 복식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운영하여 전통 섬유공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전시 및 개인 작가를 위한 
전시공간과 강연, 클래스 등 전통 섬유공예의 저변확대와 
현대적으로 전통을 재해석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특별 체험으로 액막이 북어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공방홍야

공방홍야(hongya)는 우리나라 전통 침선공예인 규방공예를 
하는 공방입니다. 조각보자기로 대표되는 규방공예는 
조선시대 양반가 여인의 생활공간인 규방에서 주머니, 보자기, 
노리개 등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며 발전된 공예입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전통공예를 
체험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괴불노리개 장식 만들기 체험 신청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98-2 대동빌딩 
3층 303호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21: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kkaekkiro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62-4 2층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SNS : @gallery_yetji

장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9 
잠실파인애플상가 B/1 A-141호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30 - 19:00
유형 : 체험
SNS : @njho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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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
2014년 10월 9일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
국내외 흩어져 있는 한글 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하고 
한글의 문화적 다양성과 미래 가치를 전시를 통해 보여주며 
세대와 국적을 넘어 소통과 공감을 지향하는 한글 교육으로 
한글문화를 꽃 피우는 곳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을 입고�
전시 관람 시 2층 안내실에서 확인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궁가는 여우

2017년 2월에 문을 연 궁가는 여우는 왕실 의복부터 다양한 
궁궐 의상을 포함하여 MZ세대가 좋아하는 한복까지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서촌, 북촌, 인사동에서 궁가는 
여우 한복을 입고 멋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복 
대여 시 손 가방, 사물함, 화관, 손 선풍기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길상도예

2010년에 설립된 길상도예는 전통 한국 도예의 맥을 잇고 
동시대 문화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현대까지 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예 체험 수업,�
정규 취미반 수업과 더불어 창업 준비반과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BTS의 브이 라이브 
(VLIVE) 〈달려라방탄〉 도예 체험 공방 촬영지로 선정되어 
많은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장소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전시
SNS : @hangeul_m 

장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 지하 1층
휴무일 : 화 휴무
운영시간 : 09:3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palace.fox

장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9길 15-9 
101호

휴무일 : 월, 화 휴무
운영시간 : 10:00 - 22:00
유형 : 체험
SNS : @gilsang_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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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크 By 돌실나이

‘낳이’는 만들다, 짓다의 뜻을 지닌 순 우리말로, 창의문화 
갤러리 낳이는 우리옷 문화를 일구는 기업 ㈜돌실나이가 
다양한 문화 분야와 교류의 장을 펼치고자 2011년 5월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 인사동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특별히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한복 브랜드 및 
디자이너와 함께 삼국시대, 조선시대 복식을 재해석한 한복 
전시를 진행합니다. 

뉴스트리 

탈탄소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팩트 중심의 
‘품격있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가치있는 뉴스’, 환경, 사회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뉴스트리는 기후변화에 직면한 
세상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다래원한복

다래원 한복은 생활한복을 중심으로 장신구, 소품 등을 기획, 
판매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쁘고 입기 쉬운 생활한복을 
모토로, 사무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 상견례 등 중요한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처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한복문화주간 특별 이벤트로 몇몇 업체와 협력해서 한복과 
그 관련 소품을 복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한복마켓을 통해 다래원 신제품을 첫 공개하는 등 다양한 제품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 
돌실나이 인사점 3층 �
‘창의문화 갤러리 낳이’

휴무일 : 10/17 휴무
운영시간 : 11:00 - 19: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ccomaque_kr

장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538, 
엠스토리빌딩 3층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기타
SNS : @newstree_korea

장소 :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가길 14 
5층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darea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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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

메종 단하에서는 다양한 시즌 컬렉션 상품을 선보입니다. 
레디투웨어 제품으로 원하는 날 딱 맞춰 입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삼청동길의 메종 단하에서 독특한 단하의 
의상을 직접 피팅해보세요. 오프라인 당일 이용 가능한 �
대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전 제품 
5% 할인(액세서리 및 일부 협업 제품 제외), 오프라인 당일 
대여 프로그램 5% 할인해드립니다.

더 고유

더 고유는 쌈지길 내에 있는 매장 겸 공방으로, 한복 원단과 
다양한 원단 재료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이고도 현대적인 
소품과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한복을 입고 방문 시 제품 판매가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동일한 기간에 색동 자개 테슬 모빌 만들기도 진행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예약 문의를 받습니다. 

돌실나이

우리 옷 돌실나이는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한복을 되살려 보다 편하고 멋스러우며 
늘 즐겨 입을 수 있는 일상 속의 우리 옷 문화를 일구어 가는 
브랜드입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29개 매장에서 
동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상품 의류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께 1만 원 의류 교환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팔판길 39-7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1: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maison.danha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B1호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30 - 20:3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thekoyou

장소 : �서울 종로구 혜화로 29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dolsilna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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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매듭공방

북촌한옥마을 내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 공방입니다. 
매듭기능전승자 심영미 및 매듭기능계승자 박진영이 운영하는 
곳으로 옛 유물, 유물 재현품, 각종 노리개 및 문화상품 등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방 참, 팔찌, 목걸이, 마스크 
스트랩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매듭 원데이 클래스와 매듭 
정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촌에서 다양한 매듭도 
관람하고 나만의 매듭을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을 착용하고 방문 시 매듭 팔찌 
만들기를 할인가 7,000원에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리노리 

모리노리는 현재와 전통, 예술과 일상의 공존을 추구하고 전파하는 
아티스트 패션 브랜드입니다. ‘Memento Mori’는 ‘Mori’와 
‘놀이(Nori)’의 합성어로, ‘모리’는 실 뭉치라는 뜻의 순우리말 �
이기도 하며 명주실은 수명을 상징하여 돌잔치에서 무병장수의 
의미로도 사용 되었습니다. 모리노리는 삶과 죽음이 별개가 �
아니라는 생사일여의 메시지가 담긴 죽을 만큼 놀아본 사람들을 �
위한 패션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관조된 전통-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있습니다. 모리노리는 본질을 응시하며 �
현재와 전통, 예술과 일상의 공존을 추구하며 전파합니다.

미티테이즈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두 가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획전 〈Black&White〉를 
가죽 쌈지와 토주 귀주머니란 부제로 미티테이즈 윈도우 전시, 
미티테이즈 회원 단체전으로 소개합니다. 미티극장2022도 
열립니다. 1막으로는 파파게나와 파파게노, 2막으로는 
한여름밤의 꿈이 있습니다. 참여형 전시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돌을 맞이한 아이(1~2세), 3~4세 , 5~6세 신청자에 한해 준비된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 후 현상해주는 프로그램(참가비 1만 원)도 
있습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7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SNS : @donglim_knot_jinyoungpark

장소 :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0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장소 :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258
휴무일 : 목, 일 휴무, 예약제
운영시간 : 11:00 - 17: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mititeiz_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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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화실bliss

아름다운 동양화가 주는 따뜻함이 있는 곳, 민화화실 
bliss입니다. bliss 화실에서는 주로 민화를 포함한 
동양채색화, 산수화 등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동양채색화만이 가지고 있는 스미듯 번지는 채색의 매력을, �
또 동양화에 담긴 철학과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는 
곳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민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룸

규방공예, 전통매듭, 조각보, 누비 등을 다루는 전통 바느질 
공방 바룸입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키링이나 참장식으로 
가방에 매달고 다닐 수 있도록 저고리 모양을 전통 원단인 
무명을 이용하여 오브제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손바느질로 깃을 달고 고름을 매는 저고리의 기본 
제작법을 가볍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은주전통한복

역사문화지구인 한성대입구역에 근접해 있는 박은주전통한복 
본점은 고즈넉한 주변 풍경과 더불어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처 최순우옛집, 선잠박물관, 심우장, 예향제, 가구박물관 등 
역사가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한복문화주간 내 박은주전통한복 쇼룸의 전 상품을 
30~50% 할인가에 소개하며, 성북동 게스트하우스 체류 
외국인과 성북구민 대상 한복대여료를 50% 할인해드립니다. 
한복 반납 시 설문 응답자를 30인 추첨해 매듭 마스크 줄도 
증정해드립니다.

장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16길 10-6 
4층

휴무일 : 목, 일 휴무
운영시간 : 매일 상이
유형 : 체험
SNS : @bliss__out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38다길 34 
지하 1층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30 - 18:00
유형 : 체험
SNS : @borisubojagi_baroom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3-65
휴무일 : 예약제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마켓/대여
SNS : @pejhan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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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키맴

전통매듭은 꽃과 생명,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끈 하나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예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기는 매듭 
놀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 교육,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키맴과 마음 담은 매듭으로 함께 놀아 보세요. �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과 어울리는 나만의 장신구 만들기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문 고객 대상으로 공방 제품 
10% 할인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디(bondi)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전통 도자기 키트를 판매합니다. 물감, 붓 
세트, 팔레트, 마감재,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서를 통해서 
전통문양을 보고 따라 그리며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워볼 
수 있어요. 무독성의 안전한 HDPE 재질로 만들어져 깨지지 
않습니다. 본디 도자기 키트로 고려청자와 백자 달 항아리가 
만들어져 온 약 984년의 세월, 그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3층 내 아자스쿨 한국史람 
체험 장에서 고려청자 키트와 달 항아리 키트를 한복문화주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 �서울 중랑구 상봉로23길 11 
솔렌시아5 201호

휴무일 : 주말 예약제
운영시간 : 15:00 - 20:00 (평일)
유형 : 전시, 체험
SNS : @baekymaem

장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3층 
아자스쿨 한국史람 체험장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1:00 - 19:00(평일), �

11:00 - 20:00(주말)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bondi_korea

북촌 진주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신비한 도시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북촌 진주쉘입니다. 세계적 브랜드가 사랑한 이영옥 전통 
자개 명장의 3대를 이어온 자개 이야기가 담긴 천연 자개 
수공예 작품과 고급 자개공예체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나전칠기, 손거울, 그립톡 등 체험 프로그램 
3%할인을 해드리며, 현장 제품 구매 시 판매가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42-3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18:50�

(일 14:00 - 17: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jinjoo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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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마루 한옥 게스트하우스

북촌마루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10년 넘게 가족이 운영하는 
북촌 초창기 한옥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북촌 엄마가 직접 만든 
아침상을 비롯해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국역에서 걸어서 10분으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창덕궁,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주요 관광지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 손님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만큼 한국문화를 잘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북촌마루 숙박객의 경우 한복 착용 체험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숙박을 예약하면 15% 할인해 드립니다. 

북촌박물관

북촌박물관에서는 〈경상(經床), 귀를 올리다〉전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경상은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한 
문방가구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쓰인 서안(書案)과 달리 위쪽 
널의 양 끝(귀)이 말려 올라간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은 다른 
가구와 달리 사랑방 중심에 놓였습니다. 글을 읽거나 쓰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주인과 손님 또는 연장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인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가구이므로 방주인의 학식, 안목, 취향이 반영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152 
계동2-164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1:00 - 18:00
유형 : 체험
SNS : @bukchonmaru

장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39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전시
SNS : @bukchonmuseum

북촌감성

북촌감성은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자연에서 온 재료로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삼베 
매트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20% 할인과 매장 전 품목 10% 
할인을 진행합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계동길 60 지하1층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19: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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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자락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공예박물관 뒷길로 
300m 올라오시면 북촌자락이 있습니다. 북촌자락은 
전통을 기반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위해 기존의 
한복 소재 외에도 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 디자이너 맞춤 의상으로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특별히 겨울 누비털 
조끼 행사를 합니다. 맞춤 제작과 판매 모두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동시에 겨울 털조끼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북촌전통발효공방 ‘빚담’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공방으로, 주로 누룩을 
활용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누룩을 만들고, 메주를 쑤고, 
전통 장을 담그며, 발효 관련하여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드는 전통발표 
체험도 사전 예약(상시 접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별히 
한복문화주간 홍보물을 보고 체험 프로그램 신청 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보고 연락드려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삼형제쭈꾸미대학로점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로 볶아서 나오는 직화 쭈꾸미, 볶아서 드시는 철판 쭈꾸미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다채로운 메뉴로 
압도적인 시선을 강탈하는 맛집입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40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2: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bukchonzalac1

장소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39
휴무일 : 월, 화 휴무
운영시간 : 11:00 - 17:00
유형 : 체험
SNS : @kasma373

장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 68 2층
휴무일 :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22:00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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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바이정

송화의 한복은 한국적인 진한 아름다움을 담아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해 만드는 현대 한복입니다. 송화를 런칭한 정혜진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지은 haejin한복(세컨 브랜드)은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감싸는 이불에 영감을 받아 자연을 닮은 
패브릭으로 만든 한복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 믿고 구매하는 한복 브랜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haejin 일부 제품과 오프라인 몰 
30% 할인, 온라인 몰 30% 할인 등을 진행합니다.

성북선잠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은 성북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가까이 
위치한 선잠단지(사적 제83호)와 이곳에서 행했던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하나인 선잠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생활과 관련된 특별전시와 누에, 공예, 비단, 교류사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 학술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친잠례(親蠶禮) : 조선 
왕실 여성의 의례와 복식 展〉을 한복문화주간 동안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소미경 SOMIKYUNG

소미경(SOMIKYUNG)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춰 소재와 
형태, 디자인에 변화를 준 멋스러운 캐주얼 생활한복 
브랜드입니다.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한복부터 한복에 
어울리는 소품 및 유아한복까지도 판매합니다. 성인 클래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켓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29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ilovesonghwa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로 96 
성북선잠박물관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전시

장소 : �서울 은평구 녹번로 49
휴무일 : 토 휴무
운영시간 : 11:00 - 19: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somikyung_han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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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문화·예술·고고미술사학·인류학·민속학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으로서 특히 여성 생활사 중심의 유물을 
수집·보관·전시합니다. 〈흥완군 복식의 여정〉 특별전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흥완군 일가의 복식 중 보존 처리된 16점의 성과를 알리며, 
19세기 말 개화기의 영향을 받아 변천된 관복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특별전과 연계하여 〈흥완군 복식의 여정〉 3부작 
온라인 콘텐츠를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538

도곡동에 위치한 다양한 콘텐츠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입니다. 
배경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크로마키 촬영부터 인터뷰 등 차분한 
콘셉트까지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538을 대관해 보세요.

장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 플라자 
지하 1층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전시
SNS : @swu_museum

장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538, 
엠스토리빌딩 지하 1층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기타

신데렐라 스튜디오

경복궁 근처 인기 있는 한복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
300여벌의 다양한 한복과 액세서리를 갖춘 세트장으로, 
전문 조명 장비 및 포토샵으로 기념이 될 만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한복을 입고 기념이 될 만한 커플사진, 
가족사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모든 
한복사진 촬영과 홈페이지를 통한 촬영 예약 시에 10% 
할인해 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5 지하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09:00 - 19:00
유형 : 체험
SNS : @cinderella_photo_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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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예관

용산공예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를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2018년 2월에 개관한 공예 전문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서도소리 명창이자 한복디자이너 
박정욱의 궁중 의례 한복과 전통 혼례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한복 체험 프로그램과 한복과 어우러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도 일일 체험을 진행합니다.

아름지기

아름지기는 아름다운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는 단호하지만 
유연한 정신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한옥과 현대 
건축물의 어우러짐으로 각각의 다양한 공간이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고려시대의 식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전시 〈고려味려:추상하는 감각〉을 엽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을 착용하고 입장 시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예쁘다 한복

예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예쁜 한복 장신구와 한복 맞춤 및 
대여를 주로 합니다. 한복 디자인을 하며 그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추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한복 
장신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일 것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 장신구와 한복 대여, 맞춤 제작을 5% 
할인합니다.

장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4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yongsan.crafts

장소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7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전시
SNS : @arumjigi

장소 : �서울 은평구 녹번로 37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3:00 - 20:00
유형 : 마켓/대여
SNS : @i_yeb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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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옷 일상속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우리 옷, 어떤 서양 옷보다 
우리나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우리 옷, 한복이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합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 
아이디어스 15%할인을 진행합니다.

유현화한복_71to96

71년생 한복 디자이너인 어머니의 전통성을 96년생 딸이 
디렉터링한 한복 브랜드 전시를 합니다. 9월 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복스웻셋업’을 소개하고, 10월 22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일일 힙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
전통 한복 소재와 일반 패션 소재가 일상 속에 녹아드는 
가능성을 선보입니다.

장소 :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19 
서교동 5층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wooliotjiki

장소 : �경기 광명시 덕안로104번길 17 
엠클러스터713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71to96

인사동마늘보쌈

택대리네 인사동마늘보쌈은 마늘보쌈, 부추전, 
뚝배기두부김치, 낙지볶음, 골뱅이무침, 열무비빔국수, 
밤막걸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동 맛집입니다. �
고객이 즐겁고 직원들도 즐거운 식당을 만들자는 목표로 �
30대 이하 젊은 직원과 60대 이상 어르신이 함께 모여 만든 
정겨운 곳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을 착용하고 방문 시 �
식사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8길 12-5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1:00 - 22:00
유형 : 기타
SNS : @taekdaeri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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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아젱

국내외 여행사이나 팀 빌딩의 일환으로 내외국인을 위한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공된 자료로 한글 서예를 
배우고 쓰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02-858-8965)로 
문의를 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예약 인원에 따라 장소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약 1시간 소요되며 5~1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경우 캘리그라피 체험 20% 할인해 
드립니다. (사전 예약 시 말씀해주셔야 적용됩니다.)

지지배배한복

국민의 옷, 한복을 왜 특정한 날에만 입을까요? 일상에서, 
데이트에서 스스럼 없이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지지배배한복은 노력합니다.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한복문화주간에 20% 할인해 드립니다. 오시면 이쁘게 한복을 
입혀 드리겠습니다.

장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303-365호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14:00
유형 : 체험

장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길 13
휴무일 : 화 휴무
운영시간 : 09: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gigibebe_hanbok_official

제이히든하우스

제이히든하우스는 1915년부터 한 가족이 지킨 107년 된 
한옥으로, 서울 도심에 남은 몇 안 되는 대규모 전통 한옥입니다. 
대규모 공간에 맞는 큰 행사 대관으로 주로 사용되나 평소에는 
누구나 방문 가능한 카페로 오픈 합니다. 국내외 여행잡지에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카페’로 소개 되었고,�
아름다운 공간에 맞는 친절 서비스로 알려진 카페 맛집입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
1인 1음료 주문 시, 디저트 주문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
(주말, 공휴일 불가)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94번지 
종로한의원 골목 안 한옥

휴무일 :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 : 12:00 - 18:00
유형 : 기타
SNS : @j.hidd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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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킴 한남동 아뜰리에

차이킴은 한국 전통 연희 중 하나인 남사당패의 자유롭고 
노마드한 감성을 기본 콘셉트로 하는 기성복(ready to 
wear)브랜드입니다. 주로 린넨, 면, 실크와 같은 순수하고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해 편안함을 주고, 전통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섬세한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입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차이킴 쇼룸에서만 �
특정 상품에 대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청진옥

지하철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광화문 방향 200m 이내에 위치,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300m이내에 위치합니다. 
1937년 개업한 해장국의 원조집이자 피맛골에 3대째 이어오는 
해장국 맛집입니다. 현재 3대 째 손자가 가업을 이어오며 2011년 
‘미슐랭가이드 한국편’에 소개되었고,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카페 아에르

당신의 일상에 문화와 커피를 함께 놓는 작업, 카페 아에르가 
함께 합니다. 공간과 여유라는 뜻의 라틴어 AER에 Artist & 
Barista라는 컨셉을 더해 문화와 커피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공간에 놓여있는 
커피 옆에 팝업스토어의 형식을 빌린 팝업 전시를 통해 �
보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와 커피가 함께 당신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장소 :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20길 1-11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tchaikim.official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2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06:00 - 21:00
유형 : 기타

장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538 
엠스토리빌딩 1층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09:00 - 21:00
유형 : 기타
SNS : @cafe.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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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살롱

도심 빌딩 숲속에 위치한 작은 쉼터 커피살롱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로 독특한 음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하시거나 한복문화주간 리플릿 지참 시 �
전 메뉴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커피한약방 & 혜민당

을지로 혜민서 터, 좁은 골목에 위치한 커피한약방과 
혜민당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원두를 
사용한 필터 커피와 빵과 케이크를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분들께 1인 1음료 
20% 할인을 진행합니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 테이블 32

테이블 32는 아름다운 서울 도심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
올 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인터내셔널 메뉴 및 일품 요리, 그리고 라이브 
스테이션을 통한 즉석 요리를 편안하고 모던한 분위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5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별실이 
있어 회식 및 가족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복을 착용하고 오시면 테이블 32 런치 & 디너 뷔페를 �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4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07:00 - 18:00
유형 : 기타

장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6-6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평일 10:00 - 22:00�

토 11:00 - 22:00�
일 11:00 - 20:00

유형 : 기타
SNS : �@coffee_hanyakbang�

@hyemindang_

장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72
휴무일 : 일 디너 휴무
운영시간 : �런치 12:00 - 14:00, �

디너 18:00 - 21:00
유형 : 기타
SNS : @fourpoints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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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공방 란

전통한복을 토대로 현대생활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복을 짓고 있습니다. 전통 바느질법을 활용한 허리치마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맞춤의 경우 장옷, 도포 등의 
특수한복까지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작업실이라 
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은 인스타그램으로 �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복남 

한복 입혀주는 남자 ‘한복남’입니다. 한복남은 함께 
만들어가는 한복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와 상품으로 찾아뵙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남 경복궁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1000여 벌의 한복을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언제든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셀프 스튜디오와 
예약제로 운영되는 전문 유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한아람한복

한복디자이너를 꿈꾸며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작가가 
디자이너만의 색감으로 자체 제작하는 생활한복 브랜드 �
한아람한복입니다. 인사동 거리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
다양한 전통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전통관광 
명품점에서 생활한복 한아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할인된 가격으로 감각적인 생활한복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200-4 제우빌딩 
3층 309호

휴무일 : 수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마켓/대여
SNS : @hanbok_mi

장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3-5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09: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hanboknam_korea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9 
한국전통관광명품점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마켓/대여
SNS : @hanaram_han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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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전주비빔밥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가산점은 40년 전통을 계승하여 
전주비빔밥의 참맛을 더했습니다. 셀프서비스를 도입한 
언택트화한 매장으로 타 직/가맹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셔서 매장에서 음식 주문 
시 인원만큼 초코파이를 증정해드립니다.

핸드플러스

핸드플러스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패션소품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핸드플러스에서는 한복의 스란단을 활용한 빅사이즈 헤어핀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스란단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 예복의 
우아한 금박장식으로, 헤어 액세사리 디자인에 응용하는 
시도입니다. 

홍대앞 희망시장

매주 일요일 열리는 홍대앞 희망시장에서는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마켓, 전시,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특별히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23일(일)에는 한복 
장신구 등 한복 관련 작가님들을 더욱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복을 착용하고 방문 시 부스별로 1인당 1,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장소 :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A동 �
지하 1층 107-2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30 - 20:00
유형 : 기타
SNS : @hanokvillagejeonjubibimbap_

장소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사내 지하 2층 204호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체험
SNS : @handplus_joosun

장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 
홍익문화공원

휴무일 : 일요일만 운영
운영시간 : 13:00 - 18: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gorainbow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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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5성급 한옥 호텔로 미니바와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객실 30개, 한국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한식당, 웅장한 
한옥 느낌의 회의실 및 연회장 그리고 넓은 야외 마당을 갖춘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은 한복 입기, 전통놀이 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복을 입고 호텔에 방문하여 객실 체크인을 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웰컴 드링크 2잔을 제공합니다. 체크인 시점에 한복을 
입고 있어야 하며, 웰컴 드링크 쿠폰은 1객실당 최대 2매까지 
제공합니다.

장소 :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상시 운영
유형 : 기타
SNS : @gyeongwonjae_ambassador

1. �오프라인 프로그램 경기권 오프라인 프로그램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김포아트빌리지는 
1980년대 초, 서울 북촌과 을지로가 재개발되면서 
도시의 한옥을 이축한 김포의 샘재 한옥마을입니다. 
김포아트빌리지에서 가을 전시행사 프로그램인 �
‘올 가을 김포 한옥 머선 일이고?’를 개최합니다. �
실감미디어 콘텐츠 AR한복전시, 한복패션쇼, 공방기획전 등 
가을 정취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전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김포시민에게 �
풍부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소 : �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19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09:00 - 18:00
유형 : 전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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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18호 옥장(장신구) 
김영희 장인이 설립한 1종 전문 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궁중 장신구의 복원·복제 작품과 옥석 공예품에 
관련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여인의 장신구 이야기 
‒ 노리개’〉전은 ‘노리개’를 주제로 조선 왕실의 패식류뿐 
아니라 반가의 여인이 사용했던 박쥐노리개 · 복주머니노리개 
· 나비노리개 등을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삶의 자세와 
기품을 느낄 수 있도록 기록물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내고 새로운 
시각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돋을볕

핸드메이드 생활한복 및 소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돋을볕입니다. 
고궁에 놀러갈 때나 명절에만 꺼내 입는 한복이 아닌, 출근할 때나 
주말에 쇼핑하러 갈 때 고민 없이 코디할 수 있는 생활한복을 
수제작합니다. 면 티셔츠에도 자연스럽게 코디가 가능한 
허리치마,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롱 쾌자, 에어컨 바람에 추울 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깃저고리 가디건 등 소재 대비 착한 가격으로 
진짜 ‘생활’ 한복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제품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할인율은 디자인, 소재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발칙한 향단이 주식회사

발칙한 향단이의 한복 공방 깁:다입니다. 전통 침선 수업 및 
인형한복, 생활한복, 한복소품 등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2018 경기 광주 청년창업 지원을 시작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작품 전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과 현대 복식을 접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10월 17일, 19일, 21일, 22일에 13:00부터 
17:00까지 공방을 엽니다. 잠들어있는 한복을 업사이클링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장소 :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휴무일 : 월, 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전시
SNS : @bkj_museum

장소 : �경기 양주시 광사동 678-3 101호 
돋을볕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09: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doteulbyeot

장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
127-19 1층 한복 공방 깁:다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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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담초우리옷 

비담초 우리옷은 전통 바탕의 생활한복을 디자인하고 판매, 
대여합니다. 아름다운 벚나무가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한복 체험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문화공간에서 한복, 공예품 등 
제작 교육 및 전통차 등의 전시 판매를 진행합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의상 구매/대여 금액에서 10% 할인, 모든 
방문자에 음료(아메리카노, 꽃차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복문화주간에 구매/대여하신 분들이 개인 SNS에 인증사진을 
공유/홍보해 주시면, 확인 후 한복인형 방향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순수한복

‘순수한복’은 자연소재를 가지고 의복과 소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전통 그대로 변형 없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간결하고 
모던한 색채를 통해서 한복이 가지는 고유의 형태를 표현하며,�
일상의 옷과 함께 착용하여 삶 속에서 직접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재의 다양성을 
시도하여 지속가능한 쓰임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주머니와 댕기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순수한복’과 함께 우리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장소 :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536 
2층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마켓/대여
SNS : @bidamcho

장소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 100 
서부 가열 145호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20:00
유형 : 체험
SNS : @sunsuhanbok

아리랑화덕생선구이

양평 신대교 양근대교를 건너 오른쪽 퇴촌 방향으로 
2km 정도 지나면 대로변에 아리랑화덕생선구이가 
있습니다. 고소한 생선구이와 함께 6찬과 솥밥, 화덕 
생선구이, 고등어구이솥밥, 가자미구이솥밥, 삼치구이솥밥, 
임연수구이솥밥, 갈치구이솥밥 단품과 5종으로 구성되어 
스테이크판에 제공되는 모듬구이 등이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한복을 입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
전 메뉴 15% 할인해 드리는 이벤트를 합니다.

장소 :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663 
1층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09:00 - 21:00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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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고요수목원

10월 한 달 동안 아침고요수목원 ‘갤러리’에서 한복 대여를 
진행합니다. 수목원을 방문하는 일반 방문객 분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고 한복 대여가 가능하며, 외국인 방문객 
분들은 외국인 신분증(여권 등)을 제시하면 무료로 한복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정민한복

이정민한복은 전통 복식에 기반을 두고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디자이너가 한복 고유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의복을 제안하는 고품격 디자이너 
한복 브랜드입니다. 고급한복 맞춤 서비스와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고급한복 풀 패키지(고급 
장신구 포함) 대여 서비스를 최대 15% 할인, 맞춤 서비스 10% 
할인을 진행합니다.

프렌즈스크린광교테크노점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공존하는 프렌즈스크린&필연뮤지엄에서 전통 
민화 전시와 더불어 전통의복인 한복 전시를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신진 작가를 알립니다.

장소 :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morningcalm_garden

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1 
스타식스 메트로 401호

휴무일 : 목,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hanbok_rheejungmin

장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41 필연뮤지엄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09:30 - 24:00
유형 : 전시
SNS : @friendsscreen_gwang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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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공방JINmade

전통한복과 디자인한복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바느질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내용에 따라 수업을 수강해보세요. 한복문화주간 동안 
한복 앞치마와 속바지, 속치마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핸드메이드 다마 

가죽공방 핸드메이드 다마는 일상생활에서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에 어울리는 전통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한복문화주간에 가죽공예 
체험과 상품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합니다. 한지 가죽에 그리는 
민화 티코스터 만들기(행사 체험비 2만 원), 똠마프로젝트 
제품 전시 및 예약판매 등이 열립니다. 방문 하루 전 예약 
필수입니다.

장소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49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jinmade

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2길 42 지하 1층

휴무일 : 토, 일, 목 휴무
운영시간 : 13:00 - 20: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dama.j

한복스튜디오

한복 대여 및 사진 촬영을 통해 한복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로, 한복 문화 체험으로 
한복 알리기에 참여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한복 대여와 �
사진 촬영 비용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
32-21 3층 308호

휴무일 : 월, 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hanbok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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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도자기공방 

2702 도자기공방은 식기 및 생활용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자기 핸드빌딩, 물레, 그 외 고급 
테크닉을 교육하며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그린 
라이프스타일을 돕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최초로 브랜드 
툴리(TOOLEY)와 협업하여 툴리 대표상품인 ‘도자기빨대’에 
나만의 그림이나 캘리그라피를 각인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손에 흙을 묻혀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2702 도자기공방을 찾아주세요.

장소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0 
현대센트럴스퀘어 607호

휴무일 : 금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2702_studio 

@tooley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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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진의

한옥 속에 담긴 고전진의 한복을 소개합니다. 전통복식, 
전통수의, 전통돌복, 규방공예, 보자기 포장 등을 자체 디자인과 
제작기법으로 선보이는 한복공방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사)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강원지부 회원들과 함께�
‘삶의 온기’라는 주제로 전시와 체험을 진행합니다. �
영정사진 찍기, 보자기 꾸러미, 엔딩노트 작성 등 사전 예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음

사)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강원지부 회원들과 함께 �
‘삶의 온기’라는 주제의 전시에 참여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드릴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바느질로 만든 
조각보를 선보이는 자리이며, 쌀쌀한 계절 어르신의 마음에 
온기를 보낼 조각 무릎 덮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바느질에 담긴 
그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장소 :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82-2 
휴무일 : 월, 화, 수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koh_jeon_jean_eui

장소 :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82-2 
박진영 이음작업실

휴무일 : 월, 화, 수, 목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전시
SNS : @saojung200

1. �오프라인 프로그램 강원권 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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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삼겹살

자연산 돌미나리와 함께 즐기는 국내산 횡성 한우, 한돈 
생고기 1등급 이상의 프리미엄을 판매하는 정육점 
일미삼겹살에서 한복문화주간 동안 총 합계 금액에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음규방공예

지음규방공예는 아름다운 조각보와 아기자기한 예쁜 소품들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한 땀 한 땀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창작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하루 수업(원데이 클래스), 만들고 
싶은 규방공예를 체험하는 취미반 수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복문화주간 동안 
규방공예품 전시와 미니 풍경 종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
규방공예 아트 상품 할인 행사도 동시에 열리니,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하늘그네 경포터

전통놀이 그네에 정보통신기술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융복합한 그네 게임, 
이색적이고 아찔한 레포츠 게임을 소개합니다. �
360도 익스트림 그네, 하늘그네에 도전하러 오세요. 
한복문화주간에 기존 한복 체험료(8,000원)를 5,000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장소 : �강원 원주시 양지뜰1길 28 1층 
일미삼겹살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15:00, 18:00 - 22:30
유형 : 기타

장소 :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82-2 
2층 지음규방공예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30 - 17: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jieum0915

장소 : �강원 강릉시 강문동 297-3 
하늘그네 경포터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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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누리협동조합 

더버밀(THEBUMIL)은 신발디자인 및 제작 전문가들과 
3년 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한복 스니커즈와 
플랫슈즈(드라이빙슈즈) 브랜드입니다. 최근 케이팝과 
한류드라마로 한복을 향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한복문화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가 이뤄지는 부산패션센터 
301호는 맞춤한복, 한복 패션 소품, 규방공예소품을 판매하는 
쇼룸입니다.

장소 : �부산 동구 망양로 978, 
부산패션비즈센터 301호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09:00 - 18:00
유형 : 전시

1. �오프라인 프로그램 경상권 오프라인 프로그램

경주한복나드리

경주에서 평범한 여행은 이제 그만! 예쁘고 깨끗한 한복 입고 
아름답게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경주한복나드리는 황리단길 
메인 거리에 있어 대릉원, 동궁과 월지, 교촌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도보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개화기 의상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 오시면 예쁜 머리 장식 1개와 손가방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장소 :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55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21:00
유형 : 마켓/대여
SNS : @hanboknadri_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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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의상실

교촌의상실은 경주 교촌한옥마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관광지와 붙어있어 한복대여 후 사진 찍을 곳이 많고 
첨성대, 월정교, 대릉원, 계림숲, 반월성, 동궁과 월지 등 많은 
문화유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촌마을 교촌의상실에 방문하여 한복 대여 시 2시간 이상 
대여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2시간 대여 시 주변 관광지 
관람이 모두 가능하며 월정교와도 아주 가까워 사진 찍기 
좋습니다.

장소 : �경북 경주시 교촌길 39-6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2: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kyochon_hanbok

공방207

애견한복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이즈 맞춤 패턴 
제작부터 바느질까지 한복 한 벌을 완성하는 수업입니다. 
만들기 패키지가 있으니 재료나 기타 준비물 없이 가볍게 
오셔서 수업만 받으면 됩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수강신청 시 
한 타임 내 1:1 수업료 8만 원을 5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장소 : �울산 북구 호계로 309-20 �
상가 2층 207호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6:00
유형 : 교육/강연
SNS : @gongbang207

귀애고택

귀애고택은 영천시에서 최초로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으로 
지정받은 고택으로 영조 43년(176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
조선 후기 학자이자 사간원 사간, 사헌부 집의, 돈령부 도정, �
공조 참의를 지낸 귀애 조극성(1803~1877)을 추모하기 위하여 �
200여 년 전 건립된 조극성 생가 바로 옆에 귀애정와 사당 및 
육각정을 세워둔 곳입니다. 귀애정을 거닐면 시간이 멈춘 듯하고, 
조선시대 사대부의 체취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현재는 고택 관람 
및 숙박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숙박객 대상으로 한복 착용과 전통문화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장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1길 37-17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4:00 - 11:00
유형 : 체험
SNS : @gwiae_traditional_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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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

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은 한복 명인 김현숙의 작업실과 
갤러리를 겸하는 공간으로 자연과 함께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연구원은 전통 한복과 전통 소품을 제작, 
판매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옷으로 알리고자 
전통 복식 패션쇼와 한복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대의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느끼고 
체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전통 소품과 
배냇저고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옥수우리옷

김옥수우리옷은 40년의 전통한복, 생활한복, 생활용품 등의 
제조업체로, 2020년 백년소상공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과 현대 생활한복, 각종 
생활용품, 장신구로 전시와 쇼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한복의 
조화미와 현대적 한복 디자인 등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기존에 작업했던 한복 전시와 
보석 주머니 제작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제품 구매 시 
복주머니를 서비스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장소 :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67번길 
13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체험, 교육/강연
SNS : @khswooriot

장소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40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20:00
유형 : 전시, 체험

그라엘(GRAILE)

그라엘 New Tradition은 전통적인 선과 소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체 개발한 한복 헤어장식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한 오프라인 전시 판매 & 원데이 
클래스를 대구에서 기획, 진행함으로써, 한복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대구 카페 3pm에서 오프라인 할인 이벤트 및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니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장소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신관 2층 카페 3pm

휴무일 : 토, 일 휴무, 예약제
운영시간 : 11:00 - 18: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grailedesign_han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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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상실

경주 황리단길 중심에 위치한 의상대여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약 600벌 이상의 다양한 의상과 소품이 있습니다. �
개화기, 양장, 한복, 교복, 교련복 등 다양한 의상체험이 
가능합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동경의상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종일 의상대여를 50%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상 대여 후 경주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
월지 황리단길 등을 투어 해보세요.

장소 : �경북 경주시 첨성로81번길 31 2층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1: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dkstudio1876

나봄

지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진주성 근처에 있으며, 
전통한복을 기반으로 생활한복과 전통 소품을 제작합니다. 
나봄이 담긴 옹기에서 일상적인 한국을 느끼고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 및 생활한복을 
입고 방문하시는 분에게는 음료 구매 시 10% 할인(전체 
금액에 적용)을 해드립니다. 사전예약으로 자개 그립톡 만들기 
체험도 진행합니다. 생활한복 및 전통 소품 할인 판매와 음료 
구매 시 피크닉 세트 무료 대여(한정 수량) 등도 진행합니다.

장소 : �경남 진주시 본성동 4-5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2:00 - 20: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me_and_spring

꽃길한복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경주 최대 규모의 한복 대여점 
꽃길한복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한복을 만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전통한복, 퓨전한복, 생활한복 등 많은 한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일 대여(30,000원) 시 사진 촬영 
및 인화, 헤어, 액세서리 포함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인근이라 한복 대여 후 경주 관광에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 맞춰 한복과 함께하는 경주에서의 
멋진 시간 놓치지 마세요.

장소 : �경북 경주시 금성로 235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kkot.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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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 연

보자기연은 보자기아티스트의 공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는 보자기의 지속 가능한 쓰임과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의 보자기를 통해 어울림과 조화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며,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담을 수 있는 보자기아트를 추구합니다. �
보자기연 공방에서는 보자기아트 및 플라워 수업, 보자기아트 
포장, 보자기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복문화주간 동안 보자기 아트와 댕기 만들기를 경험해 보세요.

신이의매듭세상

전통매듭을 전승 발전시키고 있는 공방이며 전통매듭으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며 실용적인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및 전문반 과정으로 강사 양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자기 아트를 함께 융합하여 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자격증반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체험 등 또한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특별히 한복문화주간 동안 전통매듭 키링을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33 상가동 208호

휴무일 : 예약제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SNS : @bojagi_yeon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
66-12

휴무일 : 수,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17:00
유형 : 체험
SNS : @sini_madup

두루지야앙상블

두루지야앙상블은 문화예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커뮤니티 음악 단체로, 서양클래식 선율과 한복의�
미감을 조화롭게 소개하는 앙상블입니다. 플랫폼 공간 yoo’s�
studio에서는 다양한 노력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통과�
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김해 남명아트홀에서�

〈플룻앙상블 단체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프로그램 내 K-멜로디(민요) 순서에서 전체 단원이 한복을 입고�
플룻을 연주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 : �경남 김해시 장유동 839-5 
남명아트홀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09:00 - 22:00
유형 : 기타
SNS : @druziya_f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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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실크

세계 5대 실크 명산지 진주. 진주 실크의 고고한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조화를 명품공동브랜드 실키안에서 
만나보세요.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올해도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분께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
실크 생산량 중 70~80%를 담당하는 진주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실크 스카프, 실크 넥타이, 하모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마산부림시장 한복축제는 올해 제9회를 맞아 ‘우리 옷을 입은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무대를 걷는 패션쇼 ‘한복 맵시 뽐내기’를 비롯해 
참가자의 끼를 볼 수 있는 ‘부림한복가요제’와 대형윷놀이, 
왕제기차기, 비석치기,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가 열립니다. 
가족체험행사로 ‘가족대항 민속놀이 한마당’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에 부림시장과 창동 인근에서는 한복 
무료대여, 어린이 궁중한복 무료 체험, 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장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9-1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월-토 10:00 - 19:00, �

일 09: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SNS : @jinjusilk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1 어울림센터 3층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09:00 - 18: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정경부인

망미역 2번 출구에서 300m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류정순 선생님의 한복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종류의 한복을 보유하고 있으며, 맞춤 한복 제작과 한복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한복 대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소 : �부산 수영구 연수로 381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마켓/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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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배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카페, 
화가배에서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즐기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복을 입고 화가배를 방문하시면 빅도안 페인팅을 10% 
할인해 드립니다. 인생샷을 찍어 화가배 태그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시 추가 할인도 있습니다. 

빅도안 페인팅에 사용하는 아크릴 물감은 그 특성상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앞치마를 제공해 드리지만 옷에 
물감이 묻을 시에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흰여울작업실

부산에 있는 라탄 공예 체험 공방입니다. 동물 라탄 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1~3명 그룹 4만 원, 4~6명 그룹 
3만 5천 원입니다.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장소 : �경북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51 
2층

휴무일 : 수 휴무
운영시간 : �평일 11:00 - 20:00, �

주말 10:00 - 21:00
유형 : 체험
SNS : @hwa.gabae

장소 : �부산 영도구 태종로 260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21:00
유형 : 체험
SNS : @huinnyeoul_

하르르보자기

보자기아트협회 소속 강사가 운영하는 보자기 공방입니다. �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포장지가 아닌, 활용도가 높고 �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자기로 마음을 담아 선물해 드립니다. �
보자기 포장 및 함, 예단 포장을 비롯하여 보자기아트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 및 수업은 미리 예약되어 진행됩니다.

장소 : �부산 동구 범일동 26-4, 
부산패션비즈센터 509호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harr_boj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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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전통 방식을 따르고 연구하고 있는 전국의 선생님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유익한 수업과 전시, 판매를 진행합니다. 
천연염색과 전통매듭 수업을 진행하며, 11월 15일부터 
22일은 마산 창동 상상 갤러리에서 〈천연염색 전시회〉를 
통해 한복, 전통매듭, 노리개 등 다양한 천연염색 작품을 
전시합니다.

장소 : �경남 김해시 분성로529번길 21 
2층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전시, 교육/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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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문화예술교육센터

예술인마을에 입주하여 다큐, 행사, 축제, 공연, 사진 수업, 
스냅사진, 상업사진 등 다양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사진가 
2명, 영상감독 1명, 그리고 사진동아리 평일, 주말반 운영 
중입니다. 나주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많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한복 모델 등 다양한 한복 촬영이 가능합니다.

장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
B동 2층 209호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SNS : @phototherarpy

1. �오프라인 프로그램 전라권 오프라인 프로그램

리슬

리슬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주에서 17년째 한복한 인생을 
실현하고 있는 모던한복 브랜드입니다. 한복을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보통의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려요. 입으면 
행복해지는 옷, 입으면 한복해지는 옷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슬 오프라인 매장은 전주 본점과 홍대점 
2곳입니다.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7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전시, 마켓/대여
SNS : @lee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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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나무꾼

한복문화주간에 선녀와 나무꾼에 방문하여 한복을 대여한 뒤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
추억이 담긴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드리는 추가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인화한 사진을 담으실 수 있는 맞춤 액자까지 
함께 증정하여 즐거운 추억을 오래 보관하실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립니다.

비오리다(오칠구칠)

오칠구칠은 전통 나전칠기와 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 
공예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지와 한복의 고장 전주에서 
한복, 한지, 옻칠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담아가는 
복합공간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전통 고서 만들기 기법인 
오침안정법을 이용한 한복미니노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25-4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0:00 - 21:00
유형 : 마켓/대여
SNS : @snsn8282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34, 
희망전북 101호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1:00 - 17:00
유형 : 체험

목사골공방

목사골공방은 전통 규방공예와 천연염색을 기본으로 한 
현대적 디자인의 섬유공예 공방입니다. 한복을 짓는데 
사용하는 천연염색 옥사를 주로 다루며, 한복에 잘 어울리는 
가방과 장신구류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갑니다. 
천연염색의 본 고장인 나주의 천연염색문화관 내 공방과 
빛가람동에 2개의 매장이 있으며, 빛가람동에서 작품 전시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장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게토333예술인마을 B동 214호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11:00 - 17:00
유형 : 전시, 체험
SNS : @moksagol_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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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누리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한 전주남부시장 2층 청년몰에 
입점한 도예공방입니다. 주로 한복 도자기인형작품과 
도자쥬얼리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색감과 
자연물을 모티브로 제작하며, 자연의 빛을 담은 색감이 
포인트인 작업을 주로 합니다. 도자귀걸이, 도자반지, 
도자브로치 등 여성장신구와 도자커프스, 도자타이핀 등 
남성용 쥬얼리도 제작합니다. 고품격 도자쥬얼리의 세계를 
구경 오세요.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 남부시장 2층 청년몰 

휴무일 : �한복문화주간 내 토 휴무
운영시간 : 11:00 - 18:30
유형 : 전시, 마켓/대여
SNS : @ceranuri

아리랑주단

아리랑주단은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 동구 우수관광사업장 
입니다. 10월 17일부터 21일, 5일간 대한민국 한복 명장과 
함께하는 한복 교실을 운영합니다. 청사초롱 만들기, �
나비 장신구 만들기, 조각 이어보기 등 연령 제한 없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소 : �광주 동구 충장로 51-1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8:00
유형 : 체험, 교육/강연
SNS : @ariranghanbok

연희공방(전통매듭)

한 가닥의 실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매듭을 
소개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소원 팔찌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7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기나긴 역사와 사랑을 손으로 느끼면서 우리 인생과 
닮아있는 매듭을 통해 소중한 인연과 함께해보세요.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 남부시장 2층 청년몰 

휴무일 : 월 휴무
운영시간 : 11:00 - 18: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gmldus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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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담공예

한지와 다양한 소재를 융합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문화관광기념품 및 체험교구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입니다. 한복문화주간에 청사초롱 만들기, �
한복 버선을 인용하여 디자인하고 색동 꽃신으로 장식한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한지 인형 향랑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체험
SNS : @_yedam_

이진아트

손그림, 디지털드로잉 아트상품제작업체 이진아트입니다. 한복 
그림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복을 입은 사진을 가져오시면 
드로잉하여 다양한 굿즈를 제작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샷연구소

한복 전문 사진을 연구하는 사진연구가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한복을 입고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한복 초상사진을 만들어 평생 한복과 
한복문화주간, 그리고 전주한옥마을을 의미 깊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초상 사진 할인 행사를 
진행하오니, 할인된 가격으로 한지 배경 화보 프로필을 
남겨보세요.

장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게토333 B-213 이진아트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7:00
유형 : 전시, 체험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
74-13

휴무일 : 없음
운영시간 : 09:30 - 18:00
유형 : 체험
SNS : @lifeshot_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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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튬

코스튬은 무대의상, 공연의상, 콘셉트 촬영, 전통복식체험과 �
행차 행렬을 위한 한복을 디자인, 제작하는 스튜디오로 신화나 
동화 속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의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인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콘셉트 촬영의상 대여 시 30~50% 할인을 진행합니다.

킨디자인

나주 혁신도시 게토333 예술인마을에서는 작업하는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작업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작가들이 협업하여 한복과 관련한 
제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열 예정입니다. 한복 부채, 
규방공예, 한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함께하는 
게토333 예술인마을을 방문해 주세요.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
17-14

휴무일 : 토 휴무
운영시간 : 10:0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costume_baram

장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게토333예술인마을 B동 210호

휴무일 : 일, 화 휴무
운영시간 : 10:30 - 17:00
유형 : 체험, 마켓/대여
SNS : @kindesign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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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리나한복

로즈리나한복은 엄마와 딸이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함께 
짓는 한복집입니다. 의류학과를 졸업한 딸과 20여 년간 한복을 
해오신 어머니가 전통과 현대의 미를 조화롭게 전달합니다. 
2022 한복문화주간 내 전통한복, 생활한복 구매 시 5%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작되어 있는 상품에 한해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외암마을

아산 외암마을은 마을 중요 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전통 민속마을입니다. 약 50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충청 고유 격식을 갖춘 양반가의 고택과 초가, 
돌담, 정원이 잘 보존되는 그림 같은 마을입니다. 외암마을은 매년 
10월 중순에 짚풀문화제라는 마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일생의 중요한 과정인 관혼상제를 
주요 컨셉으로 축제가 2~3일간 진행됩니다. 올해는 상류층 �
가옥 내 전통 혼례장을 활용한 전통의상 입어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혼례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24
휴무일 : 화 휴무
운영시간 : 11:00 - 20:00
유형 : 마켓/대여
SNS : @rose_rina__

장소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5�
외암마을 민속관 상류층 가옥 
혼례청

휴무일 : 월, 화, 수, 목 휴무
운영시간 : 11:00 - 18:00
유형 : 체험

1. �오프라인 프로그램 충청권 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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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한복

넓은 매장에 한복맞춤, 한복대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규방공예품을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맞춤과 대여 서비스를 20% 
할인 가격에 체험하실 수 있으며, 사진 촬영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
예약 및 문의는 041-549-3009 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카페 오꼬숑

대전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한방 카페입니다. 대전 
젊은이의 거리인 은행동과 중앙시장도 가까이 있어 거의 모든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인석 단체석이 
분리된 공간에 있어, 회의나 체험, 소규모 강의도 가능합니다. 
대략 30여 평의 규모로 좁지 않아 치마가 넓고 큰 전통한복을 
입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생활한복 
착용자 10% 할인, 전통한복 착용자 20%할인(단, 제조 음료 
한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소 : �충남 아산시 온천동 1721
휴무일 : 화 휴무
운영시간 : 10:30 - 19:00
유형 : 마켓/대여
SNS : @choeuna_hanbok

장소 : �대전 동구 대전로807번길 52
휴무일 : 일 휴무
운영시간 : 09:30 - 21:00
유형 : 전시, 마켓/대여
SNS : @ohco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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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학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중 하나로,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한복의 유래와 의미, 
착용법 등을 소개하고 한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코리안 어널 소사이어티(Korean Honor Society) 
고등학생과 코리안 클럽(Korean Club) 학생을 캠퍼스에 
초청하여 한복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캠퍼스에서 �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는 한복 종이접기, �
하이-벌스티 데이(High-Versity Day)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데모크라시 프렙(Democracy Prep) 고등학생과 
프린스턴대학교 구내 캠퍼스 클럽을 대상으로 한복 교복 소개, �
한복 입는 방법 배우기, 한복 입고 사진 찍기, �
한복 사진 SNS에 게시하기 등을 진행합니다.

장소 : 프린스턴대학교
휴무일 : 토, 일 휴무
운영시간 : 10:00 - 16:00
유형 : 체험, 교육/강연

1. �오프라인 프로그램 해외 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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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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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온라인으로

#ootd #hanbok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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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각 기관과 전문가가 알고 있는 알짜 상식, 정보 등을 	

손바닥 안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하는 온라인 채널에 접속해보세요. 

지금 우리 골목으로, 동네로 나온 한복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확인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팔로우’ ‘구독’ ‘추가’ 등 편한 방법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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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온라인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가야위(GAYA WIE) - 가야위(GAYA WIE)

유튜브 채널에 한옥을 좋아하는 한옥가방 
디자이너의 한옥 학교 브이로그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한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면 구경하러 오세요! 

네이버 아트윈도,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가야위의 
한옥가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주한복나드리 - 경주한복나드리

경주에서 평범한 여행은 이제 그만! 예쁘고 
깨끗한 한복 입고 아름답게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경주한복나드리는 황리단길 메인 거리에 있어 
대릉원, 동궁과 월지, 교촌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도보로 둘러보실 수 있으며,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개화기 의상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 오시면 예쁜 머리 장식 
1개와 손가방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유형 : 홍보영상, 기타
SNS : @juhe_gaya_wie

유형 : 기타
SNS : @hanboknadri_gj

콘텐츠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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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킴 - 레드 호피 철릭원피스

특별한 원피스를 찾으시는 분들께 골드킴의 
시그니처인 레드 호피 철릭원피스를 소개합니다. 
톤다운 된 레드 바탕에 검정 호피무늬가 강렬한 
원피스로, 자가드 짜임 원단 특유의 입체감이 
있어 볼륨감이 살아있고 착용감도 편안한 
철릭원피스입니다. 특별한 날, 일상에서 포인트로, 
공연용 등 어디서든 어울리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특별해지고 싶은 날 활용 가능합니다. 상세 치수는 
제품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궁가는 여우 - 한복 입고 경복궁 데이트

2017년 2월에 문을 연 궁가는 여우는 왕실 의복부터 
다양한 궁궐 의상을 포함하여 MZ세대가 좋아하는 
한복까지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에리나와 
가수 타이티 제리의 〈궁가는 여우〉 체험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궁가는 여우〉를 만나보세요.

공방207 - 스마트스토어 할인 이벤트

10평 규모의 소규모 공방으로 1:1 또는 2:1 수업을 
진행하는 공방207입니다. 공업용 재봉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내 �
애견 한복 완제품을 한복문화주간 내 기존 �
3만 2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라엘(GRAILE) - 그라엘 New Tradition

전통적인 선과 소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체 
개발한 한복 헤어장식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한 오프라인 전시, 판매와 
원데이 클래스를 대구에서 진행함으로써, 한복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그라엘 한복 
머리장식’ 원데이 클래스를 10월 22일, 23일 대구 
카페 3pm에서 열며 아래 QR코드를 통해 유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기타
SNS : @goldkim_hanbok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palace.fox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gongbang207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grailedesign_hanbok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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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재 - patterns

금의재는 전통을 기반으로 디자인하며, 
디자이너와 1:1 상담 후 맞춤 제작을 진행하는 
한복 브랜드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패턴들이 돋보이는 전통한복 디자인으로 현재 
한복 맞춤 및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복문화주간에 맞춰서 온라인 스토어에 
신상품을 공개할 예정이며, 신상품 50~60% 파격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꼬마크 By 돌실나이 	
- 온고(溫故)ING 전시 둘러보기

한복문화주간에 인사동에 위치한 ‘창의문화 
낳이’에서 진행되는 한복 전시 〈온고(溫故)ING : 
ON-GO-ing〉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프닝 행사 라이브 방송과 ‘온고ING 
전시 둘러보기’ 전시 홍보 영상을 돌실나이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 2022 올 가을 김포 한옥 머선일이고?

김포아트빌리지에서 가을 전시행사 프로그램인 
‘올 가을 김포 한옥 머선 일이고?’를 개최합니다. 
실감미디어 콘텐츠 AR한복전시, 한복패션쇼, 
공방기획전 등 가을 정취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전시 
및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김포시민에게 풍부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AR한복전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래원한복 - 한복마켓

저희 다래원 한복은 생활한복을 중심으로 장신구, 
소품 등을 기획, 판매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쁘고 입기 쉬운 생활한복을 모토로 하며, 
사무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 및 상견례 
등 중요한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특별 이벤트로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자사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한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형 : 기타
SNS : @geumuijae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ccomaque_kr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dareawon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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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실나이 - 돌실나이 온라인 자사몰 행사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일상 속, 우리 옷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돌실나이에서 
한복문화주간 기념 의류 교환 쿠폰을 증정하는 
온라인 몰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7일부터 23일 
기간 동안 신상품 의류 구매 고객 중 구매 확정 
고객께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의류 교환 
쿠폰을 발급합니다.

럭스핸드 - 럭스핸드

럭스핸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컨템퍼러리한 스타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트웍 브랜드입니다. 독특함을 추구하고 
소재에 의한 디자인적 측면을 부각시켜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우리나라의 미가 돋보이는 수제 자개 반지를 
만나보러 오세요.

두루지야앙상블 	
- 은빛 금빛 피리와 한복의 K-앙상블

두루지야앙상블은 문화예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커뮤니티 음악 단체로, �
서양 클래식 선율과 한복의 미감을 조화롭게 
소개하는 앙상블입니다. 연주 영상들을 통해 �
이들의 하모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슬 - 한복 챌린지 숏폼

리슬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주에서 17년째 한복한 
인생을 실현하고 있는 모던 한복 브랜드입니다. 
한복을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보통의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려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리슬의 채널에서 숏폼 영상을 만나보세요. �
아래의 QR코드는 리슬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유형 : 기타
SNS : @dolsilnai_official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luxe_hand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druziya_flute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leesle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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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티테이즈 - 미티테이즈

3가지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풀로 만든 모시옷’ 음원을 
공개하고, ‘풀로 만든 모시옷’ 연계 클래스(모시쌈지 
만들기 등)와 1분 숏 필름 ‘누구의 한복’을 
공개합니다. 아래 미티테이즈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디(bondi) - 본디 고려청자 키트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며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전통 도자기 키트입니다. 물감, 붓 세트, 팔레트, 
마감재,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서를 
통해서 전통문양을 보고 따라 그리며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무독성의 안전한 
HDPE 재질로 만들어져 깨지지 않습니다. 취미,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아이들 문화 학습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완성된 제품은 단순 인테리어 외에 
디퓨저나 화병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디의 고려청자 키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민화화실bliss - 블리스_민화키트

구독자들이 매달 한 작품씩 민화를 그려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튜토리얼 영상을 소개합니다. 
화실에서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 도안을 시작으로, 
매달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도안으로 구성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소개 글 하단 링크를 
통해 민화 키트 구매도 가능합니다.

북촌 진주쉘 - 자개이야기 진주쉘

세계적 브랜드가 사랑한 이영옥 전통 자개 명장의 
3대를 이어온 자개 이야기가 담긴 천연 자개 수공예 
작품과 고급 자개공예체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쉘과 이영옥 명장의 이야기를 비롯해, 자개의 
제작 과정과 클래스 영상 및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소개합니다.

유형 : 홍보영상, 온라인 클래스 영상
SNS : @mititeiz_office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bondi_korea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온라인 클래스 영상
SNS : @bliss__out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온라인 클래스 영상
SNS : @jinjooshell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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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자락 - 겨울 털누비조끼 10% 할인행사

북촌자락은 전통을 기반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위해 기존의 한복 소재 외에도 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 
디자이너 맞춤 의상으로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특별히 겨울 
누비털 조끼 행사를 합니다. 맞춤 제작과 판매 모두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동시에 겨울 털조끼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언한복 - 생활한복 코디

소언한복은 철릭 원피스, 와이드 팬츠, 저고리 
재킷, 니트 저고리, 허리 치마 등의 생활한복을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소언한복의 생활한복 코디를 
소개합니다.

비오리다(오칠구칠) - 한복미니노트 만들기

한복 이미지를 이용하여 미니노트를 제작하는 
체험으로, 한복이라는 한글 글자와 한복 이미지를 
결합하여 미니노트의 표지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전통 고서 만들기 기법을 적용한 백미숙 작가의 
미니 노트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외국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옻칠 한지 여권지갑, 명함 카드 지갑, 전통 공예 
체험 DIY 키트 등을 판매 중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흥완군 복식의 여정

〈흥완군 복식의 여정〉 특별전과 연계하여 ‘2022 
사립 박물관 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하는 〈흥완군 복식의 여정〉 3부작 
온라인 콘텐츠를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P.1 복식유물 
보존처리 어떻게 하죠?, EP.2 조선시대 관료 
복식이란?, EP.3 전시 이렇게 만들어요! 등입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유형 : 기타
SNS : @bukchonzalac1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soeonhanbok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기타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swu_museum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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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스토리 -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우리 옷

아란스토리 한복은 전통적 요소에 현대적 편안함을 
더하여 언제 어디서든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생활한복입니다.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 속 일상복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란스토리는 한복이 케이 패션의 하나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전 세계인들에게 
스며드는 날을 기대하며 더욱 멋진 디자인을 �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리랑화덕생선구이 - 유튜브

한식할인주간에 촬영한 매장 소개 영상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을 착용하고 매장 방문 시 
전 메뉴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할인 혜택을 즐겨주세요.

아리랑주단 - 대한민국 명장 한복교실

아리랑주단은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 동구 
우수 관광사업장입니다. 아리랑주단 매장 내부 
및 디자인한 한복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복원, 복식, 제작 과정까지 구경해 
보세요.

아혼 - 2021 s/s 생활한복 트렌드?! 도시적인 
시크한 한복 런웨이

아혼(AHHORN)은 한국 전통의 미가 일상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연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전통 의상과 공예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1 아혼의 
S/S 컬렉션 패션쇼를 소개합니다.

유형 : 기타
SNS : @aran_story_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ariranghanbok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ahhorn.k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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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단잠 - 알콩단잠 한복잠옷

알콩단잠은 2010년 창립 이후 다양한 스타일의 
잠옷을 디자인 판매하는 패밀리 파자마 
브랜드입니다. 알콩단잠과 함께하는 일상이 �
더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입고 싶은 
파자마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원단 개발과 패턴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온라인 몰에서 한복 파자마 25% 할인, 할인코드, 
SNS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쁘다 한복 - 고급스러운 한복 소품 소개

예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예쁜 한복 장신구와 �
한복 맞춤 및 대여를 주로 합니다. 한복 디자인을 
하며 그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추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한복 장신구는 어디에서도 �
볼 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일 것입니다. �
한복문화주간 내 한복 장신구와 한복 대여, 맞춤 
제작을 5% 할인합니다. 개량한복이나 전통 한복에 
어울리는 예쁜 소품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용산공예관 - 의(衣)미(美)있는 한복

용산공예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를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2018년 2월에 개관한 공예 전문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용산공예관 상설전 

〈의(衣)미(美)있는 한복〉은 우리나라 한복을 통해 
전통 의(衣)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옛 선조들의 의미 있는 
생각과 바람들이 함께 깃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복을 용산공예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 기타
SNS : @alkong_danzam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yongsan.crafts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i_yebbda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wooliotjiki

콘텐츠 바로가기

우리옷 일상속으로 - 일상한복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우리 옷, 어떤 
서양 옷보다 우리나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
우리 옷, 한복이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합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 
아이디어스 동시 15% 할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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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삼겹살 - 일미삼겹살

자연산 돌미나리와 함께 즐기는 국내산 횡성 한우, 
한돈 생고기 1등급 이상의 프리미엄을 판매하는 
온라인 정육점 일미삼겹살에서 한복문화주간 동안 
총 합계 금액에서 5%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음 - 삶의 온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시작한 바느질 속에서 
어울림이란 단어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바늘 땀 속에 
담긴 마음은 전통을 계승하고 전파하여 규방 문화에 
담긴 의미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밖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음작업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전통 조각보, 누비주머니 등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합니다.

코스튬 - 코스튬

코스튬은 퓨전 한복, 공연 의상, 연극 의상, 코스프레 
등 각종 한복과 관련된 의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한복들의 
제작 과정과 촬영 결과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복 대여뿐만 아니라 수중 촬영을 포함한 여러 
콘셉트 촬영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킨디자인 - 작가들의 작품 소개

게토333 예술인마을에서 작업하시는 다양한 분야 
작가들의 작품을 블로그 게시글로 소개합니다. �
관련 영상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유형 : 기타
SNS : @saojung200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costume_baram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kindesign3355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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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웰브재뉴어리(신:서울) 	
- 한복 (생활한복) 유튜브 쇼츠

‘언제나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모토로, 실용적 
생활한복을 만드는 브랜드 신:서울입니다. �
한복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
한복의 아름다움, 예쁨을 시각적 강조를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며, 영상의 길이는 콘텐츠에 따라서 
20~60초로 기획 중입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축적된 상당수의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킴스미(Kim’s Mi) 	
- 한복 무궁화 마그네틱 브로치 세트

2021년 제9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2개 
부문 수상 작품(아이디어상, 시민인기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
한복 소품에 그려 넣어 한복과 함께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냉장고 메모 자석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
사용 가능하며, 뒷면의 자석을 이용하여 옷이나 
재킷의 브로치 및 볼 마커(Ball marker)로도 �
사용 가능합니다.

플랫폼 엠원(Platform M1)	
- 전시 〈화(和): Find Your Taste〉

플랫폼 엠원은 아티스트의 창의적 시도를 소개하는 
온라인 아트 플랫폼입니다. 김미주·유하나·이은경 
작가의 전시〈 화(和): Find Your Taste〉를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소개합니다. 지난 5월 북촌 
한옥청에서 열린 전시 〈화(和): Find Your Place〉의 
연장선으로, 공예 작품을 매개로 각자의 취향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선(線)이 반영된 다양한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홍보영상
SNS : @kimsmi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sheen_seoul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hanok.studio_

콘텐츠 바로가기

하녹 - 하녹 온라인몰 할인

우리나라 전통 복식을 기반으로 일상에 스며드는 
옷들을 짓는 공간, 하녹 스튜디오입니다. �
하녹은 2022년 5월에 런칭한 브랜드로 한옥의 �
영어 스펠링인 Hanok을 발음 그대로 적어 �
Ha nok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저고리 블라우스와 
갈래 치마가 대표 상품이며 매일 입기 좋은 색상부터 
화려한 색상까지 다양한 원단을 활용하여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하녹 온라인몰 �
전 제품을 7% 할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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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에미친女자 - 작년 한복문화주간 
리마인드 & 한복 인플루언서의 삶

전통과 현대 한복을 입는 역사 강사이자 한복 
인플루언서 유미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복진흥센터 한복홍보대사 1기 우수활동자이며 
지난해 직장인 한복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과 한복 인플루언서로서 
대외활동에 참여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한복스튜디오 - 일산 한복 프로필 촬영

한복스튜디오 스마트스토어에서 한복 가족사진이나 
궁중 한복 대여 체험 상품 구매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아람한복 - 한아람한복

수공예작품을 판매하는 아이디어스에서 
한아람한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리개, 팔찌 
등 각종 악세서리 및 생활한복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작가의 색감으로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는 
중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전 제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요진 - 매일한복챌린지

2022년 10월 21일은 한복 입기 챌린지를 �
시행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간 입었던 
한복의 사진을 모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
한복을 좋아하는 분께 한복을 입고 일상을 보낼 
수 있음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고자 하는 분들께 
일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유형 : 기타
SNS : @hanbokstudio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hanaram_hanbok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SNS : @hanbok_influencer_mina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yojin1031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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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랑 	
- 한복 문화주간 제작제품 10% 할인행사

한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원하여 만든 
허사랑은 일상에서 더 한복을 가깝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언제나 한복임을 잊지 않는 선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요즘 유행에 맞춘 힙한 느낌의 
한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제작제품(2~3주 소요) 10% 할인을 
진행합니다.

핸드플러스 	
- 핸드플러스 스마트스토어 할인판매전

핸드플러스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패션 
소품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한복문화주간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20%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헤멜로스(gemelos)	
- 헤멜로스 온라인매장 둘러보기

헤멜로스는 한복업체들에게 한복 장신구 납품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에 도매로만 나가거나 
소량만 제작되어 공개되지 않았던 제품들을 
한복문화주간에 맞추어 일반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부 원하는 컬러와 소재로 
맞춤 제작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유형 : 기타
SNS : @handplus_joosun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gemelos_kr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heo_sarang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콘텐츠 바로가기

(사)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 (사)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밴드

(사)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에서는 전통공예를 
친환경으로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자격증 
수업도 진행합니다. 전국의 천연염색 선생님들과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유익한 수업과 전시, 판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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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TRA - 한복 스포츠웨어

레이트라(LAYTRA)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스포츠를 다양하게 융합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입니다. 한복문화주간 내 자사몰에서 제품 구매 시 
노리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jinccecil - jinccecil Binyeo

전통적 기능의 제품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디자인과�
기능으로 차별화시킨 액세서리를 제조 및 유통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비녀, 귀걸이, 
헤어밴드가 있으니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사몰에서는 손쉬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분리, 교체가 
되는 비녀세트에 관한 홍보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MOO:EO - 한복장신구, 은공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은 장신구 브랜드 
MOO:EO의 대표 김지현입니다. �
100%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통 장신구 브랜드이며, 
천편일률적이고 고리타분한 느낌에서 벗어나 �
좀 더 색다르고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된 정체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rinceton University - 프린스턴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한복 체험 행사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중 하나로,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한복의 유래와 의미, 착용법 등을 소개하고 
한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복 종이 접기를 
운영하고, 한복문화주간 동안 온라인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복 전시, 소개, 한복 입는 법 등의 동영상 링크를 
제공합니다.

유형 : 홍보영상, 기타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moo.eo_official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기타
SNS : @laytra_official

콘텐츠 바로가기

유형 : 홍보영상
콘텐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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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td #hanbok

한복 입
고 

한 보
 앞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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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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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복문화주간과 함께 합니다.



주최 주관

#ootd #hanbok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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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주간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길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경계없는 한복 문화를 양성하여 보다 열려있고, 
새로운 일상을 선사하는 브랜드입니다.

HANBOK CULTURE WEEK is a brand that provides culture of undistinguished 
Hanbok. In addition, We offers variety of Hanbok cultural program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so that the public can enjoy Hanbok in their daily l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