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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복상점’에서 74개 업체 한복 상품 만나보세요
- 8. 25.~28. 코엑스에서 개최,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가 만든 장신구도 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8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코엑스
디(D)2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인 ‘2022년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한복상점’에서는 74개 업체의 매력적인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하며, 이와 함께 한복 기획전시를 비롯해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가 직접 만든 장신구, 공모전 수상작, 한복 교복, 한복
근무복 전시 등을 진행한다. 현장을 찾으면 한복을 직접 만들고 입어보는 등
다양한 한복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기획전시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 한복 착용자와 사전 등록자 무료입장
특히 올해는 패션,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서영희 씨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하고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기획전시에서 한복 디자이너 10명은 신라 ‘향가’에 등장하는 수로부인이
동해를 건너는 모습을 재해석해 쪽빛 원단으로 제작한 한복을 선보인다.
74개 한복업체가 참여한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정상 판매가의 평균 30%,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금액별로
노리개, 한복 방향제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한복을 입었거나 사전에
등록한 방문자는 ‘한복상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8월 28일
(일)까지 한복상점 누리집(www.2022hanbokexpo.com)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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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 행사장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한복 상품 소개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도 8월 25일(목), 행사 현장을 찾아 ‘한복상점’에
열기를 더한다. 송가인 씨는 한복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한복
상품을 소개해 판매 활성화를 돕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한복 장신구 2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바로 인화할 수 있다.
8월 26일(금)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온라인으로도 한복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연계한
판매 방송도 두 차례 운영한다.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한복 교복 및 한복 근무복 등 전시
사업홍보관에서는 ‘2022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과 한복
교복 및 한복 근무복, 전통한복 소재 등을 전시한다. ▲ ‘일상 속 한복: 덧입는
옷으로서 한복의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 수상작 30점과, ▲ 올해
새롭게 개발한 한복 교복 30점, 관광숙박업 한복 근무복 15점, ▲ 한복 소재
목록화 사업을 통해 수집한 전통한복 소재 16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배자* 만들기(한복 DIY), 한복 바르게 입기, 한복 엽서 색칠하기 등 다채
로운 한복 체험 행사도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 배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단추가 없는 짧은 조끼 모양의 옷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2022hanbokexpo.
com) 이나 ‘한복상점’ 사무국(☎ 02-398-1633/16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한복은 드라마, 대중음악 등 한국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매력을 담은 패션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한복상점’을 통해 맵시 있고 은은한 한복의 멋을
느끼고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즐거움을 누려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
3.
4.

‘2022년 한복상점’ 행사 개요
서영희 예술감독 약력, 기획전시관 참여 작가
‘2022년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2022년 한복상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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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 한복상점 행사개요

□ 행사개요
ㅇ
ㅇ
ㅇ
ㅇ
ㅇ

(행 사 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주최/주관)
(행사구성)

2022년 한복상점
2022년 8월 25일(목) ~ 8월 28일(일), 4일간
코엑스 D2홀(서울 강남구 삼성동)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판매관, 기획전시관, 사업홍보관, 체험관 등

□ 행사구성
<기획전시관>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

<판매관>

한복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전국 74개 한복업체가 참여하는 판매관

- 예술감독 : 서영희

<사업홍보관>

<체험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 결과물 소개

다양한 한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22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전시

-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 씨와 함께하는 포토존

- 한복교복·한복근무복 전시

- 한복 바르게 입기

- 한복소재 전시

- 배자 만들기

한복 근무복

2022 한복홍보대사 송가인

□ 한복상점 사무국
- (이메일/전화번호) hanbokexpo@kcdf.kr / 02-398-1633, 1635
- (누리집/누리소통망) www.2022hanbokexpo.com / (인스타그램) hanbokexpo
- 3 -

붙임2

서영희 예술감독 약력, 기획전시관 참여작가

□ 서영희 예술감독 약력
<주요 약력>
[경력사항]
2022

2022년 한복상점 기획전시관 예술감독

2021

예올 <통영 송병문가 복식 기증전> 디렉팅

2020

궁중문화축전 <혼례, 힙하고 합하다> 전시 연출

2019

MBC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사진전 ‘집으로’ 디렉팅

2018

루이비통 <함 트렁크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진행

2017

Van Cleef & Arpels Art of Clip Conference 강의

2016

VOGUE KOREA <Mode&Moments : 한국 패션 100년> 디렉팅

2015

파리장식미술박물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전 ‘Korea Now’ 큐레이팅

2014

제18회 한복의 날 기념 패션쇼 예술감독

2013

제17회 한복의 날 기념 패션쇼 예술감독

2012

영화 ‘광해’ 비주얼 디렉팅

2011

VOGUE KOREA 창간 15주년 <FASHION into ART> 전시 디렉팅

2011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한복 콜라보레이션 전시 디렉팅

2004

디자이너 진태옥 아카이브 전시 디렉팅

2001~

VOGUE KOREA 전속 패션화보 스타일리스트

□ 기획전시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 : 한복디자이너 총 10명
ㅇ (참여 디자이너) ▲김민정(한복린), ▲김영진(차이 김영진), ▲김인자(당초문
김인자 한복), ▲김지원(옷짓는 원), ▲김혜순(김혜순 한복), ▲문쌍후(조윤숙
한복연구실), ▲박선옥(기로에), ▲송혜미(서담화), ▲이혜미(사임당by이혜미),
▲이혜순(담연)
<주요 작품>

김인자

이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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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붙임3

‘2022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 수상작 사진

대상(장관상)-고수경(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최우수상-박지원(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우수상-김서영(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우수상-신지이(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장려상-민준영(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장려상-이윤형(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장려상-이지연(에스제이디자인)

장려상-정소진(프리랜서)

장려상-정아라(아혼 주식회사)

장려상-차예진(창원대학교 의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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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22년 한복상점’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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