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부 프로그램

2018서울한옥박람회

(1) 한옥건축산업전

(SETEC 1관)

● 전시 설명

Ⅰ. 전시회 개요

- 한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한옥에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및 친환경 건축,
목조건축 관련 업체 전시

구분

내용

● 전시 구성

행사명

2018서울한옥박람회

일시

2018년 5월31일(목) ~ 6월3일(일)

장소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1,2,3관 /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주최

한옥박람회조직위원회,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월간한옥

주관

월간한옥

- 한옥 설계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시공사
- 목재, 창호, 기와, 황토 등 한옥재료와 한옥의 구성재
- 친환경 건축, 천연건축 재료 및 자재

국립무형문화재기능협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국제보자

협력

기포럼

입장료

8,000원 / 한국건축포럼 별도 신청

공식 홈페이지

www.hanexpo.co.kr

Ⅱ. 전시회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참여 단체

2016서울한옥박람회 참우리건축협동조합,

2016서울한옥박람회

취병 전시

기와(제와) 전시

장소

(2) 아트 & 크래프트 전 · 고가구 아트페어

(SETEC 3관)

한옥건축산업전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 ·월간한옥

SETEC 1관

아트 & 크래프트전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 ·월간한옥

SETEC 3관

● 전시 설명

고가구 아트페어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 ·월간한옥

SETEC 3관

- 예술과 공예 분야의 작가, 갤러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시로 한옥과 어울리는 다양한 작품과

주제전 “흙과 구들”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SETEC 2관

아티스트 소개 · 오리지널 고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아트페어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특별전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SETEC 2관

- 총 150여 작가 및 갤러리 참가

전통의 오늘과 미래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SETEC 2관

● 전시 구성

제14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SETEC 2관

- 아트 : 동양화, 서양화, 팝아트,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포토그래피 등

제4회 국제보자기전

국제보자기포럼

SETEC 2관

제1회 콜라보레이션 전시

월간한옥

SETEC 2관

건축 도서전

월간한옥

SETEC 2관

한국건축포럼

월간한옥

SETEC 컨퍼런스룸

제4회 국제보자기포럼

국제보자기포럼

SETEC 컨퍼런스룸

한옥 체험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SETEC 2관

헤리티지 공연

월간한옥

SETEC 2관

도슨트 프로그램

월간한옥,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SETEC 2관

전시

- 크래프트 : 목공예, 도자, 금속(유기), 텍스타일, 죽공예, 지공예, 나전, 장신구, 고가구, 아트 퍼니쳐 등

국제 포럼

문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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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서울한옥박람회 참여 공예작품

2016서울한옥박람회 고가구 아트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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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전 “2천년의 역사, 흙과 구들”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SETEC 2관)

(5) 제4회 국제보자기전 “2018 New Bojagi" (국제보자기포럼)

(SETEC 2관)

● 전시 설명
- 한국 전통의 직물회화 보자기를 국제적 현대미술 영역으로 확대하여 보자기를 모티브로 작업한 해외

● 전시 설명
-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기획하는 주제

섬유예술 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
- 총 80여명 해외 작가 참가

전시로, 전통건축의 중요한 요소인 흙과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인 온돌문화 조명

● 전시 구성

● 전시 구성
전시명

2천년의 역사, 흙과 구들

전시 규모

전시 구성

구들 장인이 전통방식으로 재현한 대나무 외엮기 흙벽과 구들(온돌)

전시 내용

(4) 제14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Heritage"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80여명의 해외 작가 작품 / 20여부스 내외
개인전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핀란드, 일본 작가)
그룹전 (스위스, 루마니아, 미국 뉴욕 등)

(SETEC 2관)

● 전시 설명
- 24개 종목 분야의 100여명의 장인 작품 전시를 통해 장인들에게는 전통 작품을 대중에게 홍보할 수

제4회 국제보자기전 참여작가

제4회 국제보자기전 참여작가

Sara Cook(네덜란드) 작품

Leonie Castelino(미국) 작품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전통 예술을 가까이서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함
(6) 2018 콜라보레이션 전시 “악어와 악어새”

- 총 100여명 장인 참가
● 전시 구성
전시 규모
전시 내용

(SETEC 2관)

● 전시 설명
100 작품 내외 / 20부스 규모
석조(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조각), 목조(한식목공, 대목, 소목), 목조각,
옻칠나전, 전통회화, 도금, 번와, 미장, 철물

- 전통의 진본성 있고 기품있는 요소와 현대의 신선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전의 수상작품 전시
● 전시 구성
전시명

2018콜라보레이션 전시 “악어와 악어새”

전시 규모

5부스 내외

전시 분야

시각예술 전 분야, 리빙·디자인 분야

전시 내용

제13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전경

(예시)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장인과 팝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한옥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 작품 등 10여명의 아티스트 작품 전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심용식 소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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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 도서전 “한옥 미니 도서관”

(SETEC 2관)

● 전시 설명
- 한옥, 전통건축, 근대건축을 비롯한 건축 관련 도서 전시 및 판매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 증대
● 전시 구성

(11) 헤리티지 공연

(SETEC 2관)

● 프로그램 설명
- 서양의 고악기인 하프시코드 연주 공연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예술과 타 문화 예술의 융합 실현
- 6월 2일, 6월 3일 양일간 진행

전시명

건축 도서전 “한옥 미니 도서관”

전시 규모 및 내용

10개 내외 건축 관련 출판사 / 서적 전시 및 홍보

● 연주자 소개
<Arend Grosfeld>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박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한국학 중앙연구원 음악학 석사

(8) 2018 한국건축포럼

(SETEC 국제회의장)

● 기획 의도
- 한국의 전통건축과 근대건축, 이를 토대로 한 현대건축을 주제로 하는 건축포럼으로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해석하며 ‘우리가 느낀 대상으로서의 한국건축’의 의미 논의
● 일시 및 장소
- 6월 2일(토) 10:00~18:00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확정) : 신청 방법 한옥박람회 홈페이지 참고
강연자

프로필

조성룡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
건조물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원오원 아키텍츠 건축가
최욱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객원교수
2013 DFAA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대상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황두진

2007년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가온건축 건축가

임형남

2012년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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