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회를 맞이하는 한국 핸드메이드의 대표 플랫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알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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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도자, 금속, 섬유, 옻칠, 나무, 퀼트, 유리, 규방, 
가죽, 기타

리빙 Living&Interior
테이블웨어, 홈인테리어, 가구, 식기류, 유아동, 
가드닝, 조명, 향수, 기타

아트 Art
그림, 조형물, 판화, 사진, 일러스트, 페인팅, 
기타

패션 Fashion&Accessories
의류, 모자, 가방, 신발, 장신구, 시계, 기타

그린 Green
리사이클, 공정무역, 오가닉, 비누&아로마, 
캔들, 기타

재료.도구 Material&Tool
재료, 부자재, 도구, 서적, DIY kit, 기타

퍼포먼스 Performance
초상화·캐리커처, Social&Public
(홍보/캠페인), 라이브페인팅, 기타

먹거리 Food
발효, 베이커리, 음료, 농산물, 기타

기타 Others
독립출판, 디자인, 문구류, 악기, 놀이기구, 
음반, 기타

참가품목
PARTICIPATION CATEGORY

모집인원
400부스 규모
작가, 기업, 협회, 학교 등 일반부스 : 200부스
국제관, 특별관 등 : 100부스
청년, 마을, 사회적경제 등 : 100부스 

모집대상
핸드메이드 제작 및 유통기업, 창작자, 공동체, 
모임, 사회적경제 단체, 학교(학생), 공공기관, 
협회 등
제작 전반 또는 일부에 핸드메이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재료, 도구, 서적 관련 등 
일부 분야 예외)

모집기간
조기 참가신청 
2018년 2월 9일(금)까지 
최대 할인 혜택 20%

일반 참가신청 
2018년 3월 23일(금)까지
선착순 마감

※ 

•
•
•

•
•

•
•

•

※

 

※

①
②
③
④

참가비 할인규정
조기신청할인
15%
(~2018.2.9.)

특별할인
5% 
기참가자 
사회적기업 
학생(학부.대학원 재학생) 
2016~2018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활동작가 
(중복 적용 불가)

최대할인율 
20%

참가자 혜택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회 제공 
비즈니스 프로그램 - 바이어 미팅 
‘국제관’, ‘국제교류의 밤’을 통한 국제교류 
기회제공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참여혜택 제공

참가비 납부안내
계약금 : 총 참가비의 50% (참가신청시 납부)
잔금 :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18.3.23.(금)까지 납부
계좌 : 하나은행 771-910020-45404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

계약금 및 잔금 납입시 입금자명과 신청서의 
참가자(업체)명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시 계약금(총액의 50%)를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018.3.23일 이후 신청시 총액의 100%입금)

참가신청안내
APPL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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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자의 참가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품목, 
신청규모, 전시회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부스를 배정함.
참가업체는 전시부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된 전시 면적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상기 배치도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타입
BOOTH TYPE

전시관 배치도 
EXHIBIT HALL MAP

타입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단가(VAT포함) 제공내역

목공A 1.7m X 2m X 2.4m 67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암스팟 2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목공B 3m X 2m X 2.4m 1,73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암스팟 3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조립A 3m X 2m X 2.5m 1,21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스팟라이트 3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캐리커쳐 1.4m X 2m X 2.5m 24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스팟라이트 1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2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먹거리 1.5m X 1.5m X 2.5m 36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3m x 2m 1,820,000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2개 이상부터 구입 가능

별도문의

크리에이티브존

카페테리아

알림1관

알림2관
특별관

푸드라운지
재료‧도구‧서적

생활창작자존
사회적경제관
캐리커쳐

✽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자의 참가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품목, 
신청규모, 전시회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부스를 배정함.
참가업체는 전시부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된 전시 면적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상기 배치도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타입
BOOTH TYPE

전시관 배치도 
EXHIBIT HALL MAP

부스형태 타입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단가(VAT포함) 제공내역

목공시스템 목공A 1.7m X 2m X 2.4m 67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암스팟 2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목공B 3m X 2m X 2.4m 1,73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암스팟 3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조립시스템 조립A 3m X 2m X 2.5m 1,21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스팟라이트 3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캐리커쳐 1.4m X 2m X 2.5m 24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조명(스팟라이트 1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 2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먹거리 1.5m X 1.5m X 2.5m 360,000 
부스

작가(상호)명판,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500w 
(콘센트 2구)

독립부스 3m x 2m 1,820,000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2개 이상부터 구입 가능

창작공방/
라이브페인팅

별도문의

크리에이티브존

국제관

카페테리아

알림1관

알림2관
특별관

푸드라운지
재료‧도구‧서적

생활창작자존
사회적경제관
캐리커쳐



세계와 만나는 한국 핸드메이드의 대표 플랫폼
핸드메이드 문화와 산업을 키우는 박람회
생활창작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확산을 이끄는 단 하나의 축제

핸드메이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흐름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생활 속 손쉬운 DIY부터 집짓기까지, 개인의 취미영역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어 핸드메이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핸드메이드는 일상문화였고 산업화와 함께 생활에서 사라지거나 
멀어졌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핸드메이드를 우리 일상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생활문화 전반에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영역에도 창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핸드메이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다. 
핸드메이드가 더 넓은 공감과 공유의 영역으로 퍼져나가 누구나 자신의 
삶과 사회를 자연과 공존하며 조화롭게 가꾸는데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의와 소통의 시대에 핸드메이드는 가장 필요한 활동이고 
문화다.

1인창작에서 공공영역까지 핸드메이드의 종합적인 소개와 조망 
핸드메이드와 다양한 사회영역의 창의적인 결합과 혁신의 장
지속가능한 삶의 형식으로서 핸드메이드의 이슈와 대안 제시
핸드메이드에 걸맞는 새로운 전시형식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생활로서 핸드메이드 문화를 손쉽게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

2018년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리폼을 주제로 한다. 
핸드메이드에서 리폼이라는 익숙하고도 새로운 작업영역, 
그리고 핸드메이드의 사회적인 리폼을 한 자리에 모아 살펴보고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핸드메이드의 사회적인 역할과 과제 등 핸드메이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도모하고자 한다. 핸드메이드는 끊임없는 리폼의 산물이다. 
2018년 5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리폼의 과정이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8 
Seoul International Handmade Fair 2018
2018.5.24(목) – 5.27(일), 4일간
11:00~19:00 (*전시 마지막 날 18:00 마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터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디자인재단

행사명

기간

장소
주최

5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8
SEOUL INTERNATIONAL 
HANDMADE FAIR 2018

SIHF2018 주제 

리폼
REFORM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는 
문화생산과 소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02년 6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에서 시작되어 
2003년 5월 일상예술창작센터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0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았습니다. 1인 창작자들의 활동 
기반을 만들고, 그들의 지속가능한 작업과 
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고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3길 84-5
(성산동 611-12)

www.livingnart.or.kr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세계 속에서 서울 디자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 전문디자인기관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 디자인정책에 
따라 “사람이 중심인 디자인, 시민이 
행복한 디자인,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누리는(Play)' 디자인 플랫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시.문화.공연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종로6가 70-6) 서울디자인지원센터

www.seouldesign.or.kr

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사무국
 02-333-0310/0317  
 info@seoulhandmadefair.co.kr 
 www.seoulhandmadefair.co.kr

 facebook.com/wehandmadef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