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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에 초대합니다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정걸
G-세라믹페어는 국내 도자문화 확산과 도자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도자 전문 행사

로 2016년 성황리에 발돋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해의 도자문화트렌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와 함께 공동 주관하여 도예작가(업체)의 상

품 홍보·마케팅 지원에 좀 더 힘을 싣고, 우리 도자의 가치와 친숙

한 아름다움을 생활 곁에서 나눌 수 있도록 ‘그릇의 품격’이라는 주

제로 개최합니다.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도자문화

가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올해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에

서는 특히, 주제관을 포함하여 셰프와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다양

한 분야의 시각에서 식생활 문화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테이블웨

어 기획관, 도자기와 함께 하는 더 나은 삶을 제안하는 초청관을 구

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 외 신진작가를 포함한 총 96개의 

도자 브랜드의 참가 및 도자와 조화를 이루는 강연, 시연 프로그램 

이벤트 등 풍성한 콘텐츠로 도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사)한국식공간학회, 한국도자장신구회 및 참여해

주신 기관 및 단체, 작가 분들을 비롯해 G-세라믹페어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사말 



장품과 아름다움 우리도자 공모전 수상작가들의 작품이 조화를 이

룬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공간과 미디어공간을 선

보여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향유하는 오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합니다. 또한 초청전 I ‘한집일상, 그릇을 탐하다’에서는 다양

한 배경의 실제 인물들의 생활공간 속 식문화의 현실을 들여다보

고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방식을 반영하여 도예가의 그릇과 소품을 

일상에서 즐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초청전 II ‘화양연화(花樣年

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탐하다’는 개성있는 도자장신

구의 섬세하고 화려한 작품 속 장신구를 착용하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지금’,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선보입

니다. 테이블웨어 기획전 ‘탐미, 맛을 탐하다’전에서는 음식과 그릇

에 대한 애정으로 맛과 멋에 대해 현장에서 전문활동을 펼치고 있

는 유명 셰프이자 푸드라이터 박준우, 푸드스타일리스트 박용일&

남경현, 유한나, 식공간연출가 김수인, 오재복 및 조경가 최종희를 

초대해 페어에 참가한 브랜드의 그릇으로 쓰임새, 연출 방법들을 

섹션 별로 테마를 가지고 선보임으로써 관람객 또한 상차림 감각

과 다이닝 공간의 즐거운 변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도자기의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는 G-세라믹페어는 앞으로 

새로운 도자문화를 만들어갈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과 풍요로

움, 품격 있는 일상이 함께 자리하도록 소비자, 도예가, 바이어, 관

계자 모두와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거듭나

겠습니다.

도자기와 함께하는 더 나은 생활
품위 있는 그대, 그릇의 품격을 탐하라!

그릇의 품격

THe BeTTer LiFe 

WiTH CeramiCS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페어 <G-세라믹페어>는 현대라이프스타일 

속 살아있는 도자 트렌드를 한 곳에서 살펴보고, 도자기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감각적인 도자 생활을 제안해 선보

이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G-세라믹페어:그릇의 품격>이라는 주

제로 주제관, 테이블웨어 기획관, 초청관 I, II, 판매홍보관, 이벤트

관으로 구성하여 도자기와 밀접하게 어우러지는 식생활 문화의 다

채로운 스토리와 일상에 접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여 도

자기와 함께하는 좀 더 나은 일상의 변화와 가치 있는 경험을 담아

낼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릇의 품격을 탐하다! 

도예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며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열린 마켓인 판매 홍보관은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지역 

및 전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공방 브랜드와 기업체, 관련 기관의 

판매 홍보부스 96개가 참가하여 저마다 개성있는 다양한 상품을 

담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를 이용한 품격있는 라이프 스타일

을 지향하고 일상을 파티처럼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대 이벤트는 음식, 연출, 도자 카테고리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를 한자리에서 만나 체험 및 시연, 강연을 통해 행사기간 내내 고급

스럽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도자사용법 제안으로 누구나 감각적

인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품위 있는 그대를 위한 더 나은 도자 생활! 

올해는 특히 전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서 주제관에서는 한국적 

미감을 살린 공간디자이너로 유명한 디렉터 박재우를 초빙해 ‘탐

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삶에 담아낸 

도자공예의 탐미정신을 공간 속에 펼쳐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소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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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현, (주)지음아틀리에 대표이사, 컬쳐 디자인 플랫폼 ‘모두’ 

 총괄디렉터,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이사, 

 전주시 천년전주명품사업단 ‘온 브랜드’ 아트 디렉터

2016  코리아디자인어워드 공간부문 대상

2011, 2013, 2016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공간대상’

2011, 2013, 2015  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골든스케일어워드 수상

⦁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본전시장 ‘Material Conexion’ 

 전시부스 기획 및 설치

⦁ 밀라노 국제가구 박람회 ‘여섯명’ 아트디렉터 기획 및 전시

⦁ 파리 메종오브제(Maison et Objet) 한국관 기획 전시 외 다수

국도자재단의 소장품 그리고 공방들과 디자이너들이 만든 가구 및 소품들로 라이프스타일 컨셉도 함

께 제안한다.

3. 전시 공간

전시 공간은 도자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과 미디어 작품이 설치된 공간 두 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도자 공간의 전시 컨셉은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이다. ‘검이불루(儉而不陋)’

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는 뜻으로 ‘백자’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소박하고 담백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으며 고아한 백자의 자태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화이불치(華而不侈)’에서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분청’과 형형색색의 도자 작품들을 전시한다. 다양한 기법과 유약으로 만들어진 도

자들은 화려한 듯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묻어나는 한국 도자의 기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시관의 중심에 다양한 도자 공방들과 1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미디어 공간을 구성하였

다. 도자기의 생성 과정과 100여 개의 도자 작품들을 프로젝션 맵핑과 미디어 영상으로 만들고 그 실

체와 실루엣을 통하여 공간을 형상화 시켰다. 전통과 미디어가 조화를 이루며 접목된 이 공간은 ‘2017 

G-세라믹페어’의 주제관을 한층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공간디자이너 박 재 우 

1. 전시 테마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음식이 담긴 모습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정신’이다. 맛의 

세가지 요소는 시미(視味), 기미(器味), 향미(香味)라는 말이 있듯이 입에서 느껴지는 맛과 더불어 후각

과 시각적인 요소인 음식과 그릇의 아름다운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점점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차려지고 꾸며진 한 상

에서 ‘삶’을 향유한다. 예쁜 그릇에 담은 음식과 다양한 소품들로 스타일링 한 테이블 사진을 SNS에 올

리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재현해보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다.

‘탐미(貪美)’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아름다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그

것을 자신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해보는 우리 시대의 일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시대의 ‘탐미 정신’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에서 나의 삶 속에 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2. 전시 컨텐츠

한국도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중 그릇과 도자의 입체적인 작품들로 공간을 구성하고, 관람객

들의 직관적이며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전시 공간을 도자 소재 및 색채로 구분한다. 주요 전시품 외 한

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특별전 전시관 공간디자인, 박재우

주제전 | 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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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이기욱

주요약력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09, 

  입선, 한국

2009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은상, 한국

2009  아름다운우리도자기, 특선, 한국

그릇은 그 쓰임에 따라 보편적인 크기나 형태가 정해져 있다. 사용

함에 있어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특별함을 가지는 ‘그릇’을 만들

고자 한다.

Lee Ki-Wook

이기욱_Tools for tea, 2017

Section 1  검이불루(儉而不陋)

이영호, 청화백자홍차티세트

이영호

주요약력

2017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밀라노 이탈리아

2016  Colors and Forms of Korean 

  Ceramics, Museo Internazionale 

  delle Ceramiche, 파엔자 이탈리아

2015  CONTEMPORARY KOREAN CRAFTS 

  EXHIBITION 2015, 파리, 프랑스

2014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작업은 ‘단정함의 추구’라 요약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 

안에는 보편적 정서로서 단순성, 순박성이 내재해 있다. 복잡함을 

덜어내고 간결함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은 청량감을 갖게 된다. 재

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규범으로서 우리 전통의 조형정신의 체온을 

실었을 때 비로소 인간 정서를 순화시키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

리라 생각된다.

Lee Yo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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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구조, 이나 루사즈(Inna Rusadze), 500×250×350mm, 

자기점토, 손성형, 캐스팅, 2010, 러시아,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도자기 인스톨레이션, 아놀드 아넨(Arnold Annen), 240×240×160mm,

리모쥬점토, 주입성형, 2003, 스위스,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Section 1  검이불루(儉而不陋)

윤솔

주요약력

⦁ 개인전 3회 외

2017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광고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2017  Contemporary Korean Ceramics,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런던, 영국

2017  기념:삶을기리다_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여주주제전, 여주세계도자

  생활관, 여주, 한국

2016  Céramique Contemporaine

  Coréenne, 베르나르도 재단, 리모주, 

  프랑스

2015  보울-영혼의 그릇_한국-스웨덴 현대

  공예전, 갤러리 보고재, 서울, 한국

구(sphere)가 가지는 완벽한 구조는 자연이 줄 수 있는 가장 극적

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둥근 형상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과 경험의 상징이다. 이는 곧 가장 극적임과 동시에 가

장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안

의 빈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닌 잠재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무한

의 공간이며, 나는 이것을 물의 이미지로 해석한다. 물은 늘 변화하

며 흐르는 생명의 원천이다. 원형으로서의 구체는 물과 함께 변화

하고 진화된 모습을 끝없이 보여주며, 이를 통해 나의 작업은 마치 

퍼즐게임과 같이 맞추고 흐트러짐을 반복하고, 이는 끊임없는 생

명의 지속성과 은유적으로 맞닿아있다.

Yoon Sol

윤솔, From the Archetype 2016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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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한정용_백자팔각항아리,180×150×160mm, 

물레성형, 면깍기, 2006,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Section 1  검이불루(儉而不陋)

생명은 쉬지 않는다, 진 쩐훠(Jin Zhenhua),1000x300x400mm,

백자, 물레성형, 손성형, 2006, 중국,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빛 용기들, 니이사토 아키오(Akio Niisato),170×140mm, 

물레성형, 2004, 일본,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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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이가진

주요약력

2017 ‘RÉVÉLATIONS’,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주제전   

  ‘기념_ 삶을 기리다’, 여주세계생활

  도자관, 여주, 한국

2016  ‘때時깔色, 우리 삶에 스민 색깔’,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한국

2016  ‘KOREA, NOW! : 한국현대공예전,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뮌헨, 독일

2015  ‘지금, 한국!: 공예, 패션, 그래픽디자인’, 

  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2015  ‘Korea’s Fantasma’, 밀라노 

  트리엔날레 뮤지엄, 밀라노, 이탈리아

나는 재료의 물질감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즐거

움을 느낀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물건들 중에서는 생산과 유통

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진 형태와 마감을 지닌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용성이나 ‘가성비’가 빚어낸 사물을 볼 때 우

리는 그 사물을 하나의 기능적 기호로서만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상상력이 발동될 여지가 부족하다. 나는 우리의 시야에 두는 일상

의 사물들이 사용에 최적화된 단순한 기호로 인식되는 차원을 극

복하고 그 사물이 지닌 고유한 물질적인 감각을 순수하게 받아들

이고 느끼며 상상력을 자극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Lee Ka-Jin

이가진, stilllife, variabledisplay, ceramic, 

2016. 3, 가변크기, 2016

Section 2  화이불치(華而不侈)

서혜수, bloom of youth, 

125×125×270mm, 주입성형, 상감기법

서혜수

주요약력

2017,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017  어디서나 그리미다, 헤이리 예술마을, 

  갤러리 더장미

2017  제38회 도림전 춘春만滿, 이화아트센터

2015  아시아 현대도예 교류전, 중국, 항주, 

  중국미술학원미술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렬된 느낌이 주는 긴장감은 묘하게도 미적

인 쾌감을 유발시킨다. 규칙적으로 나열된 선을 통해 표출한 조형

적 의지는 바쁜 생활 속에서 느슨함과 타협하지 않는 내 삶의 일환

이었고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힘든 작업의 결과물은 항상 새로

이 나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었다.

Seo Hy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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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종이틀판문 합, 카즈오 야마지(Kazuo Yamaji), 280×130mm, 

토기, 석기점토, 슬립을 이용한 장식, 2008, 일본,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부유(浮游) 001, 주리 스미스(Jury Smith), 400×110×400mm, 

판성형, 구아슈, 유약, 2011, 미국,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Section 2  화이불치(華而不侈)

허상욱, 분청 화조문 항아리, 

300×300×320mm, 물레성형, 2017

허상욱

주요약력

⦁ 개인전

2016  기획초대전 ‘STACCATO’, 

  KSD갤러리 外9회

2017  PMA 현대 공예 Show, 

  미국 펜실베니아 컨벤션센터

  메종&오브제,프랑스 파리 노르빌팽

  분청, 그 자유로운 정신, 

  김해 클레이아크)

2016  여름나기-맛.멋.쉼, 국립 민속박물관

2015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옛 연초제조창, 청주

2015  KOREA NOW,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관

Huh Sang-Wook



024  2017 G- 세라믹페어 / 그릇의 품격 주제전  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025

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작지만 귀중한 것들 2, 멜 롭슨(Mel Robson), 600×60×130mm, 

자기점토, 주입성형, 전사, 2006, 호주,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Section 2  화이불치(華而不侈)

무제, 루트 랄만(Lut Laleman), 160×140mm, 

도기, 자기점토, 손성형, 2005, 벨기에,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026  2017 G- 세라믹페어 / 그릇의 품격 주제전  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027

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

항아리, 토쿠다 야소키치(Yasokichi Tokuda), 

270×270mm, 2004, 일본,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Section 2  화이불치(華而不侈)

Blue Teapot, 볼프강 베가스(Wolfgang Vegas), 

260×80×250mm, 2004, 베네수엘라,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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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美), 아름다움을 탐하다Section 3  미디어공간

재믹스

새로운 가치창조의 공간, 가마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 소성을 거치는 동안 물리화학적으

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결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래 점토가 가진 고유한 성질을 잃고 새

로운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점토를 사용하더

라도 가열과 냉각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도자기가 탄생하게 된다.

주제관의 검이불루, 화이불치 사이의 미디어 공간에서는 육면체의 

공간에 전시된 도자기를 둘러싸며 가마의 불을 형상화한 그래픽이 

웅장하게 타오르다가 사라지면 내부에서 조명이 켜지면서 도자기 

작품이 나타나도록 구성했다. 작품 사이 여백에 수묵 담채의 효과

로 만들어지는 전통문양이 모션 그래픽의 역동성을 띄우며 눈앞에 

펼쳐진다.

ZEMMIX는 아날로그 감성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고품질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

여 기획된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을 연출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그룹입니다.

인터랙션 디자인 그룹

Zem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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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기획전

TaBLeWare eXHiBiTiON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2Section 1 ‘따로 또 같이 II’ 김수인 식공간연출가 / 작가 조명식, 한희선, 김지혜

Section 2  ‘일상 속 자기, 유러피언 심플라이프’ 박준우 셰프·푸드컬럼니스트 / 작가 오규영, 이준범, 김선애

Section 3  ‘LE BLANC’ 박용일&남경현 푸드스타일리스트 / 작가 김남희, 김선영, 이흘기

Section 4  ‘세라믹판타지’ 유한나 푸드스타일리스트 / 작가 심사영

Section 5  ‘안토니오 꼬레아, 새하얀 백자를 품다’ 오재복 식공간연출가 & 최종희 조경연출가 / 

  작가 박은미, 신원동

G-CeramiC
Fair 2017 

THe 
BeTTer LiFe 
WiTH 
CeramiCS 

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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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타일링, 김수인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김수인

주요약력

⦁ 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부교수

⦁ (주)Green House (일본), 메뉴 R&D 푸드컨설턴트

⦁ CJ 푸드스타일링 (2006~2008), 

 신세계백화점 메뉴 R&D 외래연구원 (2004~2007)

⦁ 한식디저트, 파워북, 한식재단, 2015외 저서 다수

⦁ 2011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음청한과부분 - 농림부장관상

⦁ 2008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테이블세팅경연 - 문화부장관상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식공간 연출! 

음식, 식기 및 인테리어 등 고정관념 속에 있는 食과 空間은 동·서

양의 만남, 모던함과 자연미라는 이색적인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가고 있다. 동·서양 작가들의 테이블 아이

템을 동시에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 한식 식공간의 한 모습을 표현

하였다.

초청기획자

Kim Soo-in
식공간연출가

Section 1  따로 또 같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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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나이테 화기, 100×270×160mm, 물레성형, 조각, 연마, 2015

조명식

주요약력

2015  ‘여섯번째 버금이전’, 화정박물관

2013  ‘다섯번째 버금이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2009  ‘Kuruminoki 초대전, 나라, 일본

2006  ‘Coffee & ….’, 공화랑

2005  ‘라면 사발전’, 인사동 쌈지길 1260# / MJ ART CERAMIC

2003  ‘백자식기전’, 공화랑

자연이라는 큰 그릇 안에 빛, 공간,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협업작가

Cho myeong-Sik

Section 1  따로 또 같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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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소꿉놀이, apple, R70H65, 속파기, 백자토, 2017

한희선

주요약력

2017  소꿉놀이(childhood memories) 전, 광주도자공원 특설전시관

2017  G.nature_자연의 확장, 새로운 일상의 발견전, 아트스페이스

2016  일상의 예술전 201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6  제1회 대한민국 환경생태 디자인대전 은상

2015  조형가구 켜(layers, 層) 전, 갤러리1898 (구, 평화화랑)

2015  한국조형예술원 목가구조형디자인 전공 수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 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지어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햇살이 눈이 부시고 따갑도록 머리를 비추면

골목 한 켠에 쭈그리고 앉아 동무들과 정겹게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협업작가

Han Sunny

Section 1  따로 또 같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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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카페 ‘오트뤼’, 오너셰프 박준우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박준우

주요약력

2017  알테르에고, 오트뤼 오너 셰프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

2015~2017  한국 소믈리에 대회 심사위원

2015~2016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집행위원

2014  올리브 쇼, 냉장고를 부탁해 진행·출연

2012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준우승

우리 도자기를 떠올리면 전통적인 한식 식생활 방식을 떠올리기 쉽

지만, 도자기는 유럽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테이

블 위에 펼쳐질 그릇과 음식재료의 향연, 식후주를 즐길 수 있는 친

숙한 모습을 공간에 담아내 한국적인 틀을 벗어나서 유럽 가정의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습을 연출해 보고자 한다.

초청기획자

Park Joon-Woo
셰프&푸드컬럼니스트

Section 2  일상 속 자기(瓷器), 
             유러피언 심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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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나눔, 80×50×195mm, 백토이장소지, 투명유, 2016

김선애

주요약력

2017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세라믹디자인 전공 졸업

2016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전

2016  공예트랜드 페어 그룹부스 참가, COEX

2014~2017  No Boundaries, KDCF 외

2007~2008  한양여대 동문 토로전

2012~2013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입선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다. 그 중에 

하나인 조각보를 들 수 있다. 몬드리안이나 클레와도 비견될 정도

로 훌륭한 예술품인 조각보를 응용한 도자문화 상품을 예술적 가

치가 있는 실용적인 문화상품을 제작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

리고자 한다.

협업작가

Kim Sun-ae

Section 2  일상 속 자기(瓷器), 유러피언 심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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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씨엘(Le ciel) 시리즈, 2017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오규영

주요약력

⦁ 제 1회 개인전 ‘향기가 있는 찻 그릇’전

⦁ 제 2회 개인전 ‘편기’전

⦁ 가나아트 초대 개인전 2회

 그룹전 약70회 이상, 초대전 7회

⦁ Gallery blue Choice 선정 작가

⦁ 일본 구주 야마구찌 도자전

⦁ 세계도자기엑스포 세라믹 하우스전 선정작가

⦁ 국제 장작 가마 페스티벌 초청 작가

⦁ 그 외 사발공모전 및 테이블 웨어전 다수 입상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자연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아 돌, 나무, 나뭇잎, 새, 솟대 등과 같은 자연을 사실적 또는 추상

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해왔다.

이번 시리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한 하늘(Le ciel)을 맑

은 날의 Sky blue, 깊은 밤하늘은 Navy blue, 두 가지 구름 색, 

Cloud gray, Dark gray 등 다양한 ‘색’(color)으로 표현해 냈다. 

앞으로 다양한 빛깔의 유약 작업을 통하여 보다 완성도 있고 풍부

한 시리즈로 보완해갈 예정이다.

협업작가

Oh Kyu-Young

Section 2  일상 속 자기(瓷器), 유러피언 심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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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 180×170×210mm, 흑토물레성형, 옻칠금박, 2016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이준범 

주요약력

2016~2017  단국대학교 및 동 대학원 출강

2004~2015  현 갤러리 ‘휘’ ‘가람휘 공방’운영

2010~2013  미국 LA 한인축제 도자워크

2005  중국 경덕진 대학교 한중 교류전, 경덕진 대학교 소장

2003  일본 아리따 도자기 한일 교류전

2003  요한바오로 2세 25주년기념 공모전 은상

옻칠금박 장식한 흑토 다관.

도자기와 다른 질감과 느낌을 가진 소재로 서로의 어울림과 멋을 

찾아가는 작은 즐거움을 담아내고자 한다.

협업작가

Lee Jun-Beom

Section 2  일상 속 자기(瓷器), 유러피언 심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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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ione-이탤리언 레스토랑 브랜드컨설팅 총괄디렉팅, FOOD STUDIO YONG STYLE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박용일

남경현

주요약력

2001~  FOOD STUDIO YONG STYLE 대표

2003~ 프랑스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부, BMW, 삼일제약, 강릉단오제위원회, LG Fashion, 

 ESTEE LAUDER, TOMBOY, 휘슬러 코리아, 동일레나운, 현대백화점 등의 

 기업 및 브랜드 파티 기획

2002~ KBS, MBC, SBS, YTN, EBS, M net, MTV, olive , 채널H, Story On, 동아 TV, 

 KBS drama, mbc every 1 등의 다수 방송 출연

2001~ 이랜드, 버거킹, CJ, 신세계, 현대, 롯데, SPC, 르크루제, 스타우브, 한샘, 락앤락, 

 네슬레, KFC, 아웃백, 풀무원, 청정원, BBQ, 웅진 등의 기업과 TV CF 및 지면 광고 촬영

주요약력

2010~2017  FOOD STUDIO YONG STYLE 팀장

2017  <MANGIONE : Italian Restaurant> 브랜드컨설팅 기획

2013  <NORANG : Kids Café & Brunch Restaurant-서초점> 브랜드컨설팅 기획

2013  <달콤 : Kids Café & Brunch Restaurant> 브랜드컨설팅 기획

2011  <Eire : Ireland Café & Pub> 브랜드컨설팅 기획

2010  <더 다방 : Café > 브랜드컨설팅 총기획

르 블랑(Le Blanc)은 프랑스어로 흰색을 말한다. 흰색은 순백의 깨

끗함, 곧 여백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사물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

을 때는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지만 착시 현상이 생겨 마치 

비움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즐기는 식공

간은 어떠한 색으로 꾸며지는지에 따라 그 느낌이나 분위기가 사

뭇 달라진다. 흰색은 모든 색을 반사하여 오롯이 그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꾸밈없이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 때문에 화려한 색으로 가

려진 사물 각각의 형태와 크기, 질감 등을 무채색으로 담담하게 표

현함으로써 그 고유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흰

색의 깨끗한 美를 식공간에 활용하여 채움이 곧 비움이고,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본질을 말하고자 한다.

초청기획자

Park Yong-il
푸드스타일리스트

초청기획자

Nam Kyung-Hyun
푸드스타일리스트

Section 3  LE BLANC 르 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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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퀴진, 푸드스타일링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Section 3  LE BLANC 르 블랑

김남희

주요약력

2017  프랑스 파리 봉마르셰백화점 SS시즌 에프터눈티트레이세트 입점

2015~2017  MAISON & OBJECT_PARIS, Pard d’Expositions de Villepinte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 특별기획전 ‘색을 품는 그릇 회색’, SETEC, 서울

2016  ‘공간에 예술을 더하다’ 협업전시 / 한국색채연구소, Ceres home, 서울

2015  Contemporary Korean Ceramics in Asia / Art Season Gallery, 싱가포르

협업작가

Kim Nam-Hee

색에서 느껴지는 정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태는 시선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정한 

미감을 가지고, 관습의 일상성과 비일상적 경험의 경계를 찾는 과정을 즐긴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

름다움’이란 주제를 항상 생각하는데 일상속의 존재하는 주변의 사물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시선이 

가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사물에는 ’여백’과 ‘쓸쓸함’이 존재하는 듯하

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며, 이러한 정취를 작업 속에 담고 싶은 마음에 색조에 대해 신

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적당한 쓰임과 적당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릇을 만드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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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 Conversation, 150mm 이하, 주입식포슬린, 2013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사람이 주제가 되어 나만의 해석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

차가운 도자기에 표정과 느낌, 그리고 프랑스 전통 램프 쉐이드 기

법을 도입하여 빛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며, 사람들의 느낌과 같은 

공간, 다른 생각, 공감, 소통을 주제로 작품을 만든다.

Section 3  LE BLANC 르 블랑

김선영

주요약력

2016~2017  경남대학교 특강 및 프랑스 12 avenue de champaubert 75015 

                         PARIS Showroom 전시 중

2015  COEX Intercontinental Hotel pink art fair 참가

2014  Living Design Fair-COEX 참가 및 각종 방송 협찬

2013  한남동 갤러리 두루&프랑스 가구 무아쏘니에 콜라보

2009  한남동 갤러리 ‘두루’ Open 및 인사동 Sky갤러리 전시

협업작가

Kim Su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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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바리시리즈, 230×230×130mm, 백자토, 투명유, 2017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자신을 살피고 가꾸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그릇을 만든다. 현대인이 먹는 식습관을 고려해 우리 밥상

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발우의 수납과 쓰임새를 모티브로 작업하고 

있으며, 적당하게 식사를 염원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래

본다.

Section 3  LE BLANC 르 블랑

이흘기

주요약력

20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 신진작가 참여

2016  예올 알뜰시장 참여

2016  공예프로모션팀 ‘쓰임’ 이웃을 위한 공예, 부여

2015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동상

2013  대한민국전통상징문화상품 공모전 장려상

협업작가

Lee Heul-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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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타일링, 유한나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유한나

주요약력

⦁ 현, 푸드판타지 대표, 연성대학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겸임교수

⦁ (사)한국 푸드코디네이터협회 상임이사, 한국제분협회 자문위원, 

 구앤타오주스 사외이사

⦁ GTV 여왕의 레시피 by 유한나 시즌 1, 2, 3 진행, YTN 사이언스

⦁ 청평 ‘효정연’ 메뉴 개발 및 디렉팅 (17년 9월 오픈 예정)

⦁ 지면광고, 영상광고, 모션&시네마그래프, 방송, 매거진 디렉팅 및 

 스타일링 전시, 공간 스타일링, 기업 강연

실제로 존재하는 모양과 형태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공간에서 

이질적인 색감과 질감들의 어울림이 보여주는 몽환적이고 비현실

적인 느낌을 전하고자 한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혹은 눈으로 보

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음을 소리, 빛과 함께 테이블

을 통해서 관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먹는다는 하나의 퍼포먼스

를 위해 준비되는 다양한 과정들과 다이닝에 필요한 식기 및 소재

들의 크기 대비와 변화를 통해 실제와는 다른 공간을 연출하여 관

객들에게 다이닝이 재미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초청기획자

You Han-Nah
푸드스타일리스트

Section 4  세라믹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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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White memories #1703_2017

심사영

주요약력

2017  인사아트플라자 초대전 ‘KA12 飛上’, 인사아트플라자

2017  Revive 2017 장르혼합 국제교류전, 충무아트홀

2016  盛/sheng: a group exhibition of vessels, 타이페이, 대만

2016  롯데 아트스튜디오 1주년 기념전 ‘아트마켓LASAM’, 롯데백화점 일산점

2016  공예트렌드페어 ‘가치, 또 다른 새로움’ 강남요업디자이너會, COEX

2015  서울공예품공모전, 디자인상

2015  아시아 현대 도예 교류전, 항저우, 중국

2016  중국미술대학 현대미술관 (中國美術學院) 작품소장

 China Academy of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AA

수작업의 ‘반복적 행위’를 ‘슬립(Slip)의 중첩’을 통해 감각의 축적

을 강조하고, 더욱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

다. 특히 최근의 작업들은 그 과정에 있어 회화적 요소를 띄고 있

다. 흙을 물감 삼아 바르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슬립이 쌓여가는 

변화의 과정을 흙의 질감(matiere)과 점층적인 색의 변화로 나타

내고 있다. 흙이 지니는 고유의 질감적 특질, 그리고 색을 더해 중

첩해 감으로써 행위의 전, 후 관계를 은은한 색의 변화를 통해 온

화한 감성으로 표현한다.

협업작가

Shim Sa-Young

Section 4  세라믹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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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박유빈 감독, 매거진, 영상촬영 작업 컷

박유빈

주요약력

⦁ 매거진 헤렌, 럭셔리, 노블레스, 인스타일, 까사리빙, 레몬트리, 밀크

 중앙m&b ‘도쿄팡야’, 시공사 ‘내가 생각하는 집’, 시대의창 ‘it’s 수제버거’, 

 시대의창 ‘감기에좋은차’, 도도 ‘맞벌이밥상’, 하서 ‘밑반찬’,

 21세기북스 ‘진심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윈타임즈 ‘열두달저장음식’ 외 다수

⦁ 배우 박해진의 ‘우연한 만남’, 배우 지창욱의 ‘Empty and next story’

 유하준의 ‘커피를 내리는 동안의 기다림’, 서강준과 공명의 ‘Roommate’ 등 

 영상작업

협업작가

Park Yoo-Bin

Section 4  세라믹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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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복, 백자상차림

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최종희, 정원디자인

베네치아의 푸른 바다 위 새하얀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안토니오 꼬레아….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가 유럽까지 팔려간 한국인으로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투혼’의 한국인이

다. 푸른 바다에 얼굴을 비추어보는 안토니오 코레아…. 이 바다는 분명 조선과 닿아 있을 것이고, 바

다에 반사된 하늘 또한 조선과 이어져 있을 것이다. 비친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그리움에 젖어 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다. 문득 초록에 눈길이 간다. 조선은 초록의 나라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 초록을 잃지 않았다. 그 초록이 이 곳 베네치아에도 있다. 정원의 초록에서 안토니오 꼬레아는 조선

을 느낀다. 정원 안에서 눈을 감아본다. 그는 베네치아의 정원에서 조선으로 간다. 푸른 바다 위, 초록 

정원 안, 순백의 옷을 입은 안토니오 코레아…….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 안토니오 코레아의 정

원으로 간다. 우리는 그 정원에서 그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된다.

Section 5  안토니오 꼬레아, 새하얀 백자를 품다

오재복

최종희

주요약력

⦁ 현,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식공간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

주요약력

⦁ 현,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교수

⦁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초청기획자

Oh Jae-Bok
식공간연출가

초청기획자

Choi Jong-Hee
조경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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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VASE, 130×380mm, 물레성형, 백자토, 청자유

Section 5  안토니오 꼬레아, 새하얀 백자를 품다

박은미

주요약력

2013  한일도예문화교류전, 한국도자재단

2011  메종&오브제 파리, 프랑스 파리

2008  박은미 테이블셋팅전, 마담버터플라이

2007  박은미 그릇전, 아름다운차박물관

2004  박은미 그릇전, 인사아트센터

선의 정직함을 그릇의 쓰임에 담다.

협업작가

Park eu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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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미(貪味), 맛을 탐하다

위 / 병[甁], 330×390mm, 백자토, 물레성형, 면치기, 1250°C 환원번조, 2017

아래 / 호[壺], 330×320mm, 백자토, 물레성형, 면치기, 1250°C 환원번조, 2017

Section 5  안토니오 꼬레아, 새하얀 백자를 품다

신원동

주요약력

2017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주제전 외 단체전 다수

2017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입상 외 다수

나의 작업은 전통에 기인한다. 이번 작업은 고려자기의 선에서 나타나는 곡선을 통해 형태의 다양성

과 유연함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였다. 모든 작업은 손으로 만들어진다. 물레질을 통해 빚어진 형태는 

면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흙을 덜어내며 새로운 면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은 시작과 끝, 길이와 간격

을 통해 면과 면의 확장과 분할,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형태는 선을 통해 확장되며 다양

한 각도, 시선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곡선은 규칙적으로 표현되며 선의 날카로움을 중화시

키며 균형과 안정을 준다.

협업작가

Shin Wo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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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전

iNViTaTiONaL eXHiBiTiON
한집일상(一家一床), 그릇을 탐하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탐하다3
G-CeramiC
Fair 2017 

THe 
BeTTer LiFe 
WiTH 
CeramiCS 

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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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은 이 시대 문화향유의 가장 기본 요소에 자리하고 있어야 할 생활 속 현대 도자 콘텐츠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일상에 쫓겨 별 관심없이 매일 사용해온 그릇과 여러 소품이 자

신의 취향을 담은 아름다운 도자공예품로 바뀐 후의 결과는 행복한 감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제안된 [ 한집일상 ]이 식문화를 더욱 멋지게 향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선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가 되길 기대해본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생활도자 문화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 한집일상 ] 큐레이터  김 태 완

주요약력

⦁ 현 DT.able 대표 겸 아트디렉터, [공예+디자인] 객원 편집장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겸임교수, 2017 KCDF 기획전 

 [공예희락] 객원큐레이터, 전 월간도예 편집장

⦁ 한국공예리더스클럽회원, 국제도예저널편집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시상지원 공예공모전평가위원(’11~13)

2011  제45회 한국잡지언론상 기자부문 수상

2001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_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언론보도 

음식을 매개로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것들(그릇, 식탁, 조명, 공간)을 한 범위 안에 두고 우리는 그것을 

‘식문화’라고 부른다. 그 식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계인 ‘맛있고 정갈한 음식’에 대한 대중의 요

구의 수준은 이미 만족스럽다. 사물에서 공간으로의 확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다음 단계는 음식을 담

고 있는 그릇이다. 식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식기’인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음식에 사용되는 좋은 도구(식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수준은 턱

없이 낮다. 대중이 음식을 담는 ‘식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그 관심의 척도는 어느 정도일까? 본 전시 기

획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보편적인 대중들의 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제

안을 전하고 싶었다.

[ 한집일상 ]은 다양한 배경으로 활동하는 인물들의 실생활 공간 속 식문화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각기 

다른 생활방식과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의 성격을 반영한 식문화를 직접 제안하는 프로젝트 형식

으로 진행된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촬영 전문 포토그래퍼의 점심상’을 비롯해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부부의 저녁 손님상’,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저녁 

가족상’, ‘이태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활발한 활동 중인 성악가의 아침상’ 까지 각기 다른 등장인물

별 생활공간에는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한 취향이 있다. 각 섹션으로 구분된 전시 공간 안에는 그들의 

평소의 생활모습과 함께 기존의 상차림이 스틸컷으로 편집된 영상물로 공개된다. 더불어 우리 도예가

들의 손으로 빚어진 다양한 그릇과 소품이 새로운 상차림과 그와 연관된 식공간 속에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

그릇으로 바뀌는 삶의 가치

[ 한집일상 一家一床 ]

초청전Ⅰ | 한집일상(一家一床), 그릇을 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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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부부상

망원 / 다큐멘터리 사진촬영 전문 
포토그래퍼 전석병 씨 부부의 점심상

Before

after

1인 아침상

서초 / 이태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성악가 김경란 씨의 아침상

초청전Ⅰ | 한집일상(一家一床), 그릇을 탐하다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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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저녁 가족상

행신 / 맞벌이 직장인 부부 정종하 허선아 씨
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가족상

4인 저녁 손님상

파주 /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부부 이성규 이옥희 씨의 

저녁 손님상

Before

after

초청전Ⅰ | 한집일상(一家一床), 그릇을 탐하다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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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개인전 7회

⦁ 초대전 그룹전 다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 융합대학원 

 IT디자인융합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

⦁ 현, 단국대학교 출강, BS 부띠끄 대표

김부선

Kim Boo-Sun

주요약력

⦁ ‘BREATHING & BLOOMING-Chicago Cultural Center(미국)’ 외 국내 외 개인전 19회

⦁ ‘Earth & Hands- Consulate general of Korea in Canada’ 외 국내 외 초청전 150여회

⦁ 제1회 목포세계도자비엔날레 대상 외 국내 외 수상 12회

⦁ National Art gallery Malaysia, Kuala Lumpur 외 다수 작품 소장

⦁ ‘도자예술의 조형성’ 외 4권 집필

⦁ 현, 강릉원주대학교 공예조형디자인학과 교수

김연화

Kim Yeon-Hwa

사회·문화적 변화의 흐름은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자장신구 또한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새로운 의미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문

화 디자인의 한 컨텐츠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장신구회는 전통의 깊은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융합되고 다양한 기술력이 함축되어 조형적 

가치를 추구하며, 변화하는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G-Ceramic Fair의 주제는 ‘화양연

화花樣年華’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

억 속 어느 시점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현재의 하루하루가 화양연화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

시를 준비하였습니다.

흙, 유약, 소성을 통해 창조된 도자 장신구는 작가의 고유 표현과 함께 질료적 유일성(uniqueness)을 

갖게 되어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장신구의 다양성과 품위를 간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장  김 연 화

한국도자장신구회는 1997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전과 기획전 및 국제전 등 다양하고 참신한 전시를 통해 한국 도자장신구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전 Ⅱ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탐하다

[ 화양연화 花樣年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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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개인전 및 초대전 30회

⦁ 한국귀금속보석학회 부회장

2017  한국기초조형학회 서울 국제기획

 초대작품전, 최우수작품 수상

2016  한류문화공헌대상 수상

2016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수상

2015  단국대학교 범은학술상 수상, 

 연구업적부문

원복자

Won Bok-Ja

주요약력

2017  현 한국도자학회 학술논문 심사위원, 현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논문 심의위원,

 현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자문위원

2016  Variation of K-Ceramic Jewelry 시카고 국제전 참여

2015  서울시 R&D 성과사례집 우수사례 선정 _ 정수슬러지를 활용한 아트월

2014  창조경제박람회 초청전시 _ 정수슬러지를 활용한 아트월 R&D연구 결과

2014  KOCA 21 회원전 _ 한국도자장신구협회 초대작가

2013~2014  서울시 R&D 지원 사업 연구발표회 _ 정수슬러지를 활용한 아트월

오태환

Oh Tae-Hwan

주요약력

⦁ 개인전 6회, 단체전 16회

⦁ 한국도자장신구회원

⦁ 서정도예 연구실 대표

2016  시카고 전시

2015  미국 알프레드 대학교 워크샵 참가

2015  중국 경덕진 대학교 박물관 전시

2014  중국 장춘조각공원 전시

김영란

Kim Young-ran

주요약력

⦁ 개인전 1회, 

 국내외 단체전 및 페어 20여회 참가

⦁ 단국대학교 도예과 강사 역임

⦁ Ceramic Studio 101 운영

⦁ 2016 제1회 IBK 명품 공예대전 특선 수상

오승주

Oh Seung-Ju

초청전 Ⅱ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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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디자인&공예 페어-도쿄, 밀라노, 런던, 뉴욕,  

 베를린, 모스코바, 시드니, 서울

2011~2013  파리 메종&오브제 참여

⦁ Ceramic Studio ‘Mee’ 대표

정지현

Chung Ji-Hyun

주요약력

⦁ 개인전 2회

⦁ 단체전 20여회

⦁ 현, 육군사관학교 출강, ‘craft dallok’ 

 도자작업실 운영

이효진

Lee Hyo-Jin

주요약력

⦁ 개인전 5회, 단체전 다수

⦁ 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사

2017  현대백화점(신도림, 가산점) 팝업판매

2016 Variation of K-Ceramic Jewelry 

 한국도자장신구 초대전

2014  Arfrad University Summer Workshop 

 참여

이예선

Lee Ye-Seon

주요약력

⦁ 현, 남서울대학교 유리세라믹 디자인학과 교수

⦁ IAC 회원, 한국도자학회, 

 한국도자장신구협회 회원

⦁ 대만 국제도자비엔날레, 금상

⦁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은상

⦁ Faenza 국제 도자비엔날레, 이탈리아

⦁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공예의 미래상, 한국

⦁ Kapfenberg 국제도자비엔날레, 오스트리아 등

이춘복

Lee Chun-Bok

초청전 Ⅱ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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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주제전

 <기념_삶을 기리다>, 반달미술관, 여주

2017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 <손의 언어>

 기획전, 경인미술관, 서울

2017  ‘까스텔바쟉 홈’ 브랜드 런칭 

 콜라보레이션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도자워크샵 

 <멘토링캠프> 참가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VIP 

 코사지 제작

2015~2017  한국도자재단 이천 세라피아 

             창조공방 입주작가

2016  <전통과 변화>동서 도예초대전, 

 한양대학교 박물관

최서연

Choi Seo-Yeon

주요약력

2017  Hmall, Coupang, Gmarket, Auction 입점

2017  홍대 상상마당, 주얼리 스페이스 42 입점, 종로 주얼리 편집샵

2016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입점

2016  공예트렌드페어, 세라보니또 브랜드관

2016  코엑스 K 핸드메이드페어, 세라보니또

2016  The 3rd Cerabonito Ceramic Jewelry Exhibition, 신사동 아트스페이스노

2016  The 2nd Cerabonito Ceramic Jewelry Exhibition,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최소미

Choi So-mi

초청전 Ⅱ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탐하다



082  2017 G- 세라믹페어 / 그릇의 품격 신진작가관  083

판매관

CeramiC marKeT
일반작가4

G-CeramiC
Fair 2017 

THe 
BeTTer LiFe 
WiTH 
CeramiCS 

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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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17308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993번길 16

Mobile  010-6366-5436

E-mail  ccomak23@naver.com

주요약력

2016 이천도자기축제 신작전 수상

2014 이천도자기축제 신작전 수상

2013  제 2회 kdb 전통공예대전 금상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공예품 지정

‘가치’ 

값어치의 가치와 같이의 의미를 담은 공방이름은 두 작가의 핸드

메이드 생활도자기 브랜드입니다.

오주연, 최희진

KaCHi
가마지기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3길 118번지

Mobile  010-5291-3996 

   031-885-3995

E-mail  gamajigi@naver.com

주요약력

2017  현) 가마지기 도예공방 운영

2007  상명대학교 요업디자인학과 졸업

⦁ 제4회 토야테이블웨어 공모전 금상, 

      (재)세계도자기엑스포

가마지기의 그릇은 투박하면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

연스러움 속에 미끄러지듯 농익은 태토가 유리질 속에 비춰짐으로

써 비로소 좋고 편한 그릇이 됩니다. 불속에서 무의식의 반응으로 

피어난 문양은 차분한 색감에 보는 재미를 더하고 불규칙적인 꼬

불꼬불한 접시에 작가의 손맛이 배어납니다.

강병덕

GamaJ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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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도예연구소

1261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083-10

Mobile  010-8521-3613

   031-885-3613

E-mail  gosungcera@naver.com

주요약력

2016 대구 범어 갤러리 개인전

 중국 경덕진 도자박물관(달항아리, 

 이중투각호) 소장

2013  서울 명동 세종호텔 세종갤러리 

 초대 개인전

2006  여주시 도예명장 1호 지정

2005  경기도 으뜸이 지정

2002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통령표창

 (제135689)

백자, 이중투각과 백자 달 항아리를 주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맑은 은은한 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백토를 공장에서 공급

받지 않고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조병호

GOSUNG CeramiC STUDiO
강신봉

12614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358-3

Mobile  010-8994-6882

E-mail  sowoojae@hanmail.net

주요약력

⦁ 포스코 갤러리 초대개인전

⦁ 화가와 달항아리 초대전 (갤러리 현대)

⦁ 달을 빚는 도예가전 (영암 도기박물관)

⦁ 전통공예 명품전 (국립 진주박물관)

⦁ 한국도자 천년의 미 달항아리전 (인도네시아)

둥근 조형미와 순백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격조 높은 백자미를 

보이는 달항아리는 만들 때 상반부와 하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

시킨 관계로 구우면서 접합 부분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많아 의도한 원형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비정형

의 달항아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평온한 이상적인, 아

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강신봉

KaNG SHiN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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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297-1 공기

Mobile  010-2844-0725

E-mail  gonggiart@icoud.com

주요약력

⦁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기 금상

⦁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본 공방은 주요 소비층인 여성들의 성향을 파악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만들고 더 나아가 그들의 홈, 주방 인테리어의 

완성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자기 공예품을 제작하고자 하

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멀한 공예품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고, 다

양한 유약을 사용하며, 직선과 곡선의 표현력을 뒷받침해주는 기

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완성도 있는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 상

품을 제시합니다.

이선철

GONG-Gi
고양도예가협회

1024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36번길 26 

지층

Mobile  010-2001-3914

E-mail  tough-sungmo@hanmail.net

주요약력

2008  경기국제도자페어 참여, KINTEX, 고양

2006  고양세계꽃박람회장 도자판매부스

 운영, KINTEX, 고양

2005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KINTEX, 고양

올해로 13년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본 협회는 고양시에서 거주

하거나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꾸

준히 정기전과 더불어 기획전, 각종 행사를 운영하며 경기도내 가

장 활성화된 지역 도예가 협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상호 간 예술 활동에 의한 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창작활동 및 자질

을 향상시키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도예문화를 발전시켜 고양시

의 문화 인프라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GOYaNG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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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요

12737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5-30

Mobile  010-3225-1925

E-mail  toto9089@naver.com

주요약력

2017  광주왕실도자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

2012  한국도자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원-Moskva

2011  한·중 도자 한마당 Workshop

2004  광주왕실도자특별초대전, 속초

2002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입선

2002  군당요 설립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을 전통적 기법으로 백자의 품격과 예술적 

미를 계승, 발전하고자 지금까지 순백의 미 백자 작업을 연마 중

입니다. 백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디자인

으로 도예작품과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器를 추구합니다.

박동기

KUNDaNGYO
공방 진

1281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33번길 

60-26

Mobile  010-3244-0345

E-mail  hanrami35@hanmail.net

주요약력

⦁ 공모전 다수 입상

⦁ 한일 교류전

⦁ 경기도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참가

생활자기 접시 종류와 다기세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미

Ji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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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2길 6-9번지

Mobile  010-6282-3002

   031-885-1684

E-mail  seoson79@hotmail.com

주요약력

⦁ 현) 그루 공방운영

⦁ 단국대 졸업 

북유럽 스타일의 그릇을 모티브한 형태로 한국의 음식문화의 적

합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고 북유럽만의 단조롭고 

강한 색상과는 달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제작하였습

니다.

서정선

GreW
규담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230번길 94-5

Mobile  010-3249-2543

E-mail  sabal5900@naver.com

주요약력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 사발공모전 및 「테이블 웨어」전 다수 입상

⦁ 세계도자기엑스포 「세라믹 하우스」전 

선정 작가

⦁ Gallery blue Choice 선정 작가

⦁ 그룹전 약70회 이상 (초대전 7회)

⦁ 일본 구주 야마구찌 도자전

⦁ 가나아트 초대 개인전 2회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자연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아 돌, 나무, 나뭇잎, 새(솟대) 등과 같은 자연을 사실적으로, 또

는 추상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물레 성형, 상감 기법, 분장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분청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

품은 나무를 상감, 분장기법을 이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으

로, 한국을 대표하는 옹기의 느낌과 분청의 특성을 극대화하였습

니다.

오규영

KYU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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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스튜디오 완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67

Mobile  010-4552-1345

E-mail  wanny128@gmail.com

‘나무에서 재로’ ‘재에서 유리’로 변화되는 번조과정을 거치면서, 

불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색을 담고자 합니다. 결과를 예상하

는 즉흥적인 물레성형에서 만들어지는 자유로운 선이 현대에서 이

야기하는 미니멀이란 단어와 분청사기가 갖는 공통점이 아닐까 생

각해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생각과 작업과정은 자유-자연-무작위

의 작위로 표현되어, 분청사기라는 매체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합

니다.

김세완 

CeramiC STUDiO WaN
김성철도예공방

12729

경기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 92-14

Mobile  010-4546-6483

   031-764-3048

E-mail  skc4544@daum.net

주요약력

⦁ 서울산업대학교 도예과 졸업

⦁ 김성철도예공방 운영 (경기도 광주)

⦁ 김성철도예공방 샵 운영 (경기도 이천)

김성철도예공방은 김성철, 최미숙의 흙 작업 공간으로 기본에 충

실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김성철

Kim SUNGCHeOL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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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철 도예작업실

17303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3321 

한국세라믹기술원 C4동 302호

Mobile  010-5307-9980

   031-645-1332

E-mail  rsc7726@hanmail.net

주요약력

2009~2017  노승철도예작업실 대표

2011  한국도자재단 국제도자워크샵   

 10DAYS 코디네이터 총괄감독

2005~2009  웅갤러리, 

             세라믹요 도자디자인 팀장

2004~2005  용도예 찻사발 장작가마 수련

2005  단국대학교 예술조형학부 

 도예학과 졸업

모던함과 빈티지 스타일을 강조한 생활자기입니다.

노승철

rOH CeramiC STUDiO
김원주 조형

12612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2길 133-14

Mobile  010-9005-9584

   031-884-9584

E-mail  jmgol@hanmail.net

주요약력

⦁ 중앙대학교 회화 전공

2015  경남 찻사발 공모전 입선

2015  전국 찻사발 공모전 입선

2010  김원주 조형으로 업체명 변경

1995  즘골가마 설립

수작업 중심의 백자와 분청사기, 생활자기를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김원주

Kim WONJU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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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갤러리

12639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85

Mobile  010-9263-1775

E-mail  sane55@hanmail.net

주요약력

⦁ 현) 더나은 갤러리 대표

⦁ 한국공예상품 이사

⦁ 세계 도자 워크샵 초대작가 3회

⦁ 국내외 도자 전시 100회

⦁ 여주대학교 도예과 출강

⦁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

백자의 디테일한 채색과 분청의 정교함 속의 온화함을 담아 실생

활의 편리성까지 추구합니다.

안일섭
(구)흙과 사람들 

THe NaeUN GaLLerY

녹두도예

17309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70번길 97

Mobile  010-8970-1970

E-mail  nokdu616@hanmail.net

주요약력

⦁ 현) 한양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예과 강사

⦁ 광주 백자 공모전 수상 외 다수

2013  Porcelain Reloaded

 (독일 뷔템베르크 도립박물관)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녹두도예는 백자 위주의 생활자기를 생산하는 공방입니다. 백자에 

상감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문양의 소재는 풀꽃, 물고기, 등의 자

연물에서 비롯됩니다.

이상욱

NOKDU



100  2017 G- 세라믹페어 / 그릇의 품격 판매관  101

(주)도산도방

27-621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생로 544

Mobile  010-6205-4697

   070-7740-4697

E-mail  dsdb@naver.com

   www.dsdbshop.kr

주요약력

2015  제9회 서병호 도예전, 성보갤러리

2008  제8회 서병호 도예전, 에르도스갤러리

2007  제7회 서병호 도예전, 한국공예관

2001  제5회 서병호 도예전, 통인화랑

1997  제3회 서병호 도예전, 미도파갤러리

1993  제1회 서병호 도예전, 서울갤러리

주식회사 도산도방은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수공예도

자, 인테리어용 화분 등의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도산도방의 전 작품들은 소성 기준온도인 1250℃ 보다 다소 높

게 구워냈기 때문에 일반 수공예 그릇들 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실

생활 사용 시 그릇의 전 부분에 이가 나가거나 쉽게 파손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사용하는 유약들은 한국세라믹 기술원의 

검증된 유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렌지 사용이나 고온의 음식

을 담아낼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병호

DOSaNDOBaNG
덕운토방

12768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경충대로 2018

Mobile  010-5353-9057

E-mail  dukwoon9@daum.net

주요약력

⦁ 현) 덕운토방 운영

2017  자울림전(팔레드서울Gallery) / 

 G-세라믹페어(aT센터)

2012  자울림전(부남미술관. 서울) /

 한국도예5인전(MCAA6갤러리. 일본)

2009~2010  자울림전(경인미술관) / 

             이웃돕기 바자전(광주시청)

2002  대한민국공예작가전(파리)

1997-1998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특선)

1994  전국공예품경진대회(특선)

“시골길을 걷다가 탐나는 생흙을 만나면 발길이 떨어지질 않고, 활

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 할 일이 남은 듯 마음이 바빠진다. 그러나 

맘 한편은 항상 주눅이 들어 손은 물레 위를 헤매게 된다.  느린 소

성으로 불을 때고, 가마 문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 새로운 작품을 

만나면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감사하는 마음에 눈이 흐리다.”

김명희

DUKWOONT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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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공방 민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70-2

Mobile  010-8869-4703

   031-634-4703

E-mail  mindoye@naver.com

주요약력

2014  갤러리라메르 개인전

2011  FN ART 갤러리 초대전

2010  한국도예협회 회원전

 (일본, 인도네시아)

2009  갤러리아사림 초대전

2008  아산갤러리 초대전

 (회화와 도자의 만남 전)

도판화·생활자기 인테리어 용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도예공방 민

은 전통도예기법과 현대적 회화 감각을 적절히 융합해 실용적이면

서도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적 소

재 회화적 조형성을 구축하여 우리의 정서를 아름다운 도자기 그

림으로 승화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종

miN DOYe
도예공방 예작

17308

경기 이천시 양진로 66-15

Mobile  010-9599-5621

E-mail  pottery1@naver.com

주요약력

⦁ 현) 도예공방 예작 운영

⦁ 1회 개인전 ‘자연을 닮다.’

⦁ 2회 개인전 ‘my table ware ceramic art 

exhition’

⦁ 전국 기능경기대회 도자기부문 금상

⦁ 토야테이블웨어 공모전 은상

⦁ 경희대 도예과 졸업

작가정신, 수공정신,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웨어와 화병 인테리어 소품을 심플하면서도 흙의 느낌을 

살려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 작업을 통한 박스형 접시나 판 접

시를 생산합니다.

백우철

CeramiC STUDiO 
YeZ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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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공방 토맥

58312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오림길 40-26

Mobile  010-3740-4747

E-mail  jcs7404747@naver.com

주요약력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대한민국 산업미술가협회 입선

(디자인포장센터)

⦁ 서울현대도예전 특선 (서울신문사)

⦁ 동아미술제 입선 (동아일보사)

⦁ 서울현대도예전 초대작가 (서울신문사)

거친 태토의 자유분방함을 이용한 물레 성형 후 변형을 시도, 분

청을 이용한 섬세함이라는 질서를 추구하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정창성

CeramiC STUDiO 
TOmaC

도전요

1277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752

Mobile  010-7282-6849

E-mail  jym6512@daum.net

주요약력

2009  디자인 공모전 장관상

2007  디자인 공모전 특선

2004  강진 청자 공모전 입선

2001  세계도자 엑스포 참가

1998  국보재현전(롯데호텔)

생활자기와 도자 작품을 만들고 분청작업을 주 작업으로 하며 수

강생도 받고 있습니다.

정영민

DOJUN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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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세라띠끄

1273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도평길 51번길 

30-11번지

Mobile  010-9257-6481

   031-766-1239

E-mail  dopyoungyo@naver.com

   http://blog.naver.com/

   dopyoungyo

주요약력

2016 도평세라띠끄 대표

2012 문경 찻사발 공모전 입선

2010 백자 공모전 입선

2007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특선

2006  강진 청자 전국 물레 경진대회 금상

 백제 물레 전국 경진대회 동상

 이천 클레이 올림픽 전국 물레 

 경진대회 장인상 (2위)

바쁜 일상 속의 현대인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서 손

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짓이 없으므로 정성과 기다림 속에서 나의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한우람

DOPYOUNG CeraTiQUe
라온도예

31793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294

Mobile  010-3704-6936

E-mail  c1w2m3@naver.com

주요약력

⦁ 공화랑 초대전 외 그룹전 다수

⦁ 35회 전국공예품대전 kotra 사장상 외 

다수 입선 (조원민)

⦁ 1회 아름다운도자기 은상 (김선심)

⦁ 1회 백자공모전 은상 외 입선 (김선심)

라온도예는 조선백자를 모티브로 현대생활에 맞게 재구성하여 쓰

임새 있는 도자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조원민, 김선심 두 명의 작가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작업으로 작품 활동합니다. 

백자의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실크소지를 사용하고 백자의 선을 

우선으로, 물레성형기법과 판 성형 기법을 통해 핸드 메이드 작품

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조원민

raO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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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도 도예공방

50874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47번길 18-22

Mobile  010-9556-1291

   055-345-2520

E-mail  bdk1024@daum.net 

   http://blog.naver.com/

   pottery921

주요약력

⦁ 현) 려도 도예공방운영

⦁ 김해도예협회, 김해 미술협회, 

경남공예 협동조합, 김해 미술 연구회, 

김해 벽화봉사단 회원

⦁ 김해원류도공 23인 초대전

⦁ 도자기와 연의 만남 전, 국립 김해박물관

⦁ 갤러리 가야 器2017-꽃길, 부부전

⦁ 갤러리 가야 기획초대전, 2016

⦁ 단체전 30여회

⦁ 국립 김해박물관 기념품 개발

‘곱고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의 려도(麗都)도예공방은 경남 김해

시 진례면에서 김병도, 우연주 부부가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주로, 

도자기 판 작업과 인테리어소품 조형물 등의 분청작품을 제작하는 

수작업 공방입니다.

김병도

rYeO DO POTTerY 
STUDiO

명촌도예

12808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뜰길 42

Mobile  010-5546-4829

   031-764-6959

E-mail  02791566@hanmail.net

주요약력

2017  KINTEX 전시회

2016  SETEC 전시회

2015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 내일여성신문 입상

⦁ 전국 유명 백화점 전시

1986  명촌도예 설립

편리하고 세련된 생활 도자 속에서 오로지 전통기법만을 고수하

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 비색과 실용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려

청자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심정으로 우리의 도자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두 부부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빚고 있습니다.

김은숙

mYOUNG CHON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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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공방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121-24

Mobile  010-2785-7071

E-mail  minclay@daum.net

   www.minseungki.com

주요약력

2016  Masion&Objet Paris 2016 I.cera관

2015  Take the old Create a new 2015, 

 Fu-Guei-Tau-Yuan Arts & Culture 

 대만 Life & Love

 나비뮤지엄오브디아트 뉴저지

2013  Porcelain Reloaded 

 루드비히스부르크박물관 독일

2012  민승기 개인전 - Fifteen gallery

민승기 작가는 전통적인 분청도자기를 현대적 미감으로 만들어내

고 있습니다.

민승기

miN SeUNG Ki
백허요

12815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고녹길 80번길 26-40

Mobile  010-4300-8641

   031-764-9089

E-mail  toto9089@naver.com

주요약력

2015  본색공감,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왕실도자전, 남한산성아트홀

2013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전, 

 인도네시아

2012  한국도예5인전, MCAA6 Gallery 

 분청5인초대전, 대구대중앙박물관

2009~2011  백정호도예전, Gallery Darr

1998  제1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1994  대구대학교 미술대공예학과 졸

“표현의 소재로 흙을 선택하고 業으로 시간의 겹을 쌓아가는 중이

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조형적 요소, 그리고 용도와 기능의 다양성. 

수많은 수다와 소음의 바다에서 浮標를 띄우지만, 수많은 조각조

각들의 파도 속에서 같이 춤춘다.

꼭, 찾을 필요는 없다.

찾기 위한 表示가 아니기에 가득 찬 공간에서 머무르고 채움의 한 

조각으로 존재할 뿐… 만지는 즐거움의 행위의 반복은 하나의 形

을 만들고 나의 무늬를 새겨 놓는다는 행위의 산물로 色을 입히고 

더하는 日常에서 한 부분… 存在의 本質性과 價値를 추구하는 角

甁. 點에서 點으로 線을 향하는 形이다.”

백정호

BaeKHe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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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즐도예공방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 106-3

Mobile  010-2260-8330

   031-637-7067

E-mail  saka91@hanmail.net

주요약력

2013  한일도예문화교류전, 한국도자재단

2011  메종&오브제 파리, 프랑스 파리

2008  박은미 테이블셋팅전, 마담버터플라이

2007  박은미 그릇전, 아름다운차박물관

2004  박은미 그릇전, 인사아트센타

2004  경기대학교 강사

1999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졸업

청자 빛이 우아하게 감도는 가는 줄 패턴의 청자 식기류, 스티치 패

턴이 새겨진 모던 라인의 백자 등 대표하는 깔끔하고 단아한 작품

이 주를 이룹니다. 식기의 색과 장식을 단순화하고, 밥·국그릇에는 

귀여운 모양의 뚜껑을 만들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박은미

BiZLe POTTerY
산이리

12635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629번지

Mobile  010-3897-9104

   031-885-9104

E-mail  hangari44@naver.com

주요약력

⦁ 현) 산이리 공방 대표

⦁ 개인전 4회

⦁ 단체전 다수 수상

⦁ 대한민국도자공모전 금상 외 다수 입상

“옹기 작업은 완전한 노동에 가까운 일이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내 육체의 힘 만으로 동력을 생산해 내야 한다. 한 겨

울에도 물레 칸에 앉아 작업을 하면 금세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마

에는 굵은 땀방울이 흐른다. 그 어려운 작업을 함께하는 동반자 아

들이 대견스럽다. 아들아 이 길을 함께 가자꾸나.”

이광희

SHaNi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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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미인

12636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157-3

Mobile  010-3357-1975

   031-886-1975

E-mail  miin9700@naver.com

   www.cera55.com

주요약력

⦁ (주)생활미인 대표이사

20년간 도자기 제조의 경험과 노하우, 니즈를 살려 세라믹 페인트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라55만의 감성과 기술로 세

라믹 페인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라55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십시오.

정승구

SaeNGHWaLmiiN 
CO., LTD

서령공방

17408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421-3

Mobile  010-9069-1311

E-mail  gpfhd00@naver.com

주요약력

2015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서울 코엑스

2015  국제차문화대전, 서울 코엑스

2012~2015  홈테이블데코페어 

                대구, 서울 참여

2012~2015  이천도자기축제 참여

친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도자공방으로 악세사리와 소품을 주로 작

업합니다.

이서령

SeO rYeOUNG 
aTe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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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도예

1271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590-8

Mobile  010-9239-5811

   031-771-5816

E-mail  spcer@hanmail.net

주요약력

2016  조선백자재현 광주왕실특별도자전

2009  한국도자명인 100인전 한국미술관

2007  경기 으뜸이 선정

2001  한국도자기 가마 100선 선정

1997  제22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1996  경기도 우수공예인 지정

 (도자 제 96-2호)

작품의 성향은 검은 갈색 계통의 이라보 작품을 많이 작업하고 있

고 전통가마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작가마에서는 진사 백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종귀

SeOPYeONG 
DOYe

설도예

5080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114-14

Mobile  010-8784-1476

E-mail  clayworld9449@hanmail.net

주요약력

⦁ 부부도예전(함께 걷다)

⦁ 부산 KNN 방송국 9인 공예작가 초대전 및 

기획 단체전 250여회 출품

⦁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중소기업청장상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수상

⦁ 각종 공모전 금상 6회, 은상 3회, 동상 5회 

수상

백자그릇에 야생화를 핸드 페인팅한 생활식기, 인테리어 소품 등

을 생산 판매하는 곳입니다. 모든 제작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며 고화도로 소성하여 그릇이 가볍고 단단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이 담긴 그릇을 만들려 합니다.

최기영

SeOL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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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월도예연구소

1274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 31

Mobile  010-5383-0439

   031-762-0439 

E-mail  heiho54@naver.com

주요약력

2013~2016  전업도예가협회, 

             남이섬 국제도예 페스티벌전

2008~2016  자울림전, 경인미술관, 

                        갤러리다르, 부암미술관, 

             통인화랑

2009  경기광주왕실도예작가전, 

 동아갤러리, 대구

2008  국제도자페어, Kintex

2006  왕실도자특별전, 성남아트센터

2005  한일문화교류전, Coex

2005  한중문화교류전, 중국심양

저희 공방은 고즈넉한 한옥에 자리 잡은 공방으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전시장을 비롯하여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작품, 

조명등, 호롱, 박호롱 등 생활소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SeOLWOL CeramiC 
STUDiO

세라믹스튜디오 살래

12610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길 80 

세라믹스튜디오 살래

Mobile  010-6398-4281

E-mail  ulcor@naver.com

주요약력

2017  국제도예작가 협회전 반달미술관, 여주

2016  ‘테이블 위로 떠난 여행展’

 여주 생활도자관

2015  10days LVS Gallery, 서울

2014  한일우호전 도코나메, 일본

2012  한국-호주 장작가마 교류 워크샵 

 ‘사발’ 이천 세라피아 세라믹스 

 창조센터, 경기도

2011  한국-네덜란드 수교 50주년 기념 

 국제초대전 네덜란드 하멜 외 다수

무유작장가마 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옹기기법과 물레기법의 융합을 통한 실험적인 도자기와 핀칭 기법

의 자유스러운 물성을 이용한 생활 도자기를 생산합니다.

박병욱, 양수열

CeramiC STUDiO 
SaL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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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하우스

17313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573번길 53

Mobile  010-7202-7980

E-mail  ceramichouse@nate.com

   www.ceramichouse.co.kr

주요약력

2015  ‘여섯번째 버금이전’, 화정박물관

2013  ‘다섯번째 버금이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2009  ‘Kuruminoki 초대전 출품, 일본/나라

2006  ‘Coffee & ….’, 공화랑

2005  ‘라면 사발전’, 인사동 쌈지길 1260# / 

 MJ ART CERAMIC

2003  ‘백자식기전’, 공화랑

세라믹하우스는 조선 순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합

니다. 빛과 도자기, 우리 일상의 공간과 도자기가 조화를 이루는 아

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조명식

CeramiCHOUSe
세월

12573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나루터길 42-4

Mobile  010-5539-9310

   031-772-7768

E-mail  tow40@naver.com

주요약력

⦁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부 도자전공

2017  꿀잠전, 반달미술관

2015  달빛에 꿈꾸는 문호리 전시

2014  한국도자재단 곤지암 입주작가

2014  공예트렌드 페어, 36.5

2011  천백도씨와의 대화, 성보갤러리

세월은 제가 사는 동네이름 세월리에서 세월을 따왔어요. 씻을 세, 

달 월이라 달도 씻고 가는 강가, 청정 마을이죠. 세월아 네월아 풍

류가 느껴지는 평화로운 세월이 세월호의 아픔이 있고난 후 가슴 

아픈 이름이 되었죠. 이름을 바꿔볼까 하다가 그것도 나와 마을사

람들을 관통하는 정체성이고 확장성이라 생각했죠. 세월공방은 세

상이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길 꿈꾸는 제가 해치상과 여인상

을 만들며 행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김경희

S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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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냐가든

06763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8-6 1층 소냐가든

Mobile  010-5289-1010

   02-790-0521

E-mail  kkworld5@naver.com

   www.halfdoll.com

   www.sonya-garden.com

주요약력

2016~2017  경남대학교 특강 및 프랑스 

             12 avenue de champaubert 

              75015

2015  COEX Intercontinental Hotel pink 

 art fair 참가 / PARIS Showroom 

 전시 중

2014  Living Design Fair-COEX 참가 및 

 각종방송 협찬

2013  한남동 갤러리 두루&프랑스 가구 

 무아쏘니에 콜라보

2012  용산구 이태원 Studio open

2009  한남동 갤러리 ‘두루’ open 및 인사동 

 Sky갤러리 전시

차가운 도자기에 표정과 느낌, 그리고 프랑스 전통 램프 쉐이드 기

법을 도입하여 빛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며, 사람들의 느낌과 소통

을 주제로 작품을 만듭니다.

김선영

SONYa-GarDeN
소석도예

1281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구수동길 72-16

Mobile  010-5678-4633

E-mail  pyss0225@naver.com

주요약력

2003~2015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2001  전통가마보존협회전

1996  6인 접시로의 초대

1993  단국대 공예과 졸업

1986  카톨릭대 졸업

소석도예는 한적한 숲속 마을 산 중턱에서 열심히 작업 생활하는 

전업 작가 공방입니다.

손광수

SO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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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12606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로 708

Mobile  010-2029-8106

E-mail  akademiks1@naver.com

주요약력

⦁ 현) 소소공방 운영 중

소소공방은 수작업(Handmade)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전통 도자기

(Traditional Ceramics)를 기반으로 삼아 현대적인(Modernistic) 감

각으로 디자인을 재해석하여, 모던(Modern)함에 섬세함(detail)을 

살린 디자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색상은 은은한 

색감으로 옥색, 청회색, 진사, 흑유 외 다양한 연령층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을 선택하였고, 핸드메이드의 장점을 살려 다양

한 사이즈의 생활자기 주문이 가능하며, 전통 한식부터 일식, 양식

까지 사용이 용이한 실용성까지 갖춰진 생활자기입니다.

안진형

SOSO
소소재

12663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235

Mobile  010-5480-5727

E-mail  sosojaeart@hanmail.net

주요약력

⦁ 동아공예대전 입상

⦁ 충북공예대전 장려상

⦁ 전국공예대전 입선

⦁ 경기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 중부일보 도자 초대전

다섯 가지 유약을 가지고 다섯 번의 시유를 거쳐 1230℃ 고온소성

을 통해서 얻어진 마블링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도자

기입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감이 밀려오는 마

법의 생활 도자기입니다.

홍완표

SOSO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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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푸른솔

469-109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Mobile  010-3432-2088

E-mail  bassminf@naver.com

주요약력

2015  솔솔푸른솔 창업

2010  상지대학 생활조형디자인과 졸업

2007  여주대학 전통도자 졸업

물레작업으로 손맛 칼 맛 형태를 만들어 유약을 자연적인 배색으

로 작업하는 공방입니다.

김민정

SOL SOL PUreUNSOL
스튜디오 김남희

17303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321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센터 201호

Mobile  010-7411-2140

   031-645-1341

E-mail  ksyurang@hotmail.com

   Instagram.namhee_kim_

   ceramicst

주요약력

2017  프랑스 파리 봉마르셰백화점 SS시즌 

 에프터눈티트레이세트 입점

2015~2017년  MAISON & OBJECT_

                 PARIS (Pard d’

                 Expositions de Villepinte)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 특별기획전 

 ‘색을 품는 그릇 회색‘ 

 (SETEC, 한국, 서울)

2016  ‘공간에 예술을 더하다’ 협업전시 /

 한국색채연구소 (Ceres home / 

 한국, 서울)

2015  Contemporary Korean Ceramics in 

 Asia / Art Season Gallery / 

 싱가포르)

공방에서 작가가 물레성형 및 다양한 표면 질감의 색 유약을 개발

하여 수작업 공정에 의해 진행되는 아틀리에 라인과 디자인 라인

으로 나뉘며, 공예와 예술의 경계선에서 기능성과 미감을 충족시

키는 작가식기 브랜드입니다.

김남희

STUDiO Kim, Nam-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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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팩토리 여주국제도예작가협회

08727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76 보람빌딩 B1

Mobile  010-6397-2100

E-mail  moon2121@hanmail.net 

   http://blog.naver.com/

   cerafactory

주요약력

⦁ 현) 스튜디오 ‘세라팩토리’ 운영

⦁ 국민대학교 도자공예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2015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예품 지정

2013  GIAF 광화문국제아트페어 청년작가

 시선전 우수상

2012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특별상

2011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세라믹디자인부문 우수상

‘Shin’s Style’은 도자작가 신희창의 수공예 도자 테이블 웨어 브랜

드 입니다. ‘Shin’s Style’은 한국의 전통적 미감과 정취를, 테이블 

웨어라는 실용적 요소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YICA는 1999년 여주에서 발족하여 현재까지 13회 Humanism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국제도자 워크숍, 국제장작가마소성페스티벌 

국제전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위주로 행사를 해오고 있는 단체

입니다.

YICA는 또한 매해 일본 도자지역순방 연수단을 만들어 일본작가

탐방과 공방견학을 통해 지역작가들의 작가적인 감각과 시선을 이

끌어 내고 매해마다 여주도자축제-도코나메지역 도자 축제에 서로 

참여하여 한일도예작가전이나 워크숍 등 판매 및 국제전시교류를 

18년간 국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 

황예숙 작가를 비롯하여 여주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 30명의 회원

이 있으며 2017년 법인으로 보는 도예단체로 승인 되었습니다.

신희창

SHiN’S STYLe
YeOJU iNTerNaTiONaL 
CeramiC arTiS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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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

17149

경기도 용인시 한터로 152번길 62

Mobile  010-6336-4548

E-mail  minnseo@hanmail.net

주요약력

⦁ 청강문화산업대학 도예학과 전공

2017  인사동 단디갤러리 개인전

2015  인사동 경인미술관 개인전

2014  이천도자기축제 참가

2014  Design Art Fair 한가람미술관

2013  세라피아 입주작가 기획전

‘꽃처럼 피고 지는 게 삶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순수한 동심과 새로운 삶의 동경과 행복 추구의 

열망을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려는 꿈을 꿉니다.

손민서

YeSO
오름도예

464-87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230

Mobile  010-5224-7590

E-mail  orum7590@hanmail.net

주요약력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도자전공 졸업

2017  대한민국 전통공예상품공모전 대상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장려상

2016  광주 백자 공모전 장려상

2014  안동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수작업을 통한 생활자기를 주로 만들며 쓰임과 미적 자기를 결합

함에 있어 사용자의 즐거움과 편리성을 제작에 많이 고려하려 합

니다. 행복한 생활, 즐거운 삶, 신나는 작업. 우리 모두 공유하고 나

눌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무현

OrUm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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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예공방

12814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63-11 

(진우리 256번지)

Mobile  010-2229-9022

E-mail  youl2640@naver.com

주요약력

⦁ 현) 우리도예공방 운영

⦁ 광주왕실도예조합 자울림에서 활동

2007~2017  교류전 외 그룹전 20여회

2006~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우리도예공방은 수작업을 통하여 자연을 스토리로 도자조형. 테라

코타, 다양한 인테리어소품, 생활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규열

WOOri
원도예

12713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481-2

Mobile  010-7700-1717

E-mail  wondoye@naver.com

주요약력

⦁ 경기도 공예품 대전 대상

⦁ 전국 공예품 대전 은상

⦁ 4회 흙으로 빚은 회화, 인사아트센터

⦁ 3회 권대열 도자초대전, 대구갤러리

⦁ 2회 도자민속초대전, 선바위미술관

⦁ 1회 도자조형전, 경인미술관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전통 도자인형과 도판을 이용한 도자회화작

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열

WONDO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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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도예

12636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26-1

Mobile  010-7300-5739

E-mail  leeco9687@naver.com

주요약력

2009~2015  제5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념전시

2004  화인회창립전

⦁ 개인전 7회

⦁ 그룹전 46회

한국의 전통화를 모티브로 한 화려한 장식은 투박함과 섬세함의 

양면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이경현의 손끝에서 더욱 풍부하게 자리

합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분청의 다양한 성격은 생활 식기와 장식

도자 등 쓰임에 맞는 오브제로 전개됩니다.

이경현

Lee KYUNG HYUN
iz토예

12616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782-2

Mobile  010-9232-6825

E-mail  toe2008@daum.net

주요약력

⦁ 대한민국 전통명장 (전예 16-명 78호)

⦁ 대한민국 명인 (제 16-471호)

⦁ 신지식인 (제 16-105호)

2016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2016  대한민국문화예술 대상

 대한민국그랑프리 미술대상

iz Ceramics 회사에서 제작되는 작품들은 수작업으로 순수한 황토

를 이용한 자연주의를 표방하여 친환경 도판에 다양한 부조 조각

기법과 채색과정을 거쳐 고온에서 소성한 도예작품입니다. 천연 

황토 질감에서 느껴지는 전통미와 원적외선 방출, 습도조절, 탈취 

기능으로 자연을 담은 인테리어용 장식 건축자재로 전국적으로 인

정받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청인

iZ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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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성 도자공방 호시우보

05562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10 1층

Mobile  010-4334-3456

   02-422-3455

E-mail  icyluna@hanmail.net

   www.hosi-woobo.blog.me

주요약력

⦁ 국민대학교 도예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경기대, 강릉원주대,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예반 출강

⦁ 개인전 2회

2015  세계도자비엔날레 동아시아 

 전통 도예전

2010  한국도자재단 세라믹스 도자문화 

 관광 상품 공모전 최우수상

2010  청주 공예문화 상품대전 동상

전통 나무 꼭두를 모티브로 한 도자 오브제 및 소품을 주로 제작하

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성이 공존하는 유니크한 작

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성

HOSiWOOBO
이인도예

1272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358-1 

Mobile  010-2335-2992

E-mail  leein2200@naver.com

주요약력

2014  3회 개인전 불광사, 석촌동

2011  디자인 아트페어 전시, 예술의 전당

2007  광주왕실 도예조합협회전, 

 성남 아트센터

2003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부문 금상

2003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도자부문 은상

이인도예는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작품은 장작 가

마의 자연스러움을 통해 백자의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의 극치를 표

현했으며 진사의 붉은 색채는 각기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한 점 한 점이 모두 다른 빛깔을 내세우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

니다. 분청, 특히 백자 포도 문호는 다산 다복 풍요를 상징하여 소

박하면서도 세련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윤섭

Leei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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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도예

464-989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102

Mobile  010-6325-3236

E-mail  cizer80@naver.com

주요약력

2008  경기공예품대회 입선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하남도예가협회 회원

2005  율봄예원 내 일봉도예공방 추가 설립

2000  대한민국 공예품대회 금상 수상

1993  일봉도예공방 설립

1990  일본 인물평론잡지사 미술자기 초대전

1973  한국청자연구소 도예기법 전수

1992년 공방 설립 후, 분청위주의 작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분청작

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지와 기

법, 유약을 사용하여 차 도구를 비롯한 생활자기를 제작하고 있습

니다.

고영선

iLBONG CeramiC
장훈성공방

17306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85

Mobile  010-3213-6399

   031-637-7019

E-mail  cheramic@naver.com

주요약력

2008~현재  장훈성 공방 운영

2005~2007  일본 기후켄 카미야하기에서 

             도예 연수

2002~2005  서울 상도동에서 도예 연수

2000  여주대학 도예과 졸업

저희 공방은 생활자기와 차도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옛 전통문

양들을 이용해서 여러 생활도자기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청작

업과 문양작업을 현대 도자에 맞게 만들고 쓰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장훈성

JaNG HUN SeONG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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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우 도자기

17309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746-4

Mobile  010-2723-9342

E-mail  sw515@hanmail.net

주요약력

2016  전상우 도자전 자연공감도, 서울

2014  한·중 도예 교류전, 중국 경덕진

2013  제10회 대한민국도예공모전 동상

2011  제7회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대상

2007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과 졸업

꽃과 식물 혹은 기하학적 무늬 등을 양각과 청화채색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백자에 순백의 미와 청화의 맑음을 통해 단아함과 청

명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상우

JeON SaNG WOO 
CeramiC

정감

12817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고녹길 66번길 51

Mobile  010-8291-8522

E-mail  ronronron2@naver.com

주요약력

⦁ 현) 정감 대표

⦁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생활도자기 강사

⦁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구리점 생활도예 강사

사람이 사는 곳에 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이 있습니

다. 그리고 정감과 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서 따뜻한 자기들이 나

옵니다. 좀 더 색다른 따뜻한 느낌 마음을 담는 따뜻한 느낌으로 

친숙한 자기들이 다가갑니다. 잠시 기계화된 것들에서 벗어나 손

으로 흙으로 불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정감을 느껴보십시오.

이경춘

JeONG_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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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도예

12814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330번길 31번지

Mobile  010-9828-3386

E-mail  wlvud1541@naver.com

주요약력

⦁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관요 5대 후손

⦁ 위안부, 나눔의 집 돕기 자선도자전, 

나루아트센터

⦁ 경기정도 600년 달항아리 특별전, 

한국도자재단

⦁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고용노동부

⦁ 한기석 백자항아리전, KCDF갤러리

⦁ 대한민국우수공예상품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청화백자 모란문 향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공예디

자인문화진흥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 공예품으로서 과거 관복

에 훈향을 해 입던 조상들의 향 문화를 현재의 문화로 다시 찾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달항아리 작품은 넉넉한 큰 맛의 조선백자의 미

의식을 대표하는 작품일 것입니다.

한기석

Ji PYUNG YO
창무도예

12615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181

Mobile  010-5552-7979

E-mail  cm895@hanmail.net

주요약력

⦁ 대한민국 문화관광 상품대전 입상

⦁ 샌프란시스코 우수작가 100인전 금상

⦁ 문화와 도자발전을 위한 공로 표창장 수상

2013 Won servixe citation for   

 Development of Culture and 

 Ceramics

2005  Won a prize for Korea Cultural & 

 Tourism Product Exhibition

대를 이어가는 도예家에서 탄생한 점묘백자는 창무 오재경 도예

가의 창시 창작품으로 80년대 초부터 출품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점묘백자는 끝이 섬세한 조각도로 

점을 찍듯 수천수만 번을 쪼아가듯 조각하는 고도의 인내심의 기

법으로 완성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감각의 조화 속에 파스텔 톤으

로 은은하게 표현하여 회화성을 극대화한 혼신의 명작으로 세계

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재경

CHaNG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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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백자연구회

37437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Mobile  054-873-7748

E-mail  cscctf@naver.com

주요약력

2014~2016  지역주민 공예 단체전 참가

2015  청송백자 온고지신 입주작가 및 

 지역주민 공예 창작품 전시회

청송군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유산인 청송백자의 우수함을 배우고 

연구하는 도자동호회로 회원들 간의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하

는 동호회입니다.

CHeONGSONG 
BaeKJa SOCieTY

청화요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 65번길 

35-13

Mobile  010-2635-0776

E-mail  nave0115@hanmail.net

주요약력

⦁ 울산 현대백화점 전시 판매

⦁ 부산 벡스코 도자기 전시

⦁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전시

⦁ 서울 스텐다드 차티스 은행 본점 전시

⦁ 경기도자페어 전시판매, 일산 킨텍스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승도예를 중심으로 백자 분청

사기를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작품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며 주로 

전통 장작 가마 소성으로 작품 표현을 하여 개인전과 단체전을 다

수 전시하였습니다.

장동학

CHeONG HWa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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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이의 그릇집

17301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61

Mobile  010-7301-6465

E-mail  appleclay@hanmail.net

   drcloy.modoo.at

주요약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예미술학과 도자 

전공

2010~2017  조명등 제작 (메가룩스 조명, 

             상상조명)

2004~2007  트로피 제작 (핑크 네일아트)

             현대도예가회전, 환경도예가

             회전, 동양도자전, 주전자전 외 

             다수, 세계도자비엔날레  

             10days 국제도자워크샵

             (이천세라피아)

             남원아시아도자예술 심포지엄 

             (남원시민도예대학)

⦁ 개인전 7회

2000년 공방 설립 이래로 생활용 식기에서 상업용 조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도자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주문생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흙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으며, 현대 생활공간에 맞는 디자

인의 제품을 다양하게 제작 판매합니다.

신용호

Dr. CLOY.H
土닥土닥 공방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79번길 55번지

Mobile  010-9076-7575

   031-633-7423

E-mail  jongcheorlee@hanmail.net

주요약력

⦁ 현) 한국미협회원. 단원미술대전 /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 이천도자기조합회원 /

화이트포럼회원

2017  고성문화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강원도, 강원문화재 후원)

2012~2017  이종철 도예전 9회

             (서울, 대전, 이천)

1997~2017  이종철 개인전 5회/회화

             (서울, 대구, 이천)

1997~2017  이천미협 회원전 및 단체전

             160회 참여. 공모전 우수상 

              특선 및 입선 30회

2015  KBS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협찬작품전, 서울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도자기를 빚는 것은 마음을 빚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

고 음식을 가장 맛있게 담는 그릇, 살아가는 것의 기쁨과 희망을 보

듬는 그릇, 그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종철

TODaK TO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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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17316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158번길 112

Mobile  010-9141-4409

E-mail  paran200461@naver.com

주요약력

2017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특선

2017  경기도 공예품대전 동상

2015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 참가

2013  미국 AMOCA 도자박물관 전시

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199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과 졸업

버선의 재구성

현대사회에 들어서 한복도 잘 입지 않고 덩달아 버선도 잘 신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전통의상을 재구성하여 

버선모양의 브로치를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지게 다자인하

여 몸에 걸고 다니며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버선의 아름다

움을 알리고자 합니다. 백토와 분청토 등을 사용하여 색 화장토와 

안료로 전통무늬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산화와 환원으로 재

벌을 한 후 백금과 금을 그려서 3벌을 하였습니다.

권소희

BLUe SKY
판 스튜디오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254번길 

30-32

Mobile  010-6606-0226

E-mail  ceramistksy@naver.com

주요약력

2017  한국문화재대단 기획전 

 ‘오늘의 옹기전’,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16  제3회 대한민국 옹기공모展 대상

2016  제52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선

2014  담다展, 잠월미술관

우리 고유의 도자 영역인 옹기는 지난 선조들의 생활에 깊숙이 스

며들어 삶 곳곳에 공예품으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져 이제는 발효의 대명사인 ‘항아리’만이 

옹기의 대표적 위치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옹기는 ‘무겁다.’ ‘싼 그릇이다.’ ‘투박하다.’ ‘시커멓

다.’ 등의 이유로 많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온 것이 사실이죠. 옹기

가 마당 한 켠이나 아파트 베란다의 장독대에서 뿐만 아니라 식탁 

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우리와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

여주고 싶습니다. 옹기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테이블 웨어를 중심

으로 전통과 현대를 함께 담아 공예품으로서 옹기의 ‘미(美)’와 ‘용

(用)’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자 합니다.

김승용

PaN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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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세라믹

1271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을길 19

Mobile  010-6337-4163

E-mail  11book@hanmail.net

주요약력

⦁ 현) 한남세라믹 대표, 하늘소리오카리나 

운영

2017  대전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 참여

2017  제3회 하늘소리 오카리나 

 이용렬 작가전

2016  제2회 하늘소리 오카리나 

 이용렬 작가전

2015  남이섬 국제도예페스티벌전

 경기 우수관광기념품전 입상

 한국도자재단회원 / 

 대전공예가협회원 / 

 한국전업도예가회원

⦁ 한남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27년 동안 공장을 운영해 왔으며 공장초기엔 식기류, 도자기문손

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200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때 오카

리나를 개발하여 오카리나를 제작하였고, ‘하늘소리오카리나’ 브

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그 후 제작을 기점으로 교육, 공연, 체험, 

전시, 콩쿨, 지도자배출을 하고 있는 회사로 거듭났으며, 전문가

와 지도자 일반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

습니다.

이용렬

HaNNam CeramiCS
한스공방

17307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롯데 빌리지

Mobile  010-8766-9653

E-mail  harian43@hanmail.net

주요약력

⦁ 경희대 도예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화선지에 먹이 스민듯한 동양적 추상회화를 그릇에 담아냅니다. 

주로 그릇의 바닥 면이나 안쪽에 안료를 사용한 마블링 기법으로 

무늬를 그리는데 안료가 물과 섞이기 전 찰나에 손목  스냅을 이용

하여 재빠르게 그릇을 낚아챕니다. 우연의 효과와 작가의 감각만

으로 그려지는 패턴은 동일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합니다.

한상현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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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도예

1261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가산2리 322-3

Mobile  010-5755-1764

E-mail  guswlsgmlwls@naver.com

주요약력

⦁ 현) 현진도예 17년 대표 작가

⦁ 박광연 비움과 채움 갤러리 대표

⦁ 목포도자 공모전 특선

⦁ 아름다운도자 공모전 특선

⦁ 성남 모란분청대전 특선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현대도자와 전통도자를 두루 섭렵하고 

전통도자에 기반을 두고 세련미와 섬세함을 더하여 회화적 요소

를 가미한 장식용 현대도자를 주로 작업합니다.

박광연

HYUNJiN CeramiCS
휘

12636

경기 여주시 신륵로 67 갤러리 휘

Mobile  010-3239-0362

E-mail  galleryhwi@naver.com

   galleryhwi.modoo.at

주요약력

2016-2017  단국대학교 및 동 대학원 출강

2004-2015  현 갤러리 ‘휘’ ‘가람휘 공방’

             운영

2010-2013  미국 LA 한인축제 도자워크

2005  중국 경덕진대학교 한중 교류전, 

 경덕진대학교 소장

2003  일본 아리따 도자기 한일 교류전

2003  요한바오로 2세 25주년 기념 

 공모전 은상

도자(ceramics, pottery) 관련 설치 및 조형 ,인테리어 소품, 생활도

자기를 만드는 수작업 공방입니다.

이준범

GaLLerY 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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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내가마

12616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380

Mobile  010-9040-1270

   031-884-7918

E-mail  sji0127@naver.com

주요약력

2016  발견과 재구성 (반달미술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1층 제1관)

2016  Art Canton.International art and 

 Collection Fair (광저우, 중국)

2016  테이블 위로 떠난 여행전 (반달미술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층)

2015  박재국 도자화전 

 (불교문화전시실, 동화사)

2015  CLAY PAINTING

 (세종호텔갤러리, 세종호텔)

2014  함께하는 마음전

 (아산병원갤러리, 서울)

흙내가마의 청화백자 그릇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결하고도 함축

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적절한 여백을 통해 음식과의 조화를 생

각하며 동화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으로 풀어갑니다. 마음으로 빚은 

도자기 그릇 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담는 것입니다. 청화 그림은 바

쁜 현대인들에게 해학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 입가에 잔잔한 미

소와 아름다운 상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흙내가마는 조선 청화 백

자의 재해석을 통해 자연의 시를 그리고 행복을 노래합니다.

박재국

HeUKNaeGama
흙의나라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96-26

Mobile  010-3159-5620

E-mail  clayparadise@naver.com

주요약력

2017  지방 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014  지방 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011  제12회 클레이올림픽 도자디자인 

 성형대회 대상

제9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2010  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단체전 장려상

 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개인전 대상

흙의 나라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이 곧 생활이며, 

생활이 곧 디자인’이라는 명제 아래 100%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현

대 생활문화에 어울리는 다양한 우리 식기들과 인테리어 소품 등

을 직접 디자인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흙의 나라의 모든 작품들

은 수공예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용 편의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작

이 가능합니다.

원용태

CLaY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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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벨제이

1142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강변서로155번길

66(하패리) 1층

Mobile  010-2743-3936

E-mail  mobel_jay2016@naver.com

   www.mobelj.com

모벨제이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소재를 가지고 우리생활에 필요한 

가구, 소품 등의 모든 것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는 ‘나무, 가죽, 금속, 비철금속’입니다. 메인이 되는 주 소재는 

그 중에서도 ‘나무’입니다. 나무가 본래 가진 형태와 모습들을 살

리려 하고, 인위적인 색이나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 모벨제이 만의 제품들을 위한 저희만의 철학입

니다.

박진형

mOBeL JaY

17307

경기 이천시 신둔면 둔터로 61 

한국도예고등학교

Mobile  행정실 031-638-6841

   교무실 031-638-8634

E-mail  www.doyego.hs.kr

주요약력

2017  취업역량강화, 취업선도 특성화고

2014  혁신학교 운영, 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대한민국명장공방

2010  비즈쿨 선도학교, 비즈쿨 연구학교

2002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유일 도자 

 특성화고

함께하는 성장! 꿈을 향한 도전!

꿈. 도전. 상생으로 미래를 열어갈 전문 도예인 육성이라는 교육목

표 아래 전통도자를 계승·발전시키고 현대 도자의 방향을 제시하

는 학교입니다. 한국도예고의 교육 공동체는 열정으로 노력하는 

학생,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사, 교육의 협

력자인 학부모, 도자특화단지-지역 인프라가 모두 함께 전문도예

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예고등학교

KOrea CeramiC arT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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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예 바하테라

0665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42 

(서초동, 대호빌딩 4층)

Mobile  02-3487-9982

E-mail  adcera@naver.com

   www.cerazine.co.kr

주요약력

201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14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06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1996  4월 창간

05628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8길 4 1층

Mobile  010-7110-7592

   02-2038-7508~9

E-mail  vaahtera2014@naver.com

   www.vaahtera.co.kr

주요약력

⦁ TOKYO DESINGER’S WEEK 참가

⦁ S사 독일 IFA 전시용 가구 디자인 및 제작

⦁ S사 수원연수원 프로젝트 디자인 및 납품

⦁ S사 서초사옥 프로젝트 디자인 및 납품

⦁ 남해 사우스케이프 리조트 프로젝트 

디자인 및 납품

⦁ S사 잠실사옥 프로젝트 디자인 및 납품

월간도예 (Since 1996)는 우리나라 도예 및 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1996년4월 창간된 국내유일의 한국도예 대표 월간지입니다. 전통

과 현대로 이어지는 도예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외 관련행사, 전

시, 작가, 이론 등 도예계 모든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도자예술인

은 정보소식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은 도자예술 향유를 접할 수 있

습니다.

바하테라는 ‘단풍나무’라는 뜻으로 사용자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

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채워드리기 위해 ‘Pure Life’를 고민하는 

수제가구 브랜드입니다.

mONTHLY 
CeramiC arT

김준형 이진우 장은진

VaaH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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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CeramiC
Fair 2017 

THe 
BeTTer LiFe 
WiTH 
CeramiCS 

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

신진작가관

YOUNG arTiST marKeT
신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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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1666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90번길 

100 수원아이파크시티 7단지

Mobile  010-9065-7650

E-mail  jihaelove89@naver.com

주요약력

2016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사졸업

2015  한국여류도예가협회 제2회 

 전국도예공모전 특선

2015  제59회 ‘FAENZA PRIZE’ 

 - 국제현대도자공모전- 선정작가 전시, 

 파엔자도자국제미술관

2014  제11회 행주공예디자인전 장려상

2014 ‘New Face’ 전 - 이도갤러리 

 신진작가전

아주 가볍고 연약해 보이지만 안정감 있는 아웃라인에 고급스러운 

앤틱 문양을 금, 백금으로 장식한 테이블웨어 라인을 선보입니다. 

실용성보다 장식성을 더 부각시켜 와인잔, 샴페인잔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집안에서 놓고 볼 수 있는 장식적 기능에 특색을 두었습

니다. 유럽의 오래된 유리잔의 디자인 형태와 우리나라 기와의 수

막새 문양을 차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작품입니다.

금빛기억 

Golden memory
김병제

17354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길 81번길

Mobile  010-9956-5073

E-mail  minf21@naver.com

주요약력

2017 HOUSE ART FAIR 2017

2017 기획전 <hand language> 

 경인미술관, 서울

2017  5월 세계도자비엔날레 특별전 

 ‘삶을 기리다’ 반달 미술관, 여주

2017  세계도자비엔날레 워크샵 참여, 이천

2016  기획전 <to you> 명동 1989, 서울

2016  기획전 <土 You> 반달미술관, 여주

저의 그릇은 우리나라 전통의 그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

을 재해석하고 변화 시켜 현대의 문화양식에 맞게 재해석하여 만

들어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기에 다

른 그릇과는 달리 순박하고 심플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칭찬으로 여기는 것이 작품이 예쁘다는 말보다 “작가님의 

작품은 자꾸만 손이 가요”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저의 정성을 

느끼는 것 일 테니까요.

Kim Byu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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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103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48-23

Mobile  010-2545-4269

   031-914-0789

E-mail  1030sunae@hanmail.net

주요약력

2017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세라믹디자인 전공 졸업

2016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전

2016  공예트랜드 페어 그룹부스 참가, COEX

2014~2017   No Boundaries, KDCF외

2007~2008   한양여대 동문 토로전

2012~2013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입선

우리 전통 공예인 조각보의 이미지 응용한 도자문화상품을 제작하

여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 문화의 우수

성을 알리고, 기존의 문화상품과는 차별성 있는 실용적이며, 예술

적 가치가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土窯日 토요일 김지연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이천세라믹스 창조공방

Mobile  010-7708-2417

E-mail  kjy0587@naver.com

   https://dreamporter.imweb.me

주요약력

2017 현재 한국도자재단 이천 세라믹스 

 창조공방 입주작가, 이천

2017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졸업

2016  여류도예가협회 제 3회 전국 

 도예공모전 장려상 

2016 <가치, 또 다른 새로움> 2016 공예 

 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2016  마법같은 브랜드 <드림포터> 창립, 서울

2015  남대문시장 축제 <공예체험전> 

 학생작가, 서울

제 작업은 주로 박물관과 미스터리 한 판타지에서 영감을 얻고 있

습니다. 저에게 상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인 박물관에

서 가장 인상 깊었던 유물은 조선시대의 일상을 담은 도화원 화원

들의 풍속화와 의궤, 도공들이 만든 백자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가득한 조선의 이미지를 변용한 테이블웨어를 제작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꿈꾸고 어린 시절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우주(행성)와 인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

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동화적 상상력을 선물해주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좀 더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

니다.

Kim Ji-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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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이천세라믹스 창조공방

Mobile  010-4253-4440

E-mail  515wonk@naver.com

주요약력

2017 The 2017 ISCAEE International   

 Symposium Exhibition, 영국 UCA

2017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메이킹 네러티브 Making Narrative 

 멘토링 캠프

2017 <기념; 삶을 기리다>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여주

2016 <관측불가능 우주로의 환상> 개인전, 

 통인화랑, 서울

2016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졸업

작가의 환상은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상상을 통해 느끼는 감각’ 그 뚜렷하지 않은 이

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가의 ‘꿈·환상’을 투영하는 주체인 

‘우주인’은 공간을 유영(游泳)하는 형상으로, 끌어안은 구(sphere)

는 낯설고 생경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도자 이외 

소재의 혼합, 이미지의 간결한 표현으로 모호한 감각에 집중하고

자 했습니다.

Kim Ji-Won 김태희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Mobile  010-8549-4437

E-mail  nahree810@naver.com

   http://thceramic.wixsite.com/

   taehee

주요약력

⦁ 한국도자재단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졸업

2017  <손의 언어>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경인미술관

2017  디자인아트페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3  제1회 김태희 개인전 LINE’S, 

 31 갤러리

2017  제5회 아름다운우리도자 공모전

 ‘특선’, 경기도자박물관

조형요소의 점, 선, 면을 통한 표현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

어왔으며, 우리의 전통 공예인 조각보는 이러한 요소의 조화와 아

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의 형태와 조

각보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신적 유산의 계승과 미적 가치를 현

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평면 또는 벽면 오브제 ‘도자 조각화’로 

표현하며, 이는 도자기의 쓰임과 기능의 개념을 배제하고 조형 예

술로서의 가치와 평면 회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시각적 예술성을 

강조합니다.

김태희 도자작업실 

Ceramic Studio 
Kim Ta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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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선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4-8

Mobile  010-9699-8470

E-mail  ngks1212@naver.com 

   www.thehand.co.kr

   http://blog.naver.com/

   ngks1212

주요약력

2017  소꿉놀이(childhood memories)전, 

 광주도자공원 특설전시관

2017  G.nature _ 자연의 확장, 새로운 

 일상의 발견전, 아트스페이스

2016  일상의 예술전 201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6  제1회 대한민국 환경생태 디자인대전 

 은상

2015  조형가구 켜(layers, 層) 전, 

 갤러리1898

2015  한국조형예술원 목가구조형디자인 

 전공 수료

현대는 호모 파베르(만드는 인간)와 호모 사피엔스(생각하는 인간)

만으로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기에 어쩐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

니다.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서 요한 호이징하는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

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자기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만 만들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가지고 노는, 즐기는 문화 

그 자체여야 하며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

각합니다.

더핸드  

thehanD
장나윤

17308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993번길 46

Mobile  010-3373-4352

E-mail  nayoonjnag74@naver.com

주요약력

2016  광주 백자 공모전 동상

20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

2015  전국 국제 토기대회 금상

천을 접은 듯 한 형태에 박음질한 문양과 자수문양을 컨셉으로 아

기자기한 소품들도 함께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라윤공방

rayoo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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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흘기

12645

경기도 여주시 웅골로 294-11

Mobile  010-7353-9471

   070–8840-3230

E-mail  dlfrl91@naver.com

   www.batangceramics.com

주요약력

20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2016  G-세라믹 라이프 페어 신진작가 참여

2016  예올 알뜰시장 참여

2016  공예프로모션팀 ‘쓰임’ 

 이웃을 위한 공예, 부여

2015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동상

2013  대한민국전통상징문화상품 공모전 

 장려상

‘바탕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다’

‘바탕’은 사물의 본질부터 잘 닦여진 도자기와 물건을 만들자는 우

리의 소신입니다. 바탕은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고지신’

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옛것을 알고 지금 것을 안다는 온고지

신의 정신으로 바탕은 우리의 정체와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럼으

로 이 땅에서 태어난 결의 흐름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

탕은 단지 옛것의 답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물건을 

만들고 쓰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물이 변천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역사를 수반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화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바탕  

Batang
박은진

24307

강원도 춘천시 후평 3동

Mobile  010-4723-5826

주요약력

2017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재학 중

2016  세라믹 G-페어 참가

2016  통인화랑 개인전

2015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다양한 꽃문양을 새긴 후 색 안료를 넣어 분장으로 상감을 하거나, 

염화 안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접시, 그릇의 모양을 이용해 식탁에 

꾸밀 수 있는 화병, 접시받침 등을 만들어 선보입니다

Park eu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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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동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6번길 184

Mobile  010-9005-1583

E-mail  wondong89@naver.com

   www.instagram.com/@s_mujin

주요약력

2017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주제전 외 

 단체전 다수

2017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입상 

 외 다수

2016  한국도예고등학교 강사

2015  무진요 대표

무진(無盡)은 도자 작가 신원동의 호로 노력함이 끝이 없음을 의미

합니다. 흙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모토로 도자기

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레 성형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곡선 형태

를 추구하며 때로는 흙의 물성과 소재 자체의 특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진  

mujin
심사영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곤지암도자공원 전통공예원

Mobile  010-5591-9655

E-mail  shimsayoung@nate.com

주요약력

2015 서울공예품공모전, 디자인상

2017 인사아트플라자 초대전 ‘KA12 飛上’, 

 인사아트플라자

2017  Revive 2017 장르혼합 국제교류전, 

 충무아트홀

2016  盛/sheng: a group exhibition of 

 vessels, 타이페이, 대만

2016  공예트렌드페어 ‘가치, 또 다른 새로움’, 

 강남요업디자이너회, COEX,

2015  아시아 현대 도예 교류전, 항저우, 중국

白은 색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손끝에서 이뤄내는 생성의 의미를 

흙의 마티에르(matiere)와, 色중첩을 통해 깊이 있게 표현하고 가

치 있는 일상을 위한 사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白,色  White & Colors
Shim S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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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길

1316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81번길 3

Mobile  010-8590-4329

E-mail  p18park@nate.com

   http://dpark9.godomall.com

주요약력

2016  ‘오픈’ 창업

나라의 흥망을 나타내는 조짐 또는 불보(佛寶)를 보호하는 신령스

러운 동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두꺼비에 인간의 수명을 관장

하는 별자리로 여긴 북두칠성을 두꺼비에 담아 탄생한 ‘칠성두꺼

비’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 여겨져 

오고, 위인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제왕으로

서의 상징을 하는 ‘용(龍)’!! 가정과 기업, 더불어 개인의 건강과 안

녕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오래도록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도

자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픈  

Open
배연옥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Mobile  010-9100-2246

E-mail  byok21c@naver.com

   www.instagram.com/@yeonok.b

주요약력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도자공예전공 수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예술문화대학 

공예학과 졸업

2014  건대 프리마켓 협동조합 DB조사팀

2013  갤러리 이도 신진작가 기획전

⦁ 제41회 전국 대학(원)생 디자인 공모전, 

동상 수상

요비 스튜디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술을 꿈꿉니다.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고자 도자기의 특성을 이용해 그릇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틀에 박

힌 기성품에서 벗어나 특색이 담긴 상품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새

로운 나만의 공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비 스튜디오의 상품 하

나로도 달라진 홈 스타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비스튜디오

yo.B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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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1285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02-6

Mobile  010-2829-7565

E-mail  ythzzz7565@gmail.com 

   www.instagram.com/ythzzz

주요약력

2017  한국 도자 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손의 언어’ , 인사동 경인 미술관

2016  한국 도자 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土流’, 명동성당 갤러리 1898

2016  G-세라믹 페어_전통공예원, 

 학여울역 SETEC

2016  청주 공예 페어_데일리 메이드, 

 청주 옛 연초 제조창

물레 성형을 기반으로 생활 식기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듭니다. 공

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손으로 빚

고 깎고 붙여서 만들어 정성이 깃든 수공예 도자기입니다. 전통적

인 것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눈에 익은 듯하

지만 조금 색다른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그릇  

YunTaeHwan Studio
이강노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전통공예원 ‘갱로공방’ 

Mobile  010-2983-3858

E-mail  galo_3@naver.com

   www.instagram.com/

   @leekangnoh

주요약력

2017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2017  손의 언어 한국도자재단 기획전, 

 경인갤러리

2017  Island;초대개인전, 머큐어호텔(역삼) 

 VIP라운지, 레지나갤러리

2017  이음; 단국대학교 대학원 동문전, 

 KCDF갤러리

2016  제1회 개인전, 청담 갤러리 민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합니다. 도자기는 우리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입니다.

갱로공방

KeNG-rO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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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규

15866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 639-603

Mobile  010-2089-3529

E-mail  dmsrb925@gmail.com

주요약력

2017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도자전공 졸업

2016  아시아 현대도예전 

 ‘Stunning Edge’_ NTCRI, 대만

2016  석사학위청구전 ‘Innernature’, 

 숙명여자대학교 청파갤러리, 서울

2016  제3회 연합교류전 ‘우리들의 거리  

 461km’, 진천 종 박물관, 진천

2015  아시아 현대도예전, 중국미술학원, 

 항저우

2015  제2회 연합교류전 ‘겨울희나리’,

 숙명여자대학교 청파갤러리, 서울

2015  ‘Animan’전, 밀알미술관, 서울

2014  제1회 연합교류전 ‘바람의 파도를 

 넘어서’, 이중섭미술관, 제주

동물 조형을 이용한 자연의 모습과 그로부터 파생된 리빙웨어를 

소개합니다.

Jang eun-Gyu 조항서

343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196-2

Mobile  010-9670-9096

E-mail  river_s1998@naver.com 

   SNS Instagram / river_s1998

주요약력

2017  한국도예고등학교 졸업

2017  한국도자재단 창조공방 입주작가

2017  세계도자비엔날레 GICB Workshop

2017  <손의 언어> 그룹전참여, 

 경인미술관, 서울

2017~ 한국도예고등학교 방과후 보조강사

손으로 만들어가는 저의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둡고 그로테스크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도

자기는 최적의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최고로 만들어줍니다. 

I love ceramics~

Jo Han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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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무

Mobile  011-9717 8025

E-mail  hym8217@naver.com

주요약력

⦁ 이천 레시던시홀 입주 작가

⦁ 기념-삶을 기리다 여주 주제전

⦁ 코엑스 공예트렌드페어 2회

⦁ 아시아현대도예전 3회

⦁ 미르공예공모전 우수상 2회

⦁ 행주공예공모전 우수상

색소지를 통한 연리문 작업과 기 변형 작업을 합니다.

Heo Young-moo 홍지은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전통공예원

Mobile  010-9415-2228

E-mail  irisrad@naver.com

   www.instagram.com/hong_zee_

주요약력

⦁ 현재 한국도자재단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도자공예전공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 졸업

⦁ ‘처음 만드는 도자기 A to Z’ 책 저자

2016  서울공예박람회 ‘공예가의 밥그릇’

2016  G-세라믹 라이프페어 참가

2015  중국 경덕진 세계도자박람회 참가

도자기 점토에 색을 섞어 점토 자체에 색이 발현되도록 하여 안정

적인 색상을 나타내고 점토고유의 깊은 색감을 표현합니다. 이러

한 색점토의 특성을 응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 컵이나 접시, 

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알록달록한 색상이나 

독특한 무늬를 넣어 일반적인 도자 그릇과 다르게 색다른 분위기

를 연출 합니다. Rare Color serise의 작업들은 백자토와 색안료 혼

합 후 산백토를 추가로 섞어 전통도자의 굵은 흙 입자 느낌이 파스

텔 색감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어우러져 점토 본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Hong Je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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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dul  |  G-세라믹페어 이벤트 프로그램 

이벤트관

10:30~12:00 개막식 / 90분

12:00~13:30 ‘제철식 재료 파티 푸드’ 조해님 / 90분

13:30~15:00 한국식공간학회 시상식 / 90분 

15:00~16:00 ‘디저트 플레이팅’ 박준우 / 60분

16:00~17:30 ‘핸드 페인팅 시연’ 세라워크 / 90분

12:00~13:00 ‘다례시연’ 명원문화재단 <광주> / 60분

13:00~14:30 ‘플랜트 연출법’ 블루멘박 <여주> / 90분

14:30~15:30 ‘도자기로 차린 전통주 칵테일’ 이석현 <이천> / 60분  

15:30~16:30 도자시연 <광주> / 60분

3개시
홍보관

11.9.목

이벤트관

11:30~13:00 ‘카프레제 샐러드’ 라퀴진 / 90분

13:30~15:00 ‘크리스마스 센터피스 체험’ 블루멘박 / 90분

15:00~16:00 ‘파티 테이블 탑’ 한국식공간학회 송원경 / 60분 

16:00~17:00 ‘다례시연’ 명원문화재단 / 60분

12:00~13:00 도자시연 <광주> / 60분

13:00~14:00 ‘일본 가정식’ 예쁜밥 <이천> / 60분

14:00~15:00 도자시연 <광주> / 60분  

15:30~16:30 ‘캐릭터 화과자’ 허인 <여주> / 60분

3개시
홍보관

11.10.금

이벤트관

10:30~11:30 ‘장신구 강연’ 이춘복 한국도자장신구회 / 60분

12:00~13:30 ‘파스타 플레이팅’ 라퀴진 / 90분

13:30~14:30 ‘도자기로 차린 전통주 칵테일’ 이석현 / 60분 

14:30~16:00 ‘일본 가정식’ 예쁜밥 / 90분

16:00~17:00 ‘홈술 곁들임 메뉴’ 조해님 / 60분

11:30~12:30 도자시연 <이천> / 60분

13:00~14:00 ‘샐러드 시연’ 한국식공간학회 윤미리 <광주> / 60분

14:00~15:00 ‘핸드페인팅 체험’ 생활미인 <여주> / 60분  

15:30~16:30 도자시연 <이천> / 60분

3개시
홍보관 

11.11.토

이벤트관

10:30~11:30 ‘장신구시연’ 정지현 한국도자장신구회 / 60분

11:30~13:00 ‘일본 가정식’ 예쁜밥 / 90분

13:00~14:30 ‘계절 센터피스 체험’ 블루멘박 / 90분 

14:30~16:00 ‘티코스터 만들기’ 한국식공간학회 김진영 / 90분

11:00~12:00 도자시연 <여주> / 60분

12:30~13:30 ‘도자기로 차린 전통주 칵테일’ 이석현 <이천> / 60분

14:00~15:00 ‘가니쉬 플레이팅’ 현치우 <광주> / 60분  

15:00~16:00 도자시연 <여주> / 60분

3개시
홍보관

11.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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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퀴진

주요약력

⦁ 라퀴진 아카데미 전속 서양 요리 강사

⦁ 라퀴진 아카데미 기획자, 푸드 컨텐츠 

   기획자

⦁ Ecole LENOTRE 프렌치 요리 전공

(주)라퀴진은 요리 아카데미를 통한 테스트 키친과 요리 아카데미

의 방대한 음식DB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즐기는 방법

을 여러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양

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기획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 

5월에 설립된 (주)라퀴진은 아카데미 실업, F&B브랜딩 및 기획 컨

설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기

반으로 쌓은 방대한 전문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를 창조적으로 활

용하여 식문화, 식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메뉴 개

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La CUiSiNe

11.10.금 | 11:30~13:00 
‘카프레제 샐러드’ 라퀴진 / 90분

11.11.토 | 12:00~13:30 
‘파스타 플레이팅’ 라퀴진 / 90분

레베카에 미켈레

주요약력

⦁ 현) Party Rebecca e Michele 

 (파티 레베카에미켈레) 케이터링 대표.

⦁ 2012~2013 Italia Restaurant La Tavola 

 근무

⦁ 2010~2012 Italian요리학교 이수

⦁ ll vescovado hotel stage 근무

⦁ Fourseason hotel Firenze 근무

⦁ 2007~2009 Doma Catering 팀장

⦁ Catering : 미키모토, 스와치그룹, 디올 등

⦁ Megazine Food Styling : 디자인하우스, 

 행복이가득한집 등

⦁ Ad : 콜드스톤, 삼성냉장고수출, 한샘 등

⦁ 2005 F&C Food styling & Styling Cube 

 Food styling 과정 이수

행복한 사람들, 즐거운 장소,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

은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레베카에 미켈레는 브랜드 및 갤러리 등, 

케이터링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로얄아카데미를 통해 리프

레쉬 클래스로 테이블스타일링 및 초대메뉴 강의를 진행 하고 있

습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맛있는 매개체라 생각합

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의 

무언의 감사 메시지인 깨끗해진 그릇들이 전해 질 때면, 따뜻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 마음들의 전달로 이 일을 사

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조해님  

reBeCCa e miCHeLe

11.9.목 | 12:00~13:30 
‘제철식 재료 파티 푸드’ 조해님 / 90분

11.11.토 | 16:00~17:00 
‘홈술 곁들임 메뉴’ 조해님 / 60분

출처 : 로얄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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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멘박

주요약력

2017  LG생활건강 수려한 지면광고, 

 오휘 제품촬영

2014  롯데갤러리 그릇, 유기전 식물 

 스타일링, 롯데갤러리 마이 웨딩 

 페어 스타일링

2008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개점 20주년 

 특별전시회참가, 미래에셋센터원 

 실외조경

2006  독일 GBF (Gruenberg    

 Bildungsstaete Floristik) 졸업

삶의 흔적을 닮아가는 곳, 블루멘박. 독일의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

게 공간을 다루는 법을 배운 블루멘박.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상상하고 닮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닮아간다. 시간이 지날수

록 아름다워지는 정원, 공간스타일링, 그린인테리어를 위한 새로

운 해석과 제안으로…

박민정  

BLUmeN ParK

11.9.목 | 13:00~14:30 
‘플랜트 연출법’ 블루멘박 <여주> / 90분

11.10.금 | 13:30~15:00 
‘크리스마스 센터피스 체험’ 블루멘박 / 90분

11.12.일 | 13:00~14:30 
‘계절 센터피스 체험’ 블루멘박 / 90분

예쁜밥

주요약력

⦁ 일본, 캐나다에서 제과 제빵 슈가아트 공부

⦁ 요리 매거진 (쿠켄), ‘딸에게 주는 엄마의 

 요리 노트’ 연재 중

⦁ 블로그 ‘예쁜밥‘ 운영 및 요리책 ‘예쁜 밥’ 

 출간

⦁ 소비자 및 쌀 가공식품 기업 대상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활동

어린 시절의 예쁜 추억을 마음에 담고 살아오면서, 딸아이에게는 예

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항상 예쁜 밥을 만들어 주려

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꾸밈이 없는 소박한 자연으로 둘러싸

인 곳에서 보냈어요. 사계절의 자연이 그냥 주는 풀과 열매와 들꽃

이 얼마나 풍성하던지, 마음껏 손에 넣어 어머니 흉내를 내가며 참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소꿉놀이를 즐겨 했습니다. 비록 먹지 못할 

음식들이지만 들에서 주워온 깨진 기왓장이나 병뚜껑 또는 커다란 

나뭇잎을 그릇 삼아 가지런히 담고서야 어린 마음에도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일상에서 반복해

야만 하는 부엌일에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

을 생각하며 매일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이라는 공간에 들어서지요. 

오랜 세월 나와 함께한 추억과 손때가 묻어 차곡차곡 쌓여진 예쁜 

그릇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왠지 또 부엌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

다. 다 만들어진 소박하고 평범하던 우리 집 반찬이 예쁜 그릇에 담

겨지며 특별한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즐거움이 큽니다.

배현경

YePPeUNBaP

11.10.금 | 13:00~14:00 
‘일본 가정식’ 예쁜밥 <이천> / 60분

11.11.토 | 13:00~14:00 

‘일본 가정식’ 예쁜밥 <이천> / 60분

11.12.일 | 11:30~13:00 
‘일본 가정식’ 예쁜밥 /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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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텐더협회

주요약력

⦁ (사)한국베버리지마스터 협회장

⦁ 한국관광대학, 장안대학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주분야 전문위원

⦁ 식음료 NCS 과정평가 전문위원

대한민국 유일의 음료·칵테일·바텐더 공인 법인인 (사)한국바텐더

협회(Korea Bartenders Association, KABA)는 1998년 창립 후 지

난 20여년간 바텐더의 권익 보호와 음료·주류문화의 발전, 우수한 

칵테일의 발굴 및 보급,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2006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국

내 유일의 국가공인 대회인 <코리안컵 칵테일대회>를 개최해온 것

은 물론, 2016년부터는 무알콜분야에 참가하는 고등부 참가자에

게 식초를 이용한 창작 칵테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식초음료 발

굴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5년에는 식음료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티소믈리에, 그리고 우리술조주사 양성과정등의 식

음료 전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재직자 능

력향상을 위한 NCS 칵테일 과정과 와인소믈리에 자격증 양성과정

을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바

텐더 협회는 1998년 2월에 창립하여 20여년이 지난 현재, 식음료 

전반을 아우르는 명칭이 요구되었기에 2017년 8월 사단법인 한국

베버리지마스터 협회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음료 분

야 일꾼들의 권익보호와 음료 · 주류문화의 발전, 우수한 칵테일의 

발굴과 보급, 식음료 분야의 교육, 전통주 산업의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석현

KOrea BarTeNDerS 
aSSOCiaTiON

11.9.목 | 14:30~15:30 
‘도자기로 차린 전통주 칵테일’ 

이석현 <이천> / 60분

11.11.토 | 13:30~14:30 

‘도자기로 차린 전통주 칵테일’ 

이석현 / 60분 

11.12.일 | 12:30~13:30 

‘도자기로 차린 전통주 칵테일’ 

이석현 <이천> / 60분

박준우  

한국식공간학회

주요약력

⦁ 현) 알테르에고, 오트뤼 오너셰프

2017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

2015~2017  한국 소믈리에 대회 심사위원

2015~2016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집행위원

2012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준우승

⦁ 푸드컬럼니스트, 방송 활동 외

THe TaBLe & FOOD 
COOrDiNaTe OF KOrea

11.9.목 | 15:00~16:00 
‘유럽풍 가정식 시연’ 한국식공간학회 박준우 / 60분

송원경  

주요약력

⦁ 메이필드호텔스쿨 COO (운영총괄)

⦁ FOOD&PARTY 대표

⦁ 식공간연출 전공 박사

⦁ 영국대사관, 샤넬, 제일기획 등 VIP 관련 행사 다수 진행

⦁ 글로벌 한식세계화 행사 다수 진

11.10.금 | 15:00~16:00 
‘파티 테이블 탑’ 한국식공간학회 송원경 / 60분 

김진영  

주요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COLOR DESIGN 석사과정

⦁ 상명대학교 TEXTILE ART전공

⦁ CRAFT TREND FAIR, 2011

⦁ TEXTILE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2011

11.12.일 | 14:30~16:00 
‘티코스터 만들기’ 한국식공간학회 김진영 / 90분

윤미리  

주요약력

⦁ 경기대학교 식공간 연출 석사 박사 졸업

⦁ 미리쿡케이터링 대표

⦁ 드라마 ‘호박꽃순정’ 요리자문

⦁ 경기 ‘미식대전’ 푸드공간전시 디렉팅, 2016 

⦁ 해양부 ‘위생을 부탁해’ 공익광고 푸드디렉팅 

11.11.토 | 13:00~14:00 
‘샐러드 시연’ 한국식공간학회 윤미리 <광주> /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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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원문화재단

이니테이블

이금재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허인  

iNNiTaBLe

11.9.목 | 12:00~13:00 
‘다례시연’ 명원문화재단 <광주> / 60분

11.10.금 | 16:00~17:00 

‘다례시연’ 명원문화재단 / 60분

11.10.금 | 15:30~16:30 
‘캐릭터 화과자’ 허인 <여주> / 60분

주요약력

⦁ (재)명원문화재단 이사

⦁ (재)명원문화재단 연구위원

⦁ 구로구청 전통다례 강의

⦁ 삼청각 외국인 전통예절과 다례 강의

주요약력

⦁ 현) 이니테이블 대표

⦁ 캐릭터 떡, 화과자, 캐릭터도시락 

 쿠킹클래스 운영

⦁ 전 캐릭터 도시락 쿠킹클래스

 (신세계아카데미본점)

⦁ 대만EBC 매체, 대만 POPDAILY 매체, 

 월간도예 기사 등재

⦁ 네이버푸드*쿠켄 도시락 공모전 수상

세라워크

생활미인

권숙자, 장재혁   

CeraWOrK

이은화   

SaeNGHWaLmiiN 
CO., LTD

주요약력

⦁ 현) 세라55 공동대표

⦁ 담아서 도자기 페인팅공방 운영

⦁ 도자기 페인팅 기획전시 및 다수 

 단체전과 개인전, 공모전 수상 

 (국제종합예술대전 도자부문 은상 / 

 대한민국 전통공예 특선 /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입선 등)

⦁ 도자기페인팅 지도자 자격1급 취득

⦁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예교육과정 수료

권숙자 주요약력

⦁ 현) 세라워크 대표

⦁ 서울여자대학교 도예 전공

⦁ 단국대, 상명대, 청강문화산업대, 

 인덕대 도예과 강사

⦁ 개인전 5회, 단체전 20여회

⦁ 저서: 도자기 핸드페인팅1, 2 등 3권

장재혁 주요약력

⦁ 현) 세라워크 대표

⦁ 홍익대학교 도예전공

‘2013  Cobalt raphsody’ 이태원, 

           Lian&Joy 개인전

11.9.목 | 16:00~17:30 
‘핸드 페인팅 시연’ 세라워크 / 90분

11.11.토 | 14:00~15:00 
‘핸드페인팅 체험’ 생활미인 

<여주> / 60분

치치스키친 현치우  

CHiCHi’S KiTCHeN

주요약력

⦁ 현) 유튜브채널, 네이버TV 

 ‘치치스 키친’ 운영

⦁ 이탈리안 레스토랑 근무

11.12.일 | 14:00~15:00 
‘가니쉬 플레이팅’ 현치우 

<광주> /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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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장신구회 KOreaN CeramiC 
JeWerLY aSSOCiaTiON

주요약력

⦁ 현) 남서울대학교 유리세라믹 디자인학과 교수

⦁ IAC 회원, 한국도자학회, 한국도자장신구협회 회원

⦁ 대만 국제도자비엔날레, 금상, 대만

⦁ 세계 도자비엔날레, 은상, 한국

⦁ Faenza 국제 도자비엔날레, 이탈리아

⦁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공예의 미래상, 한국

⦁ Kapfenberg 국제도자비엔날레, 오스트리아 등 수상

⦁ Barcelona Design Museum, 바르셀로나외 다수 작품소장

이춘복

11.11.토 | 10:30~11:30 
‘장신구 강연’ 이춘복 한국도자장신구회 / 60분

주요약력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amberwell College of the Arts. 

 BA Ceramics (런던 예술대학, 캠버웰컬리지 도예과 학사 졸업)

⦁ Ceramic studio mee 운영

⦁ 한국공예가협회, 도자장신구회, 흙의 시나위, 토로회 회원

2008~2016  다수 해외 전시(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모스크바, LA, 도쿄, 

                      시드니, 베를린, 핀란드, 북경, 상하이)

2012  1회 개인전

1997~2000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amberwell College Of Art, 

                     Ceramics B.A (Hons)

정지현

11.12.일 | 10:30~11:30 
‘장신구시연’ 정지현 한국도자장신구회 / 60분

홍지은

김은숙

김병제  

이흘기  

도자시연

주요약력

⦁ 현) 한국도자재단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2016~2017 서울공예박람회 참가

                     G-세라믹페어 참가

⦁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도자공예전공 및 

 동 대학원 졸업

⦁ ‘처음 만드는 도자기 A to Z’ 책 저자

주요약력

⦁ 명촌도예 대표

2017  KINTEX 전시회

        대한민국 문화 미술 협회 특상, 우수상

2016  SETEC 전시회

2015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1986  명촌도예 설립

주요약력

2017  HOUSE ART FAIR 2017 준비중

             기획전 <hand language> 경인 미술관, 서울

             세계도자비엔날레 특별전 ‘삶을 기리다’ 

             반달 미술관, 여주

2011  도자엑스포 기획전(여주 반달 미술관)

2010  G20 정상회담 기념 초청전(양재 aT CENTER)

주요약력

20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공예프로모션팀 ‘쓰임’ 이웃을 위한 공예, 부여

2015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 동상

2013  대한민국전통상징문화상품 공모전 / 장려상

          공예프로모션팀 ‘쓰임’ 작가

11.9.목 | 15:30~16:30     도자시연 <광주> / 60분

11.10.금 | 12:00~13:00 / 14:00~15:00     도자시연 <광주> / 60분

11.11.토 | 11:30~12:30 / 15:30~16:30     도자시연 <이천> / 60분

11.12.일 | 11:00~12:00 / 15:00~16:00     도자시연 <여주> / 60분



196  2017 G- 세라믹페어 / 그릇의 품격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197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사)한국식공간학회

한국도자재단 

수 백개가 넘는 도자기공방들이 
밀집한 우리나라 제일의 도자기고장, 

이천

이천은 2010년 공예·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공예산업의 도시로 약 340여개의 도예

공방에서 수공예를 바탕으로 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통과 현대 그리고 도자작품과 생활식기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이천 

핸드메이드 도자기를 통해 도자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도자 예술

의 도시입니다.

또한 매년 프랑스 파리와 리모주, 영국 런던, 중국 징더전, 일본 세

토, 그리고 미국 산타페이시 등 세계 도자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

하며 해외 도자 박람회, 국제 아트페어 및 전시회에서 이천 도자기

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세계화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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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이 숨 쉬고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광주

광주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호국정신을 대표하는 남한산성과 조선 왕

실의 명품도자를 생산하던 분원이 자리잡고 있는 품격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317개소의 

백자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으며, <경국대전>에는 사옹원의 분원 사기장이 38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 등지의 사기장이 모두 99명에 불과했던 점으로 보아 광

주분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남한산성은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입니다. 주변 지역에는 백제(百濟) 초기의 유적이 많

이 분포되어 있어서,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백제의 시조 온조왕대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으며, 산성 내에

는 동.남문과 서장대, 현절사, 연무관, 장경사, 지수당, 영월정, 침괘정, 숭렬전 이서 장군사당, 보, 루, 돈

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4대문과 수어장대, 서문 중간쯤의 일부 성곽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사적 제 57호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4년 6월 22일 제38차 세계유산 위원회에

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 세계유산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적인 인류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경기 동부권의 새롭게 주목받는 여주시는 흔암리 선사유적지 및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 영릉 등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세종인문도시 명품고장입니다. 유구한 여주시 역사는 고구려 장수왕 63년 

서기 475년에 고구려 영토의 골내근현이라고 하여 지역이름이 붙여지면서 시작되었고, 고려시대 충

렬왕 31년 서기 1305년 여흥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예종 1년 서기 1469년 여주

목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 영릉이 서울시 내곡동 대모산에서 여주시 능

서면으로 천장하면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종대왕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고찰 신륵사, 생명이 살아 숨쉬는 황학산수목원, 역사의 혼이 있는 명성황후생가, 오랜 역사

를 보여주는 여주파사성, 고달사지승탑 등 유구한 문화유적의 고장입니다. 여주시는 세종대왕이 행하

려고 하였던 백성(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뻗어나가기 위해 12만 시민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는 세종시대에 추진했던 과학영농,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후세에 물려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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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청자박물관 (사)한국식공간학회

고려청자 등에서 흔히들 접하는

국화, 모란, 연꽃, 접시꽃, 매화의 향취가

우리 이마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유천리요지는 사적 제69호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민족의 귀중한 

문화 유산인 고려청자(상감청자)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있습니

다. 이러한 전통의 고장에 부안청자박물관을 지난 2011년 4월 7일

에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유천리(柳川里)에 개관하고 최

선을 다 한 박물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진품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동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동, 그리고 천 

년 전 고려청자를 구워냈던 가마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야외사

적공원등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식공간페스티벌은 사단법인 한국식공간학회가 주최하고,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열리는 페

스티벌입니다.

식공간페스티벌의 취지는 음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한식 세계화와 식문화발전을 선도하려 함에 

있으며, 식공간의 문화 향유에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식공간페스티벌은 테이블세팅과 푸드스타일링

을 좋아하는 일반인 및 학생 대상의 공모전과 전문가 초대 전시를 비롯하여 스타일리스트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힐링마켓이 열리며, 또한 전문 학술대회 등이 마련됩니다. 공모전은 식공간 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출품한 것들 중 예선을 거치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본선 심사를 진행하며 전

시 현장에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2013년 6월 나루아트센터에서 ‘힐링

(Healing)’이라는 주제로 푸드스타일링 

사진 40여 작품과 테이블세팅 30여 작

품을 전시하였고, 2회는 2014년 6월에 

‘식공간, 스타일을 입다’란 주제로, 3회 

2015년 6월에 ‘식食, 특별한 날에’는 동

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각각 펼쳐졌습

니다. 2016년의 4회 ‘만나다, 맛나다’부

터는 한국도자재단의 G-세라믹페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인 5

회 식공간페스티벌 ‘생활의 품격’은 한

국도자재단과의 MOU를 통하여 더욱 

질 높은 전시를 꾀하며 aT센터에서 11

월에 개최됩니다.

56330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유천리 798-4)

관람문의  063-580-3964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buancela/index.buan

주요약력

2011  부안청자박물관 개관

2005  부안청자박물관 문화재청 설계 승인

1999  부안 유천리 도요지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1998  부안 유천도요지 발굴조사 후 

 가마보호각 건립

1992  부안 유천도요지 정비 계획 

 문화재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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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G-세라믹페어 행사와 관련된 

마케팅, 홍보, 제휴 등에 대한 

사항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031.645.0700

재단홈페이지 

www.kocef.org

페어홈페이지 

www.ceramicfair.kr

경기도출연 도자 문화예술전문공공기관

한국도자재단은 한국의 전통과 예술성, 삶 속에 깃들어있는 문화

를 넓은 세계와 나누고 그 향유와 감동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

한 세계 도자문화의 교류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

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자 도시인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도자전문 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자문화와 역사가 깃든 지역

이천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대표적인 한국도자의 중심지

로서 수많은 도예가의 공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천세계도자센터(현대도자) : 현대적 창조융합 예술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

획전과 상설전, 비엔날레 주제 전시, 국제공모전, 컨퍼런스 및 워크숍 운영

재단 소개

여주는 많은 고분과 성터 등의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품질 

좋은 백토의 산출지로 유명하며 한국 생활도자기의 약 60%를 생산

하는 지역입니다.

여주세계생활도자관(생활도자) : 동시대 생활도자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기

획전, 상설전 및 판매관 운영

광주는 조선시대 500년간 왕실 자기를 생산하는 분원이 설치되어 

운영되던 유서 깊은 한국전통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경기도자박물관(전통도자) :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기 청자와 백자에서부터 

근현대 도자에 이르기까지 유·무형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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