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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문화를 선도하는 2018 G-세라믹 페어,

‘맛있는 그릇’에 생활예술을 담아냅니다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정걸
국내 도자문화 확산과 도자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해 시작한 G-세라믹 

페어가 올해 3회를 맞이하며 우수한 우리 도자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

폼의 역할을 확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생활예술이 널리 확산되는 요즘, 개인의 소소한 행복과 만족감을 채워 줄 

수 있는 일상의 다양한 콘텐츠 체험과 경험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G-세라믹페어는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도자 전문 페어로서 생활 속 도

자예술의 경험과 일상의 한 끼 식사로부터 특별한 시간을 즐기며 나눌 수 

있도록 ‘맛있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도자 생활예술을 전하려 합니다.

올해 행사는 미식의 시대를 반영하여 식생활 공간 속 도자의 쓰임과 식탁 

풍경을 시각적으로 펼칠 ‘주제전’과 약 107여 개의 참여 요장의 다양한 생

활 자기를 살펴보며 구입할 수 있는 ‘판매관’, 음식과 도자의 조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관람객과의 소통의 장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인, 도예인,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전문인 모두가 참여 가능한 ‘테이블웨어 

공모전’을 첫 선보여 일상 속 도자 생활의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자 신상품 공모를 통한 작가 발굴과 트렌드를 반영

한 생활도자제품, 전통문화상품, 관광기념품 등 프리미엄 신상품개발 지

원 사업의 결과물들을 전시하여 침체된 국내 도자문화 산업에 새로운 성

장 동력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기적인 본 행사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주신 경기도, 이천시, 광

주시, 여주시 그리고 (사)한국식공간학회와 미디어 후원 네이버, 관련 기

관 및 단체, 참여요장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성공적인 행

사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인사말 



생활의 멋과 맛을 높이는 도자 전문 페어!

식탁 위에 펼쳐지는 일상의 예술, 

‘맛있는 그릇’에 담아 가세요

맛있는 그릇 

THe BeTTer LiFe 
WiTH CeramiCS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페어 <G-세라믹 페어>는 현대라이프스타일 속 살

아있는 도자 트렌드를 한곳에서 살펴보며 도자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생

산과 감각적인 도자 생활을 제안해 선보이는 행사로서 올해 3회째 개최합

니다.

‘미식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오늘날,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음식을 즐기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취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또는 그런 음

식을 먹음’이라는 뜻을 지닌 미식(美食)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입맛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는 주관적인 뜻으로 해

석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 맛이란 무엇이며 미식에 대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미식을 위한 여러분만의 ‘맛있는 

그릇’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2018 G-세라믹 페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더 해주는 ‘맛있는 그릇’ 

미식의 세계에서 음식을 즐기기 위한 아주 쉬운 비법 하나! 어떤 음식이든 

캐주얼하게, 클래식하게 꾸밈이 가능한 요소인 ‘그릇’입니다. 아름다운 그

릇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식생활의 품격을 높여주어 일상의 예술을 제공

합니다.

주제관의 ‘미식기(美食器), 미식가(美食家)’에서는 이러한 미식에 대한 ‘그

릇’의 이야기를 관람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식탁 위에 음식과 

그릇으로 펼쳐지기까지의 과정 및 쓰임새를 시각적으로 선보입니다. 또

한 일상 속 맛있는 경험을 나누며 그릇 스타일링, 사용법을 공유할 수 있

는 <테이블웨어 공모전>은 SNS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알리고 소통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미디어 협

력하여 올해 처음 열립니다.

행사 개요



일반인, 도예인, 푸드스타일리스트, 그릇 마니아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공모로 이뤄지며 현대 식생활에 어울리는 테이블웨어를 8명의 전문 

심사위원과 대중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전시로 보여줍니다. 더불어 혼밥

이나 여럿이 함께 즐기는 일상의 음식과 그릇의 조화를 온라인상에서 나

눌 수 있도록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를 열어 손쉽게 참여 가능한 이벤

트를 진행했습니다. 음식이 돋보이고, 풍요롭게 맛을 느낄 수 있는 도자 

테이블 푸드스타일링 수상작 이미지를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멋을 더 해주는 ‘맛있는 그릇’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식생활의 멋을 누릴 수 있도록 ‘맛있는 그릇’을 찾

아내는 재미가 판매관과 신진작가관, 이벤트관에 펼쳐집니다.

다양한 생활 자기, 소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업체 100

여 개가 참가하며, 젊은 감각의 참신한 디자인을 선보일 20여 개의 신진

작가관을 통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그릇을 만지고, 나만의 취향 저격 상

품을 소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벤트관에서는 도자체험 외 음식 

시연 및 강연, 그릇을 사용하여 식문화를 즐기고 생활의 멋을 더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과 호흡할 수 있는 경험의 멋을 살렸습니다. 트렌

디한 소셜 다이닝 문화를 페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세라믹 다이

닝>은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로 유명 셰프와 함께 페어 참여 작가의 그릇을 

활용하여 그릇에 따른 음식 선정, 플레이팅 등 다채로운 식탁 위의 이야기

를 프라이빗하게 구성하여 오늘의 식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합니다.

11월 가을, 여러분의 삶에 도자문화가 깊이 자리하여 생활예술이 가까이 

머물기를 바라며 우리 도자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G-세라

믹페어 ‘맛있는 그릇’에서 풍요로운 일상을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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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maiN eXHiBiTiON

미식기(美食器) 

미식가(美食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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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식은 특정인만이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일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친 하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롯한 공간인 밥상은

때로는 홀로 온전하게 누리는 행복의 공간이며,

때로는 여럿이 함께 나누고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美食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나 美食家가 되어

나만의 소중하고 추억이 묻어있는 美食器를 꿈꿉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오래된 그릇에서 그리움을 꺼내어 담고,

언젠가 여행지에서 소중하게 품고 온 그릇으로 그 시간을 추억하기도 하며,

내게 꼭 맞는 그릇을 마주하였을 때의 설렘도 기억합니다.

美食器 美食家 전시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의 찬란했던 순간에 그리고 잊고 싶지 않았던 공간마다

나와 함께 했던 귀한 그릇들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바로 곁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美食의 시대입니다!

주제전 | 미식기(美食器) 미식가(美食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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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현)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 교수

⦁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운영위원

⦁ (사) 한국식공간학회 부회장. 식공간연구 편집위원, 한국 식공간페스티벌 운영위원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식공간연출 표준 및 활용패키지 개발위원

⦁ 국가직무능능력표준(NCS) 테이블코디네이트 학습모듈 집필

2013  자연과 손맛의 조화, 김치 젓갈전 기획 연출

2012  정성으로 빚고 마음으로 베풀다 기획 연출

2010  경기음식페스티벌 기획

20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음식관 기획 연출

2007  이천도자비엔날레 초대전 연출

⦁ 저서 : 푸드스타일링, 새로 쓴 테이블 코디네이트, 신 음료의 이해, The Party, 

               커피&티, 테이블코디네이트의 역사, 만나다 맛나다 세계 음식문화

기획진행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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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나

주요약력

⦁ 현) 푸드판타지 대표

⦁ 연성대학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겸임교수

⦁ 한국제분협회 자문위원

⦁ 한돈 명예홍보대사

⦁ GTV 여왕의 레시피 by 유한나 시즌 1, 2, 3 진행

⦁ YTN 사이언스 <헬스라이프> 진행

⦁ 청평 ‘효정연’ 메뉴개발 및 디렉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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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공간 스타일링, 기업 강연 외 방송 경력 다수 

⦁ <미녀들의 식탁>, <아기튼튼 이유식, 엄마날씬 다이어트> 외 다수 집필

모든 물질의 본질은 불, 물, 흙이다.  

이와 같은 재료들의 조화로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도자기와 함께하고 있다. 

공동디렉터
YOU HaN-NaH
푸드스타일리스트

Section 1  미식기(美食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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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미식기(美食器)

한때는 바람에 날렸던 가벼운 흙이, 

누군가의 손과 물을 만나 합해지고 , 

뜨거운 가마 속에서 단단해지고, 

어울리는 색의 옷을 입어 

우리의 앞에 자리하고 있다.  

늘상 같이하며 이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가장 잘 담아내는 그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완성하는지의 

과정을 기본 재료의 근원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연출을 통해

음식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에 대해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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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일

주요약력

⦁ 마노 도자디자인 전속작가

⦁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

⦁ 단체전 2018 il bene comune / ITALIA, SIENA 외 100여회

⦁ 개인전 9회 (한국, 홍콩, 싱가폴)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도예학과 석사 및 학사과정 졸업

협업작가
CHOi Jae-iL
마노 도자디자인 전속작가

한식 상차림 / 최재일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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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주요약력

⦁ 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부교수

⦁ 2018~  제천시 음식관광네트워크 Project Director

⦁ 2017~  순천시 남도바닷길 메뉴 R&D Project Director

⦁ 2017  농촌진흥청 건강레시피 메뉴개발 Project Director

⦁ 2016~  정읍시 대표음식 메뉴 R&D Project Director

⦁ 20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향신소재활용 핑거푸드 글로벌 사업화 메뉴 R&D Project Directo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푸드스타일링 학습모듈 집필

⦁ 한식디저트(한식재단), 푸드스타일링(파워북)외 집필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특별한 누구를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위해,

개성이 다른 식기를 활용하며 각각의 식기마다 

스토리가 있는 테이블을 연출한다.

그 스토리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식기,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에서 이루어진다.

공동디렉터
Kim SU-iN
푸드스타일리스트

Section 2  미식가(美食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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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타일링, 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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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원

주요약력

⦁ 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팜푸드비즈니스전공 교수

⦁ 푸드앤이미지 대표

⦁ (사)한국식공간학회 이사

⦁ 제4회 한국식공간페스티벌 전문가 초대展_영상 [A Strange Stroll]

⦁ 이향남展 영상콜라보레이션 [Nomad Life의 여정], 갤러리 미술세계

⦁ SPC 남프랑스그랑크뤼갈라디너_공간연출

⦁ 남양주슬로푸드대회_남양주향토음식홍보관

⦁ 『엄마와 딸(신달자/민음사)』 북트레일러 영상 제작

⦁ 飯.밥.Bap 展, 전시영상 외 다수 제작

공동디렉터
BaiK HYe-WON
디렉터

Section 2  미식가(美食家)

미식을 통해 여러 감정을 떠올린다.

열정 한 접시.

위로 한 그릇.

용기 한 모금.

그리움 한 입.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감정을 탐색하라.

그리고 메뉴판에서 영상을 선택하라.

이제 당신만의 미식(美食)을 즐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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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원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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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미식가(美食家)

그늘에 대하여 / 김남희 作

주요약력

2015-2018  MAISON & OBJECT_PARIS, Pard d’Expositions de Villepinte

2017  Contemporary Korean Ceramics in Asia, JF CHEN, LA

2017  프랑스 파리 봉마르셰백화점 SS시즌 에프터눈 티트레이세트 런칭

2016~2017  G-세라믹라이프페어 특별기획전 ’색을 품는 그릇 회색’, ’LE BLANC’, aT센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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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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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빛 ‘한복, 한글캘리그래픽, 도자기 공동전시(한국문화원/ 프랑스, 벨기에)

김남희 협업작가
Kim Nam-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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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work glass tray, Glass, Fused, Slumping, 280×125×20mm / 박선민 作

박선민 협업작가
ParK SeON-miN

주요약력

⦁ 현) 한국도자재단 세라믹스 창조공방 입주작가 / CeraMIX Residence Artist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리빙앤아크텍쳐글라스 출강

2018  ‘Re:Bottle+Light’, KCDF 윈도우갤러리, 서울

  ‘유리의 시간: 냉정과 열정사이’,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창원

 ‘Glass House’, KCDF 갤러리, 서울

2017  ‘Re:Bottle’전, 갤러리아원, 서울

2016  ‘동시대유리’전, 유리섬맥아트미술관, 안산

2015  ‘공감공간 현대미술전’, 유리섬맥아트미술관, 안산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전(그룹 Soffietta), 연초제초장,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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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미식가(美食家)

TABI Project 「자연스러운 선에 대한 연구」 2018 ‘hanji line’ / 박성극 作

박성극

주요약력

⦁ 현재 TABI Project 진행 중

2018  제7회 이천도자TREND 공모전 대상 이천시청

2017  향유공예, CR Collective, 서울

2017  URNEN, EKWC, Oisterwijk Nederland

2013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규빅하우스 5 갤러리, 김해)

협업작가
ParK SUNG-G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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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memories #1803 / 심사영 作

주요약력

2018  한중일도자디자인展 ‘用, Ceramic DNA’ 주중한국문화원, 베이징

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 테이블웨어 기획관

2016  중국미술대학 현대미술관(中國美術學院/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AA) 작품소장

2015  서울공예품공모전 / 디자인상

2015  제1회 서울공예박람회 공예백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2015  아시아 현대 도예 교류전, 중국 항저우

2015  제1회 심사영 개인전, 통인화랑 그 외 다수.

심사영 협업작가
SHim S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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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미식가(美食家)

주요약력

2018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기획전, 色 담다’, 세라피아, 이천

            ‘4人4色/한국도자재단 전통공예원 신진작가 초청전’, 위워크 서울

2017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기획전, 線 담다’, 세라피아, 이천

            ‘2017 아시아 현대 도예전’, 아이치현도자미술관, 나고야, 일본

            ‘黑白庭園’, Mupei Gallery, Jindezhen in China

20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20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오유진 협업작가
OH eU-GeNe

디저트 테이블웨어 / 오유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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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2017  리빙디자인페어, COEX

2016  홈데코 콜렉션전, 한큐백화점, 오사카 / 타일포스트타일, 클레이아크뮤지엄

            아시아 호텔아트페어, JW Marriott, Seoul

2015  Maison & Object, Paris, France / 세라믹루키, 클레이아크뮤지엄

            Old&New, Stayzy Ginza, Tokyo, Japan

2014  SCAF, Seoul Art Center

2013  아시아호텔아트페어, JW Marriott, Hong kong / Bastille L’atlier, Paris, France

2012  세라믹스 리빙디자인 공모전/ 금상

이은주 협업작가
Lee eUN-JOO

클래식 2단트레이 / 저그티팟 / 클래식컵&소서 / 로즈램프 / 이은주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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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미식가(美食家)

주요약력

⦁ 제30회 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공모전 장려상 수상

⦁ 제29회 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공모전 대상 수상

2017  세종드림으로 상호 변경

2017  제2회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 은상 2개, 동상 1개 수상

2016  제1회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 특별상 수상

1998  설립

조은수 협업작가
CHO eUN-SOO

만찬 / 조은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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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한스세라믹 운영

⦁ 2012~ 카사 홈테이블 데코 참여작가

⦁ 경덕진 국제도자아트페어, 샤먼차공예박람회 참가

⦁ 마닐라페임 국제페스티벌 참가

⦁ 베이징 798국제 아티스트 페스티발 참가 및 단체전 다수

⦁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문 대상(국전)

⦁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및 수상 경력 다수

⦁ 여주대 도자기 공예학과 출강 역임

한상현 협업작가
HaN SaNG-HYUN

카오스시리즈 / 한상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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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미식가(美食家)

주요약력

2018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 출강

2016~2018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2014-2016  한국도자재단 이천세라피아 창조공방 입주작가

2016, 2017  서울공예박람회 참가

⦁ ‘처음 만드는 도자기 AtoZ’ 저자

홍지은 협업작가
HONG Jee-eUN 

홍지은-Jar, 색소지, 물레성형, 360×360×350mm / 홍지은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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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 : 한국도자재단, (사)한국식공간학회

기획진행 : 안준형

심사위원 및 멘토 : 김형섭, 성유리, 이효정, 장마리아, 정소연, 정혜승, 최광호, 홍신애

맛
있
는       

그
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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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기획전

TaBLeWare eXHiBiTiON

‘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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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기획전 | 테이블웨어 공모전

테이블웨어는 그것을 만드는 작가는 물론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적 의미인 ‘식탁

용 식기류’를 넘어, 작가의 감수성을 담아낸 예술의 한 장르이자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예술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통해 영양소를 얻는 기본적 필요 이외의 부수적인 

요소였던 테이블웨어, 공간과 가구 등이 한데 어우러져 누구나 손쉽게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일상의 

예술화(化)를 위한 매개(媒介)이자 주체(主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성취감을 넘은 

새로운 시도, 저마다의 즐거운 변주(變奏)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테이블웨어 공모전은 이러한 전환기에 발맞춰 동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들의 취

향과 감성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전시는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식·공간 문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마

련되었으며 기존의 공모전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도입해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취하

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1. 다양한 테이블웨어 중에서도 생산 과정의 수공예적 요소, 작가의 미감, 친환경성, 

 식공간 문화의 확산을 고려해 우리나라 작가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소재로 진행

2. 네이버와의 미디어 협업으로 오픈 플랫폼인 그라폴리오를 통해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해 심사의 공정성 담보

3.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고자 참가 자격 및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

4. 온라인 대중 평가(30%), 현장 대중 평가(30%), 전문가 평가(40%)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과정에서 대중 참여의 폭을 넓혀 “내가 직접 뽑는 올해의 테이블웨어”라는 인식을 공유해 

 식·공간문화의 저변 확대 도모

5. 배우, 현대미술가, 셰프, 요리연구가, 사진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플로리스트 등 

 각 분야 전문가 8인을 심사위원이자 멘토로 선정해 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식·공간 문화의 다양한 방향성과 식탁위에 펼쳐지는 일상의 예술 제안

“진정한 작가에게, 매 작품은 성취감을 넘어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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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 현) 한국도자재단 전략사업본부 유통마케팅팀 테이블웨어 기획전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비엔날레’ 홍보, 마케팅 총괄

⦁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보물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전’, ‘고대불교조각대전’ 홍보, 마케팅

⦁ 예술의전당 ‘허영만, 창작의 비밀전’ 기획, 홍보

⦁ 이천 세계도자센터 ‘황종례 오래된 미래전’ 아카이브, 프로모션, ‘도자 속 회화전’ 전시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옥외행사 문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모듈개발’ 연구원

⦁ 울산광역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연구원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이도갤러리, 가나아트센터 특별전 큐레이터 역임

기획진행 안준형

취향 판단

오늘날 ‘취향’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향을 갖는다

는 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취향’은 ‘판단’을 통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향판단

(Geschmacksur teil)은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보편성은 아니지만 주관적 보편성을 담보로 합니다.1) 접

수에 참여한 125팀 중 선정된 16점의 도자 테이블웨어는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저마다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은 식·공간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동시대의 미감을 담은 테이블웨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칸트(Kant, Immanuel), 『판단력 비판(判斷力批判), Kr itik der Ur teilskr aft』, p.18.



036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김형섭

주요약력

⦁ 현) 광고사진 스튜디오 StudioINO 대표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전공 박사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석사

⦁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조은정식공간, 라퀴진 등 강사 역임

⦁ 개인전 갤러리 토포하우스 Sweet Desire(2008) 외 9회, 단체전 50여회

⦁ 아열대 채소를 부탁해!!(2015), 한식조리(2015), 푸드코디네이터 가이드맵(2014) 등 공저

식공간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나누는 곳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곳이

고 부수적으로는 문화를 즐기는 곳이다. 이러한 개념이 진보하여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행위를 식공

간에서 행하는 것을 즐기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 식공간이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심미적 아름다움과 끝임없는 새로움의 추구,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소양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 / 멘토 
사진가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김형섭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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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야무걸즈(김혜정, 정가은, 최정인) 作



038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그리운 기억으로의 소환

우리의 한때는 어리고 미숙하지. 

빛나는 꿈을 꾸던 꼬맹이 친구들이 중년의 나이로 한 테이블에 마주하네. 

아름다운 식탁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을 소환해보자.

사용도자 / 이상욱 녹두도예

이상욱

⦁ 현) 녹두도예 운영, 한양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예과 강사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동대학원 졸업

2017  SPOON ART SHOW 2017, 일산 KINTEX, 한국

2013  Porcelain Reloaded, 뷔템베르크 도립박물관. 성 루드비히스부르크, 독일

2001  한일 도자 생활 문화전, 큐슈 도자 문화관, 일본

최정규

⦁ 현) 주부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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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가을, 하늘과 음식을 담다

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우리는 식탁 위에 둘러앉아 가을이 주는 선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가을의 맑고 푸른 하늘, 먹빛 하늘, 밤 하늘의 색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릇을 보며, 

그릇 안에 가을날 만날 수 있는 수확의 풍성함을 담아보았습니다.

사용도자 / 오규영 규담

야무걸즈(김혜정, 정가은, 최정인)

⦁ 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대학생

2017  한국식공간학회 테이블세팅 공모전 <만나다, 맛나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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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주요약력

⦁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 1998년 핑클 1집 앨범 [Blue Rain]

⦁ 드라마 <몬스터>, <출생의 비밀>, <신들의 만찬>, <로맨스타운>, <태양을 삼켜라>, 

   <쾌도 홍길동>, <눈의 여왕>, <어느 멋진 날>, <황태자의 첫사랑> 등

⦁ 예능 SBS <당신에게 유리한 밤, 야간개장>, <힐링캠프>, MBC <섹션T V연예통신> MC

모든 음식에는 그 음식에 적합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스스로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시간을 즐기면서 

매일매일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아내고 즐긴다는 것. 

그 즐거움을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사위원 / 멘토 
배우·방송인

정아름, 권병선 作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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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김수령, 김동영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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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일상의 실천

왜인지 어려울 것만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파인 다이닝.

‘아! 맛있겠다. 예쁘다.’ 평범한 직장인 부부가 삶을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 실천하는 일상.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좋은 도자기가 탄생하듯, 일평생 함께하는 부부의 일상에서 만나는 도자기. 

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용도자 / 심사영

정아름

⦁ 현) 패션홍보마케터

권병선

⦁ 현)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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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을 나누는 

거룩한 일이며 나의 세계와, 상대의 세계가 맞닿는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소중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닐까. 

세상의 모든 나와 다른 사유를 하는 사람들도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사용도자 / 아뜰리에령

김수령

⦁ 현) 아뜰리에령 도자유리 스튜디오 운영

⦁ 국민대학교 유리조형 디자인대학원 수료

⦁ 한국 공예문화진흥원 ‘젊은 공예가 10인’선정

⦁ 서초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외 다수

김동영

⦁ 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졸업

⦁ 서울시 여성공예창업대전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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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주요약력

⦁ 현) 푸디스 대표, 푸드스타일리스트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전공 박사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전공 석사

⦁ 11번가, 한국오리협회, K-리본 셀렉션 등 광고 촬영,     KBS, MBC, JTBC, T V조선, 

    채널A 등 방송프로그램 출연, 금연화예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친선교류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식공간입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즐기는지가 중요한 요즘.

혼자여도 힐링이 되고, 함께여도 즐거운. 

바쁜 삶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식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심사위원 / 멘토 
푸드스타일리스트 

정유진, 노가연 作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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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백종미, 차선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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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싱그러운 홈파티

와인과 핑거푸드를 준비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린, 우드 소재를 사용하여 산뜻하면서도 싱그럽고 

내추럴한 느낌의 홈 파티를 연출하였다.

사용도자 / 최재일 마노디자인, 김병제, 해안도예

정유진

⦁ 현) 아란치아 쿠킹스튜디오 푸드스타일리스트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식공간연출학과 졸업

⦁ 2016 국제 푸드&테이블웨어 대상

노가연

⦁ 현) 아동요리강사

⦁ 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

⦁ ‘지나의 음식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운영

⦁ 방과후 아동요리, 푸드테라피 / 푸드스타일리스트 진로 체험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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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와인과 함께 즐기는 홈파티

어디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아니라 

마음 맞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차리기 쉽고 간편하게 먹기 쉬운 핑거푸드와 와인,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준비는 끝이다. 촛불에 불을 붙이고 도자기에 음식을 담아낸다. 

소중한 추억이 그렇게 또 하나 쌓인다.

사용도자 / 강신봉 소우재, 심사영, 윤태환

백종미

⦁ 현) Studio ONGO 푸드스타일링&케이터링 스튜디오 운영

⦁ 東京誠心調理師專門學校 푸드코디네이터학과 졸업

⦁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 푸드스타일링 과정 이수

⦁ 동경 소재 요리연구원에서 근무

⦁ 그린파티 케이터링 전문회사 메뉴 및 스타일링 담당

차선미

⦁ 현) Studio ONGO 푸드스타일링&케이터링 스튜디오 운영

⦁ 청암대 인테리어디자인과 졸업

⦁ 그린파티 케이터링 전문회사 메뉴 및 스타일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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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리아

주요약력

⦁ 개인전 3회

⦁ 가나문화재단 후원작가, 가나 아뜰리에 입주작가

⦁ 올림푸스 카메라 아트 콜라보, 스누피전 콜라보 전시 등

도자기는 수천 년 동안 당대 최고의 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산업이

었고 색감과 형태를 달리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지만 그 

본질은 ‘쓰임’이다. 하지만 ‘쓰임’이 단순히 편의만을 추구해야 한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소 불편하고 다소 엉뚱하더라도 누군

가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삶에 윤기를 더해줄 수 있는 식공간을 보

여주고 싶었다. 시간과 추억을 차곡차곡 담아낸 나만의 그릇을 갖

게 된다는 것, 팍팍하고 지루한 삶을 변화시킬 작은 시도이자 즐거

움이지 않을까?

심사위원 / 멘토 
현대미술가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장마리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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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별희, 박고운, 박종휘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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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RAW CLAY

생질토, 2차 점토라 불리는 흙으로 형태를 빚고 옹기 제작기법 중 하나인 

‘꺼먹’소성을 활용해 흙의 질감과 장작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색감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다. 

그 위에 제철 식재료를 재료 본연의 색감과 형태감을 살리면서 담아냈다. 유머와 생동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사용도자 / 정준영

정준영

⦁ 현) 도예가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과 졸업

⦁ 군산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2018  이천 트랜드 공모 전시, 이천 Y’S PARK, 한국

2017  홈테이블 데코, COEX, 한국 / BOYS WILL BE BOY, everydaymooonday, 한국

            개인전 ‘R.A.W’, 644, 한국 / ART TOY CULTURE, COEX, 한국

            UNIT-C 트랜드페어 연계전시, ART FACTORY, 한국 / 윤현×현대, 판교 현대백화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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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화조도

화조도, 백자로 그려내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차총*들과 함께하는 차 자리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지친 현대인들의 감성을 젖어들게 합니다. 

정답게 속삭이는 새와 향기 가득한 꽃들, 고운 백자의 유려한 선을 즐겨보세요.

*차총(茶寵) : 차 자리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동물 조각.

사용도자  / 김별희, 박고운, 박종휘

김별희

⦁ 현)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도자전공 재학

⦁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도자전공 수석 졸업

2017  공예트랜드페어, COEX, 한국

2016  양구백자박물관 기념전, 양구백자박물관, 한국 / Young Creative Korea

            (YCK) 2016 300인 작가전, 아라아트센터, 한국

2015  홈테이블데코페어, COEX, 서울 /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입선 박고운

⦁ 현) 도예가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도자전공 졸업

2018  차도구전시 ‘오복’전, 한국

2017  홈테이블데코페어 참가, COEX, 한국 / 한국도자재단 

            기획전 ‘행복한?!동물원’전, 이천세계도자센터, 한국

박종휘

⦁ 현) 도예가

⦁ 단국대학교 도예과 졸업

2018  차도구전시 ‘오복’전, 한국

2015  세라믹플러스 서울:시 전, 한국

2011  파람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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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주요약력

⦁ 상상테이블 대표, 금연화훼연합회 지회장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 박사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전공 석사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콘텐츠전공 초빙교수

⦁ 여주 세라믹하우스 공간연출, 김제 지평선축제 전시연출, 강진 다산밥상 전시연출

⦁ 전주비빔밥축제 공간연출 등

식공간은 먹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食을 위한 공간에서 심미적 아름다움과 먹는 즐거움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식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食器는 음식의 종류와 담음새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더불어 식기의 발전은 

식공간을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해 나갈 수 있다.

심사위원 / 멘토 
플로리스트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정소연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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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혜, 박지영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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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부모님과의 식사

부모님과 함께 할 만찬. 

손으로 빚어 어느 하나 같은 것 없는 도자기마다 어울리는 음식을 정성스레 담아냈다. 

음식의 맛과 멋, 다채로운 색감은 도자기와의 조화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사용도자 / 강병덕 가마지기, 조광식 아우도

김하유

⦁ 현) 도자쇼핑몰 손이야기 대표

강지은

⦁ 현) 창덕도자전시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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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한 점

주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점심과 저녁 사이. 

여유를 즐기면서 햇빛 한 점과 음식 한 점, 

그리고 와인 한 입 머금으며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한가로운 식사 시간.

사용도자 / 김남희 모음, 이선철 공기

민지혜

⦁ 현)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 재학중

박지영

⦁ 현)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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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주요약력

⦁ 경기대학교 식공간연출학과 박사

⦁ 경기대학교 식공간연출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 학사

⦁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연성대학교, 신한대학교 강사 역임

⦁ KBS, SBS,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방송프로그램 출연

도자기와 식공간은 단순히 食을 위한 도구들이 아니라 현대사회 

안에서 食이라는 개념과 함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

를 포함하는 융·복합적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세라믹 페어를 통

해 음식과 도자기, 식공간의 연출이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제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심사위원 / 멘토 
푸드스타일리스트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이민경, 이혜정, 안지윤, 임해지, 이지영, 김현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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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미, 송은숙, 이희분, 인현식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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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고종, 홍차의 향에 매혹되다

솔바람이 불어온다. 소나무 향이 실려 온다. 덕수궁의 소나무들은 그렇게 푸르게 서있고 

그 아래 석조전 2층 접견실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고종과 영국 공사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앉아 있다. 고급스러운 찻잔과 티포트, 세월이 느껴지는 테이블, 주변의 풍경과 한데 어우러진 건축물, 

그리고 소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석조전은 마치 연출된 무대처럼 완벽한‘ 한순간’을 만들어준다.

사용도자 / 인현식 도농도예

황유미

⦁ 현) 푸드스타일리스트

⦁ 경기대학교 식공간연출 박사과정

⦁ 숭실호스피탈리티 관광경영전공 강의

⦁ Cooking Art Seminar Japan 

   푸드코디네이터과정 수료

이희분

⦁ 현) 경기대학교 식공간연출 박사과정

⦁ 독일 FDF 플로리스트

⦁ La scuola de la Cucina Italiana 수료

송은숙

⦁ 현) 한국티소믈리에 연구원 

 경기대학교 식공간연출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예다전공 석사

⦁ 성균관대 동양문화 고급과정 티마스터 강사

인현식

⦁ 현) 도농도예 대표

⦁ 개인전 8회 및 단체전 다수

⦁ 2016, 2017, 2018 우수문화상품 

    K-Ribbon 선정(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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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한식 상차림

한식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상차림으로 오래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국수를 준비했다. ‘영원불변’이라는 꽃말을 가진 산수유를 활용해 그 의미를 더했고 

차분한 도자 테이블웨어를 활용해 과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사용도자 / 안진형 소소공방

안지윤, 이민경, 이지영, 이혜정, 임해지

⦁ 현) 연성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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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주요약력

⦁ 현) CJ 오쇼핑 플러스 ‘최강혼밥’ 진행

⦁ William Blue College of Hospitality Management 호텔경영학과 학사

⦁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3 우승

⦁ CJ ‘K-con’ VIP 케이터링, MBC ‘맛있는 나눔 푸드뱅크 페스티벌’ 맛있는 나눔 시식회 참여

⦁ KBS ’여유만만’, T V조선 ‘다큐스페셜’ 등 출연

⦁ 신세계 아카데미, CJ 더 키친, 호주축산공사 등 쿠킹 클래스

2017  Taste of Australia Vietnam Culinary Competition 결승전 심사위원

2018  제4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 페스티벌 총괄

음식을 섭취한다는 일차원적인 개념을 넘어 음식과 사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

요하고, 누구나 원하는’ 식공간이라 생각한다. 음식만을 위한 딱딱하고 절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사

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자유로운 식공간을 바라본다. 그 공간을 구성하는 테이블웨어는 단순히 음식

을 담아내는 역할을 넘어 식객에게 표현하는 언어로 자리한다. 그중에서도 도자기는 조용하지만 간결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다. 그 자유로운 형태로 어느 음식이든 품어주

는 도자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심사위원 / 멘토 
셰프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이아르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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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우 作



062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가을도 함께한 풍요로운 식사

선과 색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에, 

풍요로운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용도자 / 권성은 세라믹그라운드

이아르미

⦁ 현) 푸드스타일리스트

⦁ 농식품부 주관 평창동계올림픽 한식문화행사 푸드스타일링 총괄

⦁ 아르헨티나 대사관 초청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페스티발 디저트 총괄

⦁ 주식회사 대상(청정원) 푸드케스트 채널 Styling, Cooking, Directing

⦁ Olive TV ‘조용한 식사’ Food Styling 및 푸드팀 총괄 / SBS 예능프로그램 ‘꽃놀이패’ 푸드팀 총괄

⦁ tvN 요리서바이벌 ‘편의점을 털어라 ‘메뉴자문, 메뉴 개발, 현장푸드팀 총괄

⦁ 공중파 TV CF 촬영 스타일링 및 푸드팀 총괄 / 신세계그룹 VVIP 대상 쿠킹클래스

⦁ CJ 더키친 베이킹클래스 / YG푸드 제주 지드레곤카페 음료부분 Dir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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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그대! 농부의 딸, 잠깐 앉아가실까요?

이따금씩 직접 기른 농산물을 보내오는 아버지를 둔 그녀는 

오늘도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고 실한 놈들로 챙겨왔다. 

그런 그녀를 위한 밥상을 준비했다. 

어쩌면 그녀 아버지를 위한 밥상일지도 모르겠다.

사용도자 / 최대규

서연우 파미키친

⦁ 현) 그래픽 디자이너, 즐거운 삶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주방 파미키친 대표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및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

⦁ LG화학 Industrial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Marketing

⦁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 운영위원장상, 대한불교조계종

⦁ 마스터 셰프 토마토 요리대회 대상, (사)한국토마토대표조직

⦁ 제20회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장려상,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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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

주요약력

⦁ 쿠킹스튜디오 나인스파이스 대표

⦁ 연세대학교 외식급식경영학 석사

⦁ 궁중음식 연구원 한과, 궁중음식 과정 이수

⦁ 뉴욕 New School University Food Styling 및 와인 과정 이수

⦁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특임교수

⦁ 쌀가게 by 홍신애, 솔트(Salt) 오너셰프

⦁ tvN 수요미식회, SBS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외 KBS, MBC, 현대홈쇼핑 등 출연

⦁ 홍신애 제대로 집밥, 하루 30분 요리가 된다, 진짜 캠핑요리 등 집필

음식을 만들 때 팍팍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식감과 맛을 찾는 것, 나만의 레

시피를 만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담을 때에도 이 그릇에는 이 

음식을 담아야 해 같은 고정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틀에 얽매이면 그 과정의 즐거움은 줄

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놀이처럼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심사위원 / 멘토 
요리연구가

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오유리 作



테이블웨어 기획전  테이블웨어 공모전  065

‘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한선애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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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좋은 날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만큼 자랐노라, 또 이만큼 더 자랐노라 뿌듯해하며, 

선이 층층이 그어져 맞이하는 나와, 내 엄마의 삶. 항상 따뜻했던 익숙함과 안정감을 

건강과 행복의 의미를 담은 소박한 소반상과 도자기, 음식, 꽃으로 표현했다.

사용도자 / 김국환 온도예공방, 이정용 소리도예, 한선애

한선애

⦁ 현) 너의 오늘 스튜디오, 전통 백일·돌 상 대여업체 운영

⦁ 가천길대학교 전시컨벤션과 졸업

⦁ 르자당플라워 베이직과정 수료

⦁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 동양파이낸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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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모던 제기로의 폐백 상차림

굽이 높은 전통 제기는 음식을 소중하게 차려내어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다. 이중기(器) 기법으로 

높은 그릇을 만드는 도예가인 나의 작업은 음식을 높게 띄운다는 제기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굽의 형태는 몸통과 일체화 시켜,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들어졌다. 모던화된 

높은 그릇에 전통 잔치 음식들을 담아내어, 우리 도자기의 새로운 상차림을 제안하고 싶었다.

사용도자 / 오유리

오유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석사 졸업

⦁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예술학부 공예전공 졸업

⦁ 2018 공예가의 식탁전 네이버 그라폴리오×갤러리안, 갤러리안, 한국

⦁ 백자의 여름_차와 도구, 양구백자박물관, 한국

⦁ 2017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입선, 이천세계도자센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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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테이블웨어 공모전 입선작 

지친 일상 속, 나만의 케렌시아(Querencia)

김승희, 나하나, 윤희정, 조윤희 _ 푸드스타일리스트

사용도자 _ 최정화

모던백자로 즐기는 홈카페

원수경 _ 푸드스타일리스트 / 사용도자 _ 세라믹하우스

물수제비, 행복이 번지는 가족식사

박미래 _ 도예가 / 사용도자 _ 박미래

즐거운 오후의 힐링타임 

박지혜, 진유정 _ 도예가 / 사용도자 _ 박지혜, 진유정

가을의 향기 

이재심 _ 요리연구가 / 사용도자 _ 지선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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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자연 한끼

자기소의 봄 _ 도예가 / 사용도자 _ 자기소의 봄

소확행

이현진@mollyjjang _ 주부 / 사용도자 _ 소야도자기

어느 특별한 날 아침의 만남

콩순맘 _ 주부 / 사용도자 _ 도평세라띠끄

반갑다 친구야

탁인학 _ 도예가 / 사용도자 _ 한울디자인

혼자라서 좋아 

현 _ 대학생 / 사용도자 _ 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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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때가 되면 담벼락과 문틈을 넘나드는 음식 냄새로 이웃

의 상차림을 알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허물없

이 가까이하고 음식을 함께하며 정을 나누던 시절이었습니

다. 벽은 높아지고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는 줄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궁금해하고, 스스로

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식(食)의 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음식, 먹방, 맛집, 요리법

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러한 현상을 ‘푸디즘

(Foodism)’이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멋있고 재미있게 먹을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에 살

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담아내고 완성시키는 그릇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Section 2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 

식탁위에 
펼쳐지는 
일상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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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는 주요 식문화로 자리 잡은 혼자 하는 식사에 착안해 ‘혼밥의 정석’이라는 주

제로 #g세라믹페어 #맛있는그릇 #gcf2018 #혼밥의정석 #한국도자재단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에 게시한 ‘도자기에 담긴 음식’ 사진을 접수받아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간 1,000여건이 접수되었고 

25만개의 ‘좋아요’가 집계된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는 참여작을 통해 도자식기의 다양한 활용을 공유

하고 도자기를 활용한 보다 품격 있고 풍성한 식문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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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

판매관

CeramiC marKeT

일반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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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공방

12613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1길 99-3

mobile  010-2073-8900

e-mail  herb369@naver.com

주요약력

2014-2017  가마고을 영업 및 마케팅

 킨텍스 메가쇼, 크리스마스 페어

 여주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 전시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홍보판매

유약을 삼중으로 시유해서 가마온도에 따른 색 변화로 같은 유약

이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다양함과 볼거리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만이 아닌,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릇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만의 

예쁜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

금정훈
GamaGON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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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지기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3길 118번지

mobile  010-5291-3996

e-mail  gamajigi@naver.com

주요약력

⦁ 현) 가마지기 도예공방 운영

2007  상명대학교 요업디자인학과 졸업

2007  제4회 토야테이블웨어 공모전 금상, 

 (재)세계도자기엑스포

불속에서 무의식의 반응으로 피어난 문양은 차분한 색감에 보는 

재미를 더하고, 투박하지만 손맛이 배어나는 쓰임에 충실한 그릇

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병덕
GamaJiGi



076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가온

173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507-1

mobile  010-4926-2667

e-mail  misslee0820@naver.com

주요약력

2017  아름다운우리도자 공모전 입선

2016  홈테이블데코페어

2015  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08  경향미술대전 도자부문 장려상

모던 빈티지 색감의 분청 도자기로 생활자기를 만듭니다.

이유경
G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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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도예공방

12816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시어골길 50번길 25-6

mobile  010-7359-8820

e-mail  gawondoye@hanmail.net

주요약력

2001~2004  경기도 세계도자엑스포 

 광주조선 관요박물관

 ‘백자제작과정 토우전’

 ‘만화와의 만남’ 인형전,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 공예품 대전 은상 

 경기도 관광상품 공모전 동상

 경기도·전국 공예품 대전 장려상

 인형공모전 은상

점토의 물성을 최대한 살려 표현한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

리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예술적 감각을 식기에 

적용하여 생활자기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애기
GaWO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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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17308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993번길 16

mobile  010-6366-5436

e-mail  ccomak23@naver.com

주요약력

⦁ 이천도자기 축제 참여

⦁ 홈 테이블데코페어 참여

⦁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참여

⦁ 공예 트랜드 페어 참여

⦁ 우수공예품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가치’ 값어치의 가치와 같이의 의미를 담은 공방이름은 두 작가

의 핸드메이드 생활도자기 브랜드입니다.

오주연
K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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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1277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창뜰윗길 6번길 

6-3 1층 나비숲

mobile  010-3411-2308

e-mail  dawon2308@naver.com

주요약력

⦁ 현) 나비숲 대표,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출강

200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세라믹디자인과 졸업

2003~2005년  세라워크 근무

 현대도예가회회원, 도원회회원

 도자디자인협회회원

 제1회 개인전, 공평아트 스페이스 및 

 단체전 다수

나비 숲은 나비처럼 다양한 색을 지닌 색깔 있는 세라믹 스튜디

오입니다. 나비 숲은 기능과 아름다움의 경계를 추구하며 상품이 

아닌 생활을 제안하는 생활 속 디자인을 추구하는 세라믹 홈 데

커레이션 브랜드입니다. 나비 숲은 사람들이 일상의 소소한 여유

와 편안함을 즐기며 행복을 디자인할 수 있는 세라믹 소재의 상

품의 개발 및 핸드페인팅 강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강다원
KaNG da-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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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저씨공방

12609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90

mobile  010-4755-7613

e-mail  gkawjd2@naver.com

주요약력

2016  서울공예박람회

2016  한성백제미술제, 행주미술대전 우수상

2010-2013  김윤재, 함윤정 그릇전

2012  남한강 젊은작가 초대전

2010  도코나메 교류전

2008  찻 사발 공모전 입상, 

 한성백제미술제 입상

곰아저씨 공방은 순수 수작업 공방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그릇이라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작고 미묘한 차이

지만 이런 것이 수작업의 의미라 생각하며 정성스레 빚고, 조각

합니다. 또한 내 가족이 사용하는 그릇이라 생각하며 인체에 무

해한 재료들로 흙과 유약을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차분한 색감의 유약과 실용성 있는 디자인으로 음식을 담았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함윤정
UNCLe Bear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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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 100-4 공기

mobile  010-2844-0725

e-mail  gonggiart@icloud.com

주요약력

2016  스타트업콜라보레이션 지원사업 

 업체 선정

2014  도자기공방 ‘공기’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기 금상

홈, 주방 인테리어의 완성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자기 공예

품을 제작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선철
G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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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진

1281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33번길 

60-26

mobile  010-3244-0345

e-mail  hanrami35@hanmail.net

주요약력

⦁ 공모전 다수

⦁ 한일 교류전

⦁ 경기도 광주 왕실 도예 조합원

자연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작업을 합니다. 나무나 꽃 등

을 응용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그것을 장식으로 하여 작품으로 

만듭니다.

한라미
aTeLier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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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 새

12606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남산로 553-25

mobile  010-8970-9226

e-mail  kjaeking@gmail.com

주요약력

- 박선애

⦁ 전, 산자부 추천 디자이너

⦁ 현) 구름과새 디자이너

⦁ 구름과 새 공공미술 프로젝트 다수 참여

- 김재규

⦁ 개인전 6회, 그룹전 100여회

2017  GICB 여주전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 초청작가

2013  GICB 키즈비엔날레, 인도, 리투아니아, 

 일본, 중국 심포지엄 및 초청 워크샵 

 레지던시 참여

어린이와 키덜트를 타겟으로 하는 미니멀하고 팝아트적인 요소

를 가미한 현대적인 식기를 디자인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식문화에서 개인의 만족을 유발할 수 있는 YOLO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의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김재규, 박선애
CLOUd&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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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요

12737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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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전통적 기법으로 백자의 품격과 예술적 

미를 계승, 발전하고자 지금까지 순백의 미 백자 작업을 연마중

입니다. 백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디자인

으로 도예작품과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器를 추구합니다.

박동기
KUNdaN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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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담

1703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230번길 

94-5 규담

mobile  010-3249-2543

e-mail  sabal5900@naver.com

주요약력

⦁ 그룹전 약70회 이상, 초대전 7회

⦁ 제1회 개인전 「향기가 있는 찻 그릇」전

⦁ 제2회 개인전 「편기」전

⦁ Gallery Blue Choice 선정 작가

⦁ 일본 구주 야마구찌 도자전

⦁ 가나아트 초대 개인전 2회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자연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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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추상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물레 성형, 상감기법, 분장기

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분청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요 작품은 나무를 상감, 분장기법을 이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옹기의 느낌과 분청의 특성을 극대화하

였습니다.

오규영
KYU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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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2길 6-9

mobile  010-6282-3002

e-mail  seoson79@hanmail.net

주요약력

⦁ 현) 그루 공방운영

2017  중국 경덕진 전시

2015  한국 도자 특별전, 가인갤러리

2010  도자생활중심 개인전

북유럽 스타일의 그릇을 모티브로 한 형태로 한국의 음식문화와 

적합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유럽만의 단

조롭고 강한 색상과는 달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작업을 추구

합니다.

서정선
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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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11번길 185-105

mobile  010-7411-2140

e-mail  ksyurang@hotmail.com

주요약력

2015~2018  MAISON & OBJECT_PARIS, 

 Pard d’Expositions de Villepinte

2017  Contemporary Korean Ceramics in 

 Asia, JF CHEN, LA

2017  프랑스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 SS시즌 

 에프터눈 티트레이 세트 런칭

2017  G-세라믹페어 특별기획전 

 ‘LE BLANC’, aT센터, 서울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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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에서 작가가 물레성형 및 다양한 색 유약을 개발하여 수

작업 공정에 의해 진행되는 아틀리에 라인과 디자인 라인으로 

나뉘며, 공예와 예술의 경계선에서 기능성과 미감을 충족시키

는 작가 식기 브랜드입니다.

김남희
Kim Nam-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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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도예공방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 92-14

mobile  010-4546-6483

e-mail  sck4544@daum.net

주요약력

⦁ 서울산업대학교 도예과 졸업

⦁ 김성철도예공방 운영

김성철도예공방은 김성철, 최미숙의 흙 작업 공간으로 기본에 충

실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김성철
Kim SUNG CHeOL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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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작家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11번길 52-13A

mobile  010-7929-2507

e-mail  kashmia@naver.com

주요약력

2018  이천 도자 어워드 은상

2018  이천 도자기 축제, 예스파크 이천

2018  서울 티월드 페스티벌, 코엑스, 서울

2017  ‘조형일기’ 개인전, 안국동 KWCA 

 Gallery, 서울

2017  초대전, 밀레니엄 힐튼호텔, 서울

작업실 앞 어미를 잃고 옹기종기 모여 있던 길냥이와의 인연으로 

고양이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처럼 생활 속 이야기가 작업의 소재

나 주제가 됩니다. 제가 만든 작업들은 반려도자기라고 부릅니

다. 첫째는 작업 자체가 저와 평생 동반할 것이기 때문이고 다음

은 작업이 다른 사람에게 반려자와 같은 소중한 것이 되기 바라

는 마음에 반려도자기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도자기는 작

품에서부터 오브제, 흙으로 오밀조밀 빚어낸 미니어처 장식이 특

징인 식기와 장신구로 이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정희
NaJ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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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도예

17309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70번길 97

mobile  010-8970-1970

e-mail  nokdu616@hanmail.net

주요약력

2017  ASIA HOTEL ART FAIR SEOUL 2017

2017  SPOON ART SHOW 2017, 

 일산 KINTEX

2013  Porcelain Reloaded, 독일 뷔템베르크 

 도립박물관

2002  한일 도자 생활 문화전, 경인미술관

2001  한일 도자 생활 문화전, 

 일본 큐슈도자 문화관

생활 식기 위주의 백자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장식소품, 

백자 달항아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욱
NOK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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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좋은 
도자기

12636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신륵사로67

mobile  010-7370-1812

주요약력

⦁ 한국미술대전 최우수상

⦁ 세계도자비엔날레 군수 표창

⦁ 세계도자비엔날레 도지사 표창

⦁ 기타 10회 작품 및 생활자기 전시

1994년에 느낌 좋은 도자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

니다. 손, 물레작업으로 생활자기 및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권
a FeeL-GOOd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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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담기다

173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217번길 14

mobile  010-9060-8143

e-mail  sosom8@naver.com

주요약력

⦁ 현) 담고 담기다로 공방 운영 중

2016  제30회 이천 도자기축제 

 도자 신작전 1위

2015~2017  홈테이블데코페어 

 서울, 대구 등 다수 참여

2001~2017  이천 도자기축제 등에 참여

담고 담기다에서는 브런치 및 홈 카페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용도

의 컵 및 머그컵, 플레이트, 저그, 드립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를 주제로 작가의 감성과 정성을 표현하여 성형, 상감, 조각

의 작업 모두 핸드메이드로 이루어져 개성 있고, 감성적인 디자

인의 오브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선희
damGOdamG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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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갤러리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강로 145-20

mobile  010-9263-1775

e-mail  sane55@hanmail.net

주요약력

⦁ 현) 더 나은 갤러리 대표

⦁ 한국공예상품이사

⦁ 세계도자워크샵 초대작가 3회

⦁ 여주대학교 도예과 출강(8년)

⦁ 흙과 사람들 도예연구소 디자인 대표

다년간 여주에서 생활자기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으며, 다양한 제

품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안일섭
THe NaeUN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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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공방 토맥

58312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오림길 40-26

mobile  010-3740-4747

e-mail  jcs7404747@naver.com

주요약력

⦁ 대한민국 미술대전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대한민국 산업미술가협회 입선, 

디자인포장센터

⦁ 서울현대도예공모전 특선, 서울신문사

⦁ 동아미술제 입선, 동아일보사

⦁ 서울현대공모전 초대작가, 서울신문사

⦁ 2016~17 중국 경덕진 국제박람회 참가

⦁ G-세라믹페어 등 각종 페어 다수 참가

차도구와 생활용품 및 화병을 100% 수작업으로 작업합니다.

정창성
CeramiC STUdiO 
TO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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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요

1280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66

mobile  010-7282-6849

e-mail  jym6512@daum.net

주요약력

2009  디자인 공모전 장관상

2007  디자인 공모전 특선

2004  강진 청자 공모전 입선

2001  세계 도자 엑스포 참가

1998  국보재현전, 롯데호텔

생활자기와 도자 작품을 만들고 분청작업을 주 작업으로 하며 

수강생도 받고 있습니다.

정영민
dOJeON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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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세라띠끄

1273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51번길 

30-11번지

mobile  010-9257-6481

e-mail  dopyoungyo@naver.com

주요약력

2018  도평요 2대 가업 전승자

 도평세라띠끄 대표

2017  G-세라믹 라이프페어 

 양재 aT센터 전시

2016  G-세라믹 라이프페어 

 서울무역컨벤션 전시

2012  문경 찻사발 공모전 입선

2011  이천 도자 트렌드 동상

2010  백자 공모전 입선

평범한 일상의 지루함을 깨면 생활의 공간은 멋이 되고, 삶의 여

백은 예술이 됩니다. 시간의 모서리를 들여다보면 색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바쁜 일상 속의 현대인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흙과 자연을 담아서 사람을 향한 그리움으로 빚어내고, 침

묵의 기다림 끝에 열정을 태워 나온 작품과 함께 소통하며 소소

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우람
dOPYOUNG Cera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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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 테이블

1731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639-143 D동

mobile  010-7735-8768

e-mail  leatablekorea@gmail.com

주요약력

⦁ 레아테이블_도선미, 이혜원

2018  올리브콘, 이천도자기축제

2017  홈테이블데코페어

2016  공예트렌드페어

2016  KCDF갤러리 개인전 ‘색조면각’전

2010~2015  전시 및 페어 외 다수 수상

 청주국제비엔날레 은상 외 다수

레아테이블(LEA table)은 Toned Ceramic Studio의 리빙웨어 브

랜드입니다. 조명과 차 도구에서 식기까지 우리 삶의 따뜻함을 

더해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레아테이블의 식기

들은 우아하고 생기가 도는 즐거운 식사를 상상하며 하나하나 작

가들의 손을 거친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모든 분들의 많은 순

간을 함께하며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원
Lea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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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세라믹스

12702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507-56

mobile  010-6252-3357

e-mail  ceh3357@naver.com

주요약력

⦁ 단국대학교 미술학 박사

⦁ 영국왕립예술대학교 미술학 석사

⦁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 도자개인전 4회

로얄 세라믹스는 도자기화병을 주로 생산하며 특히 몸통의 형태

는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던 참외병 형태를 반대로 조각한 것

이 특징입니다. 화병 외에도 몸통의 특징적인 라인을 그대로 유

지한 주전자와 컵 등의 제품이 있으며 액자형태의 오브제도 판매

합니다.

최응한
rOYaL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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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번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긴골길 10

mobile  010-5036-7056

e-mail  smhyun11@naver.com

주요약력

2008  일본 애지현 ‘21세기 미술공예전’ 참가

2001~2012  행남자기 골드제품 OEM 생산

1991  제21회 경기도 공예대전 입상

1990  일본 기부현 ‘현대도예전’ 참가

1998  일본 오사카 ‘하쿠갤러리’ 개인전

1986  전국공예대전 당선

당사는 1973년 설립이후 순금도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업체입니

다. 백자기물에 특허 받은 유광과 무광택의 특수공법으로 제작합

니다. 문양은 대부분 의장등록 되어 있으면 순금제품은 한국세라

믹기술원으로부터 시험분석을 받은 24K 순금가공제품이며, 작

품도자기와 주기세트, 다기세트, 주발세트, 커피잔, 접시, 주매병, 

머그컵, 장식소품, 기념품 등 다양한 제품 및 골드가공이 가능합

니다.

현승미
re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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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 도자디자인

173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214-3

mobile  010-5577-1008

e-mail  zzube@naver.com

주요약력

⦁ 경희도예가회 회원, 한국공예가협회 회원,

⦁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어린이 공부방사업 

도예강좌 출강 등

⦁ 일본 나고야 한, 일 도예 페스티발

⦁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테이블웨어전, 

포슬린페인팅전

⦁ 일본 큐슈 시마다미술관 한일교류 테이블 전

공예트렌드페어 부스 참가 등 그룹전 20여회

‘MANO’는 ‘손’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마노는 2008년부

터 시작되어 손으로 만든 그릇의 가치를 꾸준히 알리고 디자인하

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MANO가 만든 그릇들은 일일이 펴고 누

르기를 반복하며 긴 시간 나의 소망들을 담고 있는 분신입니다.

박지성
maNO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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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담아

14622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5번길 38, 지층(상동)

mobile  010-9400-7723

e-mail  iyazzang@hanmail.net

주요약력

2016  제3회 마인전 ‘흙으로 말하다’, 

 부천 복사골 갤러리

2015  까사 홈 테이블 데코 페어, 대구 엑스코

2014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MAUMDAMA 

 브랜드 런칭, 코엑스

2006  3회 개인전(다(茶)·주(酒)·기(器) 

 도자 소품전), 부천시청 아트홀

마음담아에서 제작한 물결시리즈는 물레성형과정 중의 손자국

과 우연히 만들어진 전 부분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살려 물결처

럼 표현한 생활자기입니다.

장호식
maUmd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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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토

1261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참샘2길 22 

도자기작업장 민토

mobile  010-6287-4854

e-mail  ceraminto@naver.com

주요약력

2007~2009  다도 전문가 과정 이수, 

 선향다례원 원장 구자완, 

 다호 裕匠(유장)

2007  제 8회 사발공모전 입선, 한국사발학회

2007  문경새재 전국 찻 사발공모대전 입선, 

 한국 전통 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2002  익산공예대전 입선, 전북공예가협회

2001  제2회 사발공모전 특선, 

 왕실도예가협회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클레이올림픽 

 조형대회 대상,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

 위원회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차 도구를 중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민록
m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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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촌도예

12808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뜰길 42

mobile  010-5546-4829

e-mail  02791566@hanmail.net

주요약력

2017  킨텍스 전시회

2016  SETEC 전시회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2015  내일여성신문 입상

편리하고 세련된 생활도자 속에서 오로지 전통기법만을 고수하

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 비색과 실용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려

청자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심정으로 우리도자를 널리 알

리기 위하여 두 부부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빚고 있습니다.

김은숙
mYOUNG CHON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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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허요

12815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고녹길 80번길 26-40

mobile  010-4300-8641

e-mail  toto9089@naver.com

주요약력

2018  광주-마시코 도자교류전, 

 남한산성아트홀

2018  광주왕실도자전. 경인미술관

2017  광주왕실도자전, 인사아트센터

2017  자울림전, 팔레드서울

2016  광주왕실도자전, 아라아트센터

2015  공감본색, 경기도자박물관

창조의 바탕으로써 극단적인 주관성을 배제하고 이미 존재하는 

物 속에서 알려지지 않는 측면을 표현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발견이 가능할 것입니다. 흙이라는 소재로 삶을 영위하며 생산적 

시간과 존재로서 하나의 形과 色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백정호
BaeK He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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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도자기

12615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181 별과도자기

mobile  010-8181-7080

e-mail  aaa7070@hanmail.net

주요약력

⦁ 3대를 이어온 리빙 브랜드 ‘별과 도자기’

3대를 이어온 기나긴 세월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로 탄생한

백자, 청자, 분청도자들은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세상을 수놓아 반짝이고 그리고

오늘도 또 내일도……

STar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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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나무

12664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굴암1길 21-1

mobile  010-6736-6147

e-mail  pockdillon@naver.com

주요약력

⦁ 단국대학교 졸업

⦁ 개인전 1회

생활도자 전반을 매개로 하여 청화순백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중
red 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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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도예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2길 28-8

mobile  010-5156-5870

e-mail  jintae802@naver.com

주요약력

⦁ 여주 도자기축제 외 2017 메가쇼 참가

2005년 비갑도예를 설립하여 13년간 생활식기와 소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의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연결

시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과거 우리 삶에 주로 사용되던 생활 

소품과 오래된 고재(나무)일부 재료를 도자기와 접목해 작품을 

만듭니다. 생활도자는 한가지의 느낌이 아닌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그라데이션 생활식기입니다.

최치자
BiGaB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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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푼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89

mobile  010-9136-3886

e-mail  sapoon_net@naver.com

주요약력

2017  현대백화점 신촌점 단독 팝업스토어 

 진행

2017  K-핸드메이드 페어 참여, 코엑스몰

2016~2017  이천 도자기 축제 참여

동화처럼 따뜻한 주방을 꿈꿉니다. 작가는 젊은 감각의 깔끔한 

디자인 식기를 만들지만 기계나 틀을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의 따

뜻한 감성으로 살아있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화사하지만 

한지처럼 담담한 6가지의 색감이 임남섭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

입니다.

임남섭
SaP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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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음도예

17312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80번길 5-12

mobile  010-5650-0196

e-mail  lee357070@hanmail.net

주요약력

2011  이천시장 감사장 수여, 

 현) 산음도예 대표

2004  토아트 화기전, 아름다운 나눔 

 보듬터 도예전

2002  산음도예 설립, 이천도자기사업협동

 조합회원, 한국도자재단 등록도예가

산음도예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공방으로 오랜 기간 도예를 

숙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분청 

생활자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정갈하고 우아함을 표현 

하며, 밥상에 음식을 담아내면 소박하고 깔끔한 식탁이 되도록 

연구개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훈
SaN 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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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리도자공방

12635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629 산이리도자공방

mobile  010-3897-9104

e-mail  hangari61@hanmail.net

주요약력

⦁ 개인전 4회

⦁ 단체전 다수

⦁ 대한민국 도자공모전 금상

⦁ 이외 다수 입상

전통도구인 발물레와 타렴기법으로 전통옹기를 도자전공인 

아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방입니다.

이광희
SHaNi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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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활미인

12636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175

mobile  010-3357-1975

e-mail  miin9700@naver.com

주요약력

⦁ 생활자기제조판매, 세라믹페인트 제조판매

2015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자기 물감 및 

 핸드페인팅 재료사업 개시

 세라믹핸드페인트 전문회사로 

 성장도모

2000  생활자기 생산판매

1998  창업

생활미인의 브랜드 세라55의 새로운 브랜드인 CERA55의 페인

팅제품들을 도자기에 접목시켜 장식효과 및 다양한 표현기법을 

소개하며 CERA55가 제시하는 새로운 재료와 도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승구
SaeNGHWaLmiN.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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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령공방

17411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설성로 240번길 96-58

mobile  010-9069-1311

e-mail  gpfhd00@naver.com

주요약력

2016~2017  G-세라믹 라이프 페어, SETEC

 핸드메이드 코리아 페어, 코엑스, 서울

2015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코엑스, 서울

2015  국제차문화대전, 코엑스, 서울

2012~2017  홈테이블데코페어, 대구, 서울

2012~2018  이천도자기축제 등

‘서령공방’은 자매가 함께하는 도자작품입니다. 도자기에 다양한 

재료를 접목하여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을 연

구합니다. 생활자기에 익숙한 대중에게 친환경적이며, 가격이 저

렴한 핸드메이드 도자 악세서리와 소품을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

습니다. ‘서령공방’만의 독특한 디자인제품은 특허청에서 발부한 

‘디자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

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제작

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서령
SeO rYUNG aTe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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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월도예연구소

12728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설월길31 

769-9

mobile  010-9753-7539

e-mail  seolwolceramicart@naver.com

주요약력

2010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자디자인 졸업

2007  서울산업대학교 도자디자인과 졸업

생활도자기인 커피잔과 식기들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풍경

과 기타 소품들을 중심으로 작업합니다.

조현숙
SeOLWOL CeramiC 
ar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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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하우스

17313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573번길 53

mobile  010-7202-7980

e-mail  ceramichouse@nate.com

주요약력

2015  현) 세라믹하우스 운영_상호변경

2014  키셋도자기 협동조합 이사

2013  키셋도자기 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2011  희푸른 공방 운영

2003~2004  광호문화재단(구 광주요 연구소)

 연구원

세라믹하우스는 조선 순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빛과 도자기, 우리 일상의 공간과 도자기가 조화를 이루

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를 모티브로 우리들의 시간, 

작가의 시간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자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

어집니다.

조명식
CeramiC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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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드림

1261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028번지

mobile  010-2664-9124

e-mail  dmsejrdkel@naver.com

주요약력

⦁ 제30회 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공모전 

⦁ 장려상 수상

⦁ 제29회 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공모전 

⦁ 대상 수상

2017  세종드림으로 상호 변경

2017 제2회 세종한글디자인공모 은상 2개 

 동상 1개 수상

2016 제1회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 

 특별상 수상

1998 설립

세종드림은 37년 동안 도예의 길을 걸어왔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생산했으며, 도자기의 전통을 계승

하고자 주로 물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 디자인 특

허를 2개 갖고 있으며, 여주에 자랑 세종대왕의 한글을 도자기와 

접목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 개발하여 발전하는 

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은수
SeJONG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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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연

12616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곱새기로 90-1

mobile  010-2058-6902

e-mail  sodoyeon@hanmail.net

주요약력

2018  여주 강천면으로 본사 이전

2014  (주)소도연 창업, 여주 오학동

2006~2007  일본 AIST 특별연구원

1999~2017  명지대 신소재공학과, 

 한양여대 도예과, 목원대 도자과,

 서울과학기술대 도예과 강사

소도연(尕陶緣)’은 작은(小) 도자(陶) 연(硏)구소로 시작되었으나, 

작고 귀여운(尕) 도자기(陶)와의 인연(緣)을 통해 삭막해지는 생

활에 도자기로서 조금의 미소나 웃음(笑)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SOd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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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재

12614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358-3

mobile  010-8994-6882

e-mail  sowoojae@hanmail.net

주요약력

⦁ 화가와 달항아리전, 갤러리현대

⦁ 포스코갤러리 초대전

⦁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상 수상

달을 빚는 도예가입니다.

강신봉
SOWOO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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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푸른솔

12645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58-31 보광아파트 

106-1201

mobile  010-3432-2088

e-mail  bassminf@naver.com

주요약력

⦁ 현) 솔솔푸른솔 대표

2011  상지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과 졸업

2007  여주대학교 전통도예과 졸업

물레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달 항아리의 자연적인 선의 느낌으로 

작업합니다.

김민정
SOLSOL PUreUN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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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실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853번길 

95-50

mobile  010-6316-0253

e-mail  originalsoo@naver.com

주요약력

- 신수연

2011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2009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졸업

- 정세욱

2014  한국도자재단 레지던시 아티스트

20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작가 신수연은 일상에서 소소하게 만끽하는 순간적이고 다양한 

이미지와 감성을 모티브로 나에게 필요한, 내가 갖고 싶은 도자

기를 만듭니다.

작가 정세욱은 1인 가구를 위한 도자기를 만듭니다. 백자 칫솔꽂

이, 백자 과일 바구니 등 기성상품과 차별화된 아이템을 전통적

인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신수연
SOO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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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요

1281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3번길 29

mobile  010-5208-7733

e-mail  mode266@hanmail.net

주요약력

⦁ 세계 도자기 엑스포 참가

⦁ 부산 롯데호텔 도예전 전시

⦁ 2013 한·인도네시아 문화 교류

⦁ 2007 광주 왕실 도예 작가전, 성남아트센터

⦁ 중국 산통성 쯔브시 도자 박람회

⦁ 인사동 아라아트 전시

⦁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특별전

수현요를 운영하고 있는 박명배입니다. 분청,백자 등의 작품을 

작업하고 분청 생활자기를 중심으로 작업합니다.

박명배
ParK mYOU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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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영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34

mobile  010-5591-9655

e-mail  shimsayoung@nate.com

주요약력

2017  G-세라믹페어 ‘그릇의 품격’ 

 테이블웨어 기획관, 양재 aT센터

2017  KA12 (Korea Artist12) 그룹초대전, 

 인사아트프라자 특별관

2016  서울공예박람회 ‘생활의 발견’ 

 공예가의 밥그릇, DDP 서울문화재단

2016  盛/Sheng: a Group Exhibition of 

 Vessels, 타이페이, 대만

2015  아시아 현대도예전, 항저우, 중국

2015  중국미술대학(中國美術學院) 

 현대미술관 작품 소장

2015  서울공예품공모전 디자인상 그 외 다수

흙의 매력적인 질감과 색을 연구합니다. 테이블 위의 작은 예술, 

그릇을 만듭니다. 흙의 마티에르(matiere)와, 고운 색을 더해 가

치 있는 일상을 위한 사물들을 만듭니다.

심사영
SHim S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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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배기

3105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2길 67

mobile  010-5209-5411

e-mail  artostory@naver.com

주요약력

⦁ 현) 아토배기 운영

⦁ 국내외 전시참가 다수

⦁ 단국대학교 도예과 졸

수작업 내열 뚝배기 및 생활 도자기, 오브제와 같은 작품을 만듭

니다. 그리고 수작업 도자기 생산 및 디자인 개발을 하며 자체 개

발한 내열 소지를 이용한 내열 도자기와 생활도자기, 오브제 등 

다양한 디자인 수작업 세라믹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선
arTOBe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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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도예

12613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47-6

mobile  010-8582-9313

e-mail  ldm9313@hanmail.net

주요약력

⦁ 공모전 입상 40여회 단체전 40여회

⦁ 개인전 

2014  이동면 도예전, 청주, 한국공예관

2002  이동면 도예전, 포항, 갤러리 작은 행복

2001  이동면 도예전, 대구, 갤러리 table

경기도 여주에서 생활자기와 작품 도자기를 같이 생산하는 수작

업 공방입니다. 수많은 유약실험, 태토 조합, 번조기법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aLCHeO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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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도예공방

17345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48번길

mobile  010-2792-8252

e-mail  ann_pottery@naver.com

주요약력

2016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장려상

2012, 2015  이천여류작가전

2012  김현정·이은정 도자전

2010, 2014, 2017  홈&테이블데코 

 페어 참가

2010  예술의 전당 도자기특별판매전

2010~11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자기 속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작업하

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만듭니다. 여기

에 감성을 담은 문양을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수공도자

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함으로써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이은정
aNN POTTerY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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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예촌

12620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158 인텔폰102호

mobile  010-5334-8069

e-mail  ceravill87@hanmail.net

주요약력

⦁ 여주대 전통도예과 졸업

⦁ 사발대전 입선

⦁ 목포도자공모전 입선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생활자기에 8가지 색상으로 다양한 문

양, 꽃을 응용한 핸드페인팅 작품을 만듭니다.

박연지
CeraV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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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공방

12613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1길 99-3

mobile  010-5778-5158

e-mail  hyunjay1974@naver.com

주요약력

⦁ 현) 예나공방 운영

⦁ 가야대학교 요업디자인과 졸업

여주에서 부부도예가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손으로 직접 빚

어 만듭니다. 착한 가격에 고품질은 기본, 눈이 즐거운 멋스러운 

핸드메이드 생활 도자기를 만들고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윤종식
YeNa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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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

17149

경기도 용인시 한터로 152번길 62 

프렌체예진마을 305동 501호

mobile  010-6336-4548

e-mail  minnseo@hanmail.net

주요약력

⦁ 현) 예소공방 운영

2018  경인미술관 개인전

2017  단디갤러리 개인전

2015  경인미술관 개인전

작품문양 소재로는 달, 해, 물고기, 꽃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꽃

길은 없으며 달이 차오르니 세월도 껴안게 되었고 붉은 노을은 

뜨거운 열정으로 소소하게나마 영혼의 풍요까지 소원해 봅니다.

손민서
Y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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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도예

464-87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230

mobile  010-5224-7590

e-mail  orum7590@hanmail.net

주요약력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졸업

⦁ 개인전 6회

⦁ 남한산성 아트홀 도자강좌 출강

2017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장려상

2017  대한민국 전통공예상품공모전 대상

2016  광주 백자 공모전 장려상

2015  대한민국 전통공예상품공모전 동상

2014  안동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을 주제로 다양한 생활자기와 작품을 주로 

작업하며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구비지원 사업으로 도자기를 강

의하며 도예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무현
OrUm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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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공방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도예촌길 17-14 

옹기공방

mobile  010-7273-7882

e-mail  eunbi7896@naver.com

주요약력

2003  ‘옹기공방’ 개업

1983  옹기 제조 시작

1983년부터 옹기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상호 ‘옹기

공방’으로 개업을 하고 현재까지 옹기공방의 대표작으로 옹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태준
ONGGiGON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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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예공방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59번길 90-51

mobile  010-8720-2125

e-mail  9kan@naver.com

주요약력

2006 온도예공방

2004~2005  한국미술관 근무

2003  우일요內 도예가 김익영 개인 Studio

 土田, Assistant

2002  한국세라믹 기술연구원 연구원 재직

김국환 작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청자방식에 자연의 외형을 더한 

상형청자 작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꽃, 새, 물고기, 파

도, 돌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그릇

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조형적인 재미 외에도 실용성을 

고려해 만들고 있습니다.

김국환
ON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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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도예

12613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1길 99-9

mobile  010-7300-5739

e-mail  leeco9687@naver.com

주요약력

⦁ 개인전 7회, 그룹전 46회

2009~2015  제5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전시

2009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기념 전시

2004  화인회 창립전

한국의 전통화를 모티브로 한 화려한 장식은 투박함과 섬세함

의 양면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이경현의 손끝에서 더욱 풍부하

게 자리 합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호백자의 다양한 성격은 생활 

식기와 장식조자 등 쓰임에 맞는 오브제로 전개 됩니다.

이경현
Lee KY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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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예

1281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63-11

mobile  010-2229-9022

e-mail  youl2640@naver.com

주요약력

2018  광주-마시코 도자교류전, 

 남한산성아트홀

2018  광주왕실도자전. 경인미술관

2017  자울림전, 팔레드 서울

2016~2017  G-세라믹페어, 광주왕실도자전 

 참가

2014  대한민국 현대미술전 특선

2011  ‘흙으로 만든 세상’ 신미술대전 특선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WOOri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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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릴리

17303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321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센터 307호

mobile  010-4075-5797

e-mail  ejgallery@hanmail.net

주요약력

2018  리빙디자인페어, COEX

2018  일상잡화점, 현대백화점 무역점

2017  리빙디자인페어, COEX

2017  메종 & 오브제, 파리, 프랑스

2016  홈데코 콜렉션전, 한큐백화점, 

 오사카,일본

2016  타일포스트타일, 클레이아크뮤지엄

2016  아시아 호텔아트페어, JW Marriott, 

 Seoul

생활 속 공간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도자공예의 쓰임을 만들어 가

고 있는 ‘이은주 LiLEE’는 “빛·예술과 도자기”를 접목한 무드램

프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라인의 테이블웨어를 제작 하고 있

습니다.

이은주
Lee eUN-JOO LiLee



134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이인도예

1272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로 112-38

mobile  010-2335-2992

e-mail  leein2200@naver.com

주요약력

2014  3회 개인전 불광사, 석촌동

2011  디자인 아트페어 전시, 예술의 전당

2007  광주왕실 도예조합 협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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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했으며 진사의 붉은 색채는 각기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

듯이 한 점 한 점이 모두 다른 빛깔을 내세우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분청, 특히 백자 포도 문호는 다산 다복 풍요를 상징

하여 소박하면서도 세련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윤섭
Leei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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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도자기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297-2

mobile  010-9472-1224

e-mail  mircraft@naver.com

주요약력

2015  Take the Old Create a New, 

 Fu-Guei-Tau-Yuan Art, 대만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본색공감, 

 동아시아 전통도예전, 경기도자박물관

2015  제4회 아름다운우리도자공모전 특선

2014  한·중 도자예술 교류전, 

 경덕진도자대학교, 중국

2013  Porcelain Reloaded, 뷔템베르크 

 도립 박물관, 슈트트가르트, 독일

2013  제3회 세라믹스 리빙오브제 

 공모전 동상

2012  제6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은상

2012  제3회 광주백자공모전 은상

이정용 도자기는 조선백자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고 다양한 전

통의 소재를 결합하여 그 경험을 우리 생활문화 속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청화 안료와 상감기법의 장점을 결합한 

청화상감기법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국화, 연꽃, 모란, 수국 같

은 민화적 소재를 그릇에 정성으로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이정용
CeramiC STUdiO 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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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도예

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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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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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청

작업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지와 

기법, 유약을 사용하여 차 도구를 비롯한 생활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영선
iLBONG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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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의 봄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43

mobile  010-4266-5505

e-mail  zakisovom@naver.com

주요약력

⦁ 국민대학교 도예학과 대학원 졸

‘자기소의 봄’은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다채롭고 

실용적인 생활자기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작하는 공방으로 강

현경, 유천욱 두 작가에 의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다 나은 

도자생활문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욱
ZaKiSO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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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우 도자기

1731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635 

(경사리 544-1) 103호

mobile  010-2723-9342

e-mail  sw515@hanmail.net

주요약력

2013  제10회 대한민국도예공모전 동상

2012  제6회 청주문화상품대전 입선

2012  제3회 광주백자공모전 장려

2011  제7회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대상

전상우 도자기는 백자의 형과 질감표현, 청화채색으로 생활자기

를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전상우
JeON SaNGWOO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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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도예연구소

12636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87 전원도예연구소

mobile  010-5169-0459

e-mail  kcpark0415@daum.net

주요약력

⦁ 현) 여주시 도예명장 3호

2016  문화예술 진흥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

2016  제24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한류도예대상 수상

2013  여주시 문화상 수상

2012  자랑스런 국민대상 도예명장대상 수상

2010  인도네시아 문화부장관 표창장

여주시 도예명장 3호 전원도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중심의 도예작품을 벗어나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와 

디자인소품 작업을 통해 전원도예연구소의 다양한 작업을 펼쳐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천
JeONWO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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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은 도자기

17308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47-26

mobile  010-2985-2033

e-mail  clay910@naver.com

주요약력

2000  동아공예대전 대상

 일민미술관 작품 소장

정담은 도자기는 주로 생활자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젊

은 감각의 디자인과 색상으로 현대적인 느낌의 생활자기와 도자

오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천 사기막골도예촌에 ‘정담은 도자

기’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정원배
JUNGdOJ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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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현
도예연구소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230번길 33-7

mobile  010-3254-6355

e-mail  ehfqldrn@hanmail.net

주요약력

2018  Because of Ceramics전, 

 남송아트스페이스,항저우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주제전 -

 기념 ‘삶을 기리다’,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여주

2017  한국현대도예전,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영국

2016  프랑스 베르나르도 한국현대도예전,

 베르나르도박물관, 프랑스

선은 가장 오래된 예술의 매개체로서 보통 색, 면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슬립판을 여러 장 겹쳐 쌓아 선

을 나타내고 조각을 통해 선의 변화를 주어 독특한 이미지의 창

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식기세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조신현
CHO SiN HYUN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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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무도예

12615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350-16

mobile  010-3733-7064

e-mail  cm895@hanmail.net

주요약력

⦁ 문화와 도자발전을 위한 공로 표창장 수상

⦁ 샌프란시스코 우수작가 100인전 금상

⦁ 대한민국 문화관광 상품대전 입상

⦁ 세종대학교 졸업

⦁ 점묘백자 창시창작

⦁ 가업계승

대를 이어가는 도예家에서 탄생한 점묘백자는 창무 오재경 도예

가의 창시창작품으로 80년대 초부터 출품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점묘백자는 끝이 섬세한 조각도로 

점을 찍듯 수천 수만번을 쪼아가듯 조각하는 고도의 인내심의 기

법으로 완성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감각의 조화 속에 컬러시대를 

파스텔톤으로 은은하게 표현하여 회화성을 극대화시킨 혼신의 

명작으로 세계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재경
CHaNGmOOdO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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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항아리

17391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481번길 147 

초록항아리

mobile  010-9132-9395

e-mail  leeshinpottery@gmail.com

주요약력

⦁ 현) 초록항아리 공방 운영

2017  양국백자 국제 창작 워크숍

2016  경기광주백자공모전 입선

2016  사발공모전 특선

2015  사발공모전 특선

문양은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

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문양이 묘사하고 있는 사물이 눈앞에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문양만 보고도 어떤 적절한 반응

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문양을 그린 사람이나 그것

을 보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인식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문양을 현대화하여 작업하였고, 좋은 의미를 

담는 작품을 만들어 소유 하는 분들에게 복을 선물 하고 싶은 마

음을 담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숙
GreeN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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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1256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길 163

mobile  010-9069-9834

e-mail  hydelica@hanmail.net

주요약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개성 있는 그릇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

는 공방입니다.

최현
CHOi 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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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요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 65번길 35-13

mobile  010-2635-0776

e-mail  nave0115@hanmail.net

주요약력

⦁ 경기 남한산성 문화제 다수 전시

⦁ 광주 조선관요 박물관 전시

⦁ 경기 광주 너른고을 작가회 전시

⦁ 경기도자페어전시

⦁ 국제 차 문화대전 전시판매

⦁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전시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승도예를 중심으로 백자, 분

청사기를 다양한 기법과 전통 장작 가마 소성으로 작품을 표현하

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다수 전시하였습니다.

장동학
JaNG dONG HaG
CHeONG HWa CeramiCS



146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C.A.T.S
Ceramic Art Team Studio

mobile  010-2330-3466

e-mail  babijong2@nate.com

주요약력

2017  공예트랜드페어, COEX

2015  Be C.A.T.S, in FONTANA Gallery

2014  Christmas Again with C.A.T.S, 

 in FONTANA Gallery

2013  Christmas & C.A.T.S, in FONTANA 

 Gallery

2012  C.A.T.S 21, 성보 갤러리

2011  초대전 - C.A.T.S_ 스무번째 이야기, 

 Hidden Space

2011 서울리빙디자인페어, COEX

2010 초대전 - 미가행복, 미가행복 산본점

2010 꼭두 닭을 이용한 현대도예초대전, 

 서울닭문화관

2010 초대전 - 미가행복, 미가행복 흥덕점

2010 서울리빙디자인페어, COEX

C.A.T.S 캣츠는 Ceramic Art Team Studio로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과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한 도예작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국내외에서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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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이 홈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61

mobile  010-7301-6465

e-mail  appleclay@hanmail.net

주요약력

2016~17  G-세라믹페어

2016  중국 샤먼 국제 차 박람회

2013~17  홈테이블데코 페어

⦁ 기타 소규모 페어 다수 참여 - 

핸드메이드 페어, 국제 차박람회, 아트페어

다양한 전시와 페어 참가로 얻은 경험으로 현재 생활에 어울리는 

생활용 도자기를 제작하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실내 환경과 

식생활에 어울리는 생활용 도자기를 제작하고 제안합니다. 흑과 

백의 대비와 흙 자체의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현대적인 형태지만 

흙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신용호
dr.CLO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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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강암

12613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1길 23

mobile  010-8833-9970, 031-885-2559

주요약력

2015  개인전 2회, 갤러리 민, 청담동, 서울

2012  상해박람회 참가, 중국

2003  미국 뉴욕 1회 개인전

2001  일본 기타큐슈 초청 전시

토강암에서는 장웅기작가 혼자 작품 및 생활그릇, 연적, 차도구 

등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웅기
TOKaNGam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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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닥土닥 공방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79번길 55

mobile  010-9076-7575

e-mail  jongcheorlee@hanmail.com

주요약력

2013  이종철 도예전, 그릇안으로 들어가다. 

 다시, 사소함의 커다람속으로, 

 한벽원 갤러리, 서울

2013  이종철 생활도예전, 한화 타임월드 

 전시관, 대전

2013  이천 미술협회 정기 회원전 - 한일 국제 

 교류전, 이천아트홀, 이천

2012  이천시 조각 심포지엄 특별전 ‘동행’, 

 이천아트홀, 이천

1997~2012  개인전 5회

2011  이천 미술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전 

 ‘두런두런’ 전, 한벽원갤러리, 서울

2010  이천의 정신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기념전, 이천아트갤러리, 이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산 아래 공기 좋은 곳에 있는 공방입니다. 

생활자기 및 작품 도자기, 닭을 모티브로 스토리를 응용한 도자

기를 만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수작업 공방입니다. 창의적이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는 도자기 조명, 세면

기 등을 제작합니다. 주요품목으로는 달항아리, 수반, 도판, 닭을 

응용한 조형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종철
TOdaK TO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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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도예

12602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51-1번지

mobile  010-5574-6016

주요약력

⦁ 샌프란시스코 국제미술 초대전

⦁ 프랑스 국제미술 교류전

⦁ 인도 상카 국제미술제 특선

⦁ 초대 대통령 故이승만박사 기념관 

전시작품 제작

⦁ 한국미술 LA 초대전

⦁ 신 미술대전 우수상

⦁ 일본 비지네스 신문사 주최 조형예술 

공모전 특선

토우도예는 산속에서 부부가 작업하는 공방입니다. 이직 작가는 

도자기 위에 보석가루로 채색하고 수차례의 소성작업을 거쳐 화

려함이 돋보이는 석채보석화 작품을 작업합니다. 나현수 작가는 

청자인형과 생활소품을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현수
TO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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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17316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158번길 112

mobile  010-9141-4409

e-mail  paran200461@naver.com

주요약력

2017  경기도 공예품대전 동상

2017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특선

2015  중국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 참가

2013  미국 AMOCA 도자박물관 전시

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꽃잎이 흩날리는 느낌을 사랑스럽게 표현한 화병과 우리나라 전

통의상 중 하나인 버선을 전통미와 현대미를 어우러지게 표현한 

브로치, 다양한 도자장신구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소희
BLU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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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스튜디오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107

mobile  010-6606-0226

e-mail  ceramistksy@naver.com

주요약력

2017  공예트랜트페어 창작공방관, 코엑스

2017  ‘옹기와 우리그릇’展, 

 한향림 옹기박물관

2017  ‘오늘의 옹기’展, 한국문화재재단기획

2016  ‘산내리로 간 미술관’ 개관10주년

 기념전, 잠월미술관 외 28회

2016  제3회 대한민국 옹기공모展 대상

2016  제52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선

2014  담다展, 잠월미술관

2010  제2회 울산국제옹기공모展 동상

2010  제3회 대한민국 차인대회 차도구 

 공모展 입선

우리 고유의 도자영역인 옹기는 지난 선조들의 생활에 깊숙이 스

며들어 삶 곳곳에 공예품으로서 역할을 해 왔었다. 하지만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져 이제는 발효의 대명사인 ‘항아리’만

이 옹기의 대표적 위치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졌다. 사람들에게 

옹기는 ‘무겁다’, ‘싼 그릇이다’, ‘투박하다’, ‘시커멓다’ 등의 이유

로 많이 소외 당하고 외면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옹기가 마당 한

켠이나 아파트 배란다의 장독대에서 뿐만 아니라 식탁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우리와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옹기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테이블웨어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함께 담아 공예품으로서 옹기의 ‘미(美)’와 ‘용(用)’을 다

시 한 번 표현하고자 한다. 그릇뿐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히 스며 

녹아들길 바라는 작업들이다.

김승용
PaN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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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디자인협회

12702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507-56

mobile  010-5298-2353

e-mail  kcda2013@hanmail.net

주요약력

2017  기획초대전 한·중 국제도자디자인전- 

 Artistic Culture Life Innovative 

 Design, 북경국중도자예술관, 베이징,

 중국

2017  기획전 공예트렌드페어 DODI Cups전, 

 코엑스 A홀, 서울

2016  페어전 서울리빙디자인페어-DODI 

 브랜드 런칭, 코엑스 A홀, 서울

2016  국제도자디자인전 Transform Effect 

 ‘Ceramic Design with Creative 

 Process’,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1993년 ‘도자디자인회’로 창립된 「한국도자디자인협회」는 1994

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기획전, 초대전, 정기전을 포

함하여 많은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각 도자관련 

디자인 단체와의 교류전 및 초대전을 통해 우리 도자 디자인의 정

체성을 꾸준히 알리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는 (사)한국미술협회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한국도자디자인협회’

로 명칭을 변경한 후, 기존의 친목도모 성격의 정기전시회에서 벗

어나 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전시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선보이며 기존 여러 단체의 전시회와

는 차별되는 진취적인 기획전시를 실시해 왔습니다. 2016년 서울

리빙디자인페어의 참여를 시작으로 작가들의 작품과 상품을 보다 

더 활발하게 판매하고자 상품브랜드 ‘도디’를 런칭하여 국내의 주

요 페어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dOdi



154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한남세라믹
하늘소리오카리나

1271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405-1

mobile  010-6337-4163

e-mail  11book@hanmail.net /

   hanulsoriocarina.com

주요약력

2015~17  1, 2, 3회 이용렬 작가전

2016~17  G-세라믹 라이프 페어 

 전시부스참여

2016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도예명인명장

 부문 수상

2016  광주시 문화예술유공표창

한남세라믹 대표 이용렬 작가는 28년 동안 세라믹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초창기 식기류, 도자기, 문손잡이 등을 제작하였고, 

200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부터 오카리나를 제작하며 ‘하늘

소리오카리나’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오카리나 제작 이후 교

육, 공연, 체험, 전시, 콩쿨 및 실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제품 

또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품구입의 편리성과 각종 전시, 

공연 등을 전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렬
HaNNam CeramiC
HaNULSOri OC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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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공방

17307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롯데빌리지 

108동 304호

mobile  010-8766-9653

e-mail  harian43@hanmail.net

주요약력

⦁ 경희대 도예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화선지에 먹이 스민 듯 동양적 추상회화를 그릇에 담아냅니다. 

주로 그릇의 바닥 면이나 안쪽에 안료를 사용한 마블링기법으로 

무늬를 그리는데, 안료가 물과 섞이기 전 찰나에 손목 스냅을 이

용하여 재빠르게 그릇을 낚아챕니다. 우연의 효과와 작가의 감각

만으로 그려지는 패턴은 동일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합니다.

한상현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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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디자인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1길 24

mobile  010-5327-1147

e-mail  ihtak85@daum.net

주요약력

2016  아르질라 이탈리아2016 전시참여

2016  양평 대명콘도 개인전, 

 양평 어울림미술관 개인전

2016  G-세라믹 라이프페어 전시

2014  인사동 갤러리 미술세계 

 ‘새 봄 담은 도자전’

2013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초대전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워크샵 

 참여

2010  한국도자 1000년의 美,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초대전

2010  한국도자 1000년의 美, 주일 

 한국문화원 신청사 개관1주년 초대전

‘한울’이란 ‘넓은 울타리’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며, ‘세상을 담는 

넉넉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한울디자인은 1985년 창업한 이래 

2대째 도예를 이어오면서 ‘기쁨을 주는 도자기’라는 기치 아래 

고집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인학
HaNWOOL 
Ceram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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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락도예

17997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1길 45-29 

렉스빌리지 C동

mobile  010-5052-3694

e-mail  f-ceramic@naver.com

주요약력

2018  ‘한옥에 물들다’ 展, 단체전

2017  핸드메이드 코리아 참가

2015  ‘3인 三索’ 도자전시 판매전

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선, 서울

2013  충북 공예품 공모전 장려상, 충북

해락도예는 생활자기와 도자기 벽걸이 액자 등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빚어 만들고, 1250℃로 소성 핸드메이드 도자기 상품을 제

작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기는 아지랑이 꽃 패턴 장식시리즈로 

‘해락도예’만의 서정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예쁜 그릇, 아

름다운 도자기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일
HaerOCK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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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67

mobile  010-9784-1514

e-mail  galleryhwi@naver.com

주요약력

⦁ 현) 단국대학교 학부, 일반대학원 출강

2015~16  경덕진 도자페어 참가

2011  세계도자엑스포 세라피아 아트워크 

 연출

2007  청와대 테이블웨어

도자관련 설치 및 조형, 인테리어 소품, 생활도자기를 만드는 수

작업 공방입니다.

이준범
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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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내가마

12616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380

mobile  010-9040-1270

e-mail  sji0127@naver.com

주요약력

⦁ 개인전 15회

2017  한국 생활도자 100인 릴레이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016  Art Canton·International Art and 

 Collection Fair, 광저우, 중국

2016  Argilla Italia 2016, 아르질라, 

 이탈리아

2016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소장품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016  테이블 위로 떠난 여행, 여주세계생활

 도자관

자연의 재료인 흙을 통해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붓으로 행복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자에 회화를 담아 내고 있습니다. 들풀, 꽃, 

새, 물고기 등 함축되고 절제된 그림에 나의 감성을 담아 서정적

이면서 담백하게 자연의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HeUKNaeGama



160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흙모음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27

mobile  010-6247-7796

e-mail  010-6247-7796@daum.net

주요약력

⦁ 매년 2회 전통 장작가마 소성

2015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 서울 코엑스

2014  디자인페어 참가, 서울 예술의 전당

도자 유약의 깊은 맛을 추구하는 도예가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유약 수업을 인연으로 만나게 된 중견 작가

들이 꾸준한 실험과 작업으로 서로 힘이 되며, 매월 모임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임상교
CLaY TOGeTHer



판매관  161

11167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 (주)대승사현

mobile  031-544-9913/9914

e-mail  cs@laformakorea.com

주요약력

2018  경기도 포천 2,000평 규모 LaForma 

 물류센터 완공 예정

2017  신규 사업체 LaForma Korea 설립

 LaForma 브랜드 국내 정식 런칭

2016  스페인 리빙 브랜드 LaForma 라이센싱  

 계약 및 국내 총판권 취득

2009  경기도 포천 7,000평 규모 물류센터 

 설립, (주)대승사현으로 법인명 변경

2007  (주)대승인테리어 법인 설립

 베트남, 인도네시아 OEM 제조 공장과 

 MOU 체결 및 수입

1997  중국 OEM 제조 공장과 MOU 체결 및 

 수입

Kave Home(케이브홈)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Julia Grup의 메인 

브랜드로, 유니크하고 트랜디한 디자인과 중고가의 부담 없는 가

격으로 세계에서 사랑받는 홈 리빙 브랜드입니다. 밀라노, 쾰른, 상

해 박람회에 매년 전시 참여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

습니다. (현재 B2B 브랜드명인 LaForma로 참여 중이며, 2019년 밀

라노 페어부터 Kave Home으로 참여 예정)

케이브홈 
라포마코리아 LaFOrm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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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관

YOUNG arTiST 

신진작가 

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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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05700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5길 48

mobile  010-3202-6450

e-mail  suyeonkim306@gmail.com

주요약력

2017-2018  현) 이천 한국도자재단 

 이천세라피아 창조공방 입주작가

2018  도계 유리나라 개관 전시 

 ‘도계! 유리의 꽃으로 피어나다!’

2018  브리즈아트페어 외 단체전 다수

2016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유리 대학원 졸업

2013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졸업

유리를 주재료로 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작업을 통해 작가만의 시각 언어를 만들어내고, 관람객과 소통합

니다. 유리를 사용하는 작가에게 빛은 작품에 있어 중요한 요소

입니다. 저의 유리 작업들은 특정한 빛(빛의 세기, 각도)을 받아

야만 작품이 품고 있었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수연 
Kim SU-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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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11776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지 18

mobile  010-8704-8481

e-mail  501ceramics@naver.com

주요약력

2018 핸드메이드코리아 썸머, 코엑스, 서울

2017  K-핸드메이드페어, 코엑스, 서울

2017  G-세라믹페어, aT센터, 서울

2013  교토 세이카대학교 졸업, 일본

“It’s real handmade 501ceramics :)”

점토를 계량하는 것 부터 작품을 만들어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특별한 형식과 제약 없이 자유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501ceramics” 입니다.

501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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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17367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창조공방

mobile  010-4253-4440

e-mail  515wonk@naver.com

주요약력

2017  ‘아득-한 꿈의 투영’ 개인전, 

 통인화랑, 서울

2017  URNEN,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주제전, EKWC,네덜란드

2017  G-세라믹페어, AT센터

2016  한국도자재단 이천 세라믹스 창조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

환상은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상상을 통해 느끼는 감각’ 그 뚜렷하지 않은 이

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가의 ‘꿈·환상’을 투영하는 주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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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Kim 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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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전통공예원

mobile  010-8549-4437

e-mail  nahree810@naver.com

주요약력

2017  ‘옹기와 우리 그릇전’, 

 한향림옹기박물관

2017  경기도자박물관 입주작가 기획전 

 ‘선 담다’, 이천세라피아

2017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손의 언어’, 경인미술관

2017  제5회 아름다운우리도자 공모전 

 <특선>, 한국도자재단

2017  G-세라믹페어 신진작가관, aT센터

2017  디자인아트페어 마켓부스참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3  제1회 김태희 개인전 ‘LINE’s’, 

 31갤러리

전통 도자기 윤곽과 조각보의 구조적 조화를 통해 전통공예의 가

치와 아름다움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도자 오브제로 표

현합니다.

김태희 도자작업실 
Kim Tae-Hee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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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17367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37번길 6-23 101호

mobile  010-7377-8414

e-mail  sm_glass@naver.com

주요약력

현) GlasMings 대표

한국도자재단 세라믹스 창조공방 입주작가

2015~2017  유리섬 박물관 소속작가

2014~2015  한국도자재단 세라믹스 

 창조공방 입주작가

2012~2014  (주)금하칠보 디자인연구소 주임

2017  ‘Re: Bottle’전, 갤러리아원, 

 서울 삼청동

2008  ‘HIDE AND EXPOSE’,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인사동

2007  ‘투명한 자물쇠’, 한글라스 파란네모, 

 서울 압구정

유리작가 박선민이 제안하는 생활 오브제 브랜드이며, 유리의 맑

고 투명함, 다양한 색상이 주는 컬러 테라피적인 효과를 기반으

로 생활의 포인트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들을 디자

인 및 제작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선민
ParK SeO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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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극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15번길 12 

mobile  010-5639-0107

e-mail  tabiproject56@gmail.com

주요약력

2018  제7회 이천도자TREND 공모전 대상

2017  향유공예, CR Collective, 서울 2017 

 URNEN, EKWC, Oisterwijk   

 Nederland

2017  ‘손의 언어’ 경인미술관, 서울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념 

 ‘삶을 기리다’ 반달미술관, 여주

오브제 아트작품부터 器, 페인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

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도한 TABI project는 사

람들에게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작년 G-세라믹 페어

에서는 직접 꾸민 도자상품을 실은 타비차를 선보여 갤러리 판매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이 프로젝트를 더 활

성화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타비프로젝트 
TaBi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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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14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237 

초원 대림아파트

mobile  010-2733-7609

e-mail  jy.ceramics@gmail.com

주요약력

2017  우리집 우리가족 2017아트경기 

 선정작가 기획전, 일산 벨라시타

2017  꿀잠 공모 기획전, 여주 반달미술관

2016  Sheng a Group Exhibition of 

 Vessels, 대만 CC 갤러리

2016  제 4회 광주 백자 공모전 전시 및 

 장려상 수상,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2016  제1회 경기도자박물관 입주작가 

 기획전, 이천 한국도자재단

나무를 주제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감상이 목적인 오브제부터 생

활 속에서 직접 사용하는 소품들에 나무가 가진 따뜻한 영향력을 

담으려고 합니다.

박지영 도자기  
ParK Ji-YOUNG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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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옥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mobile  010-9100-2246

e-mail  byok21c@naver.com

주요약력

2018  ‘삶, 사람사는 이야기’, Space＋갤러리, 

 안성, 한국

2018  아트립 기획전 - 울트라 바이올렛, 

 문화비축기지, 서울, 한국

2017  ‘손의 언어’ 한국도자재단 입주 작가 

 단체전, 경인미술관, 서울, 한국

요비 스튜디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술을 꿈꿉니다.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고자 도자기의 특성을 이용해 소품뿐만 아니

라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합니다. 틀에 박힌 기성품에서 벗어나 특색이 담긴 상품

과 작품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나만의 공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비 스튜디오의 상품 하나로도 달라진 홈 스타일을 느

낄 수 있습니다.

요비 스튜디오
YO.B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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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특공대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도자)

01797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26번지 조형예술관 

211호 공예학과 사무실

mobile  010-9138-5330

e-mail  kjho264@naver.com

주요약력

2017  ‘천수답장’ 심폐소생술전, 

 서울여성공예센터_더아리움 참여

2017  물레특공대&(주)삼성 하우징 까사 

 세라믹 산학협력

2016  물레특공대&(주)삼성 하우징 까사 

 세라믹 산학협력 콜라보레이션 전시 및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물레 특공대’는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도자전공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학회입니다. 물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자 

기법을 활용하여 도자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

력으로 시작하여 도예연구 및 개발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소학회
SeOUL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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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애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297-2 

mobile  010-4008-8852

e-mail  dksaldo82@naver.com

주요약력

2018  이천시도자꽃축제 참가

2017  홈테이블데코페어 참가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 ICERA관, 

 SETEC, 서울

2016  홈테이블데코페어 부산, BEXCO, 

 부산 외 다수

 작품소장_남이섬 국립호텔 정관루

2016  이천도자트렌드(리빙)공모전 특선 수상

2013  세라믹스 리빙오브제 공모전 은상 수상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2013~2015)

2010 진안군예술창작스튜디오 단기입주작가 

주된 작업의 큰 테두리는 리빙 오브제(Living Object)입니다. 특

정된 한 부분보다 일상에서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에 색을 

더하고 삶(생활)의 공간에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작업 방향입니다. 작업의 모티브는 자수의 꽃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테이블웨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작업들은 테이블웨어, 인

테리어소품, 도자오브제 등이 있습니다.

안세라믹스튜디오
aN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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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mobile  010-2634-8394

e-mail  autismirror@hanmail.net

주요약력

2017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입주작가 

 기획전, ‘線 담다’, 세라피아, 이천

2017  2017 아시아 현대 도예전, 

 아이치현도자미술관, 나고야, 일본

2017  黑白庭園, Mupei Gallery, 

 Jindezhen in China

2015  2015 서울공예박람회 - ‘쓸만하고 

 반반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서울

2014  경복궁 장고 옹기특별전, 경복궁, 서울

자연과 인간, 전통의 여러 측면을 직관하고 해주백자, 그림자 그

리고 뱀을 소재로 작업을 통해 풀어갑니다.

OH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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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43-11 

A동

mobile  010-2829-7565

e-mail  ythzzz7565@gmail.com

주요약력

2018  갤러리 밈 이달의 작가전, 갤러리 밈

2017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線 담다’, 이천 세라피아

2017  K핸드메이드 페어, 코엑스

2017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손의 언어’, 경인 미술관, 인사동

2016  청주 공예 페어, 청주 옛 연초 제조창

2016  한국도자재단 입주작가 기획전 ‘土流’, 

 명동 성당 1898갤러리

물레 성형을 기반으로 생활 식기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듭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손으로 

빚고 깎고 붙여서 만들어 정성이 깃든 수공예 도자기입니다.

YUN Tae-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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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노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727 

전통공예원

mobile  010-2983-3858

e-mail  galo_3@naver.com

주요약력

2017  초대개인전, 레지나 갤러리

2017  ‘손의 언어’ 단체전, 경인미술관

2017  ‘선 담다’ 단체전, 이천 세라피아

2017  이천 TREND 공모전 입선

2016  첫 개인전, 갤러리 민

2016  문경 제13회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입선

2015  한국사발학회 제15회 사발공모전 입선

백자로 굽이 높은 제기의 형태를 기초하여 오브제 성향을 띄는 

식기 작업을 합니다. 작품 활동 외에 주로 생활식기를 제작하는

데 생활식기는 작품과 반대로 단순하며 굽이 없는 형태로 간결한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대중적인 생활식기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즐겁게 작업하는 것입니다.

갱로공방  
GaNG_rO 
Cerami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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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171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2번길 8-19 

여기서

mobile  010-2665-1491

e-mail  jaeeum@naver.com

주요약력

⦁ 경덕진 도자대학교 졸업

⦁ 경기도 공예품대전 입선

⦁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특선

⦁ 미추홀 전통문화예술작품 공모전 입선

⦁ 보신전 외 다수 전시 참여

“꽃처럼,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당신께”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

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빛이 많은 분

들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YeOGi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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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12635

경기도 여주시 오금1길 15 

mobile  010-6342- 6651

e-mail  jeong3130@naver.com

주요약력

⦁ 개인전

2018  Lost, 서진아트스페이스

2012  Losing Memories, 이앙갤러리

⦁ 단체전

2018  ‘Glass Holic;전, 갤러리세줄

2017  토유전, 이천 세라피아, 한국도자재단

2017년부터 도자재단 창조공방 유리부분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유리와 도자를 결합하는 작업을 시도하며 서로의 재

료가 가진 장점들의 표현을 고민하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

로 유리를 소재로 작업을 하지만 유리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경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ee J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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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나

10872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산내마을 302-202 

mobile  010-3826-9213

e-mail  dlaqhsk87@naver.com

주요약력

2018  Made in Marunuma, 

 일본-한국문화원 갤러리 미

2017  공예트렌드페어 해외관 참여, 

 코엑스, 서울

2017  마루누마 레지던시 4인전, 

 아자부주반갤러리, 일본

2017  모리전, 마루누마갤러리, 일본

2017  제2회 임보나 개인전, 마루누마 갤러리, 

 일본

2017  아사카 시립 박물관 전, 아사카시, 일본

2017  ‘자운제, 한국미술에 머물다’ 

 갤러리 자운제 개관기념 초대전, 

 갤러리 자운제, 일산

BNL_Studio는 Teapot 외 다양한 차 도구를 만듭니다. 현대에 들

어 웰빙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차(茶)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 도구는 차의 풍미를 위한 기능에서 감상의 대상으로까지 발전

하였고 이에 따라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차 도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Teapot는 차를 마시

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차 도구를 대표하는 동시에, 도구

의 역할뿐만 아니라 함께 차를 마시고, 따라주는 행위를 반복하

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도 합니다. 작품은 색 유약이 아닌 색 소지를 통한 발색으로 사용

자들은 작품 본연의 색감을 온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 도구로써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리빙 오브제로써 가치 

있게 활용될 것입니다.

BNL_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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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규

15866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34 639-603 

mobile  010-2089-3529

e-mail  dmsrb925@gmail.com

주요약력

2017  토유_창조공방 레지던시 입주작가전,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7  이천세계도자센터 특별기획전 

 ‘행복한 동물원?!’, 세계도자센터, 

 이천

2016  아시아 현대도예전 ‘Stunning Edge’

 _ NTCRI, 대만

2016  석사학위청구전 ‘Innernature’, 

 숙명여자대학교 청파갤러리, 서울

동물의 형태를 주제로 오브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JaNG eUN-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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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순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전통공예원 

mobile  010-2042-0064

e-mail  dkfmsh@naver.com

주요약력

2017  장현순 3회 개인전, 행궁동 갤러리

2016~18  디자인아트페어, 한가람미술관

2015~18  사단법인 경기도예가 협회정기전

2015~16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코엑스

생활도자 및 오브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식기와 오

브제를 조합하여 유희적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JaNG HYUN-SOON



182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알찬도자기

08790

서울 관악구 관악로14나길 22 3층 옥탑호 

mobile  010-4254-1525

e-mail  alchan.ceramics@gmail.com

주요약력

2018  경희대학교 도예학과 졸업

2018  밤도깨비 야시장 참가

2017  공예트렌트페어 참가

2017  아이디어스 작가 참여

2015  경희대학교 동문 전시

전통의 멋과 미를 도자에 담아내자는 마음으로 주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무늬, 형태, 색감을 참고하여 현대에 적

용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창살 무늬를 살린 USB LED 독서등, 한복을 입은 도자 인형 

등이 있습니다.

JUNG W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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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은

01849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서울공예센터 더아리움 

mobile  010-9415-2228

e-mail  irisrad@naver.com

주요약력

2017  G-세라믹페어, 양재 aT센터

2017  서울공예박람회 : 은밀한 공예전, 

 DDP 서울디자인재단

2016  서울공예박람회 : 생활의 발견 밥그릇, 

 DDP 서울디자인재단

2016  ‘土琉토유’ 기획전, 갤러리 1898

2015  중국 경덕진 세계도자박람회

2015  Art&Life Show Fair, 양재 aT센터

2015  ‘안드로메다#’기획전, 갤러리 팔레드서울

2014  ANC 4대공예아트페어, 

 천호 현대백화점 알뮤트갤러리

2013  홍지은 제1회 개인전 ‘별이 빛나는 밤’, 

 이루갤러리

도자기 점토에 색을 섞어 점토 자체에 색이 발현되도록 하여 안

정적인 색상을 나타내고 점토 고유의 깊은 색감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색점토의 특성을 응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 컵이나 

접시, 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알록달록한 

색상이나 독특한 무늬를 넣어 일반적인 도자 그릇과 다르게 색다

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HONG Je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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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eW 

CeramiC GOOdS 



186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한국도자재단 “도자 프리미엄 신상품 개발 지원” 사업은 도자 기술개발과 품질 및 디자인 향상을 통해 

경기도 대표 도자로 성장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

다. 경기도 내 도예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품화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도자와 타분야 공

예와 융합한 작품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작가는 상품개발 지원금과 자문위원의 개발방향 설정, 상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

여 실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가는 ‘G-세라믹페어’에 참여

하며, 우수 개발자에게는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등 후속 마케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단

    토·아트갤러리 우병탁대표, 정소영의 식기장 정소영 대표, 통인화랑 이계선 관장, 

    쿤스트원 송민찬 이사, 디티에이블 김태완 대표, 나인스파이스 홍신애 대표

■ 선정작가

● 2017 : 고윤영, 김학균, 신원동, 신재일, 연호경, 이재원, 이지원, 최서연
● 2018 : 강종문, 김경수, 김선영, 김은호, 김지원, 김판기, 방지웅, 신경욱, 신광섭,

               신기숙·이석표, 양경철, 오규영, 오점숙, 윤주철, 이상욱, 이정원·권은영, 이태훈·이수미, 

               임보나, 장은규, 장훈성, 정세욱, 최은비, 한상현, 현상화

도자 프리미엄 신상품 개발 지원

도자 프리미엄 신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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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 원형접시, 3인주전자 / 고윤영 作



188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Unfamiliar Tablescape / 김학균 作

버선이야기 / 최서연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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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이가 있는 정물 / 연호경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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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dULe  |  2018 G-세라믹페어 이벤트 프로그램 

이벤트관

11:00~12:30 

‘밀라노 스타일 세라믹 핸드페인팅’ / 생활미인

12:30~14:00 

‘셰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Ⅰ>’ / 김봉수 셰프

14:00~15:30 

‘도자 파티를 위한 스페셜 센터피스 만들기’ / 일상愛꽃 이벤트

16:00~18:00 

2018 G-세라믹페어 개막식

11.8.목  

이벤트관

11:30~13:00 

‘가을 펌킨수프 플레이팅 클래스’ / 라퀴진

13:00~14:30 

‘아름다운 도자기 속 다육 식물 정원’ / 한국식공간학회 오승민

14:30~16:00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만드는 모던 도자 컵’ / 한국도자디자인협회

16:00~17:30 

‘때론 소담스럽게, 때론 화사하게 나만의 도자기 포장법’ / 한국식공간학회 최혜림

1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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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관

11:00~12:30 

‘단호박 경단과 계절감 가득한 플레이팅 클래스’ / 한국식공간학회 이승신

12:30~14:00 

‘셰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 Ⅱ>’ / 최광호 셰프

14:00~15:30 

‘2018 트렌드 : 스페셜 연말 테이블을 위한 화기 연출 체험’ / 일상愛꽃 이벤트

15:30~17:00 

‘무화과 디저트 플레이팅 클래스’ / 라퀴진

11.10.토

이벤트관

11:00~14:00 

한국식공간학회 오픈 세미나 / 유승철, 박종숙

14:30~16:00 

‘도자와 함께하는 동가홍상(同價紅裳)’ / 한국식공간학회 이임주

11.11.일



194  2018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

세라믹다이닝Ⅰ

주요약력

⦁ 현) 우드그릴 레스토랑 ‘도마’ 총괄 셰프

⦁ 전) 미슐랭 ‘정식당’ 셰프

⦁ 전) 한국술집 21세기 서울 총괄 셰프

⦁ 전) 한국술집 안씨막걸리 총괄 셰프

하늘을 닮은 다양한 색감의 접시 위에 

한국적인 음식을 담아내다

구름 낀 하늘, 맑은 하늘, 소나기, 밤하늘…

4가지 다양한 색을 가진, 하늘을 표현한 접시에 계절감 가득한 한

국적 음식을 담아내어 점점 사라져가는 제철 식재료의 맛과 건강

한 요리에 대한 생각을 보여드리고 싶다. 작가와 요리사의 콜라보

레이션이라는 뜻깊은 이벤트를 통해 세라믹 다이닝에 참여하는 모

두가 가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김봉수  
Kim BONG-SU

11.8.목 | 12:30~14:00 

셰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 (ceramic D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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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다이닝Ⅱ

주요약력

⦁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3 우승

⦁ CJ ‘K- con’ VIP 케이터링, MBC ‘맛있는 

 나눔 푸드뱅크 페스티벌’ 맛있는 나눔 

 시식회 참여

⦁ 신세계 아카데미, CJ 더 키친, 호주축산공사 

 등 쿠킹 클래스

⦁ 2018 제4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 

 페스티벌 총괄

⦁ CJ 오쇼핑 플러스 ‘최강혼밥’ 진행

세라믹다이닝–순간을 기억하다; 새로운 시작

음식에서 느꼈던 맛, 그 음식을 먹거나 만들 때 느꼈던 기분, 그 음

식을 함께 먹었던 누군가, 그 어느 것 하나 때문이라도 누구나 한가

지쯤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음식이 있을 것이다.

이번 세라믹다이닝에선 음식을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풀어내고자 한다. 내가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새

로운 시작이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 만들었던 음식들을 도

자그릇에 녹여내어 도자기와 음식의 하모니를 관객들과 함께 소통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최광호  
CHOi GWaNG-HO

11.10.토 | 12:30~14:00 

셰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 (ceramic D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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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퀴진

주요약력

⦁ 라퀴진 아카데미 전속 서양 요리 강사

⦁ 라퀴진 아카데미 기획자, 푸드 컨텐츠 기획자

⦁ EcoleL ENOT RE 프렌치 요리 전공

(주)라퀴진은 요리 아카데미를 통한 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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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업입니다.

2000년 5월에 설립된 (주)라퀴진은 아카데미 실업, F&B브랜딩 및 

기획 컨설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사

업을 기반으로 쌓은 방대한 전문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를 창조적

으로 활용하여 식문화, 식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메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La CUiSiNe

11.9.금 | 11:30~13:00 

가을 펌킨수프 플레이팅 클래스 

11.10.토 | 15:30~17:00 

무화과 디저트 플레이팅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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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주요약력

⦁ 현) 혜인즈블라썸플로리스트학원장

⦁ 단국대학교 학점은행제 강의

⦁ Art TV 무대장식

⦁ 예술의전당 무대장식

 (빈국립폭스 심포니 신년음악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메달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하는

주요약력

⦁ 현) Greenhouse of Arnold Flower 

 Design 대표

2017  전국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금메달리스트 지도위원

2015  전국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동메달리스트 지도위원

2014  전국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금메달리스트

2014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연환
Kim YeON-HWaN

오현석
OH HYUN-SeOK

11.8.목 | 14:00~15:30 

‘도자 파티를 위한 스페셜 센터피스 만들기’ / 

일상愛꽃 이벤트

11.10.토 | 14:00~15:30 

‘2018 트렌드 : 스페셜 연말 테이블을 위한 

화기 연출 체험’ / 일상愛꽃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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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민  OH SeUNG-miN

한국식공간학회

주요약력

⦁ AIFD(미국플로랄디자이너협회) 정회원

⦁ 까뜨린뮐러 파리 플라워스쿨 마스터, 야닉스즈네브 파리 플라워스쿨 수료

⦁ 텍사스A&M 대학교 벤즈 플라워스쿨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원예생명공학과 석사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학 박사 과정

THe TaBLe & FOOd 
COOrdiNaTe OF KOrea

11.9.금 | 13:00~14:30 

아름다운 도자기 속 다육 식물 정원 

최혜림  CHOi Hea-Lim

주요약력

⦁ 현) 한림도예 운영

2005~2017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타일리스트과 교수

1997~2004  (주)광주요, (재)광호도자문화연구소

1985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자기예술과 졸업

11.9.금 | 16:00~17:30 

때론 소담스럽게, 때론 화사하게 나만의 도자기 포장법 

이임주  Lee im-JU

주요약력

⦁ 한국식공간학회 소속

⦁ 식공간연출 석사

⦁ 파티플래너 지도자, 외식지도컨설턴트

⦁ 경기대, 전주대, 오산대 출강

11.11.일 | 14:30~16:00 

도자와 함께 하는 동가홍상(同價紅裳)

이승신  Lee SeUNG-SHiN

주요약력

⦁ 오븐쿠킹스튜디오 대표

⦁ 군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전북과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 국제한식문화재단 CCIK 강사 역임

11.10.토 | 11:00~12:30 

단호박 경단과 계절감 가득한 플레이팅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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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미인

한국도자
디자인협회

이은화   
SaeNGHWaLmiiN CO., LTd

KOrea CeramiC 
deSiGN aSSOCiaTiON

주요약력

⦁ 현) CERA55 ART CENTER 대표

⦁ CERA55 공동대표

주요약력

2018  한·중·일 도자디자인전, 

 주중한국문화원 단독기획, 주최

2017  한·중 생활예술도자전, 북경 

 국중도자예술관 공동주관

2017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A홀 

 단독기획

2016  Transform Effect 한·중·일, 유럽 

 국제도자디자인전 단독기획, 주최

2016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기획전 

 단독기획

11.8.목 | 11:00~12:30 

밀라노 스타일 (milano style) 

세라믹 핸드페인팅

11.9.금 | 14:30~16:00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만드는 모던 도자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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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공간학회 오픈세미나

주요약력

⦁ 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현) 한국광고학회 이사

⦁ 미국 로욜라 대학교 디지털 ·인터렉티브 

 광고 담당 교수

⦁ (주)제일기획 미디어·광고PR·마케팅 근무

⦁ 미국 텍사스대학교 광고학 석·박사

유승철
YOO SeUNG-CHUL

주요약력

⦁ 현) 경기음식연구원 원장

⦁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진흥센터 이사

⦁ (주)신세계푸드 컨설턴트

 (한식부페 올반 런칭)

⦁ 샘표식품 미각향상고문 역임

박종숙
ParK JONG-SOOK

11.11.일 | 11:00~14:00 

한국식공간학회 오픈세미나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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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器

홍보관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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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품격을 높이는 한국 도자공예 선도 기관’

한국도자재단 (Korea Ceramic Foundation)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으로 출범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도자문화

의 새 역사와 자취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은 한국 도예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아름

다운 한국도자문화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도자 문화 확산, 도자관광 활성화, 도예인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전개를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자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등 3개의 도자전문 미술관 운영 및 도

자체험교실, 도자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문화 대중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속해온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를 통해 한국 전통도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도자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에 숨 쉬는 한국도자문화산업의 무한한 영역을 개척하고, 대중

이 함께 하는 도자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단 소개

현대적 창조융합 예술공간 이천세라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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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세라믹페어 행사와 관련된 마케팅, 홍보, 제휴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031.645.0700 / 재단홈페이지 www.kocef.org / 페어홈페이지 www.ceramicfair.kr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자문화환경 곤지암도자공원

국내 도자 유통의 허브 여주도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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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도자공예도시 

이천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 이천은 유구한 전통도자기술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예가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도자 예술 공예 도시’입니다.

2010년 공예·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천에는 약 420여개의 도예 공방들이 수공

예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공예 도예공방들은 물레를 차고 장작 가마 소성을 고집하는 등, 전

통 도자제작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동시에 새로운 조형과 기법을 탐구하여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오

늘날 트렌드에 맞는 도자문화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매년 프랑스 파리와 리모주, 영국 런

던, 중국 징더전, 일본 세토, 그리고 미국 산타페이시 등 세계 도자 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이천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천은 한국도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조하는데 앞장서며 명실상부 세계

적인 도자공예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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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조선백자 5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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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의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던 분원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과 명맥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현재 광

주시에는 317개소의 백자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으며, <경국대전>에는 사옹원의 분원 사기장이 380명

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 등지의 사기장이 모두 99명에 불과

했던 점으로 보아 광주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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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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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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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여주 도자기의 역사는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를 통해 고려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

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도기소(陶器所)가 여주 관청의 북쪽 관산(串山)[현 

지명: 싸리산]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있을 만큼 여주지역은 도자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도자기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1950년 5개의 생활도자기 공장

이 새로 설립되었고 1960년 후반 도자기 산업의 호황을 거쳐 1970년에는 등록된 업체가 40여 개소, 

1980년에는 100여 개소가 늘어났으며 현재 400여 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자기 생산 업체가 밀

집해있는 생활도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울창한 소나무, 질 좋은 고령토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 대표 도자기 생산지 여주는 전통 자

기는 물론 예술 자기, 옹기, 공업용 도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도자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도자기 판매장, 공방과 더불어 세종대왕이 영면해 계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릉, 천년고찰 

신륵사, 역사의 혼이 있는 명성황후 생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황학산 수목원 등 유구한 문화유적 관

광지가 산재해 있어 도자기를 보고 사고, 우수한 관광유적지를 즐기고, 아름다운 남한강변에서 쉬고 

힐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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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공간학회

사단법인 한국식공간학회는 2005년에 ‘식공

간’이라는 낯설고, 특별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에 학술지 ‘식공간 연구’가 발간되었고, 

그해부터 지금까지 연간 2회의 정기학술대회

를 치루며 회원들과 식공간에 대하여 꾸준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 작은 학회입니다. 

그동안의 고민을 바탕으로 2013년에 저희는 제 1회 한국식공간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식공간 

페스티벌은 테이블세팅과 푸드스타일링을 사랑하는 지원자들의 공모전과 전시, 그리고 전문가들의 초

대전시가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픈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학회 소속의 

푸드스타일리스트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힐링 마켓이 열립니다. 식공간 페스티벌의 취지는 크게는 한

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식공간 문화 향유의 범주를 확장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날

갯짓이지만, 학문의 연구와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에 ‘식공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식공간페스티벌은 2014년 제 2회 ‘식공간, 스타일을 입다’, 2015년 제 3회 ‘食, 특별한 날에’로 일

반인들과 소통하다가, 2016년의 제 4회 ‘만나다, 맛나다’부터는 한국도자재단의 G-세라믹페어와 함

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 5회 ‘생활의 품격’부터는 한국도자재단과의 MOU를 맺고 더욱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단독행사가 아닌 G-세라믹페어와 연계하여 또 다

른 비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식공간학회는 연 3회의 전문 학술지인 식공간 연구를 발간하며, 제 26회 정기학술대회 

‘美式幾, 美食家’를 준비 중이며, G-세라믹페어의 주제전시관인 ‘美式幾, 美食家’ 연출과 오픈 프로그

램을 지원하며, 또한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와 테이블웨어 공모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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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579-8100

홈페이지 : http://yfmc.at.or.kr

주 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화훼공판장

주요사업 :

⦁ 꽃 소비 생활화 상품 전시

    (1Table 1Flower model display)

⦁ 신화환 전시(object etc.)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은 국내 최대, 수도권 유일의 화훼법정도매시장으로 화훼 유통의 

선진화와 화훼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량물량의 수집 및 분산 기능을 통해 생산농민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꽃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꽃 생활화 운동 등 소비

촉진사업과 화훼류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공정하고 선진화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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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예

0665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41

(서초동, 대호IR빌딩 5층) 

mobile  02-3487-9982

e-mail  adcera@naver.com

홈페이지  www.cerazine.co.kr

주요약력

201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14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06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1996 4월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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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 창간된 국내 유일의 한국도예 대표 월간지입니다. 전

통과 현대로 이어지는 도예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외 관련 행사, 

전시, 작가, 이론 등 도예계 모든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도자예술

인은 정보 소식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은 도자예술 향유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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