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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자페어; CeraSpace

공간을 담다’에 초대합니다.

최 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도자문화 확산과 도자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페어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자페어는 현대 라이프스타일 속 살아있는 도자 트렌드를 한 곳에서

살펴보고, 도자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콘텐츠와 감각적인 도자

생활을 제안하여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2016년 G-세라믹라이프페어로 시작되어

매년 진행되어온 경기도자페어가 올해는 ‘CeraSpace, 공간을 담다.’ 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식공간 중심의 도자를 활용하여 전시, 판매되어 왔던 기존의 전시행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주거공간 어디서나 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자활용법’을 선보입니다.

2019년 ‘경기도자페어’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트렌디하게 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주제전’, 100여개의 대한민국 대표 요장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관’, 관람객의 오감만족을 사로잡는 ‘이벤트관’, 

‘글로벌 전략 상품 공모전’ 선정 작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이블웨어 공모전’ 선정

작품들을 직접 보고, 수상작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는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경기도자페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경기도자페어의 

성장 뿐 만 아니라 한국 도자문화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위해 성원해 주신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그리고

다양한 후원 기관 및 단체, 참여요장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인사말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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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멋과 맛을 높이는

도자전문페어

2019 경기도자페어

공간을 담다

대한민국 유일의 도자 전문 페어 <경기도자페어>는 한 해 가장 트렌디한

도자 문화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도자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바쁜 현대인의 가정 속 감각적인 도자 생활과 소비 경향을 제안하여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자페어>는 ‘공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기존 ‘그릇’으로만

인식되던 도자의 이미지를 확장하여, 삶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레

녹아 드는 일상 속 생활도자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새로워진 주제전, 테이블웨어 공모전, 판매관, 신진작가관,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함께 즐기고 만들어 가는 2019 <경기도자페어> 속 나에게

꼭 맞는 도자와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개요
Fair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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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관

Main Exhibition

주제관
Main Exhibition

Concept_CeraSpace, 공간을 담다
집을 주제로 한 Omnibus식 구조

우린 매체를 통해 생소한 소재나 작업을 대하며,

점점 그에 관심을 가지고, 익숙해져 간다.

'도자'라는 단어는 생소하진 않지만 아직 친숙하지도 않아

보인다. 생활 속의 도자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식기,

장식장 안에 있는 화병 정도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고, 활용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관람객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인식시키는 것에 전시의 목적을 두었다.

Director
김대성

Kim Daeseong

주요약력

디자인토큰 대표

KOSID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이사

KIID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가구분과 부위원장

타프스토어 쇼륨 운영

2019 홈테이블데코페어 기획관 디렉팅 등 다수

인테리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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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관

Main Exhibition

주제관
Main Exhibition

김지혜
Kim Jihye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부교수

주요약력 주요약력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본전시

2019 Hermes Mason  프리젠테이션

2017 그림없는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2017 기념_삶을 기리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17 공예의 자리(서울시립남서울 미술관, 서울)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본전시

2019 Art + Life, Still Life by 양지운 (워커힐호텔/서울)

2019 COLLECT 2019 (London/U.K)

2019 Maisn & Objet (Paris/France)

2018 Craft Bangkok(Bangkok/Thailand)

2017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

양지운
Yang Jiun

주제관 협업작가
Main Exhibition Collaboration

지나가는 시간을 기억하다 은월호(銀月壺)

금연마상감 Cera-stone series

금연마상감 Cera-stone series

당신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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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관

Main Exhibition

주제관
Main Exhibition

심사영
Shim Sayoung

주요약력 주요약력

2019 서울 파시 프로젝트( Hart갤러리 )

2019 한중일 도자디자인전 북경국중도자예술관(중국 베이징)

2018 Gallery Life Seeding 초대전 한국공예예술전 (대만 타이페이)

2018 Korean Ceramics for stylling your space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2019 씀 /단체전 /B의 공간

2018 도자프리미엄 신상품 공모 /한국도자재단

2018 전통, 일상과의 조우 /단체전 /명인명장 한수

2018 한국전통문화창조센터 Up-Coming Craftman / 단체전 /파리 메종오브제

201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정세욱
Jung Sewook

주제관 협업작가
Main Exhibition Collaboration

모누먼트(기념비)White memories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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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관
Mai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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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훈
Kum Jeonghun

주요약력

킨텍스 메가쇼 

킨텍스 크리스마스페어

여주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 전시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홍보판매

G-세라믹페어 2018

주제관 협업작가
Main Exhibition Collaboration

블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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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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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2019 제2회

테이블웨어공모전

패션 디자이너

서정기
Seo Jeonggi

주요약력

파리 ESMOD 

뉴욕 F.I.T. 패션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음식칼럼니스트

유지상
Yoo Jisang

주요약력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위너셰프 총괄대표 

외식 창업 인큐베이터 (주)씨알트리 대표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외래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외래교수 

한국음식평론가협회 고문 

대전교통방송 TBN충청매거진 '오늘 뭐 먹쥬?' 고정출연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unit. 설화수 디지털

장예종
Jang Yejong

주요약력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IDAS) 디자인 경영학 석사 

국민대학교 공예미술(도예)학과 학사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

장혜진
Jang Hyejin

주요약력

음식서비스 인전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위원 

(사)한국식공간학회 부회장, 식공간연구 편집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식공간연출 표준 및 활용패키지 개발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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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초대전 연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웨어공모전은 네이버 

그라폴리오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였고,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두 차례의 전문가 및 일반 

대중심사를 병행하여 최종 선정된 12점의 

테이블웨어 공모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심사위원
Jury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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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휴일의 그린테이블

최근 우리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쉽게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 없는 시간으로

느껴지곤 한다. 주중 바쁜 일과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 앞에

모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주말 하루 정도는 정성스럽게 차

건강한 음식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보며 함께 밥을 먹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균형 잡히고 여유로울 

것이다.

화려한 색보다는 수수한 색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담아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 위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한 음식들로

그린 테이블을 완성하였다. 소박한

삶의 여유를 찾는 그린 라이프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자연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음식들을 

단시간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숯불로 구워진 바비큐와 야채, 과일,

음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릇.

자연스럽고 넉넉한 심플하지만

간결한 그릇을 선택하여 음식을

담아보았습니다.

색상은 검정과 흰색으로 깔끔함을

담아내는 동시에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주어 시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작가

양현석_도예가

송지현_아트디렉터

사용 도자기

양현석_ONDO

참여작가

이경춘_도예가

홍승희_도예가

이준희_촬영

사용 도자기

이경춘, 홍승희_정감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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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밥심으로 산다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밥심으로 산다" 하시는데,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 넣은 김치찜이야말로 밥도둑.

든든하게 먹은 밥이야말로 힘이

절로 나니

"밥심으로 사는구나"

애니멀 베지테이블

동물과 함께하는 채식 식탁

무유식기와 채식요리가 만났다.

무유도자기는 흙으로 형태를

성형한 후 시유 없이 장작가마에서

오랜 시간 구워내는 과정을 거친다.

흙의 표면에 나무재가 앉아 유면을

형성하여 그만의 색과 질감을

만들어 낸다.

자연의 색 가득한 무유식기에 정성

가득한 채식요리를 담아내었다.

동물을 담은 컵 

도시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은 더이상 

현실에서 동물을 접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잊고 살아간다. 

죽음이 사라진 식탁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감의 

무유식기, 그 편안함 속에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 사라진 식탁을 제안한다. 

동물형태의 기와 무유식기가 함께

어우러진 채식 식탁이라면 우리의

건강도 지구의 미래도 한층 밝아지지 

않을까 ?

참여작가

최봉숙, 백우철_도예가

사용 도자기

최봉숙, 백우철_도예공방예작

참여작가

장은규_도예가

사용 도자기

우시형, 장은규_동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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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선으로 시작된 식공간의 미학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씩 그려내던 작은 스케치북의 

공간 속에서 수없이 교차하는 선들을 

보다 보니 이젠 그 하나의 선만이

공간 속에서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라인들이 

식공간에 스며들어 식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세계는 다변화되고 우리의

식문화도 세계화되었다. 우리의

테이블웨어도 하루에 세 끼를 먹던 

문화는 아침과 점심을 한 끼로

하는 브런치 문화로, 가족들의

식탁은 때론 따로 그리고 함께하는 

문화로 변화되어간다.

[ peu à peu ] ; 오후의 피크닉

느지막한 여름,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하는 오후의 피크닉.

부드러운 형태와 따뜻한 색감을 

릇에 담아 이날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햇살, 맑은 하늘과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즐기는 나를

위한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가치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소중한 순간의 기억으로

남아,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떠오르길 희망합니다.

참여작가

박미영_도예가

사용 도자기

박미영_하랑 HARANG

참여작가

유혜정_도예전공 대학생

조수경_도예전공 대학생

사용 도자기

유혜정, 조수경_프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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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식탁에 한복을 입히다

어렸을 적 그렇게 혼나면서도 

흙장난과 불장난을 참 좋아했던 내가 

이제 흙과 불의 예술을 하고 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어린 시절 추억이거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것이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

아궁이 앞에서 불장난하며 놀았던

추억을 빚은 꼬마 아궁이와 신선로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엄마 아궁이.

명절이면 복을 가져다준다며

선물 받았던 복조리 모양 찬기, 단청의 

문양을 딴 수저받침 등이다. 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비정형적 형태의 

그릇을 만들고 옹기 색과 비슷한

흑유를 시유해 구웠다. 그 안에 한국의 

전통음식을 담아 테이블에 예쁜

색동 한복을 입혀주고자 했다.

실제 한복 천을 식탁보로 활용하고

전통음식인 구절판으로 색동 한복의 

색을 표현해 보았다.

따뜻한 가을 식탁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조차 테이크아웃으로 간편하게

지나가듯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만큼 당연해졌습니다. 가끔은 식탁에 

둘러앉아 여유를 갖고 서로에게 충실

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정성을 들인 차림상으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은 따뜻한 배려로 다가와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식탁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그릇인 도자기는 흙으로 

시작해 정성을 들인 여러 공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음식과 어울리는 것을 고르면 식탁

위가 캔버스인 듯 색을 더해주고,

형태를 만들고 식탁을 채우는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며,

음식과 도자기 모두 흙이 주는 은혜와 

평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 속 작은 평화는 식탁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평온한 상차림, 

"따뜻한 가을 식탁"입니다.

참여작가

고재희_도예가

사용 도자기

고재희_제이아트리에

참여작가

박미현_도예가

황효정_도예가

사용 도자기

박미현_소규모 워크룸

황효정_주르도자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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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뚝배기

아궁이가 있는 엄마의 부엌에선

언제나 달그락 소리, 보글보글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의

아궁이는 곤로로 바뀌고 가스레인지로 

바뀌어도 엄마의 소리는 계속됩니다. 

투박스러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는 늘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이고 추억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 다시금 나의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면 나의 아이들도

'엄마 밥이 제일 좋아요'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찌개가 늘 담기던 투박하다고만

생각했던 뚝배기가 다양한 모양으로 

예쁜 색으로 표현된 함웅작가님의

토미 뚝배기를 보는 순간, 엄마의

뚝배기가 오버랩되며 뚝배기가 이리도 

'아름다운 그릇' 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지요. 어떤 음식을 담아도

어울리는 토미 뚝배기의 다양성에

새삼 우리 그릇, 우리 땅, 우리 흙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화의 식탁

‘실재사물’ 유월 도예가와 광화문

가스트로 펍 ‘루뽀[LUPO]’의 조계형

오너셰프가 만나 '흙의 평화'란 주제로 

테이블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평화란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의 

조화'란 생각으로 우리 도자기

중 하나인 옹기에 분청기법을

사용하여 그릇을 제작하고 그

디자인에 맞추어 조계형 셰프의

가스트로노미[Gastronomy]가

연출되었습니다.

'조화의 식탁'은 사람 사이에 화합과

조화를 표현해왔던 유월 도예가의

find expressions의 연작으로 회화,

드로잉, 조형, 항아리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도자기 그릇으로 

매체를 확장하였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회화와 그릇, 음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기획하였으며 한

끼의 식사로 하나의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작가

김희경_주부

윤빛나_포토그래퍼

사용 도자기

함웅_토미153

참여작가

김준성_도예가

조계형_셰프

사용 도자기

김준성_유월



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038
039

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정다운 시간

따스한 마음을 꺼내어 펼쳐봅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나를 위한 정다운 

시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나비와

꽃을 소재로 하였으며, 차를 즐기는

시간에 자연을 느끼며, 눈이 즐거울 수 

있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백자에 청화 안료로 하나하나

그려내어 투명 유약으로 시유하였습니다.

큰 티팟과 작은 티팟은 취향에 따라

차를 고를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름 이별 파티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면 당연히

마음이 풍요롭겠지요.

뜨거웠던 여름동안 더위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달래보아요.

여름과의 이별파티... 눈과 입으로

즐기며 화목을 다져봅니다.

참여작가

이원정_도예가

사용 도자기

이원정_더포터리나인

이상현_남양도예

참여작가

한우람_도예가

사용 도자기

한우람_도평세라띠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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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움은 나비가 되어 앉다

한국 전통 안줏거리로 반가움을

위한 주안상 대접에 손색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한 식공간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나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식공간이 아닌, 

격 없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생각에 설레어, 기다림과

정성으로 채워보았습니다. 따스한

바람과 함께 날아든 반가운 친구는

나비로, 찾아와주기를 바라며

설레는 맘으로 기다리는 나의 맘은

절개의 대나무의 형태로, 이러한

맘을 담아 직접 식기로 제작하여

주안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생색내며 표현하지 않아도 정성스럽게 

마련한 소박한 주안상만으로도

고스란히 맘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식공간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회귀 (回歸)

회귀 [regression, 回歸]

[명사]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흙의 평화"... 땅에서 얻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나무에서 얻은 옻으로 

마감하여 식기를 완성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자연에서 즐기는 평화로운

한상차림을 표현하였다. 흑색, 녹색

그리고 회색을 기본 색상으로 정하고, 

도자기에 옻칠로 마감하여 나무, 풀, 

돌, 이끼를 추상적으로 표현, 제작하였다.

참여작가

박세은_도예가

지혜진_아트디렉터

사용 도자기

박세은_만지작 Lab

참여작가

권빈_도예가

김바레_푸드스타일리스트

사용 도자기

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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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크리스마스

올해도 다시 찾아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밖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 소리,

구세군 종소리, 연인들, 아이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모든 들뜬 소리들을 창문 밖으로 하고 

식탁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맞이하는 특별한 식사시간.

특별한 날, 설레는 평화로서 덮이는

눈밭과 닮은 크리스마스 식탁입니다.

The Mediterranean in K pottery

흙을 빚는 일은 혼자 하는 작업처럼

보여도,실은 자연과의 협업이다.

여행은 내가 자연을 찾아 발을 옮기는 

일처럼 보여도, 결국 자연이 내 진짜

모습을 끄집어내 발 앞에 놓아주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행과 도예는 자연을 매개로 

상통하고, 안도와 평화로 승화한다.

바다를 닮은 코발트색과 자개 빛으로 

빚어낸 그릇, 그리고 여기 채워낸

음식들은 33일간 지중해에 머물던

내 지난 여름의 회고이다.

참여작가

김태은_도예가

김지수_도예가

사용 도자기

김태은, 김지수_서태지

참여작가

이지용

사용 도자기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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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주는 선물

- PICNIC and POTTERY -

눈부시게 좋은 날의 피크닉

서두르지 않고 한껏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피크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간식을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도자기 

그릇에 담아 그 풍미를 더했습니다.

자연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을 담는 그릇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음식, 도자기 그릇,

사람과 자연, 그리고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날 것입니다.

내맘대로 꾸미는 퍼즐식탁

다양한 음식이 퓨전화되어 쏟아지는 

현대 식문화에 사각이라는 재미요소를 

주어 그날그날 다른 형태로 세팅할 수 

있는 테이블웨어이다.

여러 가지 크기, 모양의 사각 식기를

요리조리 원하는 대로 세팅하고

알록달록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 가장 먼저 눈으로 음식을 먹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작가

변지현_요리 연구가

박정미_도예가

사용 도자기

박정미_소예자기

참여작가

안혜은

사용 도자기

안혜은_헨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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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여름 끝자락의 어느날

뜨거운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 사이,

여름의 문턱이 지나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흙을 가지고 놀곤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젠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 반가운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철없던 소녀들이 

이제는 아기를 업어 키우는 아줌마가 

되었지만, 함께 있으면 흙을 가지고

놀던 때로 돌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끌벅적입니다.

평화로운 여름 끝자락의 어느 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냥냥한 만찬

고양이 접시와 함께 하는 작은 만찬.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순간을 모티브로 

담아 디자인하고 테이블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고 조금은 느리고

여유 있으며 우아한 고양이들처럼

나의 식탁이, 여러분의 식탁이

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차려본 냥냥한 만찬입니다.

참여작가

우경미

사용 도자기

금정훈_가마공방

참여작가

황윤미_도예가

이민혜_도예가

사용 도자기

황윤미, 이민혜_캣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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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플레이트

느지막이 일어난 주말 오전.

혼자 혹은 사랑하는 이와 브런치를

즐긴다.

단순히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즐기는 감성을 담아

준비한 브런치.

감성 플레이트와 함께하는 순간

여기가 바로 남부럽지 않은 감성

카페 아닐까.

산수를 담은 창

창을 통해 본 자연을 도자기에

그려냈다. 자연을 닮은 그릇과 잔들은 

자연 속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조약돌 형태의 그릇에는 달콤한 다과를 

올려내고 산의 능선을 품은 잔에는 

쌉쌀한 차를 담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흙의 숨결

을 마주하게 된다. 자연이 깃든

이 한 상은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달래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자연의 편안한 감각을

되찾게 된다.

참여작가

주윤정_도예전공 대학원생

사용 도자기

주윤정

참여작가

강연지_도예전공 대학생

박채원_도예전공 대학생

이해빈_도예전공 대학생

조규원_도예전공 대학생

사용 도자기

최정호

문다운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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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

생명의 원천인 흙은 인간에게

중요한 생태계의 기초이며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흙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식재료를 다듬고 도자기의

디자인을 입히는 일 모두 흙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음식과

그릇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요소다.

잘 차려진 식탁을 보며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보다는 흙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감싸안다 (쌈)

모두 다른 식재료를 조화롭게 감싸

안는 한국의 식문화 '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현대사회의 고통을 작은 그릇 위의

'쌈'을 보며 지혜를 구해봅니다.

어떤 음식을 담아도 음식보다 튀지

않고 음식을 받아들이는 솔솔푸른솔 

김민정 작가님의 백자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참여작가

이수영_푸드스타일리스트

서정선_도예가

권윤성_포토그래퍼

사용 도자기

서정선_그루

참여작가

심승희_음식점 자영업자

사용 도자기

김민정_솔솔푸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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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항상 풍요롭거라

돈을 벌기 위해, 학문을 익히기 위해. 

우리는 고향에 부모를 두고 떠나와

쉬이 집에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은 고기 한 점,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려 늦은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자식을 위해 밥을

차려주시곤 합니다.

자기애(瓷器愛) 스미다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우리 도자기

그동안 투박하고 오래된 감성이라고만 

여겨졌던 우리 도자기를 가까이서

접하고 보니 어느새 우리 도자기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우리의 식탁을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다채롭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테이블웨어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종이에 스며들어

우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는

수묵화처럼 흑과 백으로만 표현된

담백하면서도 여운이 깃든

이재원 작가님의 도자기에 소박하고 

정갈한 한 상을 차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둘러앉은 시간.

손으로 만든 가치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한 상으로 모두 같이

둘러앉아 소박한 한 상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자기애 스며듭니다.

참여작가

은동기_도예전공 대학생

사용 도자기

은동기

참여작가

서지영_주부

사용 도자기

이재원 도예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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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차회 (日常 茶會)

바쁜 일상,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테이블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고요한 겨울 산의 풍경을 

중심으로 작은 찻상이 펼쳐집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찻잔과 주전자, 알록달록한

다과들을 담는 접시까지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감싸 쥘 수 있는 둥근 형태들입니다.

작은 레스토랑

추억이 될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이

담긴 테이블은 한 폭의 그림이 된다.

깃털을 통해 멋스러움을 더한

도자기는 그날의 음식을 담아내며,

본연의 형태와 색감을 그대로 표현한 

나무는 테이블의 차분함을 더해준다.

이 한 상은 절제된 화려함을 통해

자연이 주는 고고함을 담아내는데

의의를 둔다.

참여작가

김경진_도예가

이휘민_도예가

사용 도자기

김경진, 이휘민_키키 KIKY

참여작가

이원근_도예가

김철환_목공예

사용 도자기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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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교리식당

지인이 한 묶음 건네준 오동통

쫄깃한 수제 잔치국수를 먹으려고

호박전 돈가스 친구 좀 불렀다.

먼지 많은 마교리 우리 작업실 주방

우리한텐 여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다.

기물을 따뜻하게 말려주는 붕판을

식탁 삼아

8월 끝자락 어느 날의 점심 식사 ~

오후의 브런치

한식이나 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담았을 때 어울릴 수 있는

상차림을 연출할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라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쓰임새에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참여작가

최정화, 김성중_도예가

사용 도자기

김성중_예손도자기

참여작가

이경희_도예가

사용 도자기

이경희_단스튜디오 DAN



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058
059

테이블웨어 공모전
Tableware Competition

우리 어느 멋진 날, 추억이 되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소중한 지인을

초대한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위해 오늘

부부는 솜씨를 부려보고 싶다.

요리에 서툴러서 셰프처럼 전문적이진 

않지만, 맛집처럼 맛있진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식탁 차림이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특별한 날을 선사한다.

어울림

전통과 현대도자기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차린 후식 테이블입니다.

청화는 온유하면서 주의를 포옹하여 

색이 선명한 색자와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고

서로 다른 질감의 도자기가 우리나라 

디저트인 떡과 식혜를 더욱 빛나게

해 줍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어울려 하나 됨을 보여 줍니다.

참여작가

신경욱_도예가

김소민_도예가

사용 도자기

신경욱, 김소민_아리아워크룸

참여작가

한영수_도예가

조은희_도예가

사용 도자기

한영수, 조은희_흙 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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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을 그리다

문득 눈 떠보니 함께한 30년 세월의 벗.

흙 때 묻어가며 뛰어놀고 여고시절

함께 그림 그리던 두 아이.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시간.

찾아오는 고민들과 멀어지려

평화로운 식탁을 그려보는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여유.

함께하는 식사시간의 따뜻함을 위해 

그릇과 음식에 정성의 꽃을 그려본다.

오늘도 두 여자는 평화로운 수다로

시간을 그린다.

한식의 음식 색감을 그릇에 그려보고 

꽃으로 식탁에 자연을 그려본 테이블.

지란지교를 꿈꾸며

지란지교!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관계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오랜 벗과 

함께 술 한 잔 기울이는 좋은 식탁이

되고 싶다. 윤도예연구소의 식기는

자연을 담은듯한 흙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첫눈 오는 날은 많은 친구들이 장소를 

약속하고 시간은 약속하지 않는다.

곧 그 시간에도 너와 나는 함께한다는 

무언의 약속을 한다. 첫눈이 매년

주는 설렘과 매년 시간을 쌓아가는

의미로 장석을 이용해 첫눈을

표현했다.

참여작가

최진선_도예가

송인희_플로리스트

사용 도자기

최진선_아토배기

참여작가

채수용_도예가

유승희_도예가

박승우_스타일링

최선희_푸드스타일링

사용 도자기

채수용, 유승희_윤도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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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한 편을 마시다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동화를 보고 세상을 배우기도 했고

동화를 읽으며 잠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한가운데에는 아직 덜 자란 어린아이가 

평화롭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동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식탁은 소통과

만남의 장이다.

이러한 공간을 동화 속의 한 장면으로 

연출하여 잃어버렸던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다. 나아가 케이크를 비롯한 

디저트들의 알록달록한 색감과

어우러지는 파스텔톤의 디저트 세트는 

시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더한다. 

참여작가

한세리_도예가

사용 도자기

한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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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KAKI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99번길65 

 17306 65, Dojayesul-

ro 99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3832-5891 

E-Mail

 ceramic95@naver.com 

주요약력

 2003 
- 1회 전국 차 도구

   공모전 은상

2001
- 목포 도자비엔날레 특선 

2001
- 세계도자엑스포

- 클레이올림픽 대상 

 노미랑, 박기용 

 고백자를 기반으로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물레작업을 추구합니다. 

Roh Mirang,   Park Giyong

 Based on white porcelain, we 

implement a modern interpretation 

of crafting methods for our spinning 

wheel work. 

 가마공방 
 GAMA
CERAMIC 
STUDIO 

Address

 12613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1길 99-3 

 12613 99-3, Sinnam 1-gil, 

Bungnae-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9179-8720 

E-Mail

 herb369@naver.com 

주요약력

 - G-세라믹페어 2018

-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홍보판매

- 여주도자기축제

   테이블웨어 전시

- 킨텍스 크리스마스페어

 금정훈 

 유약을 여러 번 시유해서 같은

유약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독특한 

색상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가마공방의 이중, 삼중 시유기법은

불 조절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예쁜 색을 표현하기 어려운

기법입니다. 표현하긴 힘들지만

그래서 더 예쁘고 매력적인

가마공방의 그릇은 그릇마다 제각각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 독특함과

희소성이 있습니다. 

 Kum Jeonghun 

 We uniquely color our dishes by 

applying the same glazes multiple 

times. The double, triple glaze 

appliances of “Gama Ceramic Studio” 

require a know-how of adjusting 

firing to make beautiful colors. 

Although it is hard to describe the 

colors of our dishes, the colors make 

each of our dishes rare and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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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지기 
 GAMAJIGI 

Address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3길 118 

 12637 118, Hyeonam 3-gil,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8877-3571 

E-Mail

 gamajigi@naver.com 

주요약력

 - 토야테이블웨어 공모전

   금상 

- 강병덕 박지은 2인전

   (통인화랑)

- 한걸음전

   (가나아트, 인사아트센터)

- 상명스타디자이너전

   (상명아트갤러리)

- 우리그릇전

   (전갤러리, 파랑갤러리)

- 상명,요떼보리대학교

   국제도자 교류전

   (상명아트갤러리)

- 여름국수그릇전

   (갤러리 전) 

 강병덕 

 불규칙적이면서도 정리된 듯한

쓰임이 좋은 편한 그릇. 투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자연스러운

그릇. 만든이도 즐겁고 음식을 담아

먹는 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맛있는 

그릇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Kang Byeongdeok 

 The dishes, which are simple and 

comfortable to use, look irregular 

yet organized,. The dishes naturally 

feel rough but soft at the same time. 

We create the dishes that make you 

feel “delicious”, hoping that they 

give joy to both people who cook 

and people who eat with our dishes. 

 갤러리미음 
 GALLERYMIEUM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32 

 17306 32,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9688-9331 

E-Mail

 ilwan0816@hanmail.net 

주요약력

 김일완

2018
- #COROSS OVER 전

   (밀알미술관)

2017
- <URNEN> GICB2017

   여주주제전 초청전

   (EKWC, Netherland)

조미현

2018
- IN & OUT전

   (갤러리미음, 이천)

2017 
- 기념_삶을 기리다

   -주제전- 

   (여주생활도자관, 여주)

2014 
- Simple Cup Show, 8th    

   Annual

   (KOBO Gallery, U.S.A)

 김일완, 조미현 

 갤러리 미음은 기하학적 형태를

모티브로 심플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ㅁ”형태의 건축적

공간에서 작가의 감성을 담아

제작된 오브제와 그릇들은 여러분에게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것입니다. 

Kim Ilwan, Jo Mihyun  

 “Gallerymieum” pursues simple and 

unique designs based on geometric 

shapes. Our art objects and dishes, 

made in a square-shaped space with 

an artistic craftmanship, will help 

you live an elegant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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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도예 
 GOSUNG 
CERAMIC 
STUDIO 

Address

 1261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083-10 

 12611 1083-10, Yeoyang-

ro, Daesin-myeon, Yeoju-

si, Gyeonggi-do 

Mobile

 010-8521-3613 

E-Mail

 gosungcera@naver.com 

주요약력

 2019
- 미국 LA 한인의 날 

   전시참여

2018
- 雪백자 달항아리 개인전

2016
- 雪백자 달항아리 개인전

2015
- 명원 세계茶박람회 초대전

2013
- 세종갤러리 초대 개인전

2006
- 여주시 도예명장 1호 지정 

2005
- 도예부분 경기도 

   으뜸이지정

2002
- 세계 도자기엑스포

- 성공개최 대통령표창

   제135689호 

 조병호 

 ㈜수원 동아요업 연구실장,

㈜선도산업 연구실장을 역임하며

전통에 대한 이해와 현대의 도자기에 

대한 실력을 갖춘 분들을 만나

함께 연구하며 최고의 전통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Cho Byengho  

 I worked as the head of research for 

Suwon Dong-a Pottery and Seondo 

Industry. During that period, I met 

good partners who understood 

tradition and had the skills of 

modern pottery making. We carried 

out research together and prepared 

to make the best potteries.  

 곰아저씨공방 
 UNCLE-BEAR 
CERAMIC 
STUDIO 

Address

 12609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90 

 12609 90, Daesin 1-ro, 

Daesi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4755-7613 

E-Mail

 gkawjd2@naver.com 

주요약력

2018
- 행주 미술.공예.디자인대전

   우수상

2016 
- 경기도의회 표창장

- 행주미술대전 우수상

- 한성백제미술제 우수상 

 함윤정 

 곰아저씨 공방은 순수 수작업 

공방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로 

흙과 유약을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차분한 색감의 유약과 실용성 있는

디자인으로 음식을 담았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Ham Yunjeong 

 “Uncle-Bear Ceramic studio” focuses 

solely on handcrafts. We make and 

use original clay wedging and glazes 

with safe materials. Our dishes, 

colored by the calming tones of 

glazes and designed for everyday 

use, look best when filled with food. 



일반작가관

Ceramic Market
072
073

 공방 진 
ATELIER JIN

Address

 12814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778-5 

 12814 60-26, Guksabong-

ro 133beon-gil, Docheok-

myeon,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3244-0345 

E-Mail

 hanrami35@hanmail.net 

 한라미 

 자연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작업을 합니다. 나무나 꽃 등을

응용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그것을

장식으로 하여 작품으로 만듭니다. 

Han Rami

 We gain inspiration from nature for 

our works. We refer to the shape 

of trees and flowers to create our 

works, or use trees and flowers 

themselves to decorate them. 

 구을공방 
 GOO_EUL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28 

 17306 28, Dojayesul-ro 

5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6365-0202 

E-Mail

 imbumsuck@gmail.com 

주요약력

 - 세계도자기 엑스포

   생활도자전 

 윤범석 

 분청과 백자를 주 작업으로 하고

있으며, 물레작업을 기반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면치기 기법으로

다양한 작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oon Bumsuck  

 We mainly make Buncheong and 

porcelain. Along with the basic 

spinning wheel method, we apply 

a method of carving up the surface 

of potteries into many pieces with 

wires to create a wide variety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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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기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을 전통적

기법으로 백자의 품격과 예술적 미를 

계승, 발전하고자 지금까지 백자

작업을 연마 중입니다. 백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디자인으로 도예작품과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그릇(器)을 

추구합니다. 

Park Donggi  

 We continue and improve the 

elegance and artistic beauty of 

Joseon porcelain through traditional 

methods. Our dishes add a new 

joy to your life as works of art with 

beautiful modern designs while 

maintaining the identity of Joseon 

porcelain. 

 그루 
 GRU 

Address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2길 6-9번지 

 12637 6-9, Hyeonam 2-gil,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6282-3002 

E-Mail

 seoson79@hanmail.net 

주요약력

 2017
- 중국 경덕진 전시

2015
- 목포 도자기 공모전 은상

2014
-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 

- 별뤼별    

   Teapot,Mug&objects

2013
- 우리도자 공모전 동상

2011
- 장작 festiver(이천) 

2010
- 도자생활중심전

2009

- 그루 설립 

 서정선 

 북유럽 스타일의 그릇을 모티브로 한 

패턴을 한국의 음식문화의 적합한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북유럽만의 단조롭고 강한 색상

활용과 달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색상의 작업을 지향합니다. 

Seo Jeongson  

 We recreate the patterns of 

Northern Europe style dishes to 

be more suitable to Korean food 

culture. Unlike the simple and strong 

colors of Northern Europe dishes, 

we use classy and natural colors for 

our works. 

 군당요 
 KUNDANGYO 

Address

 12737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5-30 

 12737 45-30, Sansu-ro,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3225-1925 

E-Mail

 toto9089@naver.com 

주요약력

 2017
- 광주왕실도자축제

- 세계도자비엔날레

2011
- 한·중 도자 한마당    

   Workshop 2004
- 광주왕실도자특별초대전

2002
-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입선 

2002

- 군당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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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유리
스튜디오 
 GRIGO GLASS 
STUDIO 

Address

 17408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178번길128 

 17408 128, Jinsangmi-

ro 1178beon-gil, Mog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3205-6916 

E-Mail

 taiglass@hanmail.net 

주요약력

 2019
- 경기대표공방 선정

2013
- 제1회 무주 공예품 대전 장려상

2012
- 제2회 세라믹스 공모전

   동상 및 도야마 특별상

2005
- 강원 공예상품대전 입상

- 전국 공예품대전 입상

- 충남 미술대전 입상 

 윤태성 

 Grigo Glass Studio는 유리로 가능한 

모든 크리에이티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다 감성적이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 특별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방향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Yoon Taeseong 

 “Grigo Glass Studio” excels in every 

creative work that can be made with 

glass. Our passionate work ethic 

allows us to never cease creating 

a multitude of special works, with 

sensitivity and artistic virtue. In 

our studio, professional artists and 

designers develop glass works and 

designs that require creativity. 

 길상 
 GILSANG 

Address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132번지 

 17305 132, Dojayesul-ro 

6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8954-8354 

E-Mail

 gilsang8354@naver.com 

주요약력

 2017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중국지보시 국제 막사발

   워크숍 참가

-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2016
- 아르질라 국제 물레

   경진대회 참가 특별상

   (이탈리아)

2015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선 

 김종영 

 바쁜 현대 흐름 속에 탁한 공기와

매연으로 잊혀져가는 일상 속을

오랜 숙련과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구워진 달항아리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합니다. 

 Kim Jongyoung 

 Our moon jars are made through 

skilled craftmanship, sweat, and 

effort. We hope that the moon jars 

bestow comfort and peace to your 

busy daily life within the murky 

atmosphere of 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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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도예공방 
 KIM SUNGCHEOL 
CERAMICS 
STUDIO 

Address

 12729 경기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 92-14 

 12729 92-14, Sutgol-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4546-6483 

E-Mail

 sck4544@daum.net 

주요약력

 - 김성철도예공방 운영 

 김성철 

 김성철도예공방은 김성철, 최미숙의 

흙작업 공간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Kim Sungcheol 

 “Kim Sungcheol Ceramics Studio” is 

the clay workshop of Kim Sungcheol 

and Choi Misuk. We focus on basics 

and work hard to make dishes that 

feel natural and relaxing. 

 나작가 
 NAJAKA 

Address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11번길 52-13 A 

 17304 52-13A, Maso-

ro 11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7929-2507 

E-Mail

 kashmia@naver.com 

주요약력

 2019
- 이천도자기축제

2018
- 공예트렌드페어 

    나정희

 나작가는 독창적 도자캐릭터를 제작, 

개발하는 수공예 업체입니다.

만들어진 캐릭터는 그 자체로 소품이 

되고 오브제로, 작은 악세사리로,

그릇의 장식으로, 큰 조형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작업 과정과

작업물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공방의 제작물은 반려도자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Na Jeonghee

 “NAJAKA” is a handcraft studio that 

develops and makes original ceramic 

characters.  Our characters can be 

interior props themselves. They 

can be used as art objects, small 

accessories, dish decorations, or 

large sculptures. We call our works 

“companion ceramics” with the hope 

that the fruit of our efforts become 

the precious possessions of ou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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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보도에 
 NUBODOYE 

Address

 17406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1026번길 74-49 

 17406 74-49, Sasil-ro 

1026beon-gil, Mog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6258-7903 

E-Mail

 nubopottery@hanmail.net 

주요약력

 - 전국찻사발공모대전 입선

-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

   장려상

- 한국미술협회

   이천지부협회전

1996
- 누보도예 설립

 이춘림 

 누보도예는 다도구를 작업하는

공방입니다. 찻사발,찻잔,다기,다화병,

다식접시등이 주품목이고 수작업으로 

자연미와 실용성의 다도구를

제작합니다. 

 Lee Chunrim 

 “Nubodoye” is a workshop for 

teawares. We mainly make tea 

bowls, teacups, ceramic ware, 

ceramic flower vases and ceramic 

plates. Our teawares are handcrafted 

to possess both natural beauty and 

practicality. 

 다인도예 
 DAIN
CERAMICS ART 

Address

 1280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길51번길 11-15 

 12807 11-15, Sani-gil 

51beon-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3368-2335 

E-Mail

 keesen2002@naver.com 

주요약력

 - 제 30, 30, 31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특선

- 국내 호텔, 갤러리 

- 중국 쯔보시 시립박물관 

   전시 및 작품 소장

- 부산 문화회관 전시

- 현, 다인도예 (대표)

  

 연기선 

 3대 가업을 전수받아(故할아버지,

故아버지) 현재 30년째 도자기를

만들고 있으며 본인의 전공 분야는

조각, 청자 및 물레 성형으로

전승 도예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eon Giseon 

 We have pursued pottery making 

as our family occupation for three 

generations over thirty years and 

continued pottery making based on 

our specialty in sculpture, celadon, 

and spinning wheel sh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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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DAM CERAMIC 

Address

 17408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460-3 

 17408 142-27, Jinsangmi-

ro 1163beon-gil, Mog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100-0116 

E-Mail

 dama.1123@daum.net 

주요약력

 2017
- 오산 시립미술관 전시

2016
- 매죽헌 서화대전 특선

- 제37회 현대미술대전

   특별상 

 황경천 

 순백의 정갈함에 마음을 담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Hwang Gyeongcheon

 We want people to be able to share 

their heart with loved ones through 

our pure white ceramic works. 

 담고담기다 
 DAMGO
DAMGIDA 

Address

 173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217번길 14 

 17300 14, Seokdong-

ro 217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9060-8143 

E-Mail

 sosom8@naver.com 

주요약력

 2019
- 한국문화정품관 4월의

   작가 전시참여

2016
- 제30회 이천도자기축제

   도자 신작전 1위

2015-2017
- 홈테이블데코페어

   서울, 대구

2001-2017

- 이천도자기축제 참여 

 이선희, 김기연 

 “담고담기다”에서는 브런치 및

홈카페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용도의

찻잔, 머그, 플레이트, 저그, 워머,

드립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과 숲을 대주제로 삼고, 4계절을 

소주제로 표현하여 현재 봄(벚꽃나무), 

여름(느티나무), 가을(단풍나무),

겨울(자작나무)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Lee Seonhui,  Kim Giyeon 

 “DAMGODAMGIDA” makes multi-

purpose teacups, mug cups, plates, 

jugs, warmers, and drippers to enjoy 

at brunch or at a home café. We 

chose nature and the forest as major 

themes and the four seasons as 

minor themes. To date, we present 

four series of teaware: spring (cherry 

blossom tree), summer (zelkova 

tree), autumn (maple tree) and 

winter (birch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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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공유 
 THE GONGYOU 

Address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31, 2층 

 17305 2F, 31, Dojayesul-ro 

6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8611-3594 

E-Mail

 wjdqudals1@naver.com 

주요약력

정병민

- 현) 해남요 자영,

   더 공유 공동대표

유정현

- 현) 더 공유 공동대표

- 제18회 대한민국청자

   공모전 우수상

- 중국 경덕진 도자전문대학

   강의

 정병민, 유정현 

 더공유는 청자를 중심으로

계절감에 맞는 청백자, 해남청자

스타일의 작품을 병행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얻는

상상력을 전통기법에 담아 작가의

미감으로 재해석합니다. 한국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인들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시대에

어울리는 작업을 하며 대중과 감성적 

소통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Jung Byeongmin,

Yoo Jeonghyeon 

 “The GONGYOU” makes two lines of 

ceramic works, blue-white porcelain 

and Haenam celadon that provide 

different seasonal feelings, based 

on celadon. We re-interpret our 

designs according to the beautiful 

nature of Korea through traditional 

methods. We do our best to satisfy 

modern customers while preserving 

our Korean identity and cultivate a 

sensitive form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더나은 
 THE NA EUN 
GALLERY 

Address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강로 145-20 

 12615 145-20, Yeogang-ro, 

Bungnae-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7303-3935 

E-Mail

 SANE55@HANMAIL.NET 

주요약력

 - 여주대학교 도예과 출강 

- 흙과 사람들 도예연구소    

   디자인 대표

- 세계도자워크샵

   초대작가 3회 

 안일섭, 오미영 

 도자공방 더나은은 2명의 작가인

동시에 대표로 부부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여주에서 

작업하며 생활자기를 비롯하여 화분, 

도자마그넷 등 다양한 리빙웨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hn Ilseop, Oh Miyoung 

 “THE NA EUN GALLERY” is run 

by two ceramists married to each 

other.  We have been making 

tableware and other various types of 

livingware, including flowerpots and 

ceramic magnets in Yeoju for man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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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좋아진 
 THE JOAJIN 

Address

 17364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82번길 41 

 17364 41, Seohui-ro 

82beon-gil,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155-9745 

E-Mail

 ykm707@hanmail.net 

주요약력

 2019
- 한국도자재단

   길위의 인문학 강사

2012
- 한국조형미술대전 ‘우수상’ 

 유경민 

 2015년 논문 『색 연리문기법을 활용한 

차도구 연구』부터 시작하여 색흙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색 흙으로 그림을 그리 듯

전통 연리문, 분장기법을 현대화

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Yu Gyeongmin

 Since our 2015 thesis “Study on 

Teaware through the Color With 

marbled design” we have continued 

to research and develop colored 

clay. We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the marblied and colored design, 

methods that feel like drawing with 

colored clay. 

 델리카 
DÉLICAT

Address

 476-80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163 

 476-801 163, Bongseong-

ri, Yangpyeong-eup, 

Yangpyeong-gun, 

Gyeonggi-do 

Mobile

 010-9069-9834 

E-Mail

 hydelica@hanmail.net 

 최현 

 생활도예품을 제작하며 생활 속에

아름다운 도예가 스며들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Choi Hyun 

 We make daily ceramic works that 

could become a beautiful part of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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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가 
 DOYOUGA 

Address

 12611 경기 여주시 대신면

가산1길106 

 12611 106, Gasan 1-gil, 

Daesi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6208-8989 

E-Mail

 doyouga@naver.com 

주요약력

 2017
- 한글디자인전

2014
- 여주시의회 의장상 수상

   (우수봉사자)

2013-2014
- 달항아리 특별기획전

   (한국도자재단,반달미술관)

 문찬석 

 30여년간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빚어온 여산(與山) 문찬석 작가는

여주의 남한강변 고즈넉한 산기슭에 

자리한 도유가(陶遊家)라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직한 차 그릇을 빚고 틈틈이

달항아리의 매력을 빚으며 실용과

장식을 겸비한 작업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업실 이름처럼 작가는

오늘도 도자기와 노는 집(도유가)에서 

오늘도 흙놀이에 빠저있습니다. 

Moon Chanseok  

Moon Chanseok (pen name Yeosan) 

is a ceramics maker with 30 years of 

experiences. He runs his workshop 

named “Doyouga” in a peaceful foot 

of a mountain by the Namhan River. 

The master continues his own world 

of art that satisfies both practicality 

and decorativeness with affordable 

teacups and gorgeous moon jars. 

As the name of his workshop 

(a playhouse of ceramics) suggests, 

he plays with clay every day.

 도자기공방 숲 
 CERAMIC ART 
SOOP 

Address

 11365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185번길56 

 11365 56, Pyeonghwa-

ro 2185beon-gil, 

Dongducheon-si, 

Gyeonggi-do 

Mobile

 010-3157-0351 

E-Mail

 jien0329@hanmail.net 

주요약력

 - 도자기공방 숲 대표

- 아트 인 코리아 대표 

 홍지은 

 예술은 경험을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삶에는 아름답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무수히 많고, 이를

담아둘 적절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자기공방 숲은 무한한 상상력과 

대담성을 담아 생각의 자유로움을

작업합니다. 

Hong Jieun

 Art is a way to preserve experiences. 

There are so many beautiful but 

quickly fading moments in our lives. 

We need an appropriate tool to hold 

them. “Ceramic art soop” reincarnate 

our free minds as ceramic works 

through an infinite imagination and 

bol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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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요 
 DOJEON 
CERAMICS 

Address

 1280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66 

 12800 12-75, Pyeongchon-

gil,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7282-6849 

E-Mail

 jym6512@daum.net 

주요약력

2003-2017

- 세계도자비엔날레 참가  

 정영민 

 생활자기와 도자작품을 만들고

분청작업을 주 작업으로 하며

수강생도 받고 있습니다. 

 Jung Yeongmin 

 We make tableware and ceramic 

works, and focus on Buncheong. We 

also provide paid pottery classes. 

 도평세라띠끄 
 DOPYOUNG 
CERATIQUE 

Address

 1273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51번길 30-11 1층 

 12734 1F, 30-11, 

Dopyeong-gil 51beon-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4815-6813 

E-Mail

 dopyoungyo@naver.com 

주요약력

 2018
- G세라믹 라이프페어 전시

2017
- G세라믹 라이프페어 전시 

2016

- G세라믹 라이프페어 전시 

 한우람 

 평범한 일상의 지루함을 깨면 삶의

여백은 예술이 됩니다. 흙과 자연을

담아 열정을 빚어 기다림 끝에

만들어낸 작품으로 현대인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an Uram 

 The empty moments in our lives 

can become art pieces by breaking 

the boredom of daily routines. Our 

ceramic works are made with clay, 

nature, passion, and patience. We 

hope that they provide a small 

happiness to customers living in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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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LILEE 

Address

 17303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1485 

 17303 21-3, Sinheung-ro 

26-gil, Yongsan-gu, Seoul 

Mobile

 010-4075-5797 

E-Mail

 ejgallery@hanmail.net 

주요약력

 2018
- 리빙디자인페어(코엑스)

- 일상잡화점

   (현대백화점 무역점)

2017
- 리빙디자인페어(코엑스)  

- 메종&오브제(파리, 프랑스)  

2016
- 홈데코 콜렉션전

   (한큐백화점, 오사카, 일본)   

 이은주 

 생활 속 공간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도자공예의 쓰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은주 LiLEE’는 “빛·예술과 도자기”를 

접목한 무드램프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라인의 테이블웨어를 제작하

고 있습니다. 

 Lee Eunju 

 “Lee Eunju LILEE” creates the ways 

to use beautiful ceramic works in 

our daily spaces. We make mood 

lamps that combine “light, art and 

ceramics” and tableware that looks 

modern and classic at the same 

time. 

 명촌도예 
 MYOUNG CHON 
POTTERY 

Address

 12808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뜰길 42 

 12808 42, Gungtteul-

gil, Docheok-myeon,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5546-4829 

E-Mail

 02791566@hanmail.net 

주요약력

 2017
- KINTEX 전시회

2016
- SETEC 전시회

2015
- 내일여성신문 입상

-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1986

- 명촌도예 설립 

 김은숙, 이수일 

 오로지 전통기법만을 고수하며

현대인들에게 고려청자의 비색과

실용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부부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빚고 있습니다. 

 Kim Eunsuk, Lee Suil 

 We firmly maintain only traditional 

methods. We are two ceramic 

makers married to each other and 

doing our utmost to deliver the color 

and practicality of Korea celadon to 

modern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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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토 
 MINTO 

Address

 1261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참샘2길 22 도자기작업장

민토 

 12611 22, Chamsaem 

2-gil, Daesi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6287-4854 

E-Mail

 ceraminto@naver.com 

주요약력

 2007
- 문경새재 전국

- 찻사발공모대전 입선

   (문경,한국 전통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 제8회 사발공모전 입선

   (한국사발학회) 

 최민록 

 시노유약, 천목유약, 진사유약등

다양한 발색을 내는 유약을 연구하여 

작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쓰임에

중점을 둔 차 도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hoi Minrok  

 We develop and use glazes of 

various colors, including Shino glaze, 

Temmoku glaze, and Copper Red 

glaze. Our focus is teawares for a 

practical use. 

 밝을명디자인 
 CERAMYOUNG 

Address

 12637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339 1층 7호 

 12637 1F-7, 339, Yeoyang-

ro,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7530-9530 

E-Mail

 ceramyoung@naver.com 

주요약력

 2015

- 밝을명디자인 설립 

 김경남 

 2015년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고자

창업했습니다. 기존의 도자기

디자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종이접기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자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3D모델링이나

3D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종이에 직접 도면을 디자인하고

접어서 모델링을 진행하여

대칭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비대칭을

추구합니다. 

Kim Gyeongnam  

 We found “CERAMYOUNG” in 2015 

to make new types of pottery. To 

differentiate our pottery, we used 

origami techniques to develop new 

pottery designs and succeeded 

commercializing them. Instead of 

using 3D modeling or 3d printers, 

we design new ceramic works on 

paper and fold them for modeling, 

which results in both symmetric and 

naturally asymmetric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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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허요 
 BAEK HEO YO 

Address

 12815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고녹길 80번길 26-40 

 12815 26-40, Gonok-gil 

80beon-gil, Docheok-

myeon,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4300-8641 

E-Mail

 toto9089@naver.com 

주요약력

 2018
- 광주-마시코 도자교류전

   (남한산성아트홀)

- 광주왕실도자전

   (경인미술관)

2017
- 광주왕실도자전

   (인사아트센터)

- 자울림전(팔레드서울)

2016 
- 광주왕실도자전

   (아리아트센터)

2015
- 공감본색(경기도자박물관) 

 백정호 

 자연의 다양한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듯이 흙이라는

소재는 인간의 또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작품 각각이 품은 개성은 

자연스런 형태와 비정형적인 면이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인간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Baek Jeongho

 As we can discover the humanistic 

side of the various objects of nature, 

we can also find the humanistic side 

to cla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orm of pottery are all different, 

which are all combinations of natural 

shapes and random factors, just like 

the shapes of people. 

 별과도자기 
 STAR CERAMIC 

Address

 12615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181 

 12615 181, Gangmun-

ro, Gangcheo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5552-7979 

E-Mail

 aaa7070@hanmail.net 

 권영림 

 3대를 이어온 창무도예연구원

리빙 브랜드입니다. 3대를 이어가며

하늘에 별처럼 세상에 도자기를

수놓는 작업을 합니다. 

Kwon Yeongrim  

 “STAR CERAMIC” is a brand name for 

the tableware of Changmu Ceramic 

Institute, which has been passed 

down for thre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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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케 
 BUEKE 

Address

 12636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86-4 2F K월드 

 12636 K-World, 2F, 286-

4, Yeoyang-ro,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4538-6714 

E-Mail

 bueke@naver.com 

주요약력

 2019
-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

- 제 24회 띵굴시장

-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 브랜드 런칭 

 김찬수 

 부어케는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함을 모토로

매일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응원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Kim Chansu  

 “BUEKE” makes modern and 

minimalistic tableware, focusing 

on the key functions for daily life. 

Our motto is to make adequate 

dishes that feel neither excessive 

nor insufficient for everyday use.  

We support the current trend of 

balancing out work and life, and 

contemplate the ways to make our 

lives more affluent and valuable. 

 블리스볼 
 BLISS BOWL 

Address

 173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398-87 

 17300 398-87, Wonjeok-

ro, Sindun-myeon, Icheon-

si, Gyeonggi-do 

Mobile

 010-2500-2090 

E-Mail

 keg_9601@naver.com 

주요약력

 2015
- 대한민국 현대 조형

   미술대전 입선

2014
- 경기도 지방 경기대회 장려상

- 조선대학교 물레 부분 대상 

- 단국대학교 물레 부분 동상 

- 원광대학교 물레 부분 입선 

 김은지 

 홈 인테리어와 리빙 스타일에

어울리는 데코 화병으로, 생화 또는

드라이플라워로 장식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주방 벽, 안방,

화장실 등 고리에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식할 수 있습니다. 

Kim Enji

 We make decorated flower vases 

for natural or dry flowers suitable 

for the home interior and a modern 

living style. Our vases can be hung 

on any walls with loops, such as on 

the walls of kitchen, bedrooms, or 

bat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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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갑도예 
 BIGAB CERAMIC 

Address

 12637 경기 여주시 현암2길 

28-8 

 12637 28-8, Hyeonam 

2-gil, Yeoju-si, Gyeonggi-

do 

Mobile

 010-5156-5870 

E-Mail

 jintae802@naver.com 

주요약력

 - 여주 도자기축제 참여

2017-2018
- 메가쇼 참여

- k핸드메이드페어 참여

- G세라믹페어  참여

 최치자 

 2005년 비갑도예를 설립하고

14년간 생활식기와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Choi Chija  

 We found “BIGAB CERAMIC” in 

2005 and have been making 

tableware and accessories for 14 

years. 

 사푼 
 SAPOON 

Address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89 

 17305 212-72, Hwangmu-

ro 330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588-6725 

E-Mail

 sapoon_net@naver.com 

주요약력

 2017
- 현대백화점 신촌점 단독

   팝업스토어 진행

- K-핸드메이드 페어 참여 

2016~2017
- 이천 도자기 축제 참여

 임남섭 

 동화처럼 따뜻한 주방을 꿈꿉니다.

작가는 젊은 감각의 깔끔한 디자인

식기를 만들지만 기계나 틀을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의 따뜻한

감성으로 살아있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화사하지만 한지처럼 담담한

6가지의 색감이 임남섭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Im Namseop  

 “SAPOON“ dreams of making 

kitchens that give us warm feelings 

like fairytales. Although we make 

trendy tableware with fancy 

designs, we want to make lively 

potteries through handcrafting to 

deliver feelings of warmth. The 

most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Im Namseop’s potteries are the six 

colors that are gorgeous but calming 

like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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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음도예 
 SAN EUM 

Address

 17312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80번길 5-12 

 17312 5-12, Hyeonbang-

ro 80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650-0196 

E-Mail

 lee357070@daum.net 

주요약력

 2011
- 이천시장 감사장 수여

2004
- 토아트 화가전 참여

- 아름다운 나눔 참여

- 보듬터 도예전 참여

2002
- 산음도예 설립 

 이국훈, 신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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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Gukhun, Shin Yeonok 

 “SAN EUM” is a studio run by 

two experienced ceramic makers 

married to each other.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and skill, today 

we make Buncheong for daily use. 

We work hard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at and elegant 

dishes that make a simple and neat 

table when served with food. 

 삼선도예
연구소 
 SAM SEON 

Address

 12630 경기도 여주시

오금1길38 

 12630 38, Ogeum 1-gil,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8544-5257 

E-Mail

 95445257@naver.com 

주요약력

 2008
-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

   단체전시

2005
- 남·북 전통 공예 특별전 

2004
- 경기도 무형문화재 41호

   사기장(沙器匠) 지정 

 한상구, 한윤희 

 경기도 무형문화재 사기장 제41호

청화백자 사기장 한상구 선생은

전통기법으로 우리나라의 조선백자, 

특히 청화백자를 재현, 계승하고

있습니다. 

Han Sangkoo, Han Yunhee  

 Master Han Sanggu is a white 

porcelain master who is designated 

as the 41st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Gyeonggi-do Province. 

He maintains traditional methods 

that replicate and preserve Korean 

porcelain, especially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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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미인 
 SAENG HWAL
MI IN.CO.LTD 

Address

 12636 경기 여주시

도예로 175 

 12636 175, Doye-ro, Yeoju-

si, Gyeonggi-do 

Mobile

 010-3357-1975 

E-Mail

 miin9700@naver.com 

주요약력

 2015
- 생활자기, 세라믹페인트

   제조판매

- 도자기 물감 및 핸드페인팅     

   재료사업 개시

2000
- 생활자기 생산판매

1998

- 생활미인 창업 

 정승구 

 생활미인의 새로운 브랜드인

CERA55의 페인팅 제품들을 도자기에 

접목시켜 장식효과 및 다양한

표현기법을 소개하며 CERA55가

제시하는 새로운 재료와 도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Jung Seunggu  

 “SAENG HWAL MI IN.CO.LTD” 

will introduce the combinations 

of pottery and its new brand 

“CERA55,” a painting products line 

that provides decorative effects and 

various modes of expression. Also, 

the company will introduce new 

materials and tools suggested by 

CERA55. 

 서라벌도예 
 SEORABEOL 
CERAMIC 

Address

 12636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7 

 12636 7, Silleuksa-gil,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6795-7717 

E-Mail

 ceramic09@hanmail.net 

주요약력

 -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 금상

- 제13회 순천미술대전

   특별상  

- 세종 한글디자인공모전 동상

- 제3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  

 이청욱 

 경주공고 요업과를 입학하며

도자에 입문하여 현 서라벌도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 장작가마 

페스티벌 8년차로서, 물레성형으로

특대형 도자기를 성형하고 차 도구와 

각종 생활자기를 물레 성형으로

작업합니다. 

 Lee Cheonguk 

 The current owner of “Seorabeol 

Ceramic” started ceramic work by 

entering the ceramics department 

of Gyeongju Technical High School.  

We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Yeoju Firewood Kiln Festival for 

eight years. We make extra large 

size potteries, teaware, and various 

dtableware with spinning-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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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SOYO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34 

 17306 34,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393-8731 

E-Mail

 na11672@hanmail.net 

 최윤희 

 밝게 빛나는 “소요” 이고자 합니다. 

Choi Yunhui  

 We want “SoYo” to keep shining 

brightly. 

 솔솔푸른솔 
 SOLSOLBLUESOL 

Address

 12637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155-6 

 12637 37, Hyeonam 3-gil,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3432-2088 

E-Mail

 bassminf@naver.com 

 김민정 

 부드러운 크림색의 무광유약을

발수 처리하여 백자토 태토색의

백색을 투톤으로 표현합니다. 

백자토에 철분을 섞어 전통적인

것에서 모던한 것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Kim Minjeong 

 We apply water repellent finishing to 

a soft cream-colored and matt glaze 

to differentiate the white color of 

porcelain clay into two color tones.  

By mixing iron with porcelain clay, 

we discover modern feelings from 

tradition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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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도요 
 SU HYEON 

Address

 1281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3번길29 

 12812 29, Gyeongchung-

daero 493beon-gil,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3688-1791 

E-Mail

 mode266@hanmail.net 

주요약력

 2007-2018
- 광주왕실도예 작가전

2013
-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

- 중국 산동성 즈브시

   도자박람회  참여

 박명배 

 수현도요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인테리어 효과와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화분과

화병을 주제로 신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Park Myeongbae 

 “Su Hyeon” makes new flowerpots 

and vases that can be used for 

both interior decoration and air 

purification to resolve people’s 

worries about fine dust. 

 심사영
도자작업실 
 SHIMSAYOUNG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34 

 17306 34,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591-9655 

E-Mail

 shimsayoung@nate.com 

주요약력

 2019
- 서울 파시 프로젝트

   한중일 도자디자인전

2018
- Gallery Life Seeding 초대전     

   Korean Ceramics for 

   stylling your space 

 심사영 

    고운 색, 흙의 마티에르 재료의 순수한 

미감을 더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Shim Sayoung  

    We pursue designs that reflect the 

color and pure beauty of clay as a 

crafting material.



일반작가관

Ceramic Market
110
111

 심스 
 SHIM’S 
CERAMICS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43 

 17306 43,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360-7418 

E-Mail

 clayzzang@naver.com 

주요약력

 - 서울 현대 도예 공모전 입선    

- 대한민국 공예대전 특선 

- 국민대학교, 국립

   강릉대학교,남서울대학교,  

   중부대학교 강사역임

 심지수 

 심스는 백자로 만든 식기에 청화로

채색한 블루 시리즈와 조각으로

장식한 비취시리즈, 그리고 은으로

장식한 silver시리즈의 차도구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쓰임으로 가치를 

더하는 정성 가득한 수공예품을

추구합니다. 

 Shim Jisu 

 “Shim’s Ceramics” makes the 

blue series (porcelain tableware 

colored by blue glazes), the jade 

series (potteries decorated with 

sculptures), and the silver series 

(teaware decorated with silver). We 

sincerely handcraft beautiful ceramic 

works that add new forms of value 

to the piece. 

 아토배기 
 ARTOBEGGI 

Address

 3105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2길 67 

 31056 67, Yeongsanhong 

2-gil, Ipjang-myeon,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Mobile

 010-5209-5411 

E-Mail

 artostory@naver.com 

 최진선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을 담은 뚝배기를

만듭니다.

아토배기만의 디자인과 정성을

담은 수작업 그릇을 선보입니다.

Choi Jinseon  

 We create a ttukbaegi (earthen pot) 

that keeps your last bite warm and 

moist. Artobeggi proudly presents 

our handcrafted dishes that show 

our unique design and dev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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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르세라믹 
 ELLE CERAMIC 

Address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도예촌길 24 

 12615 24, Doyechon-gil, 

Bungnae-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3514-8466 

E-Mail

 nwavekr@naver.com 

주요약력

 2016
- 모범소상공인

   장관표창장 수상

2013
- 모던하우스 전국매장 입점   

2007
- 홈플러스 전국매장 입점   

2004
- 이마트 자연주의(현 자주)    

   130개매장 입점

2001

- 엘르세라믹 창업 

 김문정 

 식기류를 주 생산품으로 2001년부터 

도자기 제조를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고관리 및 납품으로 대형마트,

재래시장, 온라인 전문판매업체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Kim Munjeong 

 We have been making pottery 

from 2001, focusing on tableware. 

We are entering various markets 

including supermarkets, traditional 

markets, and online sellers’ markets, 

thanks to our systematic inventory 

management and delivery. 

 엘림도예 
 ELLIM CERAMIC 

Address

 12636 경기도 여주시

오학길 22 

 12636 22, Ohak-gil, Yeoju-

si, Gyeonggi-do 

Mobile

 010-9181-0368 

E-Mail

 ellim1988@hanmail.net 

주요약력

2014
- 국회의원 표창 

2001
- 한국문화예술협회 주최

   공모전 종합대상 

1999
- 세계도예공모전 장려상   

1998
- 엘림도예 창업

 이제율 

 엘림도예의 이제율 작가는 1998년

도예에 입문하여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생활자기가 주력 상품이며, 화분부터 

작품 도자까지, 물레작업을 통해

투박하면서 멋스러운 색을 지닌

다양한 도예 영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ee Jeyoul 

 Ceramic maker Lee Jeyul started 

pottery in 1998 and has been 

preserving traditional techniques 

for more than 30 years.  He focuses 

on handcrafted tableware, and 

introduces various areas of pottery, 

from flowerpots to artistic ceramic 

works, with his spinning wheel 

techniques and rough but beautiful 

co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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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헌도예 
 YEONGIUHUN 
CERAMIC 

Address

 12636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20 

 12636 220, Yeoyang-ro,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2385-9244 

E-Mail

 wanny282@naver.com 

주요약력

 2009
- 한,중,일 도자중심 도시의

   비술전 기획감독

2001
- 세계도자기엑스포 워크

 이정엽 

 이정엽 작가의 도자적 조형기반은

회화적 표현요소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있습니다. 

Lee Jungyeop  

 Ceramic maker Lee Jungyeop’s 

pottery crafting is based on pictorial 

expressions and a modernist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s. 

 예손도자기 
 YESON 
CERAMICS 

Address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35번길 13-7 

 17304 13-7, Maso-ro 

35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509-9940 

E-Mail

 yesonce@naver.com 

주요약력

 2001
- 개인전 (포토아이갤러리)   

   생활속의여유로움전 

2000
- 예손도자기 운영

 김성중 

 황토흙을 수비해서 고운화장토를

만들어 붓터치로 그릇에 발라 그릇의 

투톤대비를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네츄럴한 모노톤의 정갈한

아이보리투톤 반상기 시리즈와,

초록과 붉음이 강하게 혹은 부드럽게 

믹스되어 유약이 가진 느낌만으로도 

하나의 그림이 될 정도로 다채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청동유

반상기시리즈를 선보입니다. 

Kim Sungjung  

 We make a simple and natural, 

ivory-colored classic dish series that 

is colored in two tones of ivory, 

applying a fine engobe made from 

red clay with brushes. Also, we make 

a bronze classic dish series colored 

green and red. Sometimes the two 

colors are mixed gently, and other 

times they are mixed vividly. The 

mixtures of glazes can be considered 

beautiful paintings i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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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도예 
 ORUM CERAMIC 
STUDIO 

Address

 1272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읍 봉현리 230 

 12724 28-9, Saejae-gil 

226beon-gil, Gonjiam-

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5224-7590 

E-Mail

 orum7590@hanmail.net 

주요약력

 2017
- 경기도 공예품 견진대회

   장려상   

- 대한민국 전통공예상품

   공모전 대상

2016
- 광주 백자공모전 장려상   

2015
- 대한민국 전통공예상품

   공모전 동상

2014
- 안동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조무현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을 주제로

다양한 생활자기와 작품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구비지원사업으로

도자기를 강의하며 도예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ho Muhyeon 

 We make various tableware and 

other types of works under the 

theme of harmon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times. Also, 

we give pottery classes at the 

Namhansanseong Art Hall to expand 

the base of pottery. 

 오름오르다 요 
 OREMOREDA-
CERAMICS 

Address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77 

 17304 77, Maso-ro 

35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274-5753 

E-Mail

 amidemason@naver.com 

 고호석, 박채영 

 오름오르다 요는 부부 도예가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모든 작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손수 물레질로 성형하고 

굽는 순수한 가내수공업, 

소량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합니다. 

 Koh Hoseok, Park Chaeyeong 

 “OREMOREDA-CERAMICS” is a 

Ceramic Studio run by two ceramists 

who are married to each other. Each 

work is handcrafted and order-

made in small scales within the 

studio, shaped with spinning wheels 

and fired, identical to the tradition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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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예공방 
 ON POTTERY 

Address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59번길 90-51 

 17302 90-51, Wonjeok-

ro 159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8720-2125 

E-Mail

 9kan@naver.com 

주요약력

 2006
- 온도예공방

2003
- 우일요內 도예가 김익영

   개인 Studio 土田, Assistant

 김국환 

 김국환 작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청자방식에 자연의 외형을 더한

상형청자 작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꽃, 새, 물고기, 파도, 돌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조형적인 재미

외에도 실용성을 고려해 만들고

있습니다. 

 Kim Kukhwan 

 Ceramic maker Kim Kukhwan 

focuses on hieroglyphic celadon, 

which combines Korean celadon 

with the shapes from nature. 

He makes dishes that show the 

characteristics and beauty of 

common objects in nature, including 

leaves, flowers, birds, fish, sea waves, 

and stones. Also, formative joy and 

practicality are also well considered 

in the making of the dishes. 

 옹기공방 
 ONGGI
GONGBANG 

Address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도예촌길 17-14 

 12615 17-14, Doyechon-

gil, Bungnae-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7273-7882 

E-Mail

 eunbi7896@naver.com 

주요약력

 2004
- 옹기공방으로 상호 변경 

1988
- 일봉도예 개업 

 유태준 

 35년간 옹기만을 고집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옹기 이중밥솥,

옹기 후라이팬 등 다양한 옹기

내열기를 개발하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Yoo Taejun 

 For 35 years, we have been making 

only earthenware, passing down 

our legacy through the generations. 

We made various heatproof ceramic 

dishes, including ceramic dual-

layered rice cookers, ceramic frying 

pans, and we continue developing 

new ceram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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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예 
 WOORI POTTERY 

Address

 1281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63-11 

 12814 63-11, Yetjinmal-

gil, Docheok-myeon,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2229-9022 

E-Mail

 youl@naver.com 

주요약력

 2006
- 광주 왕실도자특별전

- 국내외 교류전 및 그룹전,

- 세계도자 비엔날레

-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이규열 

 일상의 자연 현상과 사물은 무한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도예공방은 

자연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도자작업에 

그 자연을 담습니다. 수작업을 통해

자연을 모티브로 도자, 조형,

테라코타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생활자기 차 도구를 만들며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Lee Kyuyoul  

 Natural phenomena and objects 

from our daily lives whisper to us an 

infinite array of messages. “WOORI 

POTTERY” unravels the messages 

of nature and reflects upon them 

through varied works. We handcraft 

interior objects, tableware, and 

teaware inspired by nature using 

various methods including ceramics, 

sculpting, and terra cotta. We also 

provide pottery experience classes. 

 운공방 
 WOON
GONG BANG 

Address

 1272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385-11 

 12727 385-11, Mansam-ro,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5249-3870 

E-Mail

 woon7193@naver.com 

 이운경 

 운공방에서 디자인하는 그릇들은

일상속에 공예미를 제시합니다.

견고함, 실용성, 독창성을 겸비하여

생활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고, 꽃과 식물을 

이미지화해서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고운 빛깔의 그릇들을

만들어 냅니다. 

 Lee Woonkyung 

 The dishes designed by “woon 

gong bang” provide the beauty of 

handicraft to your daily life.  We 

design beautiful dishes that are also 

sturdy, practical, and unique. The 

beauty of the colors of our dishes, 

inspired by flowers and plants, never 

fad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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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도예 
 LEEIN CERAMIC 

Address

 12726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로 112-38 

 12726 112-38, Manseon-

ro,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2335-2992 

E-Mail

 leein2200@naver.com 

주요약력

 2017
- 아자부쥬반 갤러리 개인전

   (일본)

2016
- 해외전시 한일도자교류전      

- 2016NCS 학습모듈 

   개발사업 도자부문 집필위원

2015-2016
- 지방기능대회 심사위원   

2012-2016
- 가나아트 스페이스, 

   불관사 등 개인전 

 이윤섭 

 이인도예는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작품은 장작가마의

자연스러움을 통해 백자의 우아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표현했으며 진사의 

붉은 색채는 각기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한 점 한 점이 모두

다른 빛깔을 내세우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Lee Yunseop 

 “LEEIN CERAMIC” is a space for 

people who love clay work. Our 

works are intended to express 

the highest level of elegance and 

the gorgeous quality of porcelain 

through the natural fires of firewood 

kilns. The red color in each of our 

Jinsa pottery works look different, 

each showing off their unique 

beauty. 

 일봉도예 
 ILBONG 
CERAMIC 

Address

 464-989  경기도 광주시 퇴

촌면 도마리 102 

 464-989 102, Doma-

ri, Toechon-myeon,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6325-3236 

E-Mail

 cizer80@naver.com 

주요약력

 2008
- 경기공예품대회 입선

2005
- 율봄예원 내 일봉도예공방

   추가 설립

2000
- 대한민국 공예품대회 

   금상 수상

1993
- 일봉도예공방 설립 

1990
- 일본 인물평론잡지사

   미술자기 초대전 

 고영선 

 1992년 공방 설립 후 분청작품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분청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와 기법, 

유약을 사용하여 차 도구를 비롯한

생활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Koh Yeongseo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eramic 

Studio in 1992, we have been 

working on mainly Buncheong. 

Today, we are expanding our lines 

of work from Buncheong methods 

to more diverse materials, methods, 

and glazes in the making of 

dtableware including te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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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성공방 
 JANG HUN 
SEONG POTTERY 

Address

 17306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

자예술로 85 

 17306 85,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3213-6399 

E-Mail

 cheramic@naver.com 

주요약력

 2019
- 갤러리 밈(포터리밈) 전시

- 서울코엑스 리빙페어 참가   

- 광주요와 협업 7인전

2018
- 다운재 갤러리 개인전

2016

- 갤러리 호사 개인전 

 장훈성 

 장훈성공방은 분청 라인, 회령 라인,

색자(눈꽃무늬)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분청라인은 하얀분의 색감이

자연스러운 형태(그릇, 차도구)와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Jang Hunseong  

 “JANG HUN SEONG POTTERY” 

has three lines of work: the 

Buncheong line, Hoeryeong line, 

and Saekja (snow flower pattern) 

line.  The Buncheong line emits the 

comfortable and warm feelings of 

the white glaze, harmonizing with 

the natural shapes of dishes and 

teaware.  

 전상우도자기 
 JEON SANGWOO 
CERAMICS 

Address

 1731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635 103호 

 17310 103, 635, Wonjeok-

ro, Baeksa-myeon, Icheon-

si, Gyeonggi-do 

Mobile

 010-2723-9342 

E-Mail

 sw515@hanmail.net 

주요약력

 2013
- 제10회 대한민국도예

   공모전 동상

2012
- 제6회 청주문화상품대전 입선

2012
- 제3회 광주백자공모전 장려 

2011
- 제7회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대상 

 전상우 

 전상우 도자기는 백자의 형과

질감표현, 청화채색으로 생활자기를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Jeon Sangwoo 

 “JEON SANGWOO CERAMICS” is 

a workshop that makes tableware 

with the shape and texture of 

porcelain and is colored by the 

Cheonghwa colo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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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도예 
 JEONWON 
CERAMIC 

Address

 12636 경기 여주시 어영실로 

87 전원도예연구소 

 12636 87, Eoyeongsil-ro,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5169-0459 

E-Mail

 kcpark0415@daum.net 

주요약력

 2016 
- 문화예술 진흥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

- 제24회 대한민국문화

   연예대상 한류도예대상 수상

2009
- 황실문화재단 명인증서수여

 박광천 

 여주시 도예명장 3호로, 

전원도예연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위주의 도예작품을 벗어나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자기와 

디자인 도자소품 작업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펼쳐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Park Gwangcheon 

 “Jeonwon ceramic” is run by the 

third pottery master designated 

by Yeoju city. We strive to present 

various lines of work, not only 

ceramic works for display, but also 

tableware and designed ceramic 

decorations. 

 정감도예 
 EARTH FEELING 

Address

 12817 경기도 광주시  고녹길

66번길 51 

 12817 51, Gonok-gil 

66beon-gil, Docheok-

myeon,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8291-8522 

E-Mail

 ronronron2@naver.com 

주요약력

-  롯데 백화점 구리점, 중동점 

   생활도예 강사

 이경춘 

 사람이 사는 곳에 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감과 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서 따뜻한 자기들이 나옵니다.

마음을 담는 따뜻한 느낌으로 친숙한 

자기들이 다가갑니다. 잠시 기계화된 

것들에서 벗어나 손으로 흙으로

불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정감을 

느껴보십시오. 

 Lee Gyeongchun 

 There is clay everywhere that we 

live. There is fire everywhere that 

we live. And from the places that 

have kind feelings and water, the 

porcelain that warms our hearts is 

being born. Friendly porcelain comes 

to your heart with warm feelings. 

Please turn your heart from modern 

technologies and feel the warmth 

created from clay a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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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공방 
 JUNG CERAMIC 

Address

 467-832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1-28 102호 

 467-832 1-28, Jo-eup-ri, 

Baeksa-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051-1889 

E-Mail

 kimjm415@gmail.com 

주요약력

 2018
- 공예 트렌드 페어 참가

2014
- 대한민국 도예 공모전 입선 

- 목포 도자기 전국 공모전 입선  

 김정민 

 서로 다른 흙의 색과 질감을 대비시켜 

자연을 표현합니다. 움트는 새싹에서 

흐드러지게 만개한 꽃잎 속에서,

숲속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의 

몸짓에서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손길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물에서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Kim Jungmin 

 Our ceramic works express nature 

through contradicting colors and 

textures from different types of 

clay. We love to watch the energy of 

new sprouts, fully bloomed flowers, 

the movements of lovers growing 

affection in forests, the gestures of 

pregnant women, and every other 

living thing.  

 조오씨네도도 
 J&O's DODO 

Address

 1730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41 

 17305 41, Dojayesul-ro 

6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9236-6587 

E-Mail

 jo.dodo@daum.net 

주요약력

 2016
- 한국 우수 문화상품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MADE 人 KOREA 문화로 

   산업을 창조하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한일도예문화 교류전

- “색 색 색” 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5
- 우수공예상품 선정

   (한국공예문화진흥원)

- 우수 공예 문화 상품 특별전    

   (서울, 대한민국)   

 조한범, 오수정 

 공방의 상호이기도 하며 생활자기의 

작품명인 도도(陶陶)는 질그릇 ‘도’자 

두 개를 연이어 사용하여 매우 

“화락한 곳” 또는 “화평하고 풍족한 

집안”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옥의 이미지를 작품에 응용하여, 

풍족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합니다. 

 Jo Hanbum, Oh Sujeong 

 “DODO” is the name of our Ceramic 

Studio and our tableware line. We 

used same Chinese letter, meaning 

pottery, twice to express a “peaceful 

and joyful place” or a “peaceful and 

fortunate family.” We hope that 

our customers live abundant and 

peaceful lives with our ceramic 

works, reflecting the image of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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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화요 
 CHEONG
HWA YO 

Address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65번길 35-13 

 12729 35-13, Sutgol-gil 

65beon-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2635-0776 

E-Mail

 nave0115@hanmail.net 

주요약력

1944

- 청화요 설립 

 장동학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승도예를 중심으로 백자 분청사기를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 장작가마

소성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Chang Donghak 

 Based on pottery methods that 

maintain and improve upon old 

ways, we express our artistic world 

through Buncheong porcelain. We 

mainly use the traditional firewood 

kiln firing and participate in various 

solo and team competitions. 

 토닥토닥공방 
 TODAK TODAK 

Address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79번길 55번지 

 17301 55, Seokdong-

ro 79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9076-7575 

E-Mail

 jongcheorlee@hanmail.

net 

주요약력

 2013
- 이종철 도예전, 

   그릇안으로 들어가다, 다시,    

   사소함의 커다람 속으로

   (한벽원 갤러리)

- 이종철 생활도예전

   (한화 타임월드 전시관)   

2012
- 이천시 조각 심포지엄

   특별전 ‘동행’ (이천아트홀) 

 이종철, 이양순 

 부부 도예가로 이천시 신둔에 위치한 

토닥공방은 회화적인 스토리를 

모티브로 생활도자기와 조형작업 

조명기구 등을 다양한 작품을 표현 

제작하고 있으며 달항아리와 

도자 도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 예스파크(이천도예촌)에 

꿈꾸는 작 갤러리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ee Jongcheol , Lee Yangsun 

 “TODAK TODAK” is a studio in 

Sindun-myeon, Icheon city, run 

by two ceramists married to each 

other. We make various types 

of works, including tableware, 

sculptures and lighting equipment 

that tell us pictorial stories. Also, we 

make moon jars and ceramic boards. 

Currently, we run “Dreaming Art 

Gallery Shop” in Icheon Ye’s Park 

(Icheon Pottery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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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은 도자기 
 TOEUN 
CERAMICS 

Address

 12635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 

오금1길 67 

 12635 67, Ogeum 1-gil,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7632-0270 

E-Mail

 w8840270@naver.com 

 지은구 

 경기도 여주에서 백자 도자기를

빚고 있는 토은도자기 대표 지은구 

작가는 생활도자 전반을 매개로

하여 순백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핸드메이드이며.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Ji Eungu 

 Ji Eungu runs “Toeun ceramics” 

focusing on porcelain in Yeoju city, 

Gyeonggi Province. The ceramic 

maker works on every type of 

daily pure porcelain. Each work is 

handcrafted into modern and simple 

designs. 

 토토공방 
 TOTO CERAMIC 

Address

 17306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38-1 토토 

 17306 38-1,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6407-2521 

E-Mail

 totoceramic@naver.com 

주요약력

 김민배

2019
- 파리 메종오브제 페어참여  

2014 
- 2인전 <식탁위의 오브제>

   (반달미술관)

2011
- 2회 개인전(경인 미술관) 

신연희

2014
- 2인전 <식탁위의 오브제>

   (반달미술관)

 김민배, 신연희 

 작가 김민배는 판성형과 물레성형으로 

생활자기를 주로 작업합니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형태를 

주로 활용하며 대표작으로는 알의

단면을 모티브로 한 이중기들이

있습니다. 작가 신연희는 김민배

작가와 부부 도예가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의 부드러운 곡선을

작업화합니다. 

Kim Minbae, Shin Yeonhee  

 Ceramic maker Kim Minbae mainly 

works on tableware through clay 

panel shaping and spinning wheel 

shaping. He mostly gains inspiration 

from textures or shapes in nature. 

His iconic works are dual layered 

dishes expressing the cross section 

of an egg. ceramist Shin Yeonhee 

is married to Kim Minbae. She 

replicates the gentle curves of 

flowers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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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하늘 
 BLUE SKY 

Address

 17316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158번길 112 

 17316 112, 

Cheongbaengni-ro 

158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Mobile

 010-9141-4409 

E-Mail

 paran200461@naver.com 

주요약력

 - 경기도 공예품대전 특선 및   

   장려상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특선 및

   장려상

- KDB 전통공예품대전 입선 및 

   장려상

- 미국 AMOCA 

   도자박람회전시   

- 중국 경덕진국제도자박람회    

   참가   

 권소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도자기 장신구를 표현합니다. 

Kwon Sohee

 We make ceramic accessories with 

designs that harmonize traditional 

and modern images. 

 플레잉 디쉬 
 PLAYING DISH 

Address

 17316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08-6 

 17316 92, 

Cheongbaengni-ro 

158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565-2462 

E-Mail

 happyneer@naver.com 

주요약력

 2017
- OPENWORK전 

   (W art space, 중국)

- 세토도기제 (세토, 일본)

2016
- 개인전 ‘평면과 입체사이’ 

   (핸더스, 서울)

- ‘예술가길드’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조원석 

 ‘플레잉 디쉬'는 평소 ‘유희'를 주제로 

작업하는 조원석 작가의 캐쥬얼 

리빙 브랜드입니다. 

친숙한 세라믹크레용을 이용해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동심과 유희를 

전달하고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Cho Wonseok 

 “Playing Dish” is a casual living 

products brand run by ceramic 

maker Jo Wonseok. His artistic 

theme is “amusement.” The 

products from the studio are made 

with ceramic crayons to deliver 

innocence and amusement to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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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a & 소이재 
 HaDa & SOIJAE 

Address

 10112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60번길 45 

 10112 45, Gimpo-daero 

660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Mobile

 010-9361-9392      010-

5465-9750 

E-Mail

 pottery_soijae@naver.com 

주요약력

 황희중

2018
- 후쿠오카 국제 도자기 페어 참가

2017
- 제27회 안양포도미술제 

   공예디자인 초대전

주용희

2018 
- 후쿠오카 국제 도자기 페어 참가

 황희중, 주용희 

 "HaDa Design“은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찾습니다. 작가의 꿈과

욕망을 대변하는 ”HaDa“는 현재

작가의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소이재”는 자연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물을 

의인화하며 초현실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던 작가는 지금

그릇에 작업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Hwang Huijung , Joo Yonghui 

 “HaDa Design” always looks for 

something new. “HaDa” represents 

the dreams and desires of the 

ceramic maker running the studio 

and is a medium that expresses the 

current state of the maker. “Soijae” 

is run by a ceramic maker who used 

to express the shapes of nature 

abstractly and imagine supernatural 

images by personifying natural 

objects. Today, the maker explains 

the stories of pottery-making in 

dishes. Once, dishes were symbols 

of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maker.  

 (사)한국여류
도예가협회 
 KOREA WOMAN 
CERAMIST 
ASSOCIATION 

Address

 10106 경기도 김포시 

중봉1로 66-8, 507호 

 10106 507, 66-8, 

Jungbong 1-ro, Gimpo-si, 

Gyeonggi-do 

Mobile

 010-3035-0987 

E-Mail

 gskim22@hotmail.com 

주요약력

 2018
- “여성, 감성으로 흙을 빚다”,    

   (청담동 갤러리 민)

- 이탈리아 Pandora 

   “국제여류도예가축제” 

   초대전시

- 이탈리아 Faenza Argilla 

   국제도자마켓 참석

- 이탈리아 Faenza 

   국제도자 페스티벌 초대전시

2017 
- 일본 단바 국제교류전 

   (일본 단바 세토미술관)    

 김금선 

 2014년 경인미술관에서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사)한국여류도예가협회는

여류도예가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4차 산업시대의 정보교류를 위해

매해 정기전, 교류전, 국제전,

아트페어, 해외마켓 전시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im Geumseon 

 Since the first founding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Women who 

work are beautiful” held at Kyung-In 

Museum of Fine Art in 2014, “Korea 

Woman Ceramist Association” 

has been participating in various 

annual exhibitions, including regular 

exhibitions, joint exhibitions,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art 

fairs, to promote female ceramists 

activities and information-shar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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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디자인 
 HANWOOL 
CERAMIC 
DESIGN 

Address

 12615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1길 24 

 12615 24, Gajeong 1-gil, 

Bungnae-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5327-1147 

E-Mail

 ihtak85@daum.net 

주요약력

 2018
- G세라믹페어 테이블웨어

   수상/전시

- 청와대 납품업체

2017
-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한국도자특별전 참여

2016 
- 아르질라 이탈리아 전시 참여

- 양평 대명콘도 개인전

- 양평 어울림미술관 개인전

- G세라믹라이프페어 전시 

 탁인학 

 ‘한울’은 ‘넓은 울타리’ 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세상을 담는 넉넉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1985년 창업한 이래 

2대째 도예를 이어오면서 ‘기쁨을 

주는 도자기’ 라는 가치 아래 

고집스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Tak Inhak

 “HANWOOL” is an old Korean word 

meaning a “wide fence.” We chose 

the name to represent “dishes 

that can hold the world”. Since the 

foundation in 1985, we have passed 

down and maintained the motto 

of “potteries that bring joy” for two 

generations. 

 이해정 

 점,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테이블웨어를 만듭니다.

멀리서보면 단순히 미니멀리즘에

집중한 테이블웨어이지만, 

가까이서보면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이 유약의 두께차이로 인해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서양의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동양의 

절제미를 표현한 저의 작업은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 될 계획입니다. 

Lee Haejeong  

 We make tableware using geometric 

factors, such as points, lines, and 

sides. At first our tableware looks 

simple and minimalistic, but when 

you draw close enough, you can 

see gentle lines crossing each other 

perpendicularly, made of different 

thicknesses of glaze layering. Our 

works express the moderated 

beauty of the East through the slip 

casting method of the West. We are 

inspired by modernist architecture, 

and will develop this inspiration in 

various ways. 

 해정세라믹스
튜디오 
 CERAMIC BY 
LEEHAEJEONG 

Address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321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BI센터 201호 

 17303 B1-201, 3321, 

Gyeongchung-dae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6206-6130 

E-Mail

 hjung159@naver.com 

주요약력

 2019
- 우수문화상품 공예품지정 

   (문화체육관광부)       

- 메종&오브제 (KCDF, 프랑스)

2018
- 마라치국제도자비엔날레   

2016-2017
- 한중일대만 아시아현대

   도예교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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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림도예 
 HYANGLIM 
CERAMIC 

Address

 1272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58 

향림작업장 

 12722 555-58, Gwangyeo-

ro,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7341-7153 

E-Mail

 7622486@hanmail.net 

주요약력

 2006
- 장애인 도자기 재능기부    

2005 
- 이천도자기홍보행사 대표      

2004 
- 한국전통도예 대상 수상 

   세종문화회관 도예 전시       

2002 
- 캐나다 도예부문 전시      

1996 
- 전국기능경기대회(도자기) 

   금메달 수상      

1993

- 두해도예 설립 

 김원식 

 향림도예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기술습득 및 소득창출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im Wonsik

 In the Hyanglim ceramic workshop 

(workshop to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we share our skills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become 

self-sufficient by learning new skills 

and creating income for them. 

 흙내가마 
 HEUKNAEGAMA 

Address

 12616 경기도 여주시 강첨면 

강문로 380 

 12616 380, Gangmun-

ro, Gangcheo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9040-1270 

E-Mail

 sji0127@naver.com 

주요약력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경기도박물관,

   공평갤러리 등 개인전

2018
- 생활의 미감전 (반달 미술관)     

2017
- 한국 생활도자 100인 

   릴레이전 (반달 미술관)  

 박재국 

 '붓으로 도자를 빚다'는 기존

회화에서 늘 쓰여 왔던 재료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료를

통해 좀 더 자연에 가깝고 더 깊이감

있는 표현을 추구합니다. 

 Park Jaeguk 

 As our slogan “making potteries 

with brushes” represents, we pursue 

ways to express natural and deep 

feelings by using natural materials, 

instead of the general materials and 

ways of expression that have been 

used in traditional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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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의나라 
 CLAYPARADISE 

Address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96-26 

 17302 96-26, Wonjeok-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3159-5620 

E-Mail

 clayparadise@naver.com 

주요약력

 2018
- 지방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2017
- 지방 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015-2014
- 반얀트리 호텔앤스파(서울)    

   레스토랑 식기제작

2013
- 공예트렌드페어(코엑스)

 원용태 

 흙의나라는 가업을이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디자인이 곧

생활이며 생활이 곧 디자인’이라는 

명제 아래 100%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현대 생활문화에 어울리는 다양한

우리 식기들과 인테리어소품 등을

직접 디자인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Won Yongtae 

 “CLAYPARADISE” is a family 

workshop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sign. Under the 

motto of “design is life, and life is 

design”, we design and handcraft 

every tableware and interior 

accessories of ours that fit modern 

lifestyles. 



행사개요

Fair Synopsis
144
145

신진작가관

Rising Artist Market



신진작가관

Rising Artist Market
146
147

 공방 토라 
 TORA POTTERY 

Address

 12605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이여로 788 

 12605  788, Iyeo-ro, 

Heungcheo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5850-1054 

E-Mail

 jiyeonsr@gmail.com 

주요약력

 2019
- 첫 냐옹전 (토라갤러리)   

2019
- 여주도자기축제 참가 중

   한국사발공모전 특선

2018
- 토라도예갤러리 오픈 &

   전시전 기획 

 이지연 

 현재 여주시 소재 도예 갤러리 토라와 

토라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액세서리, 동물조형, 

생활자기입니다. 

Lee Jiyeon  

 We run “Pottery Gallery TORA” 

and “TORA Pottery” in Yeoju city. 

We focus on accessories, animal 

sculptures, and tableware. 

 구자문 
 JAMOON, KOO 

Address

 1010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48-16 

 10101 178, Bonghwa-ro, 

Gimpo-si, Gyeonggi-do 

Mobile

 010-2275-4074 

E-Mail

 water0drop@naver.com 

주요약력

 2018
- 제34회 질꼴전

2017
- 익산 한국공예대전 입선

- 강원 미술 대전 입선

- UNTITLED 展 JAMENAME

- REPEAT

   (gallery PORTFOLIO, 서울)   

2016
- 대한민국 옹기공모전 장려상   

- Platform C

 구자문 

 물건을 담는 기(器)의 조형적인

면을 중점으로 제작합니다. 기(器)를

제작하기에 가장 빠르고 용이한

물레를 이용하여 성형을 하고

정형과정에서 기벽을 반복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조각해 나가면

성형단계에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기가 물레의 회전에 따라 수평적

형태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Koo Jamoon 

 I focus on the formative side of 

containers that hold things inside. 

First, I construct the shape of 

potteries with spinning wheels that 

are fastest and easiest tools, and 

then repeatedly sculpt the surfaces 

of them in the same pattern during 

the shaping stage. By doing so, the 

same shapes of potteries diversify 

horizontally with the spinning of 

spinning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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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15 

Address

 05254 서울 강동구 고덕로 

24길 30 4층 

 05254  4F, 30, Godeok-

ro 24-gil, Gangdong-gu, 

Seoul 

Mobile

 010-4422-0408 

E-Mail

 hosu9512@naver.com 

주요약력

 2018
- 서울공예상공모전 동상

- “휴머니즘-인간을 위한

   흙의 시” 제작 보조

2017
- 서울여성창업대전 동상   

2016
- 아시아현대도예교류전

- 한국도자재단기획전

- 토이 스토리

- BLUE CUBE 전

 홍양선, 양미애, 이희수 

 No.1115는 도예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소성실의 호수입니다. 소성실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기다림을 배우는 

공간이며 기대감 때로는 실망, 혹은

가능성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Hong Yangseon , Yang Miae,

Lee Huisu 

 “No.1115” represents the room 

number of the firing chamber

where the students majoring 

pottery in our university spend 

most of their time. It is a place to 

discover a passion for ceramic works 

and the way of waiting. The room 

is always filled with expectations, 

disappointments, possibilities, and 

every kind of emotion.  

 물레특공대
서울여자
대학교 소학회 
 SEOUL WOMEN'S 
UNIVERSITY 

Address

 01797 서울 노원구 화랑로 

621 조형예술관 211호

공예학과 사무실 

 01797  Department 

of Art&Craft offi ce, 

Art&Design school, 621, 

Hwarang-ro, Nowon-gu, 

Seoul 

Mobile

 010-3065-7796 

E-Mail

 waterhouse_h@naver.com 

주요약력

 2017
- 물레특공대&(주)삼성

   하우징 까사 세라믹

   산학협력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천수답장” 

   심폐소생술전 

2016 
- 물레특공대&(주)삼성

   하우징 까사 세라믹

   MoU 협약

-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함이영 

 "물레특공대“는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도자전공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학회입니다.

물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도자

기법을 활용하여 도자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학회입니다.

 Ham Iyeong 

 “Spinning Wheel Rangers” is a 

small academic society formed by 

the students of Seoul Women's 

University who major pottery in 

the School of Art and Design. In 

additions to spinning wheels, we 

study various other pottery mak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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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도자기 
 PARK JIYOUNG 
CERAMICS 

Address

 17316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89번길 31

인온아트센터 도자기 작업실 

 17316 

31, Cheongbaengni-

ro 89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2733-7609 

E-Mail

 jy.ceramics@gmail.com 

주요약력

 2019
- A Mystery Place Of       

   Nature(대만 ccgallery)   

- 씀연구회(서울 비라티오)   

2018 
- ART+WORK

   (파주 화이트블럭)   

- 디자인아트페어

- 도자특별전

   (서울 예술의 전당)

2016

- 제4회 광주백자공모전 장려상 

 박지영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투각 백자를 

만듭니다. 

Park Jiyoung  

 We make openwork porcelain that 

displays the beauty of nature. 

 방지웅 
 BANG JI WOONG 

Address

 10014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1938번길 91 

 10014  91, Gimpo-

daero 1938beon-gil, 

Tongjin-eup, Gimpo-si, 

Gyeonggi-do 

Mobile

 010-3471-3912

E-Mail

 chajaba@naver.com 

주요약력

 2017
- 김포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상

2011
-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 특선   

2009
- 모란 현대미술대전 특별상   

- 대한민국현대도예공모전 특선 

 방지웅 

 경기도 김포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작가 방지웅입니다.

강남대학교에서 도자기를

전공하였으며 주로 물레작업과

도자벽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Bang Jiwoong 

 My name is Bang Jiwoong. I run 

a small Ceramic Studio in Gimpo, 

Gyeonggi Province. I majored in 

pottery at Kangnam University. 

My main lines of work are spinning 

wheel works and ceramic wall 

painting. 



신진작가관

Rising Artist Market
152
153

 신수연 
 SHIN SUYEON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853번길 95-50 

 17306 95-50, Seoicheon-

ro 853beon-gil, Sindun-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6316-0253 

E-Mail

 originalsoo@naver.com 

주요약력

 2019
- 작가의 해석, 씀

   (B의 공간, 서울)

- 북악도예가회전

   One of a Kind

   (한국공예디자인문

   진흥원 갤러리, 서울)

- Korea Artist Join Exhibition    

- 제주를 산책하는 30가지 

   방법 (심헌갤러리, 제주)

2017
- 이천세계도자센터 기획전 

   '행복한?!동물원'  

 신수연 

 길가에 핀 꽃, 주변 나무들, 멀리

보이는 산과 산의 능선을 바라보면

일상에서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소하거나 혹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치유능력을 도자라는

소재로 재구성하여 표현하고자 여러 

시도를 거듭해 봅니다. 

Shin Suyeon  

 We feel our wounded hearts are 

mending when we see flowers by 

roadsides, trees around us, and 

ridges between far away mountains. 

I try various ways to replicate the 

beauty and healing power of nature, 

which we can easily overlook or take 

for granted, in the form of ceramic 

works. 

 여기서 
 YEO GI SEO 

Address

 17105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12번길 8-19

커피하우스 여기서 

 17105  8-19, 

Seocheonseo-ro 12beon-

gil, Giheung-gu, Yongin-

si, Gyeonggi-do 

Mobile

 010-2665-1491 

E-Mail

 jaeeum@naver.com 

주요약력

 2019
- 나혜석거리 프리마켓 참여   

2018
- 미추홀 전통문화예술작품

   공모전 입선   

- G-세라믹페어 참여

2015
- 경기도 공예품대전 입선 

 이재은 

 꽃, 나무, 새, 만물에 밝게 비추어

알려진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작업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당신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Lee Jaeeun 

 We work to reveal the value that 

shines through flowers, trees, birds, 

and every other thing in this world. 

We always want to meet you, who 

are so beautiful and valuable only 

because of your existence in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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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달나흘 
 10M4D 

Address

 17306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5번길 65 

 17306 65, Dojayesul-ro 

5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7126-7937 

E-Mail

 cofk123@naver.com 

주요약력

 2018
- 롯데 백화점 13월장 참여   

- 가라지가게 연희점 

   팝업스토어 참여

- 스페이스 예나르 갤러리

   동문회전 참여 

 김경현 

 열달나흘 도예공방은 일 년 열두 달

중 열 달, 일주일 중 나흘만 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두 달과

3일은 휴식과 여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영감을 창출하는

시간입니다. 깨끗한 백자에 푸른

청화를 입히는 청화백자 작업을

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화, 

새, 토끼, 고양이 등을 어우러지게

표현합니다. 

 Kim Gyeonghyeon 

 “10M4D” is the name of our Ceramic 

Studio, representing our will to 

work only ten months in a year, 

four days a week. The remaining 

two months or three days are times 

we experience new things and 

gain inspiration from relaxing and 

traveling. We make porcelain, made 

by drawing with blue glazes on 

porcelain. We express the harmony 

of the wildflowers, birds, rabbits, and 

cats that we see in nature. 

 원율X박소희 
 WONYOUL X 
PARKSOHEE 

Address

 284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길 16-3 105동 

1104호 

 28423 105-1104, 16-

3, Daesin-ro 10beon-

gil, Heungdeok-

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Mobile

 010-3099-8092 

E-Mail

 chazxw@naver.com 

주요약력

 2018
- ‘전통, 현대의 길‘ 

   전통도자전공 18주년 기획전

2017
- 공예트렌드페어 대학관 참여   

- 제3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원율, 박소희 

 ‘백색’은 한국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았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한국 특유의 

색감으로 발현되었습니다. 본인의

작업은 주로 이러한 한국적 색감인

‘백색’이 바탕이 되는 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과장해서

드러내기보다는 가능한 절제된 표현과 

장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백자 고유의 담백함과 순백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Won Youl, Park Sohee  

 “White” is a representative color of 

Koreans, passed down from our 

ancestors who peacefully coexisted 

with nature. Our works focus on 

porcelain, which is based on the 

white color, the traditional color of 

Koreans. Instead of stressing the 

color directly, we take an approach 

to show the color white naturally 

with minimalist expressions and 

decorations. We want to express 

the simple and pure white beauty of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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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 
 LEE BEOM SUCK 

Address

 12609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96 

 12609 96, Daesin 1-ro, 

Daesin-myeon, Yeoju-si, 

Gyeonggi-do 

Mobile

 010-5597-4616 

E-Mail

 rmange34@naver.com 

 이범석 

 원광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식기와 작품을 디자인합니다. 

Lee Beomsuck

 I am a student of Wonkwang 

University. I design tableware and 

original art pieces. 

 이지은 
 LEE JIEUN 

Address

 07559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71길 31 102-108 

 07559  102-108, 31, 

Gonghang-daero 71-gil, 

Gangseo-gu 

Mobile

 010-4713-9324

E-Mail

 kochilee@naver.com 

주요약력

 2019
- 신당창작아케이드 10기

   입주 작가

 이지은 

 현재 신당창작아케이드 10기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며, 도자를 기반으로 

금속, 섬유 등 다양한 재료와의 결합을 

시도하며 작업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오브제와 장신구를

제작합니다. ‘오랫동안 쓰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견고한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합니다. 

Lee Jieun

 I work at Sindang Creative Arcade 

as a residing ceramic maker. Based 

on pottery, I am expanding my 

boundary by combining various 

materials like metal and fiber with 

ceramics. Mostly, I have been 

inspired by natural objects and 

create practical art objects and 

accessories that represent the 

beauty of nature in our daily lives. 

I find that “maintaining purpose of 

the design” is most important, and 

focus on making sturdy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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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그릇 
 ILSANG_GREUT 

Address

 17305 경기도 이천시

도자예술로6번길 107 

 17305  107, Dojayesul-ro 

6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242-3362 

E-Mail

 narijam@naver.com 

주요약력

 2016
- 대한민국 옹기 공모展 장려상   

2013
- 우리그릇 옹기쓰임새展

   (남도향토음식박물관)

- 막걸리秀다’展 (잠월미술관) 

 이나리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튀지도 않는 잔잔한 일상적인 그릇의 

감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Lee Nari 

 We make ceramic works that 

naturally become a part of daily lives. 

Our goal is to deliver the calmness 

of daily dishes without exaggeration. 

 장현순 
 JANG 
HYUNSOON 

Address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12805  727, 

Gyeongchung-daero, 

Gonjiam-eup, Gwangju-

si, Gyeonggi-do 

Mobile

 010-2042-0064 

E-Mail

 dkfmsh@naver.com 

주요약력

 2018
-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입주작가 기획전

2017
- 3회 개인전(행궁길 갤러리)   

2015
- 2회 개인전(갤러리 위)

2014 
-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

- 1회 개인전(예하 갤러리)

- 서울리빙디자인페어

- 경기도예가협회전

- 디자인아트페어

- 홈테이블데코페어 

 장현순 

 현재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입주작가로써 작업중이며 식기와

오브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갖춘 식기의 구조적인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의 오브제를 결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Jang Hyunsoon

 I am currently working at the 

Traditional Crafting Center of 

Gyeonggi Ceramic Museum as a 

residing ceramic maker. I make 

tableware and art objects. My 

artistic approach is to combin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ies of tableware and the 

symbolic meaning of art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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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욱 
JUNG SEWOOK  

Address

 17306 경기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853번길 95-50 1층 

 17306 1F, 95-50, 

Seoicheon-ro 853beon-

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191-6709 

E-Mail

 iskra44@naver.com 

주요약력

 2019
- 씀 (단체전, B의 공간)

2018
- 도자프리미엄 신상품 공모 

   (한국도자재단)

- 전통, 일상과의 조우 

   (단체전, 명인명장 한수)   

2018
- 한국전통문화창조센터 

   Up-Coming Craftman 

   (단체전, 파리 메종오브제)   

2017 
-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정세욱 

 백자 작업을 하고 있는 정세욱이라고 

합니다. 좋은 형태를 찾아내고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자의 다양한 느낌을

위해 여러 가지 유약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Jung Sewook

 I am Jung Sewook. I make porcelain. 

Finding good shapes and improving 

them are my main targets. 

Furthermore, I try out various 

glazes to find the fresh feelings that 

porcelain can give. 

 태리공방 
 STUDIO TAE LEE 

Address

 171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313 

 17126  56-8, Baekja-ro 

297beon-gil, Idong-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Mobile

 010-9069-1646

E-Mail

 tehlee1@naver.com 

주요약력

 - 국내외 개인전 18회

- 그룹전 250여회 

 이태흥 

 세라믹을 기초로 다양한 소성방법과 

예술적 표현방법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생활도자기, 인테리어 소품 및 

아티스트의 오리지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오브제를 연구하며, 

디자인하고 생산합니다. 세라믹을

기본재질로 삼고, 가끔은 용도나

표현 방향에 따라 mixed media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Lee Taeheung 

 We develop, design, and make 

tableware, interior accessories, and 

original art objects through various 

ways of firing and through various 

modes of artistic expression. We 

mainly use ceramics as a base 

material, and sometimes use mixed 

media for the purposes or artistic 

directions of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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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더 
포터리 
 TAKE THE 
POTTERY 

Address

 35357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179번길 23-16

1층 102호 

 35357 102, 23-16, 

Wondoan-ro 179beon-gil, 

Seo-gu, Daejeon 

Mobile

 010-2227-3093 

E-Mail

 losad_@naver.com 

주요약력

 2019
- polyhedron ceramic 

   tableware 

- 개인전, 대전 예술가의집

2017 
- 국제도예교류학회(ISCAEE)    

   영국대회 참가 

 이다솔 

 도예작가 이다솔은 주로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작업합니다. 직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다면체 형태가 주는

규칙적이며 명확한 시각적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도자 후식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Lee Dasol

 Ceramic maker Lee Dasol mainly 

uses the slip casting method. The 

maker designs and makes new kinds 

of ceramic dessert ware that have 

the clear visual characteristic of 

regular design patterns created by 

straight lines and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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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物- 흔적
物-trace 

Address

 17316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89번길 31

인온아트센터 A동

도자기공방 

 17316 A, Innonartcenter, 

31, Cheongbaengni-

ro 89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9990-3021 

E-Mail

 knr_03@naver.com 

주요약력

 2019 
- High temperature festival 

   2019 Poland 

- Ringebu workshop Norway 

2018
- 공예·식문화 융복합 전시

   <소금, 빛깔·맛깔·때깔>

2017
- 개인전, 物-감각의 여운 

- 이천세계도자센터 기획전 

   <행복한?! 동물원> 

- Arctic Ceramic Centre 2017 

 권나리 

 시간으로 완성된 와인을 담아내고 

싶어서 고려청자 유물의 모습을

차용한 와인쿨러를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예전부터 일상에서 사용했던 

실용적 유물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누구나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넓은입구와 

두꺼운 기벽으로 실용성을 더하고,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상감장식

기법으로 와인잔을 들고 와인을 

마시는 학의 모습을 장식하여 

동시대적 위트를 표현했습니다. 

 Kwon Nari 

 I made a wine cooler in the shape 

of an antique Korean celadon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 of wine 

that approaches perfection with 

time. My work is inspired by relics 

once used for daily purposes, so 

that everyone would find it familiar. 

However, I also added practicality 

by making the mouth of the cooler 

wide and making its body thick. The 

picture of a crane holding a wine 

glass is drawn with the traditional 

inlay decoration method for Korean 

celadon, but at the same time 

expresses the sense of humor of 

modern artists. 

 성신여대 

 다온 

Address

 12805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42-1 

노블레스 103동 202호 

 12805 103-202, 19, 

Pyeongchon-gil 60beon-

gil,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Mobile

 010-3302-2036 

E-Mail

 somethingbystar@naver.

com 

주요약력

 2019
- 경기도자박물관 입주작가 

   기획전 “紋”담다   

2018
- G세라믹페어 

   테이블웨어공모전 특선   

2016
- 대한민국도예공모전 입선   

- YOUNG CREATIVE 

   KOREA(YCK) 전시   

- 양구백자박물관 10주년 

   기념전 ‘2016 백자의 여름’    

 김별희 

 ‘다온’은 우리나라 전통 목가구인

소반에 나타나는 전통문양과

옛 유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호박’, 

’참외’ 등 자연물을 닮은 주자를

재해석하여 1-2인이 즐길 수 있는

찻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작된

소반은 트레이와 다식 접시, 찻상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온’은 전통사물인 소반을

현대의 삶 속으로 이끌어와

현대인들이 전통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im Byeolhee 

 “Daon” presents a small tea table 

for the use of one or two people, 

which i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decorative pattern used 

for soban (a small dining table) and 

the shapes of antique teakettles 

look like zucchini or Korean melon. 

Our soban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a tray, a dish for tea 

confectionaries, or a tea table. We 

hope our reinterpretation of the 

soban, the traditional object, into the 

modern world can provide a chance 

for the people to grow closer to our 

traditions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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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거북잔 

Address

 12250 경기 남양주시 미금로 

189번길 7 부영A 601-702 

 12250 601-702, Booyoung 

APT, 7, Migeum-ro 

189beon-gil, Namyangju-

si, Gyeonggi-do 

Mobile

 010-2708-0036 

E-Mail

 measeng2@naver.com 

주요약력

 2017
- 전통과 변화 도예 초대전 

   (한양대학교 박물관)   

- 청춘 걸다 展_선명한 색의 

   감정들 (가산천년정원)   

- 향유공예 展 (씨알콜렉티브)   

- 아트스페이스 H 초대전   

2016
- 광주백자공모전 입선   

- 제 3회 전국도예공모전 입선   

2015

- 서울, 視 (인사동 경인미술관) 

 김보람 

 호로록 홀짝홀짝 한 잔, 두 잔. 술이

호로록 넘어가는 ‘호로록 거북잔’ 

입니다. 하얀 백자 잔 아래 형형색색 

거북이들이 당신의 술자리를 

즐겁게 해줄거에요. 거북이가 잔을 

나르는 모습을 상상하여 제작한 

작업입니다. 술을 마실 때의 공간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술잔의 

용량은 20ml, 30ml, 40ml, 50ml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Kim Boram 

 Sip, slurp. One shot, and another 

shot. This is the “Hororok Turtle 

Cup,” which helps you drink alcohol 

even more delightfully. Colorful 

turtles underneath a porcelain cup 

will entertain you while drinking. It 

looks like the turtles are carrying 

your cup. We made the cups, hoping 

that they bestow an atmosphere of 

laughter and joy when you drink. 

The volumes of the cups are 20ml, 

30ml, 40ml, and 50ml. 

 소리도예 

 금상청화 

Address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 100-16 

 17302 100-16, Namjeong-

ro, Sindun-myeon, Icheon-

si, Gyeonggi-do 

Mobile

 010-9254-8335 

E-Mail

 이정용

kakimoon@naver.com  

김선영

nemonungom@naver.com 

주요약력

 이정용

2019
- 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시 

   선정 ‘이정용의 白磁’ 

2017
- 그릇을 말하다   

2016
- 도예가의 테이블展 

김선영

2015
- ‘코끼리서커스’ 출간

2012
- ‘쓰담쓰담’ 그림책 展 

 김선영, 이정용 

 청화·상감기법과 금·은장기법의

장점을 결합한 금은·청화·상감기법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국화, 연꽃, 모란, 

수국 같은 민화의 소재를 그릇에

담아 표현 하였습니다. 복의 의미를

지닌 문양을 온갖 정성으로 하얀

그릇 위에 새겨 넣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의 정성 어린 손길과

만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Kim Seonyoung, 

Lee Jeongyong 

 We created our own methods for 

gold and silver ornamentation, 

blue and white coloring, and inlay 

decoration by combining the 

merits of blue and white coloring/

inlay decoration method with a 

gold and silver ornamentation 

method. Our dishes are decorated 

with the patterns of flowers like 

chrysanthemum, lotus, peony, and 

hydrangea in traditional Korean folk 

paintings, drawn through the original 

method of ours. We sincerely 

engrave patterns that symbolize 

great fortune on porcelain, hoping 

that all the dreams of the owners of 

our dishes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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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흐 

 모던 화조도 

Address

 1730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 100-4 나무계단집 

 17302 Tree stair house, 

100-4, Namjeong-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443-2853 

E-Mail

 parkkohwoon@gmail.com 

주요약력

2019 
- 아모레퍼시픽 팝업스토어 

   <카트리지 프로젝트>    

- 한국도자재단 글로벌 

   전략 상품 공모개발 사업 선정     

2018
- 테이블웨어 공모전 특선 

- kcdf 공예주간 

   <오복전 차도구 전시>

2017
- 한국도자재단 기획전 

   <행복한 동물원 전> 

2015   
- 젠틀몬스터 콜라보레이션 

   <스킨 크래프트 프로젝트> 

 박고운 

 꽃과 새가 그려진 민화 화조도의 

풍경을 백자로 그려낸 <모던 화조도>

입니다. 동박새가 꽃을 바라보며 

향기를 맡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도록 

제작한 작품으로 꽃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커버를 유리잔이나 

와인잔에 올려두면 화기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Park Kohwoon 

 This is “Modern Hwajodo”, a 

porcelain cup cover inspired by 

the scenery from the fork painting 

Hwajodo, which features flowers 

and a bird. This ceramic work 

illustrates a silvereye smelling the 

scent of flowers. Placing this cover, 

which has a hole to put real flowers, 

on a glass cup or a wine glass, will 

replicate the special moment in the 

painting. 

 스며들다 컵 

Address

 1407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초원대림아파트 

205동 603호 

 14070 205-603, 237, 

Gwiin-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Mobile

 010-2733-7609 

E-Mail

 jy.ceramics@gmail.com 

주요약력

 2019
- 개인전 <open, work>, 

   서울 청고래   

- A Mystery Place Of Nature,    

   대만 ccgallery   

- 씀연구회, 서울 비라티오   

2018
- ART+WORK, 

   파주 화이트블럭

- 디자인아트페어 

   도자특별전, 

   서울 예술의 전당

2016

- 제4회 광주백자공모전 장려 

 박지영 

 ‘스며들다’ 시리즈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문양을 투각한 후에 유약을 입힌

백자 작업입니다. 담백한 백토와 투명한 

유리면의 문양이 서로 대비되며 

어우러져, 햇볕이나 조명에 따라 

따뜻한 빛을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투각문양과 

백자의 물성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Park Jiyoung 

 “Seumyeodeulda (soaking in)” series 

are porcelain cups with openwork 

patterns inspired by nature coated 

with glazes. The contrast of simple 

white clay and clear glass presents 

the warmth of the sun or other 

sources of light. We hope our cups 

could make you feel the warmth 

from the openwork patterns and the 

property of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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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기 

MUJAGI

 한국의 들꽃 
시리즈 

Address

 04337 서울 용산구 신흥로 

26길 35, 1F 

 04337  1F, 35, Sinheung-

ro 26-gil, Yongsan-gu, 

Seoul 

Mobile

 010-9383-9596 

E-Mail

 mujagistudio@gmail.com 

주요약력

2019 
- Selected at the    

   development of global 

   strategic products 

   contest of Korea Ceramic 

   Foundation in 2019   

2018
- Selected at the SDF 

   young designer in 2018

- Appointed Young    

   Innovator for regional 

   culture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심보근 

 한국의 들에서 흔히 볼수있는 

들꽃에서 영감을 받은 꽃접시 

시리즈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무자기의 

테이블웨어입니다. 

Shim Bogeun

 This is a series of flower pattern 

dishes which was inspired by the 

wildflowers of Korea. Please have a 

relaxing moment with our tableware 

during your busy daily life. 

 도농도예 
DONONG CERAMIC 
STUDIO

 백자 은뚜껑 
다관 

Address

 17308 경기도 이천시 양진로 

114번길 39 

 17308 39, Yangjin-ro 

114beon-gil,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5407-5207 

E-Mail

 ceramic17@naver.com 

주요약력

 2016, 2017, 2018, 2019
- 우수문화상품 K-Ribbon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K-CRAFT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인현식 

 백자참외무늬 은뚜껑 다기세트로

물레성형 후 조각, 1270

환원소성하였으며 다관, 숙우, 잔 

내부에는 실버페이스트를 3차 

소성했습니다. 다관뚜껑은 정은(925) 

주물작업하여 완성도있게 

마무리하였고, 약 120cc 용량의 

다기세트로 고급스런 찻자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In Hyunsik

 This is a teaware set featuring silver 

covers with the Korean melon 

pattern for porcelain. Each piece is 

sculpted after the spinning wheel 

shaping and then is fired in 1,270°

C reduction firing. The inner parts 

of teakettles, small kettles and cups 

are fired for the third time with a 

silver paste. The covers of teakettles 

are finished elegantly with the 

casting work using pure silver (925). 

The volume of each cup is about 

120cc. This teaware set is made for 

exclusive t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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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규 

 ‘stuffed animals’는 ‘박제된 동물들’

이라는 뜻 이지만 ‘물건이 된’ 이라고 

직역하여 재해석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그저 자연사물로

생각하고 도구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대상으로만 취급하기도 합니다. 

‘Stuffed animals ‘는 야생동물의 

형태를 사용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 

친근하고 흥미로운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기에 스스럼없이 사용하게 

되지만 그 행위를 통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망각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주요 컨셉입니다. 

Jang Eunkyu  

 I reinterpreted the term “stuffed 

animals” as the “animals became 

objects”. People just consider 

animals natural objects, and 

sometimes treat them as mere tools. 

“Stuffed Animals” is a project to use 

the shapes of wild animals in the 

making of practical tools. 

We hope people to naturally realize 

the suffering of wild animals we 

forgot by using the tools with cute 

and interesting shapes of animals. 

 장훈성 공방 
 JANG HUN SEONG 

POTTERY 

 고백달 시리즈 

Address

 17306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85 

 17306 85, Dojayesul-ro,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3213-6399 

E-Mail

 cheramic@naver.com 

주요약력

 2019
- 티월드페스티발 

   박람회참여(코엑스)

- 메종오브제 박람회 참여

   (프랑스)

- 서울리빙페어 참여(코엑스)   

- 갤러리밈속 포터리밈에서    

   이달의 작가전

2018
- 이천시 협업 메종오브제 

   박람회 참여(프랑스)

- 갤러리 다운재(울산) 개인전   

- 경기도도자재단주체 

   g세라믹페어 전시참여 

 장훈성 

 분청작업 중 하얀 색감이 들어간 

작업입니다. 부끄러운 새색시처럼 

옅은 홍조도 띄기도 합니다. 

고백달이라는 SNS를 통해 얻은 

이름입니다. 오래된 백자(古白)처럼

보이고 달처럼 은은한 느낌이 든다는 

의견과 새색시처럼 분홍빛이 예쁘다는 

의견 등이 마음에 들어 "고백(古白)달"

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새색시에게 고백하는 마음처럼 

행복하기를,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흙의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Jang Hunseong  

 This ceramic work series is partly 

colored in white during Buncheong 

process. Some pieces look a little 

bit blushed like a newlywed bride. 

“Gobakdal” is a name we got from 

social network services. Someone 

said the pieces look like old 

porcelain and give a calming feeling 

like the moon. And someone said 

the beautiful pink color reminds the 

person of a new bride. We liked the 

opinions on this series, and chose 

the name “Gobakdal”. We hope 

this series to give happy feelings to 

people, like the moment of saying 

words of love to a new bride. Also, 

we want our customer to be able 

to feel the soft and warm feeling of 

clay from our works. 

 동물의 숲 

 물건이 된 
동물들 - 컵
stuffed 
animals - cup 

Address

 15866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34 639-603 

 15866 639-603, 34, 

Sanboncheon-ro, Gunpo-

si, Gyeonggi-do 

Mobile

 010-2089-3529 

E-Mail

 dmsrb925@gmail.com 

주요약력

 2019
- 통인 갤러리 기획전 

   ‘11人11色’, 통인갤러리, 서울

2018
- korea artist join exhibition, 

   life seeding gallery,

   타이페이, 대만

- 2인 도자전 ‘茶穀茶穀’ 

   대안공간 눈, 수원   

- 이천 도자기 꽃축제 

   ‘도자의자 특별전’, 

   이천예스파크,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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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완도예 

 MOWAN CERAMICS 

 일러스트 
테이블웨어 
세트 

Address

 17309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743번길 34-2 

 17309 34-2, Wonjeok-

ro 743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2209-8540 

E-Mail

 mowan95@hanmail.net 

주요약력

 - 북악도예가회전 참가

-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

- 개인전 3회   

- 국민대 대학원, 상명대, 

   남서울대, 강남대, 건국대, 

   수원대 강사 역임   

- 국민대 대학원 졸업 

 정인모 

 아름답게 느꼈던 영상이나 상상의 

이미지를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도자기의 표면에 장식하는 일입니다. 

서정적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저의 작풍(作風)이 애용하는 모든 분의 

행복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Chung Inmo 

 I decorate tableware with images I 

found beautiful from video clips or 

from my imagination. I hope that my 

artistic approach brings happiness to 

each customer. 

 플레잉디쉬 

 PLAYING DISH 

 소꿉놀이세트 

Address

 17316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08-6 

 17316 92, Cheongbaengni-

ro 158beon-gil, Baeksa-

myeon, Icheon-si, 

Gyeonggi-do 

Mobile

 010-4565-2462 

E-Mail

 happyneer@naver.com 

주요약력

 2019
- 선비의 식탁(시드니, 호주)   

2017
- 오픈스튜디오 조원석

   가정식 식기전 

- OPENWORK전 

- 세토도기제 (세토, 일본)   

2016
- 개인전 ‘평면과 입체사이’

- 예술가길드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서울)

2015
- DAF New Generation 특별전 

- Doors Art Fair ‘오래된,

   새로움’전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특선

2014
- 조각과 공예전

 조원석 

 크레파스의 감성과 장난감의 놀이

개념이 어우러진 유희로운

오브제입니다. 각 객체의 단면에

자석을 붙여 자르고 연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Cho Wonseok  

 These are art objects to create fun 

by combining the sentimentality we 

have for crayons and the enjoyability 

of toys. The magnets on the sides of 

each object allow for the cutting and 

combining of th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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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제안하는 이벤트관에서는 도자 명인, 플로리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품격있는 시연과

강좌를 제공합니다.

또한 2019 경기도자페어의 성대한 개막식과 테이블웨어 공모전 본선 진출작 

시상식도 놓칠 수 없는 이벤트관의 즐거움입니다.

날짜 시간 이벤트

12.5.(목)

작가의 기법: 도자 장신구 워크숍

한국도자장신구회 정지현
11:30 – 13:00

생활 도자 작품 전시 및 사인회

배우 박하선
13:30 – 14:30

2019 경기도자페어 개막식15:00 – 16:00

도자 플라워 클래스

플로리스트 문정원
16:00 – 17:30

12.6.(금)

좋아하는 문구를 새긴 머그컵 만들기

한국캘리그라피작가연합 조해인
11:30 – 13:30

도자가 빛나는 공간, 홈스타그램 사진 찍기

포토그래퍼 자잡토 유호종
13:30 – 15:30

세라믹 수반에 꾸미는 미니 다육 정원

화훼장식기사협회 정종금
15:30 – 17:00

12.7.(토)

주말을 여는 토스트 브런치 도자 스타일링

푸드스타일리스트 하다인
11:00 – 12:30

알록달록 나만의 도자 펜던트

한국도자장신구회 정지현 작가
12:30 – 14:00

도자 시연

대한민국 명장 김세용
14:00 – 16:00

도자기 고장의 특산물로 만드는 겨울 간식

예쁜밥 배현경 작가
16:00 – 17:30

12.8.(일)

캘리그라피로 완성하는 따스한 코스터 만들기

한국캘리그라피작가연합 조해인 작가
11:30 – 13:30

도자가 빛나는 공간, 홈스타그램 사진 찍기

포토그래퍼 자잡토 유호종
13:30 – 15:30

2019 경기도자페어 테이블웨어 공모전 시상식16:00 – 17:00

음식을 담은 도자,

꽃을 담은 도자,

멋을 담은 도자,

공간을 담은 도자와 

그 도자를 담은 공간

이벤트 관
Even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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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장신구회

정지현
Jung Jihyeon

배우

박하선
Park Haseon

주요약력

런던 예술대학, 캠버웰 컬리지

도예과 학사 졸업

2008-2015

해외 전시 다수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모스크바, LA, 도쿄, 시드니,

베를린, 핀란드, 북경, 상하이, 

시카고, 경덕진)

現 Ceramics Studio 'mee' 운영

現 한국도자장신구협회원

現 한국공예가협회원

現 흙의 시나위 소속

주요약력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2019

혼술남녀, 2016

투윅스, 2013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2011~2012

동이, 2010

색슬립을 만들고 석고를 캐스팅하여 

장신구를 조립하기까지, 작가가

실제로 장신구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연 시간과 원하는

관람객들에 한하여 간단한 체험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장신구 워크숍입니다.

알록달록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색상을 

뽐내는 도자장신구의 탄생 과정이

궁금하다면 이번 워크숍 참여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강의일시 2019.12.5 11:30 ~ 13:00

도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기 배우 박하선의 팬싸인회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자페어 오픈일 하루

동안 배우 박하선이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생활 도자 작품을 특별

전시합니다.

강의일시 2019.12.5 13:30 ~ 14:30

작가의 기법:

도자 장신구 워크숍

박하선 생활 도자

작품 전시 및 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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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스트

문정원
Moon Jeongwon

아름다운 꽃과 수공예 도자 화병의

만남!

플로리스트 문정원과 함께 연말 파티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도자 플라워

센터피스를 만들어보는 클래스입니다. 

멋스러운 우리 도자 화기를 사용하여 

더욱 우아한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의일시 2019.12.5 16:00 ~ 17:30

문정원의 

도자 플라워 클래스

한국캘리그라피작가연합

조해인
Cho Haein

주요약력

<해인글씨>로 활동

독립영화 타이틀 작업

캘리그라피 로고 작업 외 다수

2019 Adidas캘리그라피 작업

2019 모티바 Asia Summit 2019 수료증 손글씨 작업

2019 에스카다 VIP 카드 손글씨 작업

2019 무중력지대 대방동 과시적클래스 수업 진행

내 글씨를 변형하는 팁 몇 가지로

머그컵에 이쁜 글씨를 적는

캘리그라피 클래스입니다.

캘리그라피의 기초도 배우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머그컵도

만들어보아요.

강의일시 2019.12.6 11:30 ~ 13:30

좋아하는 문구를 새긴

머그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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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 자잡토

유호종
Yoo Hojong

스마트폰이 필수품처럼 보급되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도

카메라입니다. 먼저 사진 촬영에 꼭

필요한 기본기과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사진 실력이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스마트폰 사진찍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의일시 2019.12.6 13:30 ~ 15:30

2019.12.8 13:30 ~ 15:30

도자가 빛나는 공간,

홈스타그램 사진찍기

주요약력

現 텐바이텐 '자잡토의

      사진클리닉' 강사

前 여행 지도 매거진 월간 

      <비틀맵 트래블> 사진기자

前 사진 전문지 월간 <포토넷>    

      사진기자

저서

- 제주담다, 상상력 놀이터, 2017

- 괌 홀리데이, 꿈의지도, 2014

- 77가지 사진 잘 찍는 법,

   한빛미디어, 2013

화훼장식기사협회

정종금
Jung Jonggeum

주요약력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고문

미국 A&M University 벤즈스쿨 코리아강사

독일 Florist 스타일리스트 

천안연암대학 겸임전임강사 역임

연성대학교 외래강사 역임

세라믹 미니 수반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가꾸기 좋은 다육 식물을

심어보는 시간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을 활용하여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멋스러운 우리 도자기 위에 녹색

식물을 직접 심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강의일시 2019.12.6 15:30 ~ 17:00

세라믹 수반에 꾸미는

미니 다육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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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타일리스트

하다인
Ha Dain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보고 경기도자페어

참여 공방의 도자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는 클래스입니다.

전문 푸드스타일리스트에게

배워보는 브런치 스타일링으로 더욱 

빛나는 주말 아침을 맞이하세요.

강의일시 2019.12.7 11:00 ~ 12:30

주말을 여는 토스트 

브런치 도자 스타일링

주요약력

-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前 마켓컬리 푸드스타일리스트

- 現 프리랜서 푸드스타일리스트, 스튜디오 아늑 운영

- 마켓컬리, 오늘회, 다노샵, 대상웰라이프, 삼립 등 다수의 식품 및

   제품 스타일링 진행

미리 준비해놓은 색슬립 점토를

깎아서 나만의 팬던트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1. 색슬립 만들기

2. 색슬립으로 팬턴트를 만들기 위한 

    색슬립 점토 준비

3. 미리 준비해 놓은 색슬립 점토로

    깎아 나만의 펜던트 만들기

4. 만든 팬던트는 소성해서 추후

    장신구 재료와 함께 배송

강의일시 2019.12.7 12:30 ~ 14:00

알록달록

나만의 도자 팬던트

한국도자장신구회

정지현
Jung Jihyeon

주요약력

런던 예술대학, 캠버웰 컬리지

도예과 학사 졸업

2008-2015

해외 전시 다수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모스크바, LA, 도쿄, 시드니,

베를린, 핀란드, 북경, 상하이, 

시카고, 경덕진)

現 Ceramics Studio 'mee' 운영

現 한국도자장신구협회원

現 한국공예가협회원

現 흙의 시나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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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세창 김세용
Kim Seyong

대한민국 도자 명장이 들려주는

한국 도자 이야기와 함께 명장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의일시 2019.12.7 14:00 ~ 16:00

대한민국 명장

김세용 작가 도자시연

주요약력

대한민국명장349호

2019 런던 콜랙트박람회 출품

2017 대한민국 문화훈장 화관장 서훈

2017 노동부장관표창 수상

2014~現한국도자재단 이사

예쁜밥 배현경 작가에게 듣는

한국인의 밥상, 그리고 겨울 간식

이야기

어머니의 정과 온기가 느껴지는

우리네 밥상과 도자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겨울철 옹기종기 함께 

할 수 있는 간식을 소개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번 경기도자페어에서는 특별히

도자기의 대표적인 고장인 여주, 이천, 

광주의 특산물로 만드는 간식

레시피를 시연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일시 2019.12.7 16:00 ~ 17:30

도자기 고장의 특산물로 

만드는 겨울 간식

예쁜밥

배현경
Bae Hyeongyeong

주요약력

- 일본, 캐나다에서 제과 제빵 슈가아트 공부

- 요리 매거진 (쿠켄), ‘딸에게 주는 엄마의 요리 노트’ 연재

- 블로그 ‘예쁜밥‘ 운영 및 요리책 ‘예쁜 밥’ 출간

- 소비자 및 쌀 가공식품 기업 대상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활동

- 네이버 밥상대전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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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찻잔을 더욱 따스하게

받쳐줄 캘리그라피 우드코스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글씨가 담긴 코스터는 컵받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용으로도

쓸 수 있어서 더욱 실용적이랍니다.

캘리그라피를 해 본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가르쳐드립니다.

강의일시 2019.12.8 11:30 ~ 13:30

캘리그라피로 완성하는

따스한 코스터 만들기

한국캘리그라피작가연합

조해인
Cho Haein

주요약력

<해인글씨>로 활동

독립영화 타이틀 작업

캘리그라피 로고 작업 외 다수

2019 Adidas캘리그라피 작업

2019 모티바 Asia Summit 2019 수료증 손글씨 작업

2019 에스카다 VIP 카드 손글씨 작업

2019 무중력지대 대방동 과시적클래스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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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예
Monthly
Ceramic Art

주소

0665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0길 41

(서초동, 대호IR빌딩 5층)

전화

02-3487-9982

홈페이지

www.cerazine.co.kr

주요약력

2019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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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유일의

한국도예 대표 월간지입니다. 

전통과 현대로 이어지는 도예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외 관련행사, 전시, 작가, 이론 등 도예계

모든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도자예술인은 

정보소식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은 도자예술 향유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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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Cho Jae-ho

「홍용문천목조재호다완紅龍紋天目曺載虎茶碗」

부안청자박물관

(부안관요)
BUAN
CELADON 
MUSEUM

주소

56330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유천리 798-4)

전화

063-580-3960~1

홈페이지

www.buan.go.kr/buancela

부안청자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상감청자를 만들었던 사적 제69호인

유천리도요지의 복원·정비사업 일환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푸른

빛을 띤 청자대접모양의 지상 3층으로 전시·연구, 체험 및 도자상품개발,

사적공원, 야외전시 및 휴게편의 시설 등 4개의 영역으로 되어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체험·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전국11000개 학교들이

매년 9000여명의 학생들이 방문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있으며,

또한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동 왼쪽에〔부안관요〕의 요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안관요에서는 청자재현을 위한 전통유약 및 점토개발과

함께 청자를 모티브로한 다양한 도자상품을 개발하여 부안청자를 확산시키고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은 부안의 유천리(柳川里) ·우동리(牛東里)· 진서리(鎭西里)와 고창

용계리 등 줄포만을 중심으로 한 청자발달과정과 고려시대 청자가마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해외로 뻗어나간 고려청자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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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예

고등학교
Korea
Ceramic Art
High School

주소

17307

경기도 이천시 둔터로61 

신둔면, 한국도예고등학교

교무실

031-638-8634

행정실

031-638-6841

홈페이지

http://www.doyego.hs.kr

본교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모집 도예 특성화 고교로 “표현과 소통으로 꿈을

빚어가는 행복학교!”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꿈 · 도전 · 상생으로 미래를 

열어갈 전문 도예인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예교육 기관 중 

최상의 교육 환경 및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예를 전공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전국단위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으로 국제 교환학생 

등 다양하고, 특색 가득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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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Korea Ceramic 
Foundation

2019 경기도자페어 행사와 

관련된 마케팅, 홍보, 제휴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31-645-0650

재단홈페이지

www.kocef.org

페어홈페이지

www.ceramicfair.kr

삶의 품격을 높이는 한국 도자공예 선도 기관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으로 출범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도자문화의 새 역사와 자취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은 

한국 도예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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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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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이 함께 하는 도자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대적 창조융합 예술공간 이천세라피아

국내 도자 유통의 허브 여주도자세상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자문화환경 곤지암도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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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ICHEON

천년의 도자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 이천은 풍부한 자원과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로부터 왕실 납품 도자기를 제작하던 공방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일평생 도자 문화 발전과 계승에 힘써 온 

도자명장과 선조의 우수한 기술에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수공예 도자기를 제작하는 공방 400여 곳이 어우러져 대한민국 도자 문화의 

중심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천은 2010년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고 2018년 공예분야 30개국 37개 도시의 의장 도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도자 공예 도시입니다. 

과거 세계 도자기 종주국으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신(新) 도자 문화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이천시는 각각의 공방이 가진 다양한 

도자예술 콘텐츠의 지속적인 해외홍보와 판로개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곳곳에 우리 고유의 도자예술을 알리고 작가의 창작 활동과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통해 대한민국 도자문화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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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WANGJU 

광주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호국정신을 대표하는 

남한산성과 조선 왕실의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던 분원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과 

명맥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317개소의 백자 가마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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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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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했던 점으로 보아 광주분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남한산성은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입니다. 주변 지역에는 

백제(百濟)초기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백제의 

시조 온조왕대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으며, 산성 내에는 동.남문과 서장대, 

현절사, 연무관, 장경사, 지수당 영월정, 침괘정, 숭렬전 이서 장군사당, 보, 루, 

돈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4대문과 수어장대, 서문 중간쯤의 일부 성곽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사적 제 57호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4년 6월22일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 세계유산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적인 인류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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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YEOJU

초기 백제의 요충지였던 여주는 도자기역사도 깊습니다. 1999년 발견된 

중암리 고려백자가마터는 여주도자기 역사를 천 년 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가마터와 도자기 발생 초기상황 연구 뿐 아니라 초기 백자 

편년연구에도 중요한 유적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도기소(陶器所) 하나가 여주 관청의 북쪽 관산(串山)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 여주의 도자사적 가치를 말해줍니다. 

조선 고종 21년인 1884년에 광주분원이 없어지자 몇몇의 도공들이 여주에 

정착해서 다양한 생활도자기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일제강점기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예기술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있을 정도로 여주도자기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1950년 다섯 곳의 생활도자기공장을 시작으로 도자기산업이 호황을 맞은 

1960년 후반에 많은 공장들이 설립, 운영되면서 여주도자기는 생활도자기의 

대량생산시대를 맞이합니다. 1970년대 40개소, 1980년대 100개소에서 

2019년에는 400여개의 도자관련 기업과 공방이 우리나라 생활도자기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영릉과 

천년고찰 신륵사, 인류의 기원을 따라 흘러온 남한강 등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여주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질 좋은 고령토가 있어 도자기 

생산지로 필연적인 고장입니다. 

여주도자기축제를 통해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여주시는 

질 좋고 품격 있는 생활도자기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자기전시장과 

판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생가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황학산 

수목원 등 빼어난 관광자원이 풍부한 여주시가 천년 도자기의 꿈을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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