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amic Market

Young Artist Market

| 판매홍보관

| 신진작가관

Event

Event Schedule

| 부대이벤트

도예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며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

참신한 디자인 상품부터 인테리어 장식, 생활자기 등 도자문화시장에

도자의 다양한 쓰임을 제안하는 풍성한 구성의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는 열린 마켓입니다.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지역은 물론 각지에서 활동

발을 내딛는 학생 및 졸업 후 창업 2년 이내의 신진작가의 공간입니다.

유명 쉐프가 재료, 레시피, 요리가 담긴 도자의 스토리까지 들려주는 상

하는 소규모 공방 및 도예 관련 기관들의 판매홍보 부스로 저마다의 개

색다른 표현과 감각적인 작품들을 통해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호 소통 다이닝 공간, <세라믹다이닝>과 더불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성이 있는 다양한 그릇과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요리 플레이팅, 꽃과 식물로 도자를 연출하는 체험이벤트, 도자 선물의

www.ceramicfair.kr
| 부대이벤트 일정표

정성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도자기 포장 시연·체험 이벤트까지 다채
롭고 품격 있는 강좌를 제공합니다.

11.8.목
이벤트관

11:00~12:30
‘밀라노 스타일 세라믹 핸드페인팅’ / 생활미인

12:30~14:00
‘쉐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Ⅰ>’ / 김봉수 쉐프

14:00~15:30
‘도자와 꽃’ / aT화훼기획부

16:00~18:00
2018 G-세라믹페어 개막식
가마지기

김봉수

김지예 作

최광호

라퀴진 作

11.9.금
이벤트관

11:30~13:00
‘가을 펌킨수프 플레이팅 클래스’ / 라퀴진

13:00~14:30
‘아름다운 도자기 속 다육 식물 정원’ / 한국식공간학회 오승민

14:30~16:00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만드는 모던 도자 컵’ / 한국도자디자인협회

16:00~17:30
‘때론 소담스럽게, 때론 화사하게 나만의 도자기 포장법’ / 한국식공간학회 최혜림

한국도자디자인협회 作

11.10.토

이임주 作

해락도예

이벤트관
김지원 作

안미애 作

또한 슬립 캐스팅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도자 컵 만들기, 밀라노 스타일

녹두도예

11:00~12:30
‘단호박 경단과 계절감 가득한 플레이팅 클래스’ / 한국식공간학회 이승신

12:30~14:00
‘쉐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 Ⅱ>’ / 최광호 쉐프

의 세라믹 핸드 페인팅 등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도자시연 과정과 프리

14:00~15:30

미엄 체험 클래스를 현장에서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5:30~17:00

‘도자와 꽃’ / aT화훼기획부
‘무화과 디저트 플레이팅 클래스’ / 라퀴진

이은주

알천도예

홍지은 作

김태희 作

●

김봉수·최광호 쉐프와 함께하는 도자만찬 ‘세라믹 다이닝’

●

aT화훼기획부의 ‘도자와 꽃’ 체험 이벤트

11.11.일

●

라퀴진의 ‘가을 펌킨 수프와 무화과 디저트 플레이팅 클래스’

이벤트관

●

한국도자디자인협회의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만드는 모던 도자 컵’ 체험 프로그램

●

한국식공간학회 이임주의 ‘도자와 함께하는 동가홍상(同價紅裳)’

11.8목 ~11.11일

11:00~14:00
한국식공간학회 오픈 세미나

14:30~16:00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도자와 함께하는 동가홍상(同價紅裳)’ / 한국식공간학회 이임주
* 모든 부대이벤트 프로그램은 www.ceramicfair.kr에서 사전 등록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장 새도자 줄게 헌도자 다오!
이벤트 특별이벤트

무료 사전등록 및
이벤트 참가 신청 접수
(11월 7일 마감)
www.ceramicfair.kr

공기

장 소 : GCF 2018 행사장
기 간 : 11. 8일〜11일 오전 10:00〜소진시
● 참가대상 : 현장 참여 400명
(매일 선착순 100명 한정)
● 대상품목 : 깨진 도자, 멜라민 그릇 등 기타 그릇류
● 경품구성 : 도자구입 교환권
●
●

1

G-세라믹페어 도자구입
교환권 할인이벤트 진행

구 성 : 도자구입 교환권 50% 할인판매
(20,000원⇒10,000원)
● 판매처 : 티몬 및 네이버 500매 한정판매
(1인 2매까지)
● 판매일정 : 10월 中(250매/2회)
●

2

G-세라믹페어 재방문
경품쿠폰 증정 이벤트 진행

※ 상기 일정은 이벤트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공대상 : 2018 G-세라믹페어 사전등록 +
현장등록 관람객
● 제공혜택 : 경품 제공(선착순 650명)
- 현장 직접 수령 ※ 대표 등록자에 한해 지급
● 경품구성 : 도자구입권(300만원) /
미니뚝배기(40개) / 수제컵(84개)
●

주최

협력

주관

후원

미디어 후원

생활의 멋과 맛을 높이는 도자전문페어!

식탁 위에 펼쳐지는 일상의 예술!

2018 G-세라믹페어
맛있는 그릇
국내유일의 도자전문페어 <G-세라믹페어>는
현대라이프스타일 속 살아있는 도자트렌드를 한 곳에서 살펴보고,

Main Exhibition

| 테이블웨어 공모전

테이블웨어 공모전 심사위원이 되어주세요

오늘날 미식의 시대를 반영하여 식생활 공간 속 도자 그릇의 쓰임과 생
활풍경을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시합니
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완성된 그릇이 음식과 조화를 이루며
식탁 위에 올려지기까지의 모습을 스케치하여 일상 집 공간, 그릇에 대
한 관람객과의 경험적 교감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맛있는 그릇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창
작자들의 놀이터,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진행된 접수에 125팀이 참여
한 테이블웨어 공모전은 배우, 현대미술가, 셰프, 요리연구가, 사진가,

전시공동주관 : 한국도자재단, (사)한국식공간학회
공동 디렉터 : 장혜진, 김수인, 백혜원, 유한나

www.ceramicfair.kr

테이블웨어 공모전 심사위원

2018.11.8.목-11.11.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내가 직접 뽑는 올해의 테이블웨어

운영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11(일) : 오전 10:00~오후 5:00
사진가

배우·방송인

플로리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

김형섭

성유리

정소연

이효정

푸드스타일리스트, 플로리스트 등 각 분야 전문가 8인이 심사위원이자
멘토가 되어 직접 선별한 2명의 선정자와 함께 구현한 16점의 도자 테
이블웨어를 통해 식공간 문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 사전등록
구성

| 본선 일정 |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G-세라믹페어 / 맛있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음식의 맛을 높이고 식탁 위에 펼쳐지는 일상예술을
경험하도록 주제전, 테이블웨어 공모전, 판매관, 신진작가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다방면의 시각에서 경계를 넘어

Tableware Competition

미식기美食器 미식가美食家

도자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감각적인 도자생활을 제안해

이벤트 구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도자문화를 즐기고

| 주제전

온라인 심사(30%)

현장 심사 / 전문가 평가(40%) + 대중 평가(30%)

10월 23일 ~ 11월 6일

11월 8일

네이버 그라폴리오 인기투표

G-세라믹페어 현장 평가

대상 1팀, 특별상 1팀, 인기상 1팀, 특선 13팀 선정

장혜진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 교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16팀에 대한 평가는 네이버 그라폴리오와
개막 당일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접
최고의 ‘맛있는 그릇’을 선택해주세요.

식생활문화를 다채롭게 가꿔줄 2018 G-세라믹페어에서
당신만을 위한 맛있는 그릇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미술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셰프

요리연구가

장마리아

정혜승

최광호

홍신애

판매 금액

적용 범위

사전 신청

		
온라인
무료 입장
0원
사전 등록시 무료
				

사전 등록기간
2018.9.10∼11.07
www.ceramicfair.kr

입장료 / 현장등록

Food Styling Contest

|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더라도 도자기에 담긴 음식 사진을 찍어 해시태
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는 지난 8, 9월에 이미 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되었고 10
만 회 이상의 ‘좋아요’가 집계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마지막으로 진행
되는 푸드스타일링 콘테스트에 도전해 보세요.

입장료

적용 내역

5,000원

무료입장 + 도자구입 교환권(5,000원)

※ 무료 대상 : 만18세 미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1인 / 재단 등록 도예인 / 사전 등록자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양재동232)

양재시민의숲

김수인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부교수

Exhibition | 전시관

김형섭, 최정인 作

시상금

접수기간

우리 도자와 음식을
사랑하는 누구나

G-세라믹페어
도자구입교환권

2018. 10. 1.(월) ~ 10. 31.(수)

인스타그램
도자기에 담긴 음식 이미지를 #g세라믹페어 #맛있는그릇 #gcf2018
#혼밥의정석 #한국도자재단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게시

정소연, 도까꼬까 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공간, 경험
그리고 도자기. 주제전, 테이블웨어 공모전,

좋아요

생활자기, 디저트식기, 도자악세서리,

좋아요

백혜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팜푸드비즈니
스전공 교수, 푸드앤이미지 대표

리빙인테리어 도자소품, 도자오브제

성유리, 정아름作

양재동화훼공판장
양재 I.C
과천방면

현대자동차

염곡사거리

좋아요

Event | 이벤트관
쉐프, 플로리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
도자기선물포장, 소셜다이닝 등 풍성한
유한나
푸드판타지 대표, 연성대학 호텔외식
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겸임교수

최광호, 파미키친 作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 도보 4분
일반버스 6, 11-3, 33, 500-5, 917
간선버스 140, 400, 405, 407, 421, 440, 441, 462, 470, 471
공항버스 6500 aT센터

장마리아, 정준영 作

mollyjjang 作

체험·시연·강연

양재근린공원

aT센터

* 중복참여 가능 (10월에 참여한 게시물의 ‘좋아요’를 합산해 15명을 선정합니다.)

도자 프리미엄 신상품관

Ceramic Market | 판매관

양재시민의숲(매헌)역
4번 출구

서초 I.C
경부고속도로

도자기의 모든 것 | ‘맛있는 그릇’을 찾아라!

모집대상

홍신애, 오유리 作

김명선 作

betterkim82 作

문의 : 2018 G- 세라믹페어사무국 031-645-0700∼0701

양재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