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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새로운 리셋’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지금 이 시대, 세계가 주목해야 하는 대표작가 300명과 함께 

행사 현장 및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도자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가와 전문가, 대중이 

서로 소통하고 생동하는 장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전시관 안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국내외 작가들을 직접 만나 오감으로 도자를 이해하며 예측 불허한 

다채로운 도자예술의 변주가 만들어내는 생동감 있는 전시 현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 행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도자페스티벌 이벤트로 예술과 대중문화의 접점에서 

색다른 비엔날레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위원회

기간 

2019. 9. 27 - 11. 24(59일간)

페스티벌 9. 27(금) - 10. 13(일)

주제

흙의 평화(Peace through Clay)

장소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구성

전시, 라이브형 예술행사, 창작교류행사, 커뮤니티프로젝트,  

온라인플랫폼, 참여이벤트, 공예메이커페스타, 공연, 마켓 등

주최

경기도 

주관

한국도자재단, KICB 2019 국제위원회

후원 및 협력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주한폴란드대사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 덴마크예술재단, 덴마크문화부, 노르웨이공예청, 주한영국문화원, 

주한프랑스문화원, 일본 시가라키 도예의 숲,  

네덜란드 선데이모닝@ekwc,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덴마크 국제도자연구센터 굴레아고, 영국도자비엔날레, 

IAC(국제도자협회)

공식후원은행

NH농협은행

2019 
제 10회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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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세라피아

 Icheon
목차 곤지암도자공원

Gwangju
여주도자세상

 Yeoju

INDEX

전시

• 2019 국제공모전 : 현장전시, 온라인전시

• 대상작가 특별초청전 
<토비욘 크바스보 : 베이스 클러스터>

온라인플랫폼

• 아티스트 온라인 쇼룸

• 온라인 토크 & 퍼포먼스 & 세미나

체험 · 참여이벤트
• 시연 이벤트 : 옹기작가와 함께하는 도자빚기, 도예작가와 함께 물레 작품 
만들어 가기 등

• 불놀이 이벤트 : 전통가마, 락쿠소성, 노천소성, 장작패기 등

• 흙놀이 한마당 : 세라믹건축가, 세라믹신공, 나는야 고고학자, 사랑과 
도자기, 나도 도예가, 민속놀이 체험, 전시연계프로그램 등

• 도자인형 창작대회 ‘너를 표현해 봐-’

• 황금돼지를 찾아라

• 도자올림픽 : 도자양궁, 도자컬링 등

• 흙놀이 이벤트 : 도전! 도자기네스, 도자조형대회 등

• 유튜브 이벤트 : 티저 공모전, 컨테스트 등

CLAY PLAY (공통)
• 경품이벤트 : 장작패기/흙높이쌓기/흙길게만들기 
도자인형창작대회

• 도예명장(작가)와 함께하는 도자체험

• 공연 : 버스킹 공연 , 기관연계 예술공연

전시

• 남북도자특별전 

창작교류행사

• 남북도자 특별강연

전시

•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온라인 플랫폼
•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온라인 심사(네이버그라폴리오)

창작교류행사

• 공예메이커페스타 in 여주 
- 전시, 체험 · 시연, 메이커톤, 컨퍼런스, 판매전 등

체험 · 참여이벤트
• 테이블웨어 + 푸드스타일전

• 푸드이벤트

• 메이커체험

• 메이커톤

부대행사

• 문화공연 : 영상체험(VR), 비엔날레 초청공연

• 마켓 : 메이커 마켓, 도자세상 쇼핑몰

부대행사

• 문화공연 : 마당극, 비엔날레 초청공연

• 마켓 : 곤지암 공예프리마켓

부대행사

• 문화공연 : 뮤지컬 가요 드라마, 비엔날레 초청공연

• 마켓 : 공예아트마켓-리버마켓

라이브형 예술행사
• 퍼포먼스 

- 작품시연 
- 관람객 · 전문가 참여 이벤트

• 아티스트 토크

창작교류행사

• 한 · 덴공예창작교류행사 
- 멘토링 캠프 
- 특별강연 
- 한 · 덴공예워크숍 
- 덴마크 문화의 날

• 커뮤니티 프로젝트 
- KICB 레지던시 
- 스피드 데이팅 
- 교류의 밤 
- 도자예술투어 

체험 · 참여이벤트
• 세라믹플라워가든

• 흙놀이 한마당 : 세라믹건축가, 세라믹신공,  
나도 도예가 등

• 민속놀이 한마당 : 투호, 윷놀이, 오목 등

• 불놀이 이벤트 : 빗살무늬토기, 붉은간토기 등 
선사시대 토기 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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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가 특별초청전

토비욘 크바스보 : 베이스 클러스터  
2019 
국제공모전

남북도자특별전은 분단을 겪은 남북 전통 도예가이자,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황인춘, 유근형, 

지순택, 우치선, 임사준의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주요 작품 70여점과 그들의 삶을 조명하

여 분단 이후 단절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전통도자가 남과 북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한반도 도자 진행사의 지평을 넓히고 한반도 도자의 미래를 남

북이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간  
2019. 9. 27(금) - 11. 24(일)

현장전시 
이천세계도자센터  
제 1, 2, 3, 4 전시실

온라인전시 
www.kicb.co.kr

기간  
2019. 9. 27(금) - 11. 24(일)

장소  
경기도자박물관 기획전시실

EXHIBITION EXHIBITION

<2019 국제공모전>은 공모방식을 작품공모 방식에서 작가공모 방식으로 변화시켜 역대 최

대 규모인 82개국 작가 1,599명의 작품 10,716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전 세계 작가의 실험성, 예술성, 창의성의 경쟁을 통해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작가 300인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18개국 42인의 작품 200여점이 이

천세계도자센터에 전시됩니다. 도자의 전통적 기술과 사용가치를 강조한 작품부터 개념적이

고 서사적인 작품, 절제된 미니멀리즘 작품부터 추상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 오브제에서 

설치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아우르는 도자예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3일 기간 중에는 이천세계도자센터 전시관에서 참여작가 42인 모두를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인 작품만을 보여주는 종래의 정적인 전시에서 

탈피하여, 전시실 내에서 강연, 작품 시연, 체험형 이벤트 등 동적인 퍼포먼스가 가미된 ‘움직

이는 뮤지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감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

는 전시를 체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선정된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플랫폼에서 특별상 및 대중상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

며, 대상, 우수상 등 주요 수상자 7인이 11월에 최종 발

표될 예정입니다.

박성욱 ┃ 한국 ┃ Sungwook Park

팁 톨랜드 ┃ 미국 ┃ Tip Toland

2017 국제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토비욘 크바스보'의  

작가 특별초청전으로 노르웨이 지역요업 150년 역사

를 기념하고 전통과 공예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본 전시는 한국·노르웨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노르웨이대사관과 노르웨이공예청의 후원 및 협

력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2019. 9. 27(금) - 11. 24(일) 

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특별전시실

남북도자특별전

청자학국화무늬호 ┃ 1982년 ┃ 우치선 ┃ 높이 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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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형 예술행사

기간 2019. 9. 27(금) - 11. 24(일) 

장소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층 전실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은 우리도자를 활용

한 다채롭고 아름다운 식공간 문화를 제안하고 마련된 

것으로, 네이버와 협력하여 네이버 포트폴리오 커뮤니

티 서비스인 그라폴리오(www.grafolio.com)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는 그라폴리오 회원 가입 후, 그라폴

리오 내에 개설된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페이지에서 우리도자를 활용한 식공간 이미지 등을 업

로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1차 온라인을 통한 대중평가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실물 전시대상자 24팀과 

이미지 전시대상자 20팀이 선정됩니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자격은 우리도자로 식공간 구성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전시장 내에서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고 생동할 수 있

는 라이브형 예술행사를 기획하여 예술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공모전 선정작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토크, 시연 및 관람객·전문가 참여 프로그

램 그리고 작가와 타장르가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등 작품 감상과 함께하는 다양

한 경험 및 체험을 전시장내에 구성함으로써 시각적 경험만이 아닌 다양한 감각을 동원한 공

감각적 작품 감상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초대합니다. 

온라인플랫폼

EXHIBITION LIVE ART EVENT & ONLINE PLATFORM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리타 플로이드 퍼포먼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작가 300여명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도자예술을 하나로 연

결하는 장입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작가페이지인 ‘아티스트 온라인 쇼룸’에서 직접 프로필과 

작품에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작가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비엔날레에 선정된 전 세계의 수준 높

은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전 세계 작가들이 작품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작가 300여명의 작품세

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거대한 아카이브로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도자예술

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기간 
2019. 9. 27(금) - 상시

장소 
www.kicb.co.kr

구성 
선정작가 300인 아티스트 온라인 쇼룸,  
온라인 토크 & 퍼포먼스 & 세미나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구성 
퍼포먼스(시연, 관람객 · 전문가 참여 이벤트)  
아티스트 토크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2018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 대상작

테마

흙의 평화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세계 도자문화뿐 아니라 한민족이지만 단절된 역사 속에

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온 남과 북의 도자문화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흙으로 만들어

진 도자를 공통 매개체로 남과 북을 넘어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도자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확

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11

KICB 레지던시

기간 
1차  
2019. 7. 15(월) - 9. 26(목)  
2차 
2019. 9. 27(금) - 11. 24(일)  
3차 
2020 -

참여기관 
한국도자재단 
네덜란드 선데이모닝@ekwc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덴마크 국제도자연구소 굴레아고 
일본 시가라키 도예의 숲  
영국도자비엔날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장소 
각 기관별 레지던시 공간

스피드데이팅

한국의 도자작가를 포함하여 비엔날레 참여작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으로,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작가별 국내외 전문가 

20여명과 1:1 만남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3-4회 예정)

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11

멘토링캠프 ┃ 몰튼 뢰브너 에스파센

GLOBAL EXCHANGE & COLLABORATION COMMUNITY PROJECT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덴마크와 한국작

가들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한국도자재단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한덴마크

대사관, 덴마크문화부 및 덴마크예술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서는 멘토링캠프와 공예워크숍, 특별강연 및 덴마크 문화의 날을,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는 

공예워크숍 및 초대국가관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19. 9. 28(토) - 11. 17(일)

장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세라피아 행사장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구분 기간 참여자 장소

멘토링캠프 2019.9.28 - 10.12(15일) Team 1. 소렌 튜에센-김선
Team 2. 몰튼 뢰브너 에스파센-이아련

이천세계도자센터 창조공방

한·덴공예워크숍 2019.9.28 - 10.12(15일) 하이디 헨세 -김선애(경기도 작가) 외 
작가1인(충청북도 작가)

이천세계도자센터 창조공방

2019.10.13 - 10.17(5일)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특별강연 2019.9.28 - 9.30(3일) 메테 블룸 마커 서울, 이천 세라피아 등

덴마크 문화의 날 미정 - 이천 세라피아 국제교류광장

초대국가관 2019.10.8 - 11.17 덴마크 작가 15인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선정된 300여명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및 해외 

관계기관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연결시켜주는 사

업입니다. 한국도자재단과 상호 협의가 된 국내외 레지던시 기관, 뮤지엄, 갤러리 등 협력 커

뮤니티가 주축이 되어 선정된 300여명 내에서 2019년부터 2020년 기간 중 각 기관에 초청

될 작가들을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렉산드라 엥헬프리트 ┃ 네덜란드 ┃ KICB2019 레지던시 참여 작가

한 · 덴공예창작교류행사

M I N I S T E R I E T

EMBASSY OF DENMARK
Seoul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12 13

교류의 밤

비엔날레 참여작가와 큐레이터, 연계기관 디렉터 및 관계자, 비평가 등 국내외 도자(공예) 전

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작은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간 
2019. 9. 27(금) - 10.13(일)  
(3-4회 예정)

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정원,  
예스파크(Ye’s Park)

도자예술투어 

남북도자 특별강연

기간 
2019. 10. 4(금), 10. 11(금)

장소 
경기도자박물관 세미나실

공예메이커페스타 in 여주 
Y-Maker Festa

메이커 문화와 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전시, 체험, 메이커톤, 메이커 

컨퍼런스, 메이커 마켓 등의 다채로운 메이커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장소 
여주도자세상 물의회랑 A 및 광장

구분 내용 장소

전시 
Ep1. New Craft + Flow

신 공예산업의 흐름과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장비(3D프린터, CNC 등)를 활용하여 제작한 공예품 전시

공예창작지원 
센터

체험/시연 
Maker Play Zone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메이커 체험/시연 프로그램
(3D 프린터, CNC, 3D펜 체험 등으로 구성)

메이커톤 
Art&Craft Makerthon

1박 2일 동안 펼쳐지는 생활공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예작품 제작 대회 컨퍼런스

컨퍼런스 
Y-메이커 컨퍼런스

디지털 공예가가 제안하는 메이커와 신 공예산업 물결에 대한 이해

마켓 
Y-Maker Market

도자, 목공, 유리 등 일반 공예품부터 디지털 공예품, 디지털 장비까지 
전시/판매 가능한 판매 행사존

도자세상 광장

COMMUNITY PROJECT COMMUNITY PROJECT

비엔날레 참여작가 및 문화예술 애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투어 프로그램입니다. 경기

도 및 서울의 도자 및 문화예술관련 기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돌아보는 알찬 구성으로 한국

의 현대 도자예술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보다 알

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간 
2019. 9. 30(월) - 10. 16(수)  
(3회 예정, 회당 10명 내외)

장소 
서울 및 경기도 이천·여주  
지역 스튜디오,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관광지

대상 
비엔날레 참여작가 및  
미술애호가 등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icb2019@gmail.com

북촌한옥마을

신철 작가 스튜디오 <흙으로 빚은 달> 

분단 이후 전개된 남북의 전통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도자예술의 전망과 미래를 모

색하고자 기획된 전시연계 특별강연으로 ‘북한도자예술의 이해’, ‘남북도자 회고와 전망’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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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이벤트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EVENT EVENT & MARKET

도자기 꽃으로 만든 평화 

세라믹 플라워 가든

연인, 가족 등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이색 테마정원으로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데이지 꽃을 중심으로 2만여 개의 평화 기원 꽃 군락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장소  

곤지암도자공원 조각공원

마켓

공예아트마켓 - 리버마켓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장소 이천설봉공원 및 세라피아 일원 

규모 120여개 부스

전국 최대 규모 리버마켓과 경기세계도자비

엔날레가 만나 직접 만든 공예품과 생활용

품, 먹거리와 즐길 거리 등 사람의 손으로 직

접 빚는 감성과 개성이 묻어있는 수공예품

과 상품들로 구성된 공예아트마켓을 선보입

니다.

곤지암 공예 프리마켓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장소 곤지암도자공원 내 조각공원 

규모 20여개 부스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공예품 및 소품, 빈티

지 도자, 분재, 건강한 먹거리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문화예술인 중심의 문화장터로 관

람객들에게 보고 맛보고 즐기는 다양한 문

화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메이커 마켓

기간 2019. 9. 27(금) - 10. 13(일) 

장소 여주도자세상 광장 

규모 100여개 부스

도자를 비롯한 유리, 목공, 금속 등 공예메이

커(Maker)들이 함께하는 판매, 체험, 교육

의 장이 펼쳐집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장소

이천 흙으로  
만나는 평화 
“合”(합)

국내외 도예작가의 시연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기법을 응용한 관람객 참여형  
도자 만들기 프로그램 

• 국제교류광장 일대

전통가마, 노천소성, 라쿠가마 등 국내외 도예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하는  
주·야간 도자기 소성 체험

남북의 흙을 이용, 전세계 초청 도예작가와 함께하는 개막퍼포먼스

평화의 흙길걷기, 평화를 주제로 휘호쓰기 등 관람객 참여 이벤트

공연 : 뮤지컬 가요 드라마 “흙의 평화”, 비엔날레 초청공연

광주 흙으로  
누리는 평화 
“玩”(완)

세라믹건축가(흙높이 쌓기), 관람객 도자 조형 대회, 세라믹신공(과녁에 
흙던지기) 등 도예작가가 운영하는 관람객 참여행사

• 모자이크정원 일대

• 전통공예원 일대

투호놀이, 윷놀이, 오목, 고누 등 다양한 민속놀이체험 한마당

우리나라 최초의 도자기인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붉은간토기 등 선사시대 
토기를 야외 노천소성으로 완성하는 불놀이 이벤트

공연 : 마당극 “흙의 평화”, 비엔날레 초청공연

여주 흙으로  
빚는 평화  
“産”(산)

도예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협업을 통한 테이블웨어 + 푸드스타일 展 • 도예랑 및 도자세상광장

푸드이벤트 : 도자를 활용한 쉐프 요리 시연 및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메이커 체험 : 3D 프린터, CNC, 3D펜 등 메이커 신기술 시연 및 체험

메이커톤 : 메이커 디지털 공예작품 제작 대회

공연 : 영상체험(VR), 비엔날레 초청공연

공통 CLAY PLAY 장작패기 / 흙높이 쌓기 / 흙길게 만들기 / 도자인형 창작 대회 등 관람객 참여를 
통해 경품 제공 등 이벤트

• 이천세라피아 국제교류광장

• 곤지암도자공원 모자이크정원

• 여주도자세상 광장도예명장 및 도예작가와 하는 다양한 도자체험 

공연 : 버스킹 공연 , 기관연계 예술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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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nale at...!

세계적인 도자예술  
전시·체험·교류 
이천세라피아

생활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자공예클러스터 
여주도자세상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세라피아는 도자로 만들어진 유토피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족형 테마파크입니다.

세라피아의 핵심 콘텐츠인 이천세계도자센터는 2천여 점의 세계적인 현대도자 작

품을 소장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세계 각 

국의 도자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와 유리분야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레지던

시와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고, 

만들며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이천세라피아는 2019년 5월 세계도자센터 국제교류광장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도예작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본격적인 허브기능을 갖춘 세라피아로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자아트숍 도선당, 도자 풍경으로 만든 소리나무 등 

곳곳에 도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자 특화 테마정원 
곤지암도자공원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를 만드는 관요가 운영되었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도자공원은 44만㎡ 규모의 부지 내에 삼리 구석기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어 선사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도자기의 탄생에서 현재까지 주요 유물 및 작품을 전시하는 경기도자

박물관을 중심으로 모자이크 정원, 전통공예원, 체험교실, 야외공연장, 도자쇼핑몰, 

조각공원, 갤러리 카페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 전통문화, 교육체험, 놀이, 쉼 기능

을 고루 갖춘 복합 문화 체험공간입니다. 

2019년 9월에는 곤지암도자공원의 자연적 요소 및 환경을 산책로, 피크닉 가든, 

이색 벤치 등 폐도자를 활용한 자연휴식공간으로 구축하고, 세라믹 플라워 가든, 

조경 정원 및 조명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재조성하여 도자 특화 테마정원으로 

새롭게 오픈합니다.

BIENNALE AT

여주도자세상은 생활도자 전문 미술관인 세계생활도자관과 아트숍, 리빙숍, 이벤

트숍, 갤러리숍 등 4개 매장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 쇼핑몰 운영을 통

해 상품의 특성 및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생활도자 유통과 지원의 허브기능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변공원,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영릉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고 있어 보

고, 사고, 만들고, 쉬고, 즐기는 생활도자전문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는 여주도자세상이 메이커스페이스 기반의 공예창작 지원

센터로 구축되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도자공예 및 디자인 융합 공급 

기지로서 혁신 플랫폼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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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교통정보

TRANSPORTATION

입장권

장호원

중부
경부

영동

하남J.C/I.C

판교 J.C 성남
I.C

곤지암
I.C

여주
I.C

서이천
I.C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

이천세라피아
설봉공원 내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입구

용인
I.C

양지
I.C

덕평
I.C

문막

여주J.C호법J.C 이천I.C

감곡I.C

3
번

 국
도

42번
 국도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  Tel. 031-631-6501

이천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

공항버스 

승용차  

고속버스

지하철

인천(김포)공항 → 이천터미널 → 시내버스(8, 10번) → 설봉공원 정류소 하차

중부고속도로(서이천IC) → 3번국도(이천 · 장호원 방향)

동서울터미널(고속터미널) → 이천터미널 → 시내버스 → 설봉공원 정류소 하차

경강선(이천역) → 시내버스(8번) → 설봉공원 정류소 하차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신륵사 관광단지內)  |  Tel. 031-884-8644

여주도자세상 세계생활도자관

공항버스 

승용차  

고속버스

지하철

인천(김포)공항 → 여주터미널 → 시내버스(1-42번) → 신륵사 정류소 하차

영동고속도로(여주IC) → 37번국도(이천 · 여주 방향)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여주터미널 → 시내버스 → 신륵사 정류소 하차

경강선(여주역) → 시내버스(995, 922, 983-1, 911-1, 993번) → 신륵사 정류소 하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  Tel. 031-799-1500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

공항버스 

승용차  

고속버스

지하철

인천(김포)공항 → 광주터미널 → 시내버스(300, 114, 1113-1번) → 경기도자박물관 하차

중부고속도로(곤지암IC) → 3번국도(이천 방향)

동서울터미널(좌석버스 1113-1번) → 곤지암도자공원 하차

경강선(곤지암역) → 시내버스(300, 1113-1, 114번) → 곤지암도자공원 하차

구분 종류 현장구입 (예매)

통합권 
+
비엔날레 
이용권 
5천원

일반 10,000원 (8,000원)

• 만 19세 - 64세

할인 8,000원 (7,000원)

• 만 7세 - 18세(초 · 중 · 고생)

• 만 65세 이상 

• 광주 · 이천 · 여주 지역주민

• 미술 · 공예 · 도예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인 이상 단체

단일권

+
비엔날레 
이용권 
2천원

일반

이천

광주

여주

5,000원 (4,000원)

• 만 19세 - 64세

할인

이천

광주

여주

4,000원 (3,000원)

• 만 7세 - 18세(초 · 중 · 고생)

• 만 65세 이상 

• 광주 · 이천 · 여주 지역주민

• 미술 · 공예 · 도예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인 이상 단체

무료 대상 • 만 7세 미만 영 · 유아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1급 - 3급) 

• 재단 등록도예인

• 하사이하 현역군인 및 전의경 

• 단체 인솔자 및 교사(20명당 1인) 

• 단체 유치 여행사 가이드 및 버스기사  

• 사전예매시 최대 25%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 통합권을 구입하면 3개 행사장을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장권 구입시 최대 5천원 비엔날레 이용권이 증정됩니다.

• 한 개 행사장 관람만 원하시면 단일권을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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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Icheon

Yeoju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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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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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주최

주관

공식후원은행

페스티벌 9. 27(금) - 10. 13(일)

흙의 평화
PEACE THROUGH CLAY

KOREA CERAMIC FOUNDATION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관고동)  |  Tel. 031-631-6501  |  www.kocef.org  |  www.kicb.co.kr

모든 길은 도자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Ceramics!  

지하철 타고 떠나는 신나는 도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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