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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도자재단이 도자로 시작하는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도자전문행사인 <2016

김백길

G-세라믹라이프페어(GCLfair 2016)>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GCLfair 2016은 한국도자재단이 한국도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과거
진행한 ‘토야테이블웨어페스티벌(2004~2007, 세텍)’과 ‘경기국제도자
페어(2008, 킨텍스)’를 계승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도예가들이
참여해 소비자와 요장이 직접 만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생활 도자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8년의 기다림 속에
다시 개최되는 도자페어입니다.
이번 GCLfair 2016 주제는 도자로 시작하는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관계:잇기’로 선정하고, 우리도자의 경쟁력인
전통문화 유산이 쌓여 빛을 발하는 현대도자기들이 도자마켓과 도자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생활 속 품격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테이블웨어, 음식, 도자 강연 및 시연 행사가 함께 펼쳐져 도자
문화 확산을 통한 도자문화산업발전에 기여 하고자합니다.
이러한 GCLfair 2016 개최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NH농협,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및 후원기
관들과 참여해주신 도예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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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가의 예술은
사람과 세계 사이의 끈이다.

관계:잇기_Relationship

2016년 G-세라믹라이프페어는 도자기 매체를 중심으로 ‘사람’ ‘생활’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연을 통해 한∙일의 또 다른 문화적 만남과

‘도자’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일련의 모든 만남과 과정뿐 아니라 생활

교류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라이프의 모든 것을

속에 펼쳐진 도자문화가 개인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즐기고, 개인의 삶에 도자기로 인한 행복을 이어가게 해 줄 세라믹라이프

<관계:잇기_Relationship>라는 주제 안에 담아 보았습니다.

판매홍보관은 전국 134여개 요장의 다양한 상품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신진작가 프리마켓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예가와 소비자 및 바이어

소비시대인 오늘날은 상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며 물질생산, 노동과정,

관계자 모두 본 행사에서 직접 만나 상호소통의 신뢰관계를 맺는 기회가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입니다. 물질적

되길 바라며, 뜻깊은 도자전문 비즈니스 페어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풍족만이 우리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소비를 자극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공예, 그 중 도자는 문화, 예술, 산업, 사회

“공예가의 예술은 사람과 세계 사이의 끈이다” 플로렌스 디벨 바틀렛

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사람’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정직한

말처럼 삶 속에서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도자기는 인류와 함께 시작하

도예가의 노동으로 완성된 작품은 사용자의 행복한 소비로부터 예술을

였고, 인류가 공유한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매체입니다. 도자기로 연결된

알고 즐기는 데에는 진정으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수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이로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일들을 G-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생활 등 연결된 끈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라믹라이프페어에서 한눈에 살펴보고 오늘의 세라믹라이프를 즐길 수

길게 이어지도록 도자기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있는 가교의 역할과 축제의 장(場)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 새로이 시작한 페어인 만큼 도자기가 우리 삶과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행사에 참가하는 도예가, 도자

도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 직종의 전문가이자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대

애호가, 관련 전문인, 바이어 등 모두가 답을 찾아보고 가치 있는 우리

라이프스타일에서의 도자 쓰임과 가치를 도예가와 협업을 통해 준비과

도자문화가 삶 속에 더 깊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정부터 전시구현까지 특별전 <관계:잇기_Relationship>에 담아 보여줍
니다. 기획초청전에서는 소비자와 유통인, 도예가 중심으로 각각의 매니
지먼트를 통해 도자문화의 대중화에 함께 해 온 국내우수기업체∙갤러
리의 감성마켓을 <관계:잇기_Connect>로 선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도자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빼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지닌
대한민국명장 작품부터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공간을
부대전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상차림과 식문화에 대한 현대
적인 제안은 한국식공간학회에서 공모전과 테이블웨어 전시로 시각과
미각을 일깨워줍니다. 더불어 일본 도코나메전에서는 다도전시 및 일본

G-세라믹라이프페어 행사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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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배치도

특별전

SECTION 1

Afternoon Tea Garden
오경아+김지혜

SECTION 2

懷 품을 회, 色 빛 색“색을 품는 그릇”
김정민+김남희

SECTION 3

Vertical Life: Ceramic 4 table

SECTION 4

전신사조 (傳神寫照)

박상현+김재규, 신승민, 도선미, 이인숙
김현식+이수종, 안규엽, 강민수

특별전 <관계:잇기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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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생활’ ‘도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 도자기를 중심으로 맺어지고
이어진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자기로 변화되는 생활문화를 직간접적인 전시를 통해 오늘의
세라믹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도자는 흙을 만지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질과 형태가 다르게 제작되지만 ‘사용자’의 의미
부여와 공간과의 어울림에 따라 같은 도자라도 각각의 역할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별전>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철학에 따라 또 하나의 도자문화가 형성되는 현대흐름을 반영
하여 도자기를 애용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생활 리빙 트렌드를 이끄는 각 분야의 전문인 오경아
가든디자이너, 김정민 푸드스타일리스트, 박상현 가구∙인테리어디자이너, 김현식 사진가 4명의
시각에서 사용자의 삶에 혹은 도자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세라믹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
합니다.
오경아 가든 디자이너의 ‘Afternoon Tea Garden’에서는 김지혜 작가의 스툴(Stool)과 유기적인
형태와 오감을 일깨워주는 작은 설치조각이 함께 어우러진 초대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가든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자연스러운 정원 위에 꽃처럼 화려한 색채의 도자오브제가 놓인 본
공간을 통해 ‘나른한 여름날 오후, 보고 싶은 지인들을 초대해 차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초여름 실내외 식물로 싱그러움을
줄 수 있는 공중정원, 수중정원을 통해 식물활용을 보여주며 도자기 오브제작품과의 조화로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민 푸드스타일리스트는 ‘회색, 색을 품는 그릇’으로 만찬을 선보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그릇의
형태와 부드러운 색감의 도자기를 담아내는 김남희작가와 협업을 통해 그릇과 음식의 밀접한
관계와 쓰임의 다양함을 푸드스타일리스트의 감각으로 보여줍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는 3첩
반상기의 그릇에 다양한 음식을 담아내어 쓰임새의 확장과 식재료가 지닌 다채로운 색을 조화
롭게 빛내주는 회색그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합니다.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이 테이블에
앉아 회색 빛에 담긴 음식사진으로 상차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無(무), 空(공)의
상태이자 역설로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다양한 색을 품을 수 있는 회색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가구디자이너이자 인테리어 컨설팅으로 활동 중인 박상현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Vertical Life:
Ceramic 4 table”은 도자기와 사람의 관계에 테이블이라는 생활공간으로 확장하여 리빙공간
에서의 가구와 도자오브제의 조화로 실생활의 쓰임과 활용의 다양성을 김재규, 이인숙, 신승민,
도선미 작가의 협업공간으로 채워집니다. 김현식 사진가는 도자기를 바라보는 감성적인 시각과
도자기를 만드는 제작자에 대한 인간적인 조명에 집중합니다. 달항아리가 지닌 의미를 전통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기 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美), 달항아리를 작업하는 이수종, 안규엽, 강민수
3명의 작가를 중심으로 전신사조 양식의 초상사진과 인터뷰 채집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작가의 삶을 조망해 봅니다. 현재 진행형의 달항아리를 만드는 도예인의 삶과 정신이
녹아든 달항아리를 사진과 텍스트, 영상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김지수 한국도자재단 마케팅지원팀

특별전 전시관
SETEC 제1관 A-001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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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오후에

지인을

초대해

차를

나누는

특별전

Afternoon Tea Garden
시간인

‘Afternoon tea time!’
영국에서는 1년 중 자신의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지인들을 초대하는
애프터눈 티타임을 갖는다. 아름다운 정원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이
아름다움을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정성이 가득한
차와 함께 만나는 지인과의 정다운 이야기들! 갈수록 여유를 잃어가는 현대
인들이 다시 회복하고 싶은 시간이 아닐까!
‘Afternoon Tea Garden’에는 도예가 김지혜의 스툴오브제와 설치물이 함께
어우러진 초대의 정원이 연출된다. 나른한 여름날 오후, 보고 싶은 지인들을
초대해 차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자.

초청기획자

오경아 OH KYUNGAH
가든디자이너
주요약력
2016

‘시골의 발견’, 궁리 출판 발간

2016

설악 케이블카 ‘Good Wheels garden’ 조성

2016

Seoul Living Design Fair 2016 ‘까사미아 Pot-Able Green’
총감독 및 연출

2015

횡성군청 내 ‘포켓 정원’ 디자인 및 시공

2015

무등산 국립공원 ‘생태 아트 정원 디자인 및 시공’

2014

속초 중앙 산부인과 ‘힐링 가든’ 디자인 및 시공

2014

김해 클레이아크 뮤지엄 ‘한글 정원’ 디자인 및 시공

2014

Seoul Living Design Fair 2016 ‘하나은행 아트라운지’
디자인 및 연출

오경아 디자인 공간스케치

SECTION 1 Afternoon Tea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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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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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KIM JIHYE
도예가
주요약력
2016

Transition/Tradition, Gallery Nvya, New Delhi, India

2015

수렴과 확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본 전시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

2015

Look at their Stories (성곡미술관 서울)

2014

지나가는 시간을 기억하다: 김지혜 개인전 (목인갤러리 서울)

2014

Clay in Transcendence: contemporary Ceramic
Dublin Castle Chester Beatty Library, Dublin, Republic of Ireland

2014

Casting Plus, San Diego Coty College Art Gallery, US

2013

재료의 발견: SeMA Craft Collection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시간이 연결을 주고받다 (포네티브 스페이스 헤이리)

at the crossroads: an other-the encounter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과 마주치며 살아간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친구, 사랑
하는 사람, 가족, 동료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타자와의 만남
에서 우리는 타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 stool 들은 다른 형식의
타자와의 만남을, 다른 형식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하나하나의 stool이 단지 탐욕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일련의 교환을 만들어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소망한다.

Between, 가변설치

encounter E, 가변설치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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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懷 품을 회, 色 빛 색 “색을 품는 그릇”
한국어로 잿빛이라 불리는 灰色(회색)은 품을 회(懷), 빛 색(色), 색을 품는
색이기도 하다. 회색(懷色)은 불교에서 흰빛을 피하기 위해 스님들의 가사(袈
裟)를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음식에 맞춰 그릇을 고르
기도 하고 그릇에 맞춰 음식을 담기도 하며 때로는 차려내고 싶은 상을 떠올
리며 쓰임에 꼭 맞는 색과 크기로 그릇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본 전시에서는
김남희 도예가와 협업으로 매일 매일의 식탁에 꼭 필요한 회색 3첩 반상기를
만들었다.
일상의 아름다운 상차림을 위해 꼭 많은 그릇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색도 받아주는 회색 그릇에 담기어 흰빛은 더욱 밝아지고 붉은 빛은 더욱
탐스러워지며 초록은 더 짙어질 것이다. 식재료의 다채로운 빛깔이 오밀조밀
한 그릇들 사이로 조화롭게 흐르는 풍경을 상상해본다.
품을 회(懷), 빛 색(色), 모든 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상상한다.

초청기획자

김정민 KIM JUNGMIN
푸드스타일리스트
주요약력
전

시 이란 밀라드타워 ‘K-컬쳐 전시회’ 한식존 전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푸드 커뮤니티 초대전 ‘음식, 그 기억 저장소’
‘김정민의 스타일 앤 파티 테이블전’ (우리그릇 려) 외 다수

저

서 <마음을 담아내는 부엌> 앨리스 2011
<사계절 내 입맛대로 - 후루룩 누들> 그루비주얼 2009
<제 철에 즐기는 일품 요리집 - 생선> 그루비주얼 2008
<스피드 해물 요리> 그루비주얼 2006
<브런치 하실래요?> 그루비주얼 2006
<아침에 든든한 죽과 수프> 그루비주얼 2006

TV광고 삼성 지펠 셰프컬렉션 (2014~현재)
삼성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2013~현재)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2008~현재)
스킨푸드 (2004~현재), 해찬들, 딤채 외 다수
지면광고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청정원, 휘슬러 외 다수
잡지

쿠겐, 메종, 행복이가득한집, 아시아나 기내지, 설화수 사보 외 다수

푸드스타일링 외 인테리어 스타일링 다수

김정민 푸드스타일링, 이종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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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김남희 KIM NAMHEE
도예가
주요약력
2016

공간을 더하다展 콜라보 전시
(KMK색채연구소 & Ceres home & Laheen 갤러리 서울)

2016

S.M. Entertainment ‘SUM CAFE’
프렌치레스토랑 ‘The Green Table’

2016

MAISION & OBJET (Parc d’Expositions de Villepinte/프랑스 파리)

2015

Contemporary Korean Ceramics in Asia
(Art Season gallery 싱가포르)

2015
2014

MAISION & OBJET, Parc d’Expositions de Villepinte (파리 프랑스)
한국의 빛 ‘한복, 한글 캘리그래픽’ 도자기 공동전시
(한국문화원 프랑스 벨기에)

2014

IHMRS (International Hotel, Motel+Restaurant Show
JAVITS센터, 미국 뉴욕)

2014

나는

물레를

돌려

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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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수공예 & 디자인 박람회 (뮌헨 독일)

만든다.

손에 익숙한 선의 흐름을 느끼며, 형태를 만들면서 나오는 흔적이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적당한 쓰임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
하나를 바라보는 아름다움보다는, 모여 있을 때 색감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정취를 사랑하며, 심심한 듯, 무심하게 던져진 사물처럼 애잔함과 아스라함
이 그릇에 묻어있었으면 한다.

Still Life, 실크소지, 물레성형, 매트유광택유

S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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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Vertical Life: Ceramic 4 table

도자기와 사람의 관계에서 테이블이라는 생활공간의 단편적인 공간을 중점
으로 현대 도자기의 활용과 가치를 ‘독특하면서 실용적인(unique & practical)’
컨셉으로 ‘Vertical Life: Ceramic 4 table’ 선보인다. 다양한 테이블의 쓰임
새를 가진 리빙오브제로서 테이블이 놓인 리빙, 서재, 미팅룸 등 각 공간의
특성이 담긴 수직적인 단면을 분할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가구디자이너로 테이블을 디자인할 때 테이블 위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기반으로 크기, 재료, 형태 등을 정하며 만든다. 각각의 생활문화 스토
리를 담은 테이블 디자인을 중심으로 주변의 공간과 스토리의 디테일을 살려줄
생활 속 쓰임새가 다양한 도자기로 현대 리빙 생활의 취향과 개성이 반영된
공간을 제안하고 싶다.

PLYBRICKSTUCK, MULTY-RACK

초청기획자

박상현 PARK SANGHYUN
가구∙인테리어디자이너
주요약력
2016 서울서울리빙디자인페어 claus poruto 전시부스디자인
2016 BOOK BY BOOK 디자인 디렉팅
2016 bread BEAN 디자인컨설팅
2015 slow blue 앨범 디자인
2015 224 porcelain showroom 입점 (URESHINO JAPAN)
2014 KIAF VIP LOUNGE 디자인 디렉팅
2014 BOOK BY BOOK 2호점 (술파는 책방) 디자인 디렉팅
2014 C&W NURSING HOME 디자인 디렉팅
PLY SIDETABLE, MULTY-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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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김재규 KIM JAEGYU
설치도예가
주요약력
2016

‘함께하는 새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울

2015

양구백자박물관 9주년 기념 초대전 ‘DMZ 달리다’
(양구 백자박물관, 양구)

2015

2015 가정의달 특별기획 ‘가족일기- Diary of Family’
(양평 군립미술관, 양평)

2015

CERAMAD, A Journey of 40 days <세라마드, 40일간의 여정>
(김해클레이아크 큐빅하우스 갤러리4, 김해)

내가

보고

싶은

25

2015

Earth Matters-2, 라리칼라아카데미, 인도-첸나이

2015

“Ceramic Is Our Specialty 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5

롯데 애비뉴엘 신년기획 ‘의기양양-意氣羊羊’ 롯데 애비뉴엘, 서울

세상

보여지는 실체와 느껴지는 실체, 보이는 것과 보고 싶은 것,
바라보는 것일까? 보여 지는 것일까? 이 문제는 조금만 흔들어도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나는 보이는 것, 보여 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HAPPY’ 한 모습 이였으면 한다.
조그만 집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이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고 내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싶다. ‘HAPPY’ 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관객은 ‘HAPPY’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난 다시 관객을 바라보며
‘HAPPY’ 해진다. 그리고 ‘HAPPY’ 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Mr.Rabbit in Art Land, 가변설치

SECTION 3 Vertical Life: Ceramic 4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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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신승민 SHIN SEUNGMIN
도예가
주요약력
개인전
2015

갤러리 이후.#salon-‘중첩된 기억’ (서울)

2013

갤러리 그리다. 2013선정작가 ‘확장된 기억’ (서울)

2012

sapa갤러리. 신진작가 초대전 ‘the monument for grandfather’ (서울)

2012~2013 중국 심천 F518.레지던스 입주

어린 시절 보았던 특정사물들은

27

확장된기억, ceramics, goldlustr, 31×43×3cm

누군가를 추억하는 일종의 도구나 수단이 되며,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상적
혹은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주변 환경과 경험, 특정 사물 등 내적인 기억과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나의 기억은 지나가버린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나 이미 닫혀있고 고여 있는
경험이 아니라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의 삶과 상호작용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가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기억 속에서
상징적, 은유적으로 나타나는 특정사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며 형상화되는
작품에서 나의 기억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어서 기록되어지는 회고이다.

memory light.1, ceramics, goldlustr, 22×11×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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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도선미 DO SUNMI
도예가
주요약력
2015

한국도자재단 초대전 - 쉼, 흙길을 걷다 II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5

서울공예박람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2015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기획전 - 오색일화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여주)

2015

공예플랫폼 - 공예가 맛있다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5

리나갤러리 초대전 (리나갤러리, 서울)

2014

스페이스 V 기획초대 4인전: TONED SPECTRUM
(스페이스 V 갤러리, 서울)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이너프로모션 40인전 선정작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

2012

29

성북동 예술이야기_캔캔프로젝트 2012 ‘마전터에서 교유하다’ 展
(스페이스 캔, 서울)

지나간 기억에는 물체의 형태나 컬러가 정확하지 않은
chandelier collection 01

이미지로 존재한다. ‘작년의 여름엔 어떤 일이 있었어’,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렸어’ 등 정확한 몇몇 기억을 제외하고는 어렴풋한 느낌만 남는다.
우리는 해마다 여러 계절들을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나이만큼의
한정된 횟수를 가지게 된다. 기억이란 사사롭고 왜곡되기 마련이라 누구나
같은 것을 기억하기는 어렵다.
울렁거리는 형태와 선명한 색으로 기억되었던 여름은 뜨거운 만큼 그의
그늘이 진다.

flat surface03

SECTION 3 Vertical Life: Ceramic 4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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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이인숙 RHEE INSOOK
도예가

주요약력

나의

작업은

2016

쓰임 - 갤러리 오

2014

The extension of ceramic use (이화아트센터)

2013

Creative balance through ceramics (갤러리3)

2011

The re-creation (인사아트센터)

2010

urban jungle (갤러리 em)

현대사회에서,

31

생활

공예로서의

도자공예에 대한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에 그 기반이 있다.
21세기는 디지털테크놀로지의 비약적 발전에 의해 사회 전 영역에 변화의
영향을 이끌어 냈고 인간 삶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인간의 생활에서 디지털
의 지원은 인간의 오감을 총체적으로 융합,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 감각의 확장은 소통의 확장으로 연결되고, 이것을 사회는
모든 영역의 창조의 원리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동력으로 주목한다.
새로운 소통의 구조는 예술에서도 열린 예술로서의 일상의 시학적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나의 작업과정은 진행 중인 참여예술로서의 관점을 중심으로
도자공예의 확장된 쓰임의 개념을 작품과 수용자간의 상호소통의 매개체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modified tree PL1, Porcelain, led, 황동, 40×40×70cm

modified tree PL2, porcelain, led
자작나무, 33×33×70cm

modified tree PM1, porcelain, 거울
자작나무, 65×80cm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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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剝製)된 달항아리는 보여지기 위한 심미의 가치를 지닌다.

특별전

전신사조(傳神寫照)
오랜 시간과 공간의
기억이 축척된 자연,
관람자에게 달항아리가 지닌 의미를 전통적인 미적 관점보다는 ‘작가의 초상

거기에 중첩된 삶의 궤적.

언어 위의 언어.
“무형無形”
의 테제

사진과 인터뷰 채집’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작가의 삶을 통해
조망한 달항아리에 대하여 그의 삶과 정신이 녹아든 현재 진행형의 달항아

빚어진

리를 표현하고자 한다.

응어리...

초상(肖像)함은

[명사] 사물 속에 깊이 박힌 것.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할 만한

가시적 세계에서 만들어진“유형有形”
이며
치환된“무형無形”
의 시각적 현현(顯現)이다.

이유도 없었던 달항아리에 관한 다른 차원의 영상작업을 통해 달항아리 이미
지를 새롭게 브랜딩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본다. 전통 공예품인 달항아

이에 대한 표상(表象)

리가 조금 더 쉽게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의 생활현장에 필요 요소로 이어질

음양론에 기인되는 표상체(representamen),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형사(形寫)의 문제로 가시(可視)의 근원을 인식한다.

초청기획자

김현식 KIM HYUNSIK
사진가

주요약력
2015

루나포토페스티발 “전신사조-가족첩” (보안여관)

2015

“전신사조傳神寫照” (인사아트센터)

2014

공예, 공간에 스며들다 “살 la chair” (공예문화진흥원)

2013

“북촌사람들” (종로구청)

2013

서울사진축제 “북촌사람들” (서울시립미술관)
전신사조 (傳神寫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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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전신사조(傳神寫照)

특별전

협업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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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종 REE SOOJONG
도예가

주요약력
개인전

32회/그룹전 다수

작품소장

중국미술관 (북경)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영국)
대만 시립미술관 (대만)
왕립 온타리오 박물관 (캐나다)
카사그란데 파다나 (이탈리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달항아리의 충만함은 하나의 공간을 분리해 내고

그 속을 도공의 시간과 에너지로 채우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반향, 충돌, 응집되는 수많은 시간의 노동과 열망을 떨어내는 것.
분리를 합일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성을 향한 도정이 된다.
가득 채웠다가 텅 비어 내는 것, 그것이 만월의 미학이다.

달항아리, 50×4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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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전신사조(傳神寫照)

특별전

협업작가

안규엽 AN KYUYEOP
도예가

주요약력
2016

한∙일 도예 교류전 (타가와 미술관, 일본)

2015

제12회 안규엽 개인전 (한국아트미술관)

2015

아쿠아 아트 마이애미 (아트 마이애미, 미국)

2014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릴레이기획초청전V <한국생활도자 100인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2013

37

제11회 안규엽 개인전 (루터스 갤러리, 중국 베이징)

우리 주변 혹은 자연 속에 너무 흔하거나

무심히 자리해 그 존재조차 느낄 수 없었던 것들에 주목한다.
옛사람의 슬기와 여유의 미가 담긴 골동에 관한 차용과 변용을 통해 새롭게
표현하고자 한다.

분청 달항아리, 48×48×4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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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협업작가

강민수 KANG MINSOO
도예가

주요약력
2016

제6회 핑크아트페어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2016

담다 (슈페리어 갤러리, 서울)

2015

제1회 반얀트리 아트페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서울)

2015

꽃과 달항아리 (갤러리 가이아, 서울)
본색공감/동아시아전통도예 (경기도자박물관, 경기)

2014

39

개인전 (노화랑, 서울)
백자 - 달을 품다 (경기도자 박물관, 경기)

조선 백자의 미(美)는 이를 초월한 백의(白衣)의 미

원은 둥글지 않고 면은 고르지 않으나, 물레를 돌리다 보니 그리 되었다.
보면 볼수록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을 지닌 백자 달항아리!
너의 가슴에 내 가슴을 담아 너를 끌어안는다.
내 마음의 따뜻함과 평안함이여!

달항아리 61.5×58.5cm

기획초청전

광주요

근대화상회

LVS CRAFT

웅갤러리

정소영의 식기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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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초청전 <관계:잇기 Connect>
예술과 상업성, 개인의 관심과 취향이 담긴 도자기외 공예품 컬렉션
그리고 가치관을 토대로 우리도자문화를 전파하며 생활의 품격을
높여온 국내우수기업과 갤러리를 초청한 전시입니다.

대중에게 또 다른 생활의 가치를 제안해 온 국내업체초청을 통해
도자기와 연결된‘소비자’
‘작가’
‘유통인’
의 관점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호협력을 이루는 커뮤니티는 현대도자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자 서로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요, 근대화상회, 엘비스 크래프트, 웅갤러리, 정소영의 식기장
5곳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영방침과 현대도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감성마케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컬렉션과 올해 주목할 작품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마켓전시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초청전 전시관
SETEC 제2관 A-005

44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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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초청전

(주)광주요 KWANGJUYO
조태권

옛 도자기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온 광주요는
음식을 즐기는 모든 요소를 하나로 승화시켜 한국의 생활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예술미가 그대로 깃들어 있는 우리 도자 브랜드 광주요.
옛 도자의 원료, 형태, 문양을 실용적으로 재해석하여 식생활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본사 공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53-1

서울 사무실 서울시 양재동 바우뫼로 37길 18 제이프러스빌딩 7층
wwww.kwangjuyo.com
주요연혁

한결 시리즈
한결은 한국전통 직물인 ‘삼베’가 가지고
있는 고유 패턴을 담은 제품시리즈입니다.
천연소재로 제작된 삼베의 자연스러운
격자무늬를 매끈한 도자기에 입혀 따뜻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비정형’에서 오는 손결의 흔적은 예술적
혼을 전달하여 음식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욱 가치를 발합니다.

1963

광주요 설립

1996

전통기법 도자기 생활식기 시장 본격진출

2000

ㄜ화요 설립

2003

한식레스토랑 가온오픈 (closed 2008)

2005

고급 증류소주 화요출시

2010

모던라인 월백제품 청화대 국빈만찬식기 선정

2012

한식레스토랑 비채나 오픈

2014

한식레스토랑 가온 재오픈

출품작가
도명 김대용_ 광주요 한결시리즈, 소림 타카노 에리

근대화상회 MODERN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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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초청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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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근대화상회는 오랫동안 이어오며 우리 문화를 지켜온 전국 각 지역의 장인들과
그들의 숨결로 평생토록 만들어 온 질 좋은 공예품을 발굴하고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디자인 감각을 함께 제시하며,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며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토록 사용 할 수 있는
쓰임새를 가진 “품격 있는 살림살이”를 제안합니다.

이동균, 제천빗자루

백경현, 마미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4-3
www.mulnamoo.co.kr
주요연혁
2013

근대화상회 설립

2013

<꽃을 쓸어 담듯, 꽃비展> 이동균

2014

<가리되 가리지 않는다展> 장응열

2014

<자연을 담아, 옹기展> 오부자옹기

2014

<천년의 빛, 옻칠展> 김용겸

2014

<흑∙백展> 이재원

2014

<재미지다展> 조수진 박유진, 신성창

2014

<감성의자展> 박홍구

2014

<유리가 있는 풍경展> 이재경, 유충목, 정정훈, 박성원, 윤태성, 이태훈

2014

<Landscape-brooch: on the road展> 황진경

2014

<순수식탁展> 오유미

2014

<내가 차린 그림展> 아리지안

2014

<금을 새기는 마음展> 금박연

2015

<오월의 상차림展> 박기용

2015

<2015 정월선물展> 김상인, 박혜리, 이상호, 이지은, 조현하

출품작가
장응렬(한지), 이순구(달항아리), 김강열(짚풀공예), 이동균(빗자루),
강화도령(왕골공예), 최선희(오죽공예), 백경현(마미체), 이광구(부채), 김상인(도자기)

엘비스 크래프트 LVS CRAFT

49

기획초청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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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갤러리 LVS의 공예갤러리인 LVS Craft는 다양한 장르의 공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갤러리로, 조선백자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시대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하는 한국의 현대백자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한 다수의 전시를 통해 한국의 공예를 세계적으로 알리며 국내 공예시장을 선두하고,
해외의 이국적인 목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등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제 공예시장과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LVS Craft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채로운 공예예술 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사하고자 합니다.

박정홍, Untitled, 2014

이인화, Shadowed color Salad set1

서울시 중구 동호로 223 1층 (신당동 821번지)
www.gallerylvs.org
주요연혁
2007

Gallery LVS 창립, 신사동

2010

LVSㆍCRAFT 창립, 신당동

2011

서울 디자인페스티벌, 서울, 코엑스

2012

아이천도, i-CheonDo

2012

에른스트 갬펄 개인전

2013

COLLECT 2013 (The International Art Fair for

2014

<백 중 백 : 세번째 이야기> White in White: the Third

Contemporary Objects), Saatchi Gallery, London
Episode2015 Eastern Exchanges: East Asian Craft and
Design,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
2015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파리 장식미술관 한국공예전

2015

공예트렌드페어 해외 갤러리 전시 및 옥션 프로그램 기획

출품작가
김덕호, 김성철, 문평, 박정홍, 이민수, 이인화, 이정원, 이재준
이인화, Shadowed Color Bowl

웅갤러리 WOONG GALLERY

51

기획초청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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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철

웅 갤러리는 국내외 신진, 중견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로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하여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987년 신사동에서 개관을 시작하여 현대미술 전시에 중점을 두고 신진, 중견작가의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현대미술을 심도 있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획전시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0년 논현동으로 이전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한 작품들을 미술시장에 소개해왔으며 미술전문가와
대중들에게 좀 더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국내외 현대 작가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바탕으로 꾸준히 관객들과 현대미술의 지식과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일묵, 연리문壺, 연리문물레성형, 20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6-4 삼경빌딩 B1 (언주로 150길 34)
www.woonggallery.co.kr
주요연혁
1987

웅갤러리 개관, 신사동

2000

웅갤러리 이전, 논현동

다수의 신진, 중견작가 작품전시 외 기획전시
출품작가
윤정훈, 꺼먹이추상형병, Relation, 2014

윤정훈, 조일묵

정소영의 식기장 SIKIJANG BASED ON CRAFTSMANSHIP

53

기획초청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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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2005년 장인정신에 기초한 완성도 높은 테이블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브랜드 <정소영의식기장>을 론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기장은 독창적인 감각과 야문 손끝으로 완성도 높은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의 食器匠이고 동시에, 생활 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소중한
부엌살림을 개발하여 선보이는 브랜드 ‘SIKIJANG’입니다. 작은 그릇에서
찾은 소박한 즐거움에서 생활의-living-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병욱, 화기, 적토, 무유, 판성형, 색화장토 옻칠, 44×6×h34cm

정재효, 분청음각선문항아리, 분청토, 화장토, 재유, 33×33×h28cm

박서연, 민태호초상화, 색소지, 슬립캐스팅, 17×17×h12cm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51 (청담동 9-3번지 문영빌딩)
www.sikijang.com
주요연혁
2005~현재

정소영의식기장 공예샵 운영 중

2006~2013 정소영갤러리 운영
2012~2014 갤러리 메종르베이지 운영
2013~현재

갤러리 완물취미 운영 중
전시기획, 상품기획, 상품디자인, 디자인컨설팅

출품작가
고희숙, 박서연, 백경원, 송민호, 아키야마 준, 여병욱, 이강효
장미네, 술잔, 색소지, 염색, 투명유, 연마, 35×35×h7cm

이기욱, 장미네, 정재효, 허상욱 한정용, 조원석

부대전시관

대한민국명장전

한국식공간학회전

도코나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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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은 대한민국 기능장려법 8조에 의거하여
24개 산업부분 167개 직종을 엄격히 선정하여 ‘명장’이란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도자기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꾸준히
도예계를 위해 활동하고 투철한 장인정신과 도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도예가들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합니다.
이들은 소지 및 유약의 개발, 성형과 조각 등 전통적인 제작기술과
방법을 전승하여 우리 선조들의 꿈과 정신을 담고 있기에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명장 6인을 소개하며, 한국도자의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공간을 선보입니다.

세창요

김세용

한도요

서광수

항산도요

임항택

효천요

권태현

해강요

유광열

한청요

김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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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전

대한민국명장전

세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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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요

서광수 SEO GWANGSU

대한민국명장전

주요약력
2015 부산시민회관한슬갤러리 3.23~29
2013 제16회 대한민국명장전 12.2~6
2012 청화대사랑채 대한민국명품전

무궁화이중투각병 30×65cm

주요약력

2011 예술의전당 한가람예술관 11/ 11~18

2015 강진청자 공모전 심사위원장

2004 중국 경덕진 천년제 초청전시

2014 대한민국명장 작품박람회 ‘코엑스’

2004 경기도 무형문화제41호

2013 명지대동문전 2013도자기쓰임전 ‘한가람미술관’

2003 대한민국명장 14호

2006 제1회 개인전흙에서 빛으로 ‘세계도자센터’

2002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초청전시

2002 대한민국 명장 349호 선정

2002 캐나다 한국도자전

1997 97 문체부 도자기공모전 금상

2002 27회 전승공예 대전 동상

1985 저서 전통기법을재현한 도자기공예

2002 경기도 으뜸이 선정

1966 도예입문

2002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장

약리도문이중투각호 42×24cm

백자 달항아리 38×4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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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KIM SEYONG

진사청화백자 석류문호 35×52cm

항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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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요

권태현 KWON TAEHYEON

대한민국명장전

주요약력
2015 홍콩 록차티하우스에서 조선진사백자전 개인전
2014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Saatch Gallery에 특별초청 공동작품전
2012 이수경 작가와 함께 ‘덕수궁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전시
2011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도예명장초대전

주요약력

2011 동양도자전, 이천 도자진흥재단

2015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명장전

2011 일본 니가타 조선진사백자전

2008 대한민국 명장 도자전

2010 방산 백토로 빚는 대한민국 명장 도예전

2007 도자기 꽃과 만남전

2010 제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조선진사백자전

2007 한∙중∙일 도자 교류전

2010 대한민국 장인작품박람회

2006 대한민국 명장 박람회전

2010 제30회 울산예술제 울산예총 기획전시 도예전

2006 한국 전승도예 협회전

2009 서울 예술의 전당 진사백자 개인전

2005 대한민국 명장전

2002 파리 한국문화원 도자초대전

2005 도자기 색과 기술의 만남전

백자황금진사채 계손문 31×30cm

백자황금진사채 우공이산명 홍시문대호 41×40cm

청자목단문투각환구병 24×24×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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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택 LIM HYANGTAEK

청자사자향로 16×16×19cm

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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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요

김복한 KIM BOKHAN

대한민국명장전

주요약력
2012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유광열 청자전 개인전 외 다수

주요약력

2009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알레산드로 멘디니 & 유광열 청자전

2015 문경전통찻사발축제명품전.초대전

2009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청자기와 제작

2015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엑스포 초대전시

2007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유광열 청자전 개인전

2013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 2013

2006 대한민국 도자기공예 명장 선정

2012 대한민국명장 선정 도자기부문 제541호 (2012)

2004 제1회 조선관요박물관 공모전 금상수상 외 다수

2010 한국도자천년의 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ANDARIA CITY쇼핑몰 아트리움’

2002 제1회 이천시 도자기 명장 선정
2001 문화훈장 옥관장 서훈

2005 제6회 한국사발학회 공모전 금상

1988 제18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2002 제20회 한국예술문화전 종합대상

1960 해강고려청자연구소 설립

2002 한국 중견 도예가 다완 초대전 ‘일본 Kyo갤러리’

연리문기판 21.5×30cm

청자상감 모란당초문합 29.5×32cm

청자벚꽃문투각통병 13×13×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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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YOO GWANGYEOL

청자이중상감모란문매병 32×32×56cm

강홍준 KANG HONGJOON
쥬니스 푸드앤 데코 대표

한국식공간학회전

(사)한국식문화예술협회 부회장

At the Beach
햇살과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연인을 위한 감성적인 테이블 세팅.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공간에서
지중해식 해물 요리로 즐기는 연인들의 식탁을 연출합니다.

사)한국식공간학회는 식공간 관련 학계 및 업계 간의 학문적
연구활동과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늘날 식문화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식과
테이블 웨어, 음식과 공간의 조화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문화 형성의 장으로써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한국식공간학회에서는 테이블세팅 및 푸드스타일링
사진 공모전, 식문화 및 식공간 특별강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한국 식문화의 위상을 높이며 본 학회를 통한 새로운

김수인 KIM SOOIN

문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한국식공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주요약력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제4회 한국식공간페스티벌은 <2016 G-세라믹라이프페어>의

일본 재팬푸드코디네이트스쿨 &

주제인 ‘관계:잇기 Relationship’와 식공간의 결합으로 주제를

핫도리조리학교 수료

‘만나다, 맛나다’로 정하여 전문가 초대전 테이블세팅 및
푸드스타일링 사진 공모전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따로 또 같이 (together but apart)
결국 우리들은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개인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모두를 위한, 모두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연출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이 각각 아이템들의 개성이 있지만 통일과 조화를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작은 것이 이루어져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담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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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한국식공간학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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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KIM SOOHYUN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학 석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 박사 재학
한국 플라워 디자인협회 사범

숲속의 꿈
무더운 어느 날 길을 찾아 헤매던 중 더위를 피하고자 들어간 깊은
숲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을 발견하고 그 숲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현 자뎅플레리 대표

주요약력
오재복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식공간학회전

BE TOGETHER
서로 다른 형태와 재질의 그릇들이 만나고, 친숙하거나 낯설기도 한
이들이 모여 빚어내는 테이블의 하모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장채영

위로합니다. 같은 모양의 그릇들이 아니어도, 낯선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삼육대학교, 경인여대 출강

우리는 테이블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서 더
따뜻하고, 함께 해서 더 빛나는 테이블이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백혜원 BAIK HYEWON
주요약력
푸드앤이미지 대표

A strange stroll
식재료가 만들어내는 기이한 영상이미지를 공간에 투사함으로써
낯설고 신비한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구현한 영상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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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오재복|장채영 OH JAEBOK | JANG CHAE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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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나메전
도코나메 도자기는 1100년경에 일본 주요도시 유적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일본의 옛 6대가마(세토, 에치젠, 단바, 비젠, 도코나메) 중
하나입니다. 중세에는 한때 아나가마(穴窯)를 사용하는 숫자가 3000개
이상이었으며, 이중 최대 생산지였습니다. 아울러 독과 항아리는 배를
수단으로 강과 바다를 거쳐 각 판매지로 운반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널리 애용하기 시작한 엽차(煎茶)와 더불어
중국에서 운반한 찻주전자를 어떻게 생산해낼 수 없는지를 고심하여
에도후기 빨간 찻주전자 만들기에 성공하였고, 수출이 이뤄졌으며
주니토(朱泥土)로 만든 꽃병과 생활용품 등도 활발하게 생산되었습니다.

근대 도코나메 도자기는 전통공예와 전위도예 등 다채로운 분야의
도예 작가가 등장하였고, 전통분야에서는 3대 야마다쇼쟌이
1998년 중요무형문화재(인간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코나메 도자기의
찻주전자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도자기도시로서 확고한 지위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코나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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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니베 게이이찌로
渡 敬一郞
주요약력
2012~ 도코나메도자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중
2002 도코나메시고교 요업과 졸업
1987 도코나메도자진흥전 총리상 수상
1985 도코나메도자진흥전 총리상 수상

이종수 LEE JONGSU
주요약력
현)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출강
한그루디자인연구소 운영
2015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전공 박사 수료
2012 전국 기능경기 대회 목공예직종 심사위원
2011 개인전 1회
2006 제3회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대상’

나의 작품소재는 나무 ‘木材’이다.
우리들의 정서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전통적인
고유의 미와, 현대 주거 공간 속에서 ‘쓰임’의
의미를 미‘美’와 용‘用’의 장점을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그동안 집적 되어온 나무가 지닌
온기를 한층 강조하여 적절한 기교를 실험적으로
접목하여 쓰임에 부합되도록 한국적인 정서를
함축시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품의 모티브는 한국 전통 문양과 기법을
응용한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술의 합목적성과 그 동안의 수학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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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나메전 협력전시

가람휘
가마지기
강숙희
강신봉
고성도예
곰아저씨공방
공기
구양요
권기우
권재우C
규담
그 만남
그루
김성철도예공방
김원주조형
노승철 도예작업실
농담도예
다선도예
담다
대원도재
도산도방
도야
도예공방 민
도예공방 석진
도예공방 예작
토방우후리
도전요
도평세라띠끄
두드림도예공방
김세열
려도도예공방
로자비도자기
리번

마음을 담아서
맑은흙도예
맘그린 세라믹
명촌도예
모음
민승기공방
비즐도예
사과나무
산이리공방
세라믹스튜디오 살래
선의美도자기
설도예
성월요
세라믹스튜디오 완
세라믹스튜디오 제이
세라믹하우스
소석도예
소소
소소재기독예술원
식탐쟁이 그릇
심스
아정 서호석
예손도자기
예원
오름도예
옹기종기 도예방
운공방
유주 세라믹스튜디오
이경현도예
이인도예
이천도예협회
일사도예
자울림

정감
지앤세라믹
준도공
지공도예
지선도예
지평도예
착한그릇 희고희고
창무
청화요
클레이버드
토닥토닥공방
토맥
토우도예
파란하늘
포슬린
하늘소리오카리나
한림도예
김대웅
현진도예
흙과 사람들
흙내가마
흙의 나라
iz 토예
Shin’
s style
진세라믹스
디아슬라
녹두도예
묘한
서령공방
손호익
토루

일반작가
판매홍보관

한국도자재단 청년작가
창작∙창업지원사업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작품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다양한 교류활동, 전시, 마케팅지원 등 창작 작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자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융합할 수 있도록 입주작가 간의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작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REATIVE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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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CREATIVE STUDIO

참여작가

한국도자재단은 “청년작가 창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유일 도자와

참여작가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창작스튜디오는 우리나라 전통도자의

도자분야

유리의 융복합 공예 예술 창작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자

심사영 shimsayoung@nate.com

계승, 발전을 위하여, 창작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김병제 minf21@naver.com
김지연 yeon_0408@naver.com

[이천 CeraMIX 창조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ozimiin@naver.com
박영희 pyh2119@nate.com

민경호 skymin101@naver.com

이번 G-세라믹라이프페어에서는 청년작가 15명의 끊임없는

홍지은 irisrad@naver.com

박성극 takeshikaiko@hotmail.com

창작열의와 탐색, 실험정신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태환 yhtzzz7565@gmail.com

신원동 wondong89@naver.com
오종보 ojbwkd111@naver.com
이성원 swjl92@gmail.com
이영희 eoee02@gmail.com
이지원 ezym01@gmail.com
최서연 syceramics@naver.com
한정은 jungeunhandesign@gmail.com
유리분야
류윤정 glassryoung@gmail.com
유충목 cmyglass@gmail.com
장연수 osokong@naver.com
조현영 glasshoy@naver.com

작가 발굴 및 다양한 교류 등으로 한국 공예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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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청년작가 창작∙창업지원사업

이천세계도자센터 CeraMix 창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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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일의 도자기고장,

이천

이천시는 많은 도자 예술인 및 관련 산업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자
전문도시로서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과 연구원을 포함한 도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도자기 축제 등의
내실 있는 축제운영과 전문적인 도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2010년 국내 도시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민속공예 도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계기로 이천시는 한국 전통공예(도자)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창의도시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세계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수 백개가 넘는 도자기공방들이 밀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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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광주
광주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호국정신을

선사시대 유적을 비롯한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오랜 역사성으로 여주는

대표하는 남한산성과 조선 왕실의 명품도자를 생산하던 분원이 자리잡고

역사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있는 품격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317개소의 백자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으며,『경국대전』
에는 사옹원의 분원 사기장이 380명이나

고구려 장수왕 63년 서기 475년에 여주는 고구려 영토의 골내근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 등지의

이라고 하여 지역이름이 붙여지면서 시작되었고, 고려시대 충렬왕 31년

사기장이 모두 99명에 불과했던 점으로 보아 광주분원의 규모를 짐작할

서기 1305년 여흥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예종1년

수 있습니다.

서기 1469년 여주목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성군 세종대왕
영릉이 광주 대모산에서 여주시 능서면으로 천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는 식수원을 공급하는 팔당호를 품에 안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 전지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따라서 현재 여주시는 세종대왕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백성(시민)이 행복한

수질보전 특별대책1권역 전지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세종시대에 추진했던 과학영농, 백성을 사랑하는

추진하려는 전시민의 노력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유용미생물 공법,

정신, 창의정신에 기반 한 지역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후세에

축산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추진 등 수도권 최고의

물려주고자 합니다.

친환경 청정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친환경 녹색공간과 수도권 최대의 휴양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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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
프리마켓관

강효진

김명지

김상희

지 은

김지혜

김현주

맹다영

박미현

박은진

박인업

박지은

윤상요

윤승연

이영근

이예은

이우경

이해진

이흘기

장나윤

장순희

조성은

지혜진

황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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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제이 크래프트

ROUND J CRAFT

AA Ceramic Studio & SWU

13439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4인, 6인 세트의 생활식기 보다는 개인 식기

018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22 1층

위주의 작업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머그잔과 플레이트를

서울시 중구 장충동 동호로 17길 87

C 010-8756-0321
E khjsshun@naver.com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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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도자기는 많은 우연의 미와 불씨 하나 흙 한톨의 정성을 담은 진실된

AA 세라믹스튜디오
E blue_flame_@naver.com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Blue Flame’ 의미는 모든 도자기가 거쳐 가는
파란 불꽃으로, 불꽃을 담은 악세사리를 나타냅니다.

주요약력

기존의 식기와 같이 사용함에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주요약력

악세사리 펜던트 알맹이 하나하나 수금을 칠하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2015 졸업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줄 수 있는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것입니다.

2016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ceramic’

세라믹디자인 전공
2015 라운드 제이 크래프트 창업

공예학과 졸업
동대학원 입학 (재학중)

2015 33회 신미술대전 특선

2015 공예트랜드페어 (코엑스 서울)

2015 34회 서울현대 도예공모전 특선

2015 핸드메이드 코리아 페어 (코엑스 서울)

2015 2회 한국여류전국공모전 특선

2015 서울여자 대학교 공예학과
졸업전시 준비 위원회
2015 대한민국도예공모전
‘Blue Fanatasy’ 입선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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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히힛

토브

SANG HIHIT

TOWB

15810

손으로 느껴지는 흙의 촉감이 나를 치유해 줍니다.

16504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231-13

흙을 찢고 붙임으로써 나의 찢어진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줍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00-1

C 010-3318-1519
E sanghihit@naver.com

상처나고 무너진 나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져 밝은 모습의 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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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땅콩을 모티브로한 오브제 화기, 실내의 벽을 장식할 수 있는 벽화기,

C 010-3273-7310
E designtowb@naver.com

협탁이나 선반 등 좁은 공간 연출이 가능한 미니화기, 드라이플라워를
꽂아 오브제로서의 장식효과를 줄 수 있는 한송이 화기, 크고 작은 꽃을
꽂을 수 있는 화기 등 오브제로서의 감상적 가치를 지닌 현대적

주요약력
201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졸업
2015 단체전 <In The Raw>
서라벌 갤러리 (안성)
2015 ISCAEE 국제도자교육교류학회
참가 (중국)
2015 서울공예박람회 (DDP 서울)
2015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입선

틀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느낌을 품은 식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요약력
2015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세라믹디자인 석사 전공 졸업
2015 Hand made korea fair 참여
2015 Livig & lifestyle 신진작가로 참여
2015 No boundaries 展
(KCDF 갤러리)
2014 No boundaries 展
(인사동 관훈갤러리)

화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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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층방

김현주

SECO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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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KIM HYUNJU

17104

이층방은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제시할 수있는 장식적 오브제와

01472

기하학적 형태 안에서 다양한 분할과 조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패턴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테이블웨어에 대해 연구 및 제작하는 그룹입니다. 분장기법을 활용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801-4

도출하며 도자장신구의 디자인과 시각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도예관 205호
C 010-9065-7650
E jihaelove89@naver.com

도자 식기 및 오브제를 만드는 강민경 작가와 백자 표면에 금과
백금으로 장식한 인테리어도자를 제작하는 김지혜 작가, 모양 가위를

영풍아파트 1302호
C 010-9207-5848
E jjomani5848@naver.com

이용한 도자 식기를 만드는 정소이 작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민경

주요약력

C 010-9479-5571

20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E alsrud8992@naver.com
정소이
C 010-4807-6842
E soi4585@naver.com

도예학과 졸업
2015 아시아현대도예전
(중국미술학원 미술관)
2015 CERAMEET 展
(일본 구마모토 전통공예관)
2015 PLUS-MINUS (갤러리 b’ONE)
개인전
2014 82 Hands 展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또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남들과 다른 독특함을 추구하고 개성화
되어가는 소비자들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김지혜

186

만들도다

권현정 김도혁 박미현

MANDULDODA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대표적인 ‘MANDULDODA’의 제품으로는 심플한 로고디자인이

21318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세라믹학과

핸드페인팅으로 새겨진 식기들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C 010-6300-7176
E manduldoda_@naver.com

기본 로고디자인의 식기들은 ‘color’별로 패키지가 구성이 되며, 계절/
시즌/타깃층별로 주제가 바뀌는 형태의 마케팅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약력

또한 주문제작으로 기본 로고 디자인을 벗어나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2016 아산문화재단 & 아산영크리에이터

형식의 작업도 함께 하고 있어서 선물용, 인테리어 소품용으로도

공공미술프로젝트 ‘here’ 전시
참여 및 기획
2016 ‘ASAN YOUNG CREATOR’
총괄 매니저 활동 (신진작가
공동전시 주최 및 참여활동)
2015 ‘루브비앤씨’ 주최,
AWESOME 88th 가로수길
공동전시 참여
2013~
2011~

인기가 좋습니다.

창성빌라 나동 203호
C 010-6559-3704
E mihyun50032@naver.com

도깨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도 작은 도깨비가 숨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귀여운 도깨비들이 수저받침, 머들러, 접시 등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실용기 속에 숨어있는 컨셉의 작업입니다.
도깨비 인형은 따뜻한 느낌으로 집안 어느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주는

주요약력
2015 경기대학교 미술 디자인대학원
도예전공 석사 수료
2015 세텍 메가쇼
‘경기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부스참여 (학여울 세텍 전시장)
2015 국제공예트렌드페어
‘경기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부스참여 (삼성 코엑스)
2012 목포 도자기 전국 공모전 ‘특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수 중

2012 대한민국 현대조형미술대전

미술교육 복수전공 재학 중

KWON HYUNJUNG KIM DOHYUK PARK MIHYUN

‘생활 속에 숨어든 작은 도깨비’ 오랫동안 아낌 받으며 쓰여진 물건은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세라믹디자인전공

187

박미현

‘한국미협이사장상’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도자기 소품입니다.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맹다영

188

다정다감

박인업

SENTIMENTALISM

16889

189

박인업
PARK INUP

15858

도자기는 무겁고 차갑고 딱딱하지만 부드럽고 따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수지구

경기도 군포시 당동 무지개마을

있는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다양한 이중적인 성질을 가진 재료는

죽전동 1319-10 402호

대림아파트 106동 904호

C 010-4723-5826

C 010-9550-5258

E nostalgia507@naver.com

E inup.park@gmail.com

열 명의 신진작가들이 모여 준비한 머그 페스티벌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감정에 대한 작품은 신체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신체에
연결시킵니다.

주요약력

주요약력

박은진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2014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이주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Ceramics department 졸업 (학사)

이슬애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2015 이천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상)

박영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2014 Young Talents 5&33 Gallery (Amsterdam)

최연재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2014 GRA Graduation Show GRA (Amsterdam)

손대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2013 Salah-ad-Din Mysterious green

이해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Keramiekmuseum Princesshof

김영현 한양여자대학교 재학

(Leeuwarden The Netherlands)

신은주 한양여자대학교 재학
김아리 한양여자대학교 재학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박은진

190

박지은

세라믹 시도

PARK JIEUN

191

윤상요
CERAMIC SIDO

윤상요, 김혜령, 정소망 3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CERAMIC SI DO’는

05503

향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의

07956

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향로를 현대화 시켜 어문을 장식으로 한 향로를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00

주공 5단지 APT 524동 308호
C 010-9723-9094
E goiclay@naver.com

백자소지로 성형을 한 후 염화안료로 채색하여 다양한 색감을 작품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백자는 청화백자, 철화백자 등

성원2차 아파트 101동 1103호
C 010-4235-3697
E sangtwo2@naver.com

산화안료를 사용한 작품이 보편적이었지만 현대적인 해석으로 제2의
주요약력
2015 현 단국대학교 도예과 대학원 재학
2015 통인갤러리 개인전 (서울)
2015 공예트렌드 페어 참가 (코엑스)

백자를 연구 계승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안료인 염화안료를 연구하여
다양한 색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요약력
김혜령
백석대학교 공예디자인 졸업
2016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제12회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입선
2015 제19회 관악현대미술대전
공예부분 장려

도예석사 졸업
윤상요
백석대학교 공예디자인 졸업
정소망
백석대학교 공예디자인 졸업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 모여 이루는 공간으로,
식기와 오브제를 함께 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요즘의 소비자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유니크함을 만들어 냅니다.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박지은

192

혜윰

HYE YUM | 한양여대 도예과 창업동아리

193

이영근
빛다믄(도예공방 해오름)

BITDAMEUN(POTTERY HAEOREUM)

04763

혜윰은 열정과 창의적인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작업하고 직접 만든

62266

사용 장소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의 특성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물건을 판매하며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양여자대학교 도예과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8번길 35

착안하여 전력소모가 적은 여러 가지 색깔의 LED와 사람과 친숙한

C 010-4223-9680

C 010-2684-4666

E o0_0oaaa@naver.com

대표 창업동아리입니다. 주요 상품은 악세사리와 접목한 ‘반지잔’과

주요약력

‘반지잔’은 파스텔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잔의 무늬와 독특한 손잡이가

주요약력

2016 한양여자대학교 도예과 재학중

포인트입니다. ‘딸랑잔’은 밑에 달린 손잡이 속 구슬로 인해 잔을

2016 호남대학교 대학원 예술디자인학과

2015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참가
2014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참가

흔들면 손잡이 안의 구슬이 흔들려 소리가 나는 ‘딸랑잔’입니다.

들었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E kmg9202@naver.com

실용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실내조형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도예전공
2014 문화예술교육사2급

2014 한양여대 <미니섬 프리마켓> 참가

2012 차문화예절지도사2급

2014 <2014 서울기프트쇼>

2009 광주전남도예가 협회 회원

도자공예부문 참가
2014 <제4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따뜻한 느낌의 나무를 접목하여 조명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2009 광주전남도예가협회전

작품입니다.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윤승연

194

이예은

YI YEEUN (CRAFT STUDIO_REBORN)

195

이우경
베리어스 아티스트

VARIOUS ARTIST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자문화학과 전공동아리

03493

흙의 유동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무늬 때문에

018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공동아리 “베리어스 아티스트”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11-14

단 하나뿐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화려한 패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2

안료와 흙이 만들어낸 우연한 무늬로 이루어진 악세사리와 마트로시카

미건빌라 202호
C 010-7262-6434
E artncraft09@naver.com

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캔들 홀더는 빈티지한 느낌과
따듯한 느낌을 내는 제품입니다. 캐스팅기법과 타공을 통해 아로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빈치관 124호
C 010-8330-7714
E isouii9446@gmail.com

향을 더욱 깊게 음미할 수 있으며 조명 효과도 탁월합니다.
주요약력

2016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서울과학기숙대학교

미술학 석사
2015 ‘TRACE’ 이예은 석사학위청구전
(멀티스퀘어 서울)
2015 “2015 아시아 현대 도예전”
2015 제42회 온공예전 “쓰임”
(경인미술관 서울)
2014 “2014 아시아 현대 도예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기능을 가진 기물로서 여러분의 공간에 배치하게 된다면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것입니다.

주요약력
조형학과 도자공예전공

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화병으로 사용 가능한

도자문화학과 재학 중
2015 상상플리마켓 89싶다 (건대입구역)
2014 KAUGGE 카우지 (SETEC)
2014 공예플랫폼 오픈마켓 공예가 맛있다
(문화역서울)
2014 국제공예트렌드페어
(서울코엑스 A홀)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이예은

196

이해

프로젝트 진흙

EEHAE

197

이흘기
PROJECT JINHEUK

07704

도자브랜드 ‘eehae’는 작가의 개성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645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11-6호

제품의 제작과정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작가 스스로 느림의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 73번지

희훈아파트 101동 908호
C 010-9358-4221
E leehae1221@naver.com
주요약력
2015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과 졸업
2015 아트 디스커버링 프로젝트 10인전
(아트팩토리 서울)
2015 공예트랜드페어 (코엑스 서울)
2015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입선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특선

미학을 추구하여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도예가 2인으로 구성된‘진흙’
은 테크니션 신원동의 호인 無盡의

C 010-7353-9471
E dlfrl91@naver.com

둡니다. 제품의 모토는 자연스러움(Nature&Natural)입니다.

‘盡 다할 진’ 자와 디자이너 이흘기의 별명인 ‘흙’을 더한 ‘진흙’ 이란
이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오랜 시간 도자기에 사용되어온
재료인 흙을 ‘진흙’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보여주고 도자기를 빚어 젊은

자연(Nature)에서 오는 시각적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이를 자연스럽게

주요약력

감각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진흙이란 소재로 윤리적인 공정과정을

(Natural) 제품에 담아냄으로써 사물의 모습과 쓰임으로부터 모토가

이흘기

통하여 소비자에게 건강한 공예품을 선보입니다.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합니다.

20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2015~ 도예공방 예문방 디자이너
신원동
20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사
2015~ 도예공방 무진요 대표
2015~ 한국도예고등학교 산업강사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이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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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공방

정순희

R-Y STUDIO

JEONG SUNHEE

17300

스티치 장식 기법의 다양한 식기가 주 작업이며 화병과 다양한 동물

61163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시리즈 소품 아이템으로 도자세계의 다양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밤실로 167번길 6 1층

조명등, 꽃그림 도판, 수반 등 인테리어소품을 주 작품으로 하고

501번길 177

C 010-8607-0224

C 010-3373-4352

E jsh31020@hanmail.net

E nayoonjnag74@naver.com
주요약력
주요약력
20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
2016 라윤 개인 공방 운영
광주 백자 공모전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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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희

2015 호남대학교대학원 예술디자인학과
졸업 (도예전공)
2015 광주전남도예가협회회원-영호남
교류전 (강진아트홀)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작가
(디자인 3관)
2015 목포전국도자대전 입선
2014 목포전국도자대전 입선
2013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대전 특선

있습니다. 상품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목의 소품들 중심으로 다양한
구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장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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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AA Ceramic Studio & SWU

지혜진 권병수 안소라

01797

주 작업 화음입니다. 화음은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합니다.

12772

한옥의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바람의 이동을 자유로운 선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309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원형제작은 3D프린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914

표현하였고, 한옥의 풍경 속에 드리워지는 빛은 여러 색의 유리로

(공릉동, 서울여자대학교 고명우 기념관)
C 010-7152-3608
E star54g@gmail.com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자유로운 손맛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음은 각자의 모습으로도 쓰임이

CHEE HYEJIN & KWON BYOUNGSU & AHN SORA

금강 KCC 아파트 102동 1501호
C 010-8736-5850
E cheehyejin@hanmail.net

따사로움을 표현한 생활 속의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있지만, 합쳐진 모습에서는 오브제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약력

주요약력

2016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2016 경기대학교 미술대학원 도예과 졸업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2016 동양도자전, 이천 세라피아(이천)

2016 도예공방 “잔” 오픈

2015 동양도자전, 이천 세라피아 (이천)

2015 인사동 “Pre-dgree show” 전시

2015 연장전 (경기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동문전시)

2015 코엑스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
2015 서울여대 교내 창업경진대회 대상

경기대학교 호연갤러리 (수원)
2015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2014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2013 2013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기념
‘NEXT GENERATION’ 밀알미술관 (서울)

신진작가 프리마켓관

조성은

202

황준영
HWANG JUNYEONG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166-4

링(원)형태로 유기적 연결체 사람들과의 연결된 고리를 상징함

C 010-4680-0037

나눔, 소통, 파티문화를 위한 디자인 접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E hjy01300@naver.com
주요약력
2015 봄을만나다 (서초동 인도예공방 전시회)
2015 (사)한국꽃예술작가협회 고급사범 자격증
2015 여주 화수토 (젊은도예가 그룹) 공방 재직중
2014 오면꽃예술 플로리스트 종합반 수료

이벤트

경기도홍보대사(우리 도자 홍보대사) | 레이먼킴
옹기시연 퍼포먼스 | 김승용
이야기가 있는 떡 | 박영미
핑거푸드 포 유 | 유한나
도자와 함께하는 생활 속 스타일링 | 이승진
한∙일도자시연 | 박성국, 이지원, 나카가와 다카노리, 우찌무라 다까히로
일본계절요리 시연 | 쯔즈이 아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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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세라믹라이프페어 이벤트 프로그램

경기도홍보대사 | 우리 도자 홍보대사
6.16 (목)
10:30~11:00
개막식
(60분)
11:00~11:30

11:30~12:00

12:00~12:30

미드가르드 (Midgard) Owner Chef

13:00~13:30

건강하고 맛깔나게.
오늘 저녁, 가족과 다 함께
일본식 계절요리는
어떠실까요?

14:00~14:30

15:00~15:30

15:30~16:00

팔방미인 떡! 맛있고,
모양도 예쁜, 천연의 색과
맛을 넣어 건강에도 좋고
아름다운 별미경단을 직접
만들어 나눠 먹어보세요!

17:00~17:30

일본계절요리시연 (60분)
쯔즈이 아쯔미

어느 주방에서 어떤 종류의 요리를 하던지, 요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도자 위에서 그 마지막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7:30~18:00

플레이팅 강연으로 음식을
더 맛있게, 멋있게 담으세요.

더 맛있는 음식!
도자와 함께하는 생활 속
당신의 집에도 미슐랭 5스타
스타일링! 맛있는 음식을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도자에 담아,
더 맛있게-요리의마지막을 테이블셋팅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완성하세요.

도예인 아카데미 5회차
“우리도자의 미”
한남대 장정란 교수
(120분)

건강하고 맛깔나게.
오늘 저녁, 가족과 다 함께
일본식 계절요리는
어떠실까요?

한∙일 도자시연
(90분)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두나라인데 도자는 얼마나
다를까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도예 작가들을
한 눈에볼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를놓치지 마세요!
박성극 & 나카가와 다카노리

(사)대한민국음식조리
문화협회 강연 (90분)
<맛을 담는 멋?!>
같은 음식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면?
최고의 쉐프가 함께하는
플레이팅 강연으로 음식을
더 맛있게, 멋있게 담으세요.

6.19 (일)

일본계절요리시연
(90분)
쯔즈이 아쯔미
건강하고 맛깔나게.
오늘 저녁, 가족과 다 함께
일본식 계절요리는
어떠실까요?

하늘소리 오카리나
(20분)

(사)대한민국음식
핑거푸드 시연/시식
조리문화협회 강연
핑거푸드 포 유
(60분) <맛을 담는 멋?!> 유한나 푸드스타일리스트
최고의 쉐프가 함께하는
(90분)

별미경단 시연/체험
‘이야기가 있는 떡’
궁중음식 전수자
박영미 한양여대 교수
(90분)

16:30~17:00

16:00~16:30

하늘소리 오카리나
(20분)

테이블세팅시연
샌터피스강의&DIY
‘도자와 함께하는
‘멋스러운 식탁으로 초대’
생활 속 스타일링’
김수현 자뎅플레리 대표
이승진 아란치아쿠킹대표 (90분) <꽃피는 식탁>
(90분)
분위기 있는 식탁,

우리 도자만이 갖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다른 도자문화와는
차별화 된 우리 도자기만의
아름다움.
‘우리도자의 미’강연을
들으시고, 당신의 문화감성,
미적 안목을 높이세요!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로 우리의 음식을 만들 때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만들어 내는 것도 일종의 신토불이 겠지요, 이제는 저뿐 아니라

하늘소리 오카리나
(20분)

식공간학회 공모전
시상식 (30분)

정성스럽게 만들어 그릇에 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흙으로 우리 도자를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옹기를 쓰는 게 음식 맛도
두나라인데 도자는 얼마나
깊어지고, 건강에도 좋다던데
다를까요? 한국과 일본을
-우리집에서 쓰는 옹기는
대표하는젊은 도예 작가들을
어떻게 만들어질까?’ 최고의
한 눈에볼 수 있는 단 한번의
옹기작가인 김승용 선생님이
기회를놓치지 마세요!
직접빚는 옹기를 두 눈으로
이지원 & 우찌무라 다카히로
확인하세요!

일본계절요리시연
(60분) 쯔즈이 아쯔미

14:30~15:00

신토불이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토불이 라는 것은 단지

한∙일 도자시연
(90분)

하늘소리 오카리나
(20분)

테이블 온더 문 (Table on the Moon) Executive Chef

세상 모든 주방에서 음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떠한 음식이던

6.18 (토)

12:30~13:00

13:30~14:00
주요약력

대한민국 명장 시연
임항택/김복한 명장
(60분)
<Korea Master Hand:
대가를 만나다>

6.17 (금)
옹기시연 퍼포먼스
김승용 도예작가 (90분)
<옹기장이>

대한민국 명장 시연
서광수 명장
(60분)
<Korea Master Hand:
대가를 만나다>

재미있는 상상과 품격있는
스타일링, 가족끼리 간단히
만들수 있는 핑거푸드를
배워, 단란한 가족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명장 시연
김세용 명장
(60분)
<Korea Master Hand:
대가를 만나다>
옹기시연 퍼포먼스
김승용 도예작가
(60분)
최고의 옹기작가인 김승용
선생님이 직접 빚는 옹기를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일본계절요리시연
(90분)
쯔즈이 아쯔미
건강하고 맛깔나게.
오늘 저녁, 가족과 다 함께
일본식 계절요리는
어떠실까요?

※ 상기 일정은 이벤트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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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레이먼킴 RAYMON KIM

옹기시연 퍼포먼스
6.17(금) 10:30-12:00

208

박영미 PARK YOUNGMI

이야기가 있는 떡
6.18(토) 13:30-15:00

6.19(일) 15:00-16:00

주요약력

발 물레를 사용하고 잿물 유약을 사용한 전통 옹기 기법을 응용하며

주요약력

2016 제3회 대한민국 옹기공모展 대상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뜻을 가슴에 새겨 ‘담다’라는 주제로

�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 교수

�

궁중음식연구원 전통병과교육원

2015 제3회 국제 차문화 교류전(중국) 외
24회 그룹전
2014 개인전 담다展 (잠월미술관)

작품에 아름다움, 고민과 흔적을 그리고 마음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하고자 한다.

(현 궁중병과연구원) 교육팀장 역임
�

2014 잠월미술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in 사랑방 입주작가

�

2012 이천도자기축제

참여 작가
2010 단국대주최 국제 대형 세라믹
조형물 제작 심포지엄 워크샵
제작 참여
2010 제2회 울산국제옹기공모展 동상

아닌가 싶다. 지금의 떡은 만들기도 간편하고 맛있고 모양도 예쁘고
천연의 색과 맛을 넣어 건강에도 좋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엄마가 금방 만든 따끈따끈한 떡을 먹어 보게 하고, 명절날 송편도

출강 (식품품질평가 전통병과)
�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과

�

‘집에서 처음 후다닥 떡 만들기’ 성안북스

“10days 국제도자워크샵”

떡에 김이 모락모락 날 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학생들을 볼 때가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이수자

숙명여자대학교 전문화예술대학원

참여 작가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처음 떡을 만들며 신기해하고 금방 만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38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빛과 옹기가 있는 레지던스”

조리에 입문하여 25년이 훌쩍 지난 지금 떡을 만들고 가르치면서

장안대학 호텔조리과 겸임교수 역임
‘한국의 전통병과’ 교문사 출간

빚고, 절편 덩어리로 동물, 꽃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면서 놀아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떡은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모양과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재료도 무한하다.
떡은 좋은 날 정을 나누기 위해, 축하의 의미로 선물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도 많다. 맛있는 떡을 만들어 함께 먹고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것이 내가 떡을 좋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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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용 KIM SEUNGYONG

푸드판타지

핑거푸드 포 유
6.19(일) 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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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LEE SEUNGJIN

주요약력

Food Director 유한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의적인

주요약력

(사) 한국 푸드코디네이터협회 상임이사

Food Styling Studio.

2015 미식대전 상차림경연대회
전문가 초대전-十月上月

엄마날씬 다이어트] 대만판
2015~현재

SBS [모닝 와이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미있는 상상과 품격있는 Styling

2014~2015

GTV [여왕의 레시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Creative Styling & Directing 통하여

2010~현재

연성대학 호텔외식조리과

사진, 광고, 방송 촬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메뉴개발, 컨설팅 등

호텔외식경영전공 겸임교수

6.16(목) 13:30-15:00

ARANCIA CooKing Studio

FOOD FANTASY

2015 [아기튼튼 이유식

도자와 함께하는 생활 속 스타일링

외식 사업 및 식생활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의미있는 창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013 Home&Table Deco Fair

아란치아는 이탈리아어로 오렌지과즙 이라는 뜻이며 음식에 있어
가장 식감을 돋우는 색감이 오렌지색이고 오렌지라는 원재료에 힘을
주어 나올 수 있는 오렌지 과즙은 만들어진 음식에 스타일링이라는

12人 Art Tables

힘을 주어 음식의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 한국식환경디자인 포럼

음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2011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이야기가 있는 식탁전
2007 한국식탁전 세시절식 전국순회전
사) 한국식환경디자인포럼
2005 도쿄 테이블 셋팅 공모전 입상
2004 도쿄 테이블 셋팅 공모전 입상

연구하여 바른 식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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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나 YOU HANNAH

한∙일도자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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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절요리 시연
6.16(목) 17:00-18:00

6.18(토) 10:30-12:00

6.17(금) 12:30-13:30
6.18(토) 16:00-17:30
6.19(일) 10:30-12:00

박성극

PARK SUNGKUK

주요약력
2015 Ceramic is our specialty!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4 CSULB Ceramic Arts Summer 레지던스 아티스트
(Long beach 미국)
2013 Re.new (최정아 갤러리 서울)
2012 호기심의 캐비넷 그리고 아카이프 프로젝트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 유리과

나카가와 다카노리 中川貴了
주요약력
2015 제46 회 동해 전통 공예전 입선
2014 제28 회 일본 엽차공예전 입선
2013 제44 회 동해 전통공예전 입선
2012 토코나메시립 도예연구소연수 수료

이지원

LEE JIWON

주요약력
2016 二人展 차 마시는 시간 ‘교토 갤러리 자르포’
2015 개인전 ‘교토 갤러리 케이후’
2015 교토시립예술대학교 대학원 도자기 전공 졸업
2015 三日展 ‘교토 갤러리 자르포’
2014 三日展 ‘교토 갤러리 자르포’
2013 교토시립예술대학교 대학원 공예전공 그룹전 ‘교토 기온 갤러리 小西’

우찌무라 다까히로 內村宇博
주요약력
2015 장삼상 요업전시회 장려상 수상
2012 장삼상 도예 입선
2012 무사시노 미술대학 공예공업 디자인학과 도자 전공 졸업
2011 체코 머그컵 학생 심포지움 참가

쯔즈이 아쯔미 筒井厚美
주요약력
동경 다이칸야마 아이스크림, 디저트점 근무
1991~2012 도코나메에서 회원제 일식「아쯔미」운영
2012~현재 특별치료식 요리연구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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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금) 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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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벨제이 X 소담특수목

(주)나무와사람들 | JESWOOD

M∅BEL JAY X SODAM WOOD

13812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녹색유산을 위한 끊임없는 녹색과업.

11365

[모벨제이]와 [소담특수목]에서는 자연소재인 나무, 금속, 가죽, 린넨 등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43

나무와사람들은 녹색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703-4

소재를 가지고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재가

T 02-3679-0101

C 010-3793-3378

E jes06@daum.net

E madmouse @empal.com

친환경리더 나무와사람들은 실내외 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하는 내구성

가진 자연스러움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재료가 가진 본연의 느낌을
살리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모든 작업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며,
craft를 중시하고 현대의 기계들을 활용하여, 전통 제작방식에 충실히

EG-FREE 무독성 친환경페인트인 던-에드워드페인트를 비롯한 실내

따르고 있습니다. 메인 소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담

외장 도료 및 자재들을 공급하며 인테리어 DIY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특수목”에서 전세계에서 좋은 특수목만을 선별하여 수입하여, 원목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통함으로써 진정으로

켜고 말려서 준비해 사용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신뢰경영을 펼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문제작 방식을 기반으로, woodworking에 관련된 가구, 인테리어,
구조물, 프로젝트에 대한 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espoke Furniture “M∅ BEL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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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협찬사

던에드워드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