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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여는 이천, 광주, 여주의 도자 전시

한국도자재단에서는 가을을 맞아 이천 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 광주 곤지암도

자공원의 경기도자박물관, 여주 도자세상의 세계생활도자관에서 도자 전시를 선

보이고 있다.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8월 2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한국 1세대 현대도예

가인 황종례와 그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주고받은 총 11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오래된 미래, 황종례>를 개최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 황종례>전은 한국현대도예를 개척한 여류도예가, 황종례(黃鐘

禮, 1927~ )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더불어 20세기 전·후반에 걸친 한국근대도

자의 흐름과 지평을 새롭게 소개한다. 황종례 작가를 비롯하여 그의 가계, 동시대 

인물들과의 사건,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며 도자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탐구

하고 미래 도자예술의 대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전통에 관하여>에서는 한국도자사가 분절되었

던 일제강점기 고려청자를 재현한 작가의 부친 황인춘과 유근형의 작품을 비롯하

여 한국 전통도자의 복원과 전승을 통해 한국근대도예의 기반을 닦은 작가의 오

빠 황종구 작가와 유광렬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13세기에 제작한 것

으로 추정되는 부안의 고려청자, 1927년경 독일의 선교사가 촬영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도자기 제작 영상, 유근형 선생이 1930년경부터 자필로 쓴 비망록 등 한

국현대도자의 근간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료들도 공개된다.

2부 <변화에 관하여>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계의 장인정신을 토대로 한

국도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황종례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초창기 색유

를 활용한 작품부터 귀얄이라는 한국의 전통 제작기법을 현대도예에 접목시킴으

로써 회화적 표현영역의 확장을 시도한 선생의 대표작 ‘귀얄문기(器)’, 그리고 그 

작품을 매개로 표현하려 했던 한국적 미감을 보여주는 영상까지 황종례 작가의 작

품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3부 <미래를 향하여>에서는 황종례 작가의 작품 경향과 세계에 큰 영향을 받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1963~1981

년), 국민대학교(1975~1993년)에 교수로 재직할 당시 황종례 작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현재 한국의 현대도예가로 자리 잡은 유혜자, 이상용, 김상만 등 총 6인의 작

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가 황종례 작가의 작품세계와 일대기를 중심으로 19세기 말, 한국현

대도자의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100여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한국도자

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자박물관은 김영훈 선생이 기증한 도편을 전시하는 자료전 ‘옛 가마터 답

사기행’을 오는 9월 9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선보인다.

도자연구자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리과장이었던 김영훈 선생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여 년간 개인적으로 조사한 전국 가마터 기록과 수집 

도편자료 2,000여점을 2004년 경기도자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 자료는 도자기 가마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70~ 80

년대의 가마터 유적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사라져간 도자유적과 그간 발견되

지 않았던 도자문화유산의 역사적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전시는 기증해주신 뜻을 되새겨 지난 3월 발간한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고려·조선시대 도자기 가마터 수집품>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다. 의정부 호

원동, 성남 운중동 가마터 등 조사기록 속에서 확인되는 가마터 소개와 더불어 고

려·조선시대 가마터 수집도편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250여점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도자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이번전시는 제1부 ‘옛 가마터 조사, 

1970~80년대를 기록하다’, 제2부 ‘박물관으로 온 고려·조선시대 가마터 수집품’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80년대에 기록한 우리 도자기 가마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도자문화유산의 보존가치를 재평가하고 우리 

도자문화의 뿌리를 전승하는 전통도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관전을 진행하고 있는 여주 도자세상 세계생활도자관에서는 9월 9일부

터 10월 3일까지 작가 김정선의 일곱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Fun drops 

– 관계(關係)와 흐름’> 展은 ‘물’을 포함한 ‘자연’을 조형에 담아 단순히 ‘도자’에 국

한한 조형이 아니라 회화와 조각에 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작가 김정선의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다. 이외에도 여주 도자세상 세계생활도자관에서는 작가 박인숙, 박

재국, 조원석의 개인전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천 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 특별기획전  
<오래된 미래, 황종례>

한정운 (한국도자재단 큐레이터)

황종례 작가(1927~)는 도자기의 기면(器面)을 화폭 삼아 갈대를 그린다. 작

품의 형태는 제각각 다르지만 둥글고 모난 것 없는 비슷비슷한 모양새의 도자기

에 ‘귀얄(刷毛: 넓고 굵은 붓으로 형체가 완성된 기면 위에 백토(白土)를 바르는 

도자 장식기법)’로 여러 번 붓질하여 갈대밭이 펼쳐진 한 폭의 정경을 도자기에 

담는다. 이렇게 완성된 ‘귀얄문 기(刷毛紋器)’는 한국의 것을 지켜오고자 했던 

가계의 장인정신으로부터 연유한다. 황종례 작가는 일제강점기 사라진 고려청

자의 명맥을 다시 잇고, 재건했던 부친 황인춘(黃仁春, 1984~1950) 작가의 정

신을 이어받아 고려 말, 조선 초의 독특한 도자장식기법인 귀얄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보드라운 햇살과 친숙한 정경이 펼쳐지는 갈대밭과 논두렁, 그리고 이름 모

를 들풀들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줄지어 자란 너른 대지는 그것이 나고 자란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준다. 절로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는 이 풍광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에 있었다. 이 아름다운 대지가 입혀진 황종례 작가의 ‘귀얄문 기’는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

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본디, 한 대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공통적인 정서

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

렇기에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했던 한국이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기 전까지 오래

된 이야기와 물건들은 삶의 교훈과 미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의 한국은 전통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공통된 정서가 균열되고 있는 시점에 놓

여 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을 풍족하게 해준 경제적 발전은 애석하게도 극심한 

후유증을 선물해 준 셈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신 그리고 신념을 그들의 몸에서 서서히 

도려내고 있다.

오래된 것은 중요하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첨예한 자본주의가 장

악한, 불균형적인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래된 것은 한

국인이 한국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일

제강점기, 청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도예가 집안의 자손인 황종례 작가와, 작가

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은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역사적 실증을 담은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황종례의 삶과 작품세계를 종횡으로 조명한 <오래된 미래, 황종례>

는 바로 이 오래된 것이 가진 힘으로부터 출발한다. 

황종례 작가는 그가 ‘귀얄문 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옛날 사람들이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 때 화장토로 쓱 칠해서 장식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밥그릇이에요. 그것이 힌트였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려시대를 풍미한 

청자를 재현하는 데에 일생을 바친 부친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오라버님

을 따라 오래된 것에 대한 신념을 이어오고 있는 황종례 작가의 세상을 바라보

는 눈과 그 정신은 그가 1세대 현대도예가로서 얻어온 명성과 수많은 표창장보

다 그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한다. 황종례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도자의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1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본 전시를 통해 

풍족했던 우리네 마음과 정서를 되새길 수 있는 온고지신의 교훈과, 혼잡한 이 

시대로부터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전 <옛 가마터 답사기행>

폐허가 된 옛 도공들의 가마는 온기를 품은 채 기억 속에서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오랜시간 지내온 흔적을 통해 땅 속의 가마터 존재를 알려준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오늘날에는 도시 개발, 그리고 유적 파괴와 보존

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

리의 소중한 도자문화유산이 더 이상 사라지기전에 그 흔적을 찾아 기록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 2004년에는 김영훈 선생이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여 년간 기록

한 가마터 답사노트와 수집 도편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박

물관에 기증해주셨다. 기증자료는 지금처럼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인 1970~80년대의 가마터 유적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사라

져간 도자유적과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도자문화유산의 역사적 공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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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가 흩날린다. 바람을 안고 흐드러진 갈대는 저 멀리 수평선 아래 펼쳐진 대

지를 풍요롭게 장식한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풀벌레가 우는 때부터 소복소

복 내린 눈이 가문 땅을 적시고 다시 햇살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비출 때까지 갈

대는 언제나 말없이 이 땅에 서 있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모두가 그 어

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기증해주신 뜻을 되새겨 12년이 되는 올해는 그동안 

정리해온 자료를 기반으로 도자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첫 번째 

기증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김영훈 선생은 1946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70년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게 되면서 우연히 접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조선과 그 예술

朝鮮とその藝術』을 읽고 한국의 예술문화에 눈뜨게 되었다. 한국미술 관련 서

적이 흔치 않던 70년대에는 조선의 민예 관련 일본서적들을 통해 한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20년대에 전국의 옛 도요지를 조사한 아사

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敎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명을 받게 되면서 한국의 도자

기 가마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독학으로 일궈낸 도자지식을 토대로, 노모리 다다시野守健의 『高麗陶磁の
研究』(1944),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의 「分院窯跡考」(1927), 조선총독부朝
鮮總督府가 발간한 『昭和二年度 古蹟調査報告書』(1929)는 전국 가마터를 답

사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도자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전국 가마터 

답사는 1975년 3월 공주 학봉리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고려청

자·분청사기·백자·흑유도기 요지 등 22시군, 58개 지역, 무려 200여 개소

의 가마터를 답사하였다.

지금같이 교통편이 좋지 않았던 시절, 시간만 나면 틈틈이 가방과 카메라

를 메고 지도를 손에 쥔 채 버스로, 도보로 가마터를 방문하였다. 그러다보니 

마을에서 간첩으로 오인되어 경찰서에 잡혀갔던 일, 온몸이 비에 젖어 어느 

집 부엌에서 보리집단을 아궁이에 태워 옷을 말렸던 일 등 수많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몇 백년간 지켜온 우리의 가마터가 도로건설, 양

계장, 별장, 전답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도편을 바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수십 번 방문했던 가마터가 사라져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유적이 더 이

상 사라지기전에 기록해야겠다는 일념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유적을 그림지

도와 글로 하나하나 남겼다. 지금의 여느 조사원과 같이, 가마벽편과 요도구

들이 산적해 있는 정황으로 가마터를 판단하여 자료적 가치가 있는 도편을 수

집하였고, 집으로 돌아온 뒤 세척하여 수습 위치를 도편에 철저히 기록해 나

갔다. 

답사의 개념을 넘어 일제에 의해 1917년 전국적으로 단행된 행정구역 통·

폐합으로 사라져간 ‘사기소’, ‘도장곡’, ‘도막’, ‘독점’ 등 도자와 관련한 조선의 

옛 지명을 토대로 방문한 지역에서 새로운 유적과 마주하기도 하였다. 그리

고 우산리에서 출토된 여러 점의 묘지석은 사서로 일할 당시에 옛 문집을 손수 

찾아 묘주를 밝혀내는데, 꼬박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김영

훈 선생의 열의는 장서각의 사서본분으로 돌아가서도 이어졌으며, 왕실의궤

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전국 명가의 고문서 조사를 15년간 진행하면서 가마

터 답사는 1985년 5월 용인 서리 요지를 마지막으로 약 10년간의 여정을 마

무리하였다.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기증해주신 이후, 박물관에서는 수집기록과 함께 도

편자료를 분류·정리하고 등록하는 동시에 현재의 가마터 조사상황과 비교해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답사 후 40년이 지난 지금의 

가마터는 수많은 개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첩첩산중에 숨어 있어 

보고되지 않은 유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기증해주신 자

료는 한국도자 연구와 도자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기초자료로서 뜻 깊게 활

용되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증도편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이 시대에 사라져간 도자유산에 관심

을 갖고 가치를 기록해주신 김영훈 선생의 노고와 기증하신 뜻에 고마움을 표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소중한 도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유물기증문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주 도자세상 세계생활도자관 
김정선 7회 개인전 <‘Fun drops – 관계(關係)와 흐름’ 展>

작가 김정선은 ‘자연’을 모티브로 삼는다. 특히, ‘물’에 집중한다. 

거기에 나무, 꽃, 풀, 그리고 ‘인간’ 존재의 문제가 개입한다. 이들의 공통점

은 ‘생명’ 이라는 것이고 각기 홀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 한다는 

점이다. 이 요소들은 ‘관계’로 확장 된다. ‘물’은 ‘흙’을 만나서 수 만 가지 형태

를 만들어 낸다. 물은 바람과 공기를 만나 그 형태를 공고히 하고, 나무는 ‘불’

을 만들고, ‘불’은 기존의 성질을 소멸하는 대신 새로운 생명을 생성해 낸다. 

도자기를 만들기 이전 이미 각 질료들은 각기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가 만나 ‘불’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20세기는 석유!, 21세기에는 물!”

2000년 5월 『포춘지』는 “21세기에는 물 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전망”

이라고 예견했고, 전 세계은행 부총재 이스마일 세라겔딘(Ismail Serageldin)

은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의 목적은 

‘물’이 될 것” [출처 : 수자원사업 성공 위한 준비와 해결과제-waterjournal]이

라고 언급 한것만 보아도 앞으로 ‘물’을 포함한 환경의 문제는 인류 전체가 피해 

갈 수 없는 숙제가 됐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물’을 사먹게 될지 우리나라 대중

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현실이 됐고, 과장되어 

보였던 전설이 이젠 당연한 사업이 됐으며, 전 세계의 중요 사업 아이템이 된 것

이다. 

자연을 담은 조형

작가 김정선의 작업은 ‘물’을 포함한 ‘자연’을 조형에 담는다. 단순히 ‘도자’에 

국한한 조형이 아니라 회화와 조각에까지 그 영역을 넓힌다. 젊은 시절 헝거리 

유학을 경험한 ‘김정선’ 작가는 흙을 매개로 한 조형 연구에 몰두해 왔고, 특히, 

‘인간의 존재’와 ‘자연’에 대한 관계성에 촛점을 맞춘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 선 보이는 작품들 역시 그런 맥락에서 빚어 나온 작품들이다. 

물방울이 수면에 떨어지며 만들어 내는 찰라의 왕관(Crown)의 모습에서 작

가는 많은 것을 포착해 낸다. 수증기가 모여 물방울이 되는 모습에서 합(合)의 

의미를 떠올리고, 왕관의 모양을 이루는 형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는 모

습을 발견 한다. 모두 관계(關係)의 알고리즘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연잎 

끝에 달린 물방이 더 이상 자신의 무게를 감당 하지 못하고  수면에 자신의 몸을 

가을을 여는 이천, 광주, 여주의 도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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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여는 이천, 광주, 여주의 도자 전시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미래산업 도자 분야 지원

더하는 모습에서 욕심을 버린 ‘겸손(謙遜)’을 배우고, 물방울이 모여 대지를 적

시는 것에서 ‘생명성’을 발견 한다. 작가 김정선은 그 모습과 현상들을 흙으로 빚

어낸다. 그녀가 빚은 ‘흙’ 역시 물과 불, 바람의 합(合)을 이룬다. 

조형은 다시 자연으로

작가 김정선은 ‘페이퍼클레이’로 자연을 표현한 회화적인 작품과 그 자연이 

담길 작품들을 함께 조합한다. 인간이 서로 관계를 이루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

어 가듯이 작품과 작품이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설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다. 벽면에 액자가 걸리고 그 밑에는 수반을 비롯한 자연물들이 자리한다. 평

면과 입체가 어울리면서 만드는 공간의 생성은 다름 아닌 ‘자연(自然)’이다. 또 

하나의 관계 생성인 셈이다.

또한 물의 낙차를 표현하기 위해 쌓아 올린 구조물은 물의 순리성(順理性)과 

순환성(順換性)을 표현 한다. ‘분수’의 모습을 연상케하는 이 연잎 구조물은 물

이 순환하고 낙하 하면서 흩어지고 모이는 모습, 즉 수증기가 되어 나라가고 수

증기가 모여 물방울을 이루며, 그 물방울이 합쳐져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노자가 애써 설파 했던 ‘물’의 철학을 조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

들은 너무도 유연하게 수 만 가지의 모양의 그릇에 담긴다. 도자기 안에 담긴다.

그것이 자연이고 생명이다.

작가는 “인간 또한 자연의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자연’은 함께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다.  특히 ‘인간(人間)은 더욱 불완전하여 인간과 인

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손을 잡아야 하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배려

하는 길이 인간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과의 관계 보다 ‘인간과 자

연’ 과의 관계를 더 강조 한다. 배려 없는 개발 보다는 자연과의 평화 공존이 앞

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작가는 찰나의 형상과 유추된 형상을 조

합해 내면서 자신의 철학과 감성을 녹여 낸다. 회화든 조각이든 물레 작업이든 

작가에겐 큰 의미가 없다. 그저 표현의 방법일 뿐... 김정선의 이번 7회 개인전은 

지난 작업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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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의 미래산업인 공예 및 첨단 세라믹분야를 이끌어

갈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공예 예술 및 첨단 세라믹분야의 예비 및 초기창업

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부터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을 추진 중이다.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2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창업 컨설팅을 비

롯한 공예 및 세라믹 관련 분야 전문 멘토링, 창업비용 지원 등 다방면에서 창

업을 지원하며 지난 8월 30일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교육이 

진행되었다.

3D 프린팅 교육은 융복합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 전통의 

가치를 토대로 현대적인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교

육은 3D 프린터를 통해 모델링 및 몰드 제작 등 도자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교육 외에도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사업에서는 공예 및 세라

믹 분야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템 심사를 거쳐 20개 기업에게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추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도자산업 및 세라믹 기술 산업을 견인하고, 지속적으로 도자와 타분야와의 융

복합(clining-report)을 시도하여 도자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소개

1. 교육 및 멘토링 : 창업 기본교육 + 기관별 특성화 전문교육

창업 기본교육

구분 내용

회계·세무 ·창업기업의 회계 및 세무(국고보조금 회계 및 세무처리)
·창업기업의 재무회계 실무(사업의 생명주기와 전략) 등

법률·경영

·창업의 절차 및 법규, 
·마케팅 및 경영전략 + 사례연구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기업가정신의 이해 등

멘토링 ·기술/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멘토링

창업 컨설팅(1:1 맞춤형)

●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브랜딩/비즈니스 모델 구축, 재무/회계 등 

 ※ 1:1 맞춤형 및 공예/세라믹 분야 그룹매칭 진행 

 ※ 분야별 전임 컨설턴트 구성

전문분야 멘토링

● 공예분야 : 예술경영 컨설팅, 공예특화기술, 공예유통, 공예트랜드 등 

    ● 세라믹분야 : 경영 컨설팅, 세라믹특화기술, 소재연구, 첨단기술지원 등 

 ※ 분야별 전임 컨설턴트 구성

창업마스터 워크숍(지원단계 진행)

● 시장 발굴 실무, 공예/세라믹 부가가치 창출, 브랜드개발전략 등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프로그램 협조진행

2. 창업비용 지원금 제공

● 지원금 지급범위 : 1개사(1명 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법 : 자부담 선 집행 후 관련서류 검토 및 해당업체로 지급



이탈리아서 한국 도자의 멋과 미 선보여

한국도자재단은 한국도자를 대표하는 경기도자의 유럽 판로 개척과 한국

도자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아르질라 이탈리아 2016’에 

참가했다.

‘아르질라 이탈리아’는 파엔자 시청과 이탈리아  도자 도시 연합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페어로 파엔자와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유럽 도자의 전시와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다. 매 회마다 회원으로 등록된 전 세계 180여명의 도자장인이 

참가하여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재단은 이번 페어에서 흙내가마, 규담요, 클레이버드, 한울 등 한국적 조형

미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15개 요장의 우수한 도자기를 선정하여 판매했으며 

아울러 ‘한국 도자기의 색(色)과 형(形)’을 주제로 한국 도자를 세계에 알리는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는 이탈리아 파엔자 소재 세계도자유물을 전시한 박물관 M.I.C (Museo 

Internazionale delle Ceramiche in Faenza)에서 개최되며, 방철주, 이강효, 

이영호, 이양재 등 한국을 대표하는 20명의 도예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외에

도 박물관 내 ‘한국 도자관’을 설치하여 김세용, 서광수, 임항택, 김복한 대한민

국 명장의 작품을 영구 보존한다.

이로써 재단은 유럽에 한국 도자 판로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이탈리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7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여주세계생활미술관에서 ‘이탈리아 도자특별

전’을 개최하고, ‘국제도자워크샵’에 이탈리아 작가들을 초청하는 등 문화교

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우관호 전시감독, 2016

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 방문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우관호 전시감독이 2016대만국제도자비엔

날레의 학술회의 연사 및 공모전 심사위원 자격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24

일까지 행사가 개최되는 대만 신베이시립 잉거도자미술관(Yingge Ceramic 

Museum)을 방문하였다. 

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는 2004년 시작하여 격년에 걸쳐 열리는 국제적

인 도자예술 행사로서 올해 6회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국제공모전 수상작

의 전시와 공모로 선정된 큐레이터의 기획전을 번갈아 개최해 오면서 유망

한 도예작가를 발굴하고 도예 전문 큐레이터를 배출하는 행사로 명성을 얻

어왔다. 올해의 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는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로 지난 7

월 15일부터 진행되었다. 공모전은 ‘컨셉’이라는 타이틀로 일반적인 기(器)

로서의 도자의 용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개념을 담는 오브제로서의 도자작

품들을 조명하였다. 

앞서 우관호 전시감독은 2016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의 심사위원으로서 올

해의 수상작들을 현지에서 직접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그의 방문은 함께 심사

위원으로 활동한 판쳉친(Fan, Cheng-chin, 도예가, 란티 쟝(Ranti Tjan, 

EKWC 디렉터), 린핑(Lin, Ping,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관장), 린다 시코라

(Linda Sikora, 미국 알프레드 대학 교수), 샤오 팅주(Shao, Ting-Ju, 도예

가 및 평론가)와 함께 비엔날레 행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학술회의의 연사로 초

청받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술회의는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공모전 심사위원들의 주제강

연과 수상작가들의 작품 프리젠테이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날 연사

로 나선 우관호 전시감독은 ‘한국 현대도예의 현주소’를 주제로 1960년대부

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도예의 역사와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오늘날 한국의 중견 및 젊은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의미를 소개하였다. 그의 

발표는 국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망한 한국 현대도예작가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 도예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주제강연 

후, 우관호 전시감독은 경기도자비엔날레의 홍보 영상을 소개하고, 내년 9회

를 맞이하는 비엔날레의 주제와 이천, 광주, 여주의 각 주제전, 국제학술회의

에 대한 십여 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우관

호 전시감독의 발표는 세계 각국의 도예계 인사 및 작가들의 많은 호응과 관

심을 받으며 비엔날레 홍보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우관호 전시감독은 2017경기세계도

자비엔날레의 국제위원으로 선임된 란티 쟝 EKWC 디렉터에게 국제위원 위

촉장을 수여하고 내년에 열리는 행사에 유럽 및 세계 도예인들의 관심을 당

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사 및 방문객으로 참석한 각국의 도예계 관계자들과 

작가들에게 직접 내년 비엔날레 행사 자료와 국제공모전 자료를 배포하며 적

극적인 비엔날레 홍보의 행보를 이어갔다. 아울러 잉거도자미술관 측에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향후에도 미술관 내에 자료를 비치

하고 홍보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오늘날 각 비엔날레들은 서로 경쟁하고 또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우관호 전시감독의 대만 방문은 아시아의 양대 도예 

비엔날레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대만국제도자비엔날레의 상호 협조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거점

을 마련한 자리로서, 향후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추진과 홍

보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교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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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도자세상, 전국 최대 리버마켓 개최 

광주서도 공예플리마켓 ‘도(陶)가 튼 날’ 개최

한국도자재단은 양평 문호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 최대 프리마켓 ‘문호리 

리버마켓’을 9월 10일 토요일 시작으로 10월 8일 및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여주 

도자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만들고, 놀고, 꿈꾸고’를 캐치프레이즈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리버

마켓은 2014년 4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핸드메이드 공예, 로컬 푸드, 벼룩시장,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프리마켓(Free Market)이다.

리버마켓은 문화장터로 고대 호혜시장(필요이상의 축척을 금하며, 잉여를 공

동체로 환원하는 시장)을 표방하며, 지역농부, 청년, 문화예술작가 등을 중심으

로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주 도자세상과 남한강 강변공원(신륵사 국민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리

는 ‘리버마켓 in 여주’의 셀러(Seller, 판매자)는 지역참여자 60%, 전국참여자 

35%, 해외참여자 5%로 구성된다. 아울러 여주지역 문화예술작가 20팀 등 총 

120여팀이 참여하여 작가들의 개성 있는 도자 작품들과 건강한 먹거리, 다양한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리버마켓 in 여주’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여주 도

자세상과 남한강 강변공원(신륵사 국민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0월 둘째주말(8~9일)과 마지막 주말(29~3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는 공예벼룩시장 ‘도(陶)가 튼 날’을 개최한다. 11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각종 공예품, 핸드메이드 제품(비누, 방향제, 천

연화장품 등), 식품(쿠키, 케익, 빵), 체험, 푸드트럭 등 30~50팀 규모의 셀러를 

모집하고 있다.

김해 분청사기 가마터 최초 발굴

도자기의 고장 김해에서 문헌에 기록된 분청사기 가마터가 최초 발굴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김해시가 유적의 추가훼손을 막고자 문화재청 긴급발굴

조사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서 발굴하였으며, 학술발

굴 용역을 맡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6월 28일 학술자문회의 및 현

장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성과를 공개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전기(14세기말~15세기 중·후반) 분청사기 가마터 1

개소 및 폐기장 3개소, 삼국시대 석곽(石槨) 2기가 출토되었다. 가마터는 초

벌실과 소성실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소성실은 8차 이상, 초벌실은 2차 이상 

보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마폐기장 3개소 중, 1호 폐기장은 면적 약 266㎡로 최대 두께 3.5m 이

상에 이르는 대규모 폐기장으로 가마가 사용되던 시기보다 더 빠른 시기로 확

인되었으며, 조업시기가 약 100년에 걸쳐 있어 현재 발굴부지 주변에 분청사

기 가마가 대규모로 더 많이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3천여점에 달하며 갑발(匣鉢), 병(甁), 호(壺), 접시 및 보(簠), 

고족배(高足杯)와 같은 제기(祭器), 벼루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었다. 

이중 사선(司膳), 장흥(長興)의 관사명(官司銘)이 상감된 발, 접시 등과 김

해(金海), 양산(梁山)명이 새겨진 명문도자기가 함께 출토되어 김해지역에서 

우수한 공납용 도자기를 제작하였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김해 구산동택지개발유적에서 발굴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

는 여러 분청사기가 확인되었으며 ‘양산’명 자기를 통해 김해를 넘어 인근 양

산지역까지 공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술위원으로 참석한 성현주 부산임시수도관장은 조선시대 전기에 ‘甘勿也

村(감물야촌)’이라는 분청사기 요업단지가 조성된 중요한 유적이며 특히, 김

해지역에서 최초로 고문헌기록과 부합하는 고고학적 실증자료로서 조선시대 

공납용 분청사기 생산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도문화재로 지정 후 예산을 확보하고 분청사기가마터를 복원하

여 분청도자기축제의 당위성을 높임과 동시에 김해도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

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작년까지 20회째 분청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도자기

의 고장이지만 그동안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지 않아 개최 당위성은 물론 

역사성을 의심받는 사례도 있었다.

청송군, 29일 심수관 도자기 기획전시 개최

경북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오는 29일 유교문화 전시 체험관에서 군 소장 

유물을 대상으로 첫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청송백자와 조선의 혼을 담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쓰마요 심수관 도자기

를 대상으로 ‘자기! 청송과 사쓰마(심수관家) 이야기’ 주제로 기획·전시된다.

유백색의 빛을 내는 청송백자 104점과 일본에서 민족혼과 예술적 자긍심

을 갖고 조선 전래의 전통가마형식의 오름가마를 지켜오며 고향을 잊지 않고 

있는 심수관家의 도자기 41점 총 145점의 도자기가 전시된다.

생활 속 쓰임에 맞추어 생산 사용된 청송백자와 예술 속 아름다움의 중심

에 선 심수관 도자기는 서로 다른 듯 닮았으며 닮은 듯 다른 두 도자기를 다음

해 8월28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이천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선발하고 있는 이천도자기명장을 선정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30년 이상 도예산업에 종사하면서 도자 연구 및 도자산업발

전을 위하여 활약한 도자기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

까지 총 4일간에 걸쳐 명장 신청 접수를 받았었다. 참가 부문은 성형, 조각, 

서화, 등으로 올해는 총 6명이 신청했었다.

도자기명장 심사는 도예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5인의 인사로 구성된 

명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과 2차 현장심사 등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 

끝에 4명의 이천도자기명장을 선정한다.

시는 2016년도 이천시 도자기명장선정을 위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

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형분야 권태영(로원요), 조각분야 김판기(지강

도요), 인화문 분야 유용철(녹원요), 디자인 분야 박래헌(원정도예원)씨를 

2016년 이천도자기명장으로 선정했다. 

시는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예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

진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선정하기 시작하여 이

번까지 총 19명의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배출시켰다. 

이천시 도자기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3년간 

매월 30만원씩의 연구 활동비가 지급된다.

도예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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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전시

김정선 7회 개인전 : 
Fun drops-관계와 흐름

기간  2016년 9월 9일 ~ 2016년 10월 3일

장소  도자세상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제1관

주최  한국도자재단

문의  031-884-8644

홈페이지  www.kocef.org

참여작가  김정선

공예공방 : 공예가 되기까지

기간  2016년 8월 31일 ~ 2017년 1월 30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3,4전시실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문의  02-2188-6000

홈페이지  www.mmca.go.kr

참여작가  공예가 이봉주, 고호형, 배형식 외 3명

김영훈 선생 기증도편 자료전 
<옛 가마터 답사기행>

기간  2016년 9월 9일 ~ 2017년 2월 19일

장소  경기 도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주최  한국도자재단

문의  031-799-1500

홈페이지  www.kocef.org

오래된 미래, 황종례전

기간  2016년 8월 26일 ~ 2017년 1월 29일

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2층 제1전시실

주최  한국도자재단

문의  031-631-6501

홈페이지  www.kocef.org

참여작가  황종례, 유근형, 장성배 등 작가 11명

테마전 ‘흙으로 빚은 조선의 제기’

기간  2016년 8월 2일 ~ 2016년 10월 23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시실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000

홈페이지  www.museum.go.kr

도자 공모전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기간  2016년 10월 4일 ~ 2016년 10월 31일 (1차 이미지접수)

장소  제한 없음

주최  한국도자재단

문의  031-645-0663

홈페이지  www.kocef.org

제2회 아름다운 우리도자 그리기 대회

기간  2016년 9월 19일 ~ 2016년 10월 7일

장소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 일대

주최  경기도 / (재)한국도자재단

문의  031-799-1515 (1585)

홈페이지  www.kocef.org

참가대상  전국 초등학생

제3회 한국여류도예가협회 
전국 도예공모전

기간  2016년 11월 11일 ~ 2016년 11월 23일

장소  한가람 아트갤러리

주최  (사)한국여류도예가협회

문의  031-229-8038

홈페이지  http://wca2014.net/main.html

참가대상   남여대학 및 대학원생, 여성작가

내용     조형도자, 생활도자 관련 도예가의 역량개발  

  및 신진도예작가 발굴

전시 및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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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고 깎고 말리고 굽는다. 

마치 요리를 하는 모습 같다. 그러나 이는 도자를 만드는 과정의 표현이다.

어렸을 적 우리는 미술시간에 색색의 컬러 점토나, 지점토, 찰흙을 조물조물 

만졌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전공과 무관

하게 도자와 연관된 많은 도예체험을 취미처럼 즐기는 것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다. 그릇부터 화기 그리고 오브제까지 취미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가 뺨치

는 실력이 놀라울 때도 있다.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는 학교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공방에서 취미로 도자작업

을 경험을 하고, 이들 중에는 판매까지 이루며 준 도예가처럼 활동하는 이들도 많

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즘은 비도예 전공자가 도자를 오랜 시간 취미로 하다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한다. 물론 전문 도예가들 눈에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결

과물들이겠지만 순수 작업에 누가 답이 있다고 했던가? 결코 쉽거나 빠른 결과물

을 볼 수 있는 과정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취미생활이니 

그만큼 우리 삶에 녹아있는 도자의 모습이 익숙하고 친근해진 듯하다. 

도자의 익숙함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미디어에도 여기저기 녹아있다.

Enchanted Melody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익숙하게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다. 바로 영화 ‘사랑과 영혼(Ghost, 1990)’에서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돌아가는 물레 위 도자를 함께 빚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주인공들의 외모와 감

성에 매료된 장면이기도 하지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레 위에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는 흙의 모습이 한 몫 더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지

만, 이 후 많은 이들이 도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환상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

하고 지금은 다른 공예의 분류보다 전문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네

의 공방에서도 매우 쉽게 우리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작업인 듯하다.

이렇듯 오늘의 도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취미생활 그리고 타전공 

작가들의 부재료로 손쉽게 이용되며 도자 비전공자임에도 매우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공예의 한 부류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남은 시간을 취미로 활용하고 싶어서, 힐링, 

체험,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등등.. 

내가 도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유학시절 대학교에서 여러 과목 중 도자가 

수업의 하나였던 적이 있다. 그때 졸업 작품에 유리와 도자를 함께 연출하였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도자는 유리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었다. 

차갑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을 만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도자 전공한 작가들이 보면 나의 도자작업에는 흠이 많을 것이 분명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흠을 찾기 전, 과정에 녹아있는 나의 이야기들과 결과물이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이다. 나는 도자 흙을 만지는 동안은 가끔 유리를 불 때보

다 마음이 편하다.

비전공자임에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나무랄 사람이 없다, 그저 취미의 일부분

으로 조금 더 가까이서 나의 작업에 응용할 뿐.. 도예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내 삶에 녹아있는 작업 중 하나이다.

나도 유리를 전공하고 유리 작업을 직업으로 삼은 작가이지만, 나의 첫 유리

작업은 지금의 작업에 비하면 볼품은 없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을 느낀다. 파이

프를 한번 돌릴 때마다, 유리에 입김을 한번 불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고 최선을 

다 했던가!?

 직업이기 전 배움의 길 위에 간절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작업이기에 그 가치는 

지금의 작업보다 크다고 장담한다. 

도자도 그러한 듯하다. 비전공자로서 흙을 빚고 말리고 깎고 굽는 순간까지

도, 나의 손길은 뜨거운 유리를 다룰 때 보다 섬세하고, 아기 엉덩이를 만질 때 

보다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무념무상, 뇌의 호흡이 중

지된 것을 느낀다. 대신 나의 나머지 감각들이 한곳으로 집중된다. 

정서적, 정신적으로 이보다 깔끔한 힐링은 없다고 본다.

공예라고 말하면 어려운 것이 취미라고 하니 가까워진다. 좋아하는 것은 취

미로 남겨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업이 되면 더 이상 취

미가 아니다. 욕심 없이 즐기고 그 상황을 만족하고 있을 때 비로소 100점짜리 

취미가 된다. 

칸트는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두뇌’ 라고 했다. 잠시 나의 뇌를 쉬게 

해주고 손을 축축한 흙 위에 올려 놔보자. 

도예가가 되려 하지 말고, 비도예가로써 부담없이 흙을 만져보라고 권하고 싶

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도 좋고 미술시간의 아이의 마음이 되어도 좋다. 오

늘 나의 머릿속의 갖은 고민거리와 쓸모 없는 생각을 흙과 함께 가마 속에 넣고 

불을 올리자. 마음껏 주무른 흙으로 빚은 그릇을 내 식탁 위에 올려놔보자. 이

는 오로지 비도예 전문가만이 만족할 수 있는 도자의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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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인 기고란

양유완

Website www.momowani.com / E-mail mowani.glas@gmail.com

학력

●  2007-2011  Monash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Bachelor of Art and Design; Fine Art_ Glass Blowing

●  2016 경희대 석사 졸업

전시경력

●   개인전 
2014 Holiday in Honeymoonbay, Lstore, Seoul, Korea 

2016 도토리; 시간은 진심이다 (About Time) , Palise De Seoul, Korea

●   단체전 
2010 -2011 Ranamok Glass, Australia 

2010 Tyro - Ausglass, Glass Plus Gallery,Melbourne, Australia 

2012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Milano, Italy 

2012 London Design Festival(LDF), Mint Gallery,London, UK 

2013 Screen Exhibition,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3 Summer Objects Exhibition, VOGOZE, Seoul, Korea 

2013 Art&Cook, 세종 문화회관, Seoul, Korea 

2014 테이블데코페어 ‘CASA 2014 디자이너 10인전’, Seoul, Korea 

2014 ‘Merci’ 윤현상재, Seoul, Korea 

and more..

●   브랜드콜라보레이션(기업 브랜드 / 대표 협업작업) 
2013 CJ Story On 티저광고 

2014 삼성 신경영 20주년 기념 조형물 

2014 광주요 캐쥬얼라인 

2014 코렐 파스텔멜로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2014 청담동 분더샵 쥬얼리 매장 천장 조명 시공 

2016 오설록 티뮤지엄 워터디스펜서 

2016 한성cc 로비 조형물 제작 

2016 이래에셋 블랙스톤 CC 외부조형물 제작(진행중) 

and more..

양유완 (모모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