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으로 누리는 평화 “玩(완)”

곤지암도자공원 광주시민의 날

기간 : 2019. 9. 27. ~ 11. 24. 
 (※ 페스티벌 2019. 9. 27. ~ 10. 13.)

주요프로그램

부대행사 

곤지암 공예 프리마켓 및 리버마켓
(9. 27. ~ 10. 13./곤지암도자공원)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공예품 및 소품, 빈티지 도자, 분재, 건강한 먹거리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문화예술장터

전시

광주 특별전 <남북도자 하나 되어>  
(9. 27. ~ 11. 24. / 경기도자박물관)

남북한 전통 도예가인 황인춘, 유근형, 지순택, 우치선, 임사준과 그의 

후손들의 작품 및 남과 북의 도예 발전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  

창작교류행사
남북도자 특별강연 
(경기도자박물관)

분단 이후 전개된 남북의 전통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도자예술의 

전망과 미래를 모색하는 강의 

- 남북도자 회고와 전망(10. 4.(금), 16시)

- 한국의 전통도자(10. 9.(수), 16시)

체험·참여 이벤트
한반도 평화기원 프로그램

세라믹플라워가든 ‘평화의 꽃 만들기’
(9. 27. ~ 10. 13. / 곤지암도자공원)

‘화해와 평화’라는 꽃말을 지닌 데이지 꽃을 도예인들과 관람객이 함께

25,915개의 도자기 꽃으로 만들어 곤지암도자공원 내에 <세라믹플라워

가든>을 조성. 25,915개의 숫자는 남북이 갈라진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일(日)수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

전시

•광주 특별전 <남북도자 하나 되어>

창작교류행사

•남북도자 특별강연

     - 남북도자 회고와 전망

     - 한국의 전통도자

체험·참여이벤트

•한반도 평화기원 프로그램

    <세라믹플라워가든 ‘평화의 꽃 만들기’>  

•남북도자 전시 연계교육

•가족 흙놀이

•토기를 굽자

•도예가의 물레

•함께하는 라꾸가마 

•세라믹 신공

•나도 도예가 

•민속놀이체험

부대행사

• 문화공연 

    - 비엔날레 초청공연, 농악공연

• 마켓 

    - 곤지암 공예 프리마켓 및 리버마켓

“시민과 함께하는 비엔날레”
 - 일정 : 2019. 10. 1.(화)

 - 장소 : 곤지암도자공원         

 - 대상 : 광주시민

 - 내용 : 무료입장 및 선착순 300명 경품 증정

             ※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

 
공항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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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 

지하철: 

승용차: 

인천공항 ▶ 광주터미널 ▶ 시내버스(300, 114, 1113-1번) ▶ 경기도자박물관 하차

동서울터미널(좌석버스 1113-1번) ▶ 곤지암도자공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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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속도로(곤지암IC) ▶ 3번국도(이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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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덴마크 국제도자연구센터 굴레아고, 

  영국도자비엔날레, IAC(국제도자협회), 시공주니어

전시
●  2019 국제공모전, 대상작가 특별초청전
●  광주특별전 <남북도자 하나 되어>
●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테이블웨어특별전 <닮고 닮다>

라이브형 예술행사
●  퍼포먼스, 아티스트 토크

온라인 플랫폼
●  아티스트 온라인 쇼룸, 
   온라인토크·퍼포먼스·세미나

※ 경기도민 정책축제 (10. 18. ~ 19.)

창작교류행사
●  한·덴 공예창작 교류행사, 커뮤니티 프로젝트
●  남북도자특별강연 
●  공예메이커페스타 in 여주

체험·참여이벤트
●  세라믹플라워가든
●  흙놀이 경연대회, 나만의 도자테라리움 만들기, 
   클레이 올림픽, 클레이 플레이 등

부대행사
●  문화공연, 마켓
●  평화콘서트 <마실>
  “김제동과 함께하는 돗자리 토크(9. 28.)”

※ 입장권 구입 www.koce.org / 사전예매시 최대 25% 할인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