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으로 빚는 평화 “産(산)”

여주도자세상 여주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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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개막식 “흙의 평화”

- 일정 : 2019. 9. 27.(금), 13:00 ~ 14:30

- 장소 : 여주도자세상 공연장

- 프로그램 : 국제공모전 참여작가 ‘엥헬 개막축하 퍼포먼스’, 

                   개막 세레모니, 축하공연 등

특별이벤트 ‘평화의 소녀상’ 전시 
(10. 9. ~ 10. 20. / 도자세상)

- ‘평화의 소녀상’ 전시 및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소녀상 3D 프린팅 제작시연 

전시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9. 27. ~ 11. 27. / 세계생활도자관)

우리도자를 활용한 다채롭고 아름다운 식문화 공간을 보여주는 

도자 테이블웨어 전시

공예메이커페스타 in 여주
(9. 27. ~ 10. 13. / 물의회랑 A 및 광장)

신 공예흐름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제작한 공예품 전시

디지털장비 체험존 3D 프린터와 3D 펜 시연, 체험  

디지털공예 제작대회 대학생 5개팀이 벌이는 공예관련 융복합경연대회 

여주 공예 학술대회 신 공예산업 물결과 관련한 학술 컨퍼런스 

여주 공예 판매존 여주 작가 작품 판매존

참여 이벤트
(9. 28. ~ 10. 13. 주말 및 공휴일 / 도예랑 광장)

라면파이터 라면 빨리먹기 대회

도자OX퀴즈 도자관련 상식 OX퀴즈

흙높이쌓기 대회 (9. 27. ~ 10. 13. 주말 및 공휴일) 

무게를 맞춰라 저울로 도자무게 맞춰 가져가기

럭키박스 (9. 27. ~ 10. 13.) 매일 선착순 50명(평일) 또는 

                                          100명(주말)에게 랜덤 경품 증정

전시

•2019 경기도자테이블웨어공모전

•테이블웨어특별전 <닮다 닮다>

공예메이커페스타 in 여주

•신 공예흐름전(New Craft + flow) 

•디지털장비 체험존(Maker Play Zone) 

•디지털공예 제작대회(Art&Craft Makerthon)  

•여주 공예 학술대회(Y-Maker Conference) 

•여주 공예 판매존(Y-Maker Market) 

체험·참여이벤트

• 푸드 이벤트

• 흙높이 쌓기 대회 

• 도자OX퀴즈

• 피노키오와 마법톱니

• 진로탐색체험

• 보드게임대회

• 메이커 체험

• 3D펜 체험

• 도예체험장(물레, 빚기, 페인팅 등)

• 라면파이터

• 종이 도자 만들기

• 럭키박스 이벤트 

• 한글날 이벤트

• 도자 무게를 맞춰라

부대행사

•문화공연 

    - 뮤지컬 가요 드라마, 비엔날레 초청공연

•마켓 

    - 공예아트마켓 & 리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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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여주도자세상

 - 대상 : 여주시민

 - 내용 : 무료입장 및 선착순 300명 경품 증정

             ※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여주도자세상 세계생활도자관

 
공항버스 : 인천공항 ▶ 여주터미널 ▶ 시내버스(1-42번) ▶ 신륵사 정류소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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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여주터미널 ▶ 시내버스 ▶ 신륵사 정류소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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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영동고속도로(여주IC) ▶ 37번국도(이천·여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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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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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