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예와 창업, 지역과 문화를 혁신하는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여성공예인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합문화플랫폼입니다. 

여성공예(예비)창업가 약 53팀에게 shop형 창업실과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과 시민에게 다양한 공예 전시, 교육, 마켓, 생활창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는 공예 창작과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펼치며 서울의 공예문화와 공예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혁신기지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서울시가 만들고 사회적기업 (사)일상예술창작센터가 수탁

운영 합니다.

공예창업
- 여성공예(예비)창업가들의 주체적인 활동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과 매개

공예혁신
- 여성공예의 새로운 발전과 혁신을 위한 신기술 융합과 제작혁신

- 여성공예발굴을 위한 여성공예사업총괄

지역재생
- 공예와 지역 시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공예문화확산

-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우)01849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www.seoulcraftcenter.kr   T. 02-94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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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공예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은 2013년 처음 

시작하여 공예분야 대표 창업공모전으로 여성공예가들의 창업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아이템을 검토하는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진출자 60팀을 선발하며 대전 

현장에서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대전 현장 참여 과정을 통해 차세대 

여성 공예 창업자 30팀을 최종 선발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이 수여되며 사업 멘토링, 판로지원 연계, 여성창업보육기관 입주 

지원 시 우대 등을 제공하여 창업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통해 공예창업을 실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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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일시ㅣ매년 8월~ 9월 경

공모분야ㅣ공예분야 (직접 디자인, 제작한 공예의 모든 분야) 

모집방법ㅣ서울여성공예센터 여성공예사업 홈페이지(www.seoulcraft.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모집대상ㅣ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소재지(재학중인학교/여성인력개발 기관 

                교육생 및 수료생)가 서울인 창업 3년 미만의 서울 소재 여성공예 창업기업 

수상자특전   - 서울특별시장 상장 

-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대 (동상이상) 

- 선정자 사업 멘토링 지원 (동상이상) 

- 서울여성공예센터 추진 공예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우선 대상 

여성공예사업홈페이지ㅣwww.seoulcraft.kr  

참가문의ㅣ02-948-1144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소개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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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CRAFTS

고혜진 김보겸 도레미 박중향

서주혜 윤아림 전제이 최혜선



고 혜 진
진주얼리 Jin-Jewelry

SNSㅣinstagram.com/jini8803
          instagram.com/jin_jewelry__

e-mailㅣjini8803@naver.com

태팅레이스 패턴을 응용한 실버주얼리를 제작합니다.  

태팅레이스 강사와 도안작가 경력으로 직접 디자인한 태팅레이스 

패턴을 응용하여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드레시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실버주얼리를 만듭니다. 실로 제작하는 레이스의 한계를 벗어나 실버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실버장신구   

재질 ㅣ은 (92.5%) 

▲ 크로버 레이스 세트  set  170,000원 

▶ 레이스 머들러 세트  set   38,000원

규격 ㅣ 메인펜던트 24x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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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 겸
soje studio

SNSㅣinstagram.com/sojestudio_official

e-mailㅣkyomikim0530@naver.com

soje studio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보이는 스튜디오입니다. 

soje studio는 공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수공예적 감성이 담긴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의 주된 

아이템은 탯줄 보관함과 베이비 주얼리이며 주된 소재는 은(silver925)입니다.

주요품목 ㅣ 탯줄 보관함, 베이비 주얼리   

재질 ㅣ은 (92.5%), 색실, 천 

◀ silver round ball / necklace / bracelet

▼ SOJE x umbilical cord box
 
     280,000~300,000원

규격 ㅣ 82x63x20 mm 

            팬던트. 13x13 / 14x1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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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레 미 
TOULA 

SNSㅣinstagram.com/toula.official

          카카오플러스친구 @toula

e-mailㅣtobetoula@naver.com

The way to share some happiness. 라오스의 매력을 담은 

실버 주얼리 브랜드 TOULA. 

2018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뚜라는 오랜 기술력과 

다채로운 문화가 집약된 라오스 전통 은공예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워, 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문화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전통 은공예 기술과 한국의 디자인,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제작된 뚜라의 제품은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지닙니다. 

뚜라는 라오스 청년 디자이너와 은공예 장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요품목 ㅣ 실버주얼리   

재질 ㅣ은 (92.5%) 

▲ 코끼리 풀코인 팔찌  70,000원
    코끼리 원코인 팔찌  36,000원 
    (더블꼬임, 기본꼬임, 비즈볼)

▶ 코끼리 발자국목걸이S,M  40,000원 / 40,000원

규격 ㅣ 170x25(150x25,150x25) mm 

            M 500x50 mm

            S 450x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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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 향 
CELL-LOVER=셀(cell)+러버(lover)

SNSㅣblog.naver.com/baha117

e-mailㅣbaha117@naver.com

우리는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나 노화로 인한 흉터와 주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세월은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CELL-LOVER는 개인의 삶의 기억

과 발자취를 함께 공감하고, 세포들이 재생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세월지우개(Time eraser)로 아름

다움만 남기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집니다. 세포와 나이테, 클로버의 이미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금속과 

패브릭을 조화시킨 choker와 long necklace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CELL-LOVER를 접하는 순간,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품목 ㅣ 스카프형 목걸이  

재질 ㅣsilver, fabric, cubic zircornia, tera hertz / silver, fabric, cubic zircornia, jade

◀ Time eraser-4  180,000원

◀◀ Time eraser-5   300,000원

규격 ㅣ 120x120 mm

            120x350 mm

            120x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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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 혜  
MOON atelier

www.moonatelier.co.kr

SNSㅣinstagram.com/moonatelier_workshop

e-mailㅣmoonsilks@naver.com

레이스를 모티브로 만든 시그니처 텍스처가 들어간 실버주얼리와 오브제 그리고 

업사이클링 실버주얼리를 제작합니다

주요품목 ㅣ 실버장신구, 실버오브제   

재질 ㅣ은, 담수진주, 18k도금, 핑크골드도금, 백금도금

◀ 레이스 메탈 실버 주얼리 세트  set 350,000원

▼ 레이스 메탈 실버 주얼리 브로치  68,000/ea 원
 
규격 ㅣ 45x4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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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아 림 
아뜰리에아림 atelier_arim

SNSㅣinstagram.com/atelier_arim

e-mailㅣatelier_arim@naver.com

"단아함을 기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여 만든" 아뜰리에 아림입니다.  

한복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단아함' 

웨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고급스러움' 

가장 한국스러운 단아함과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절제미가 있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핸드메이드 

헤어장식을 만듭니다. 

주요품목 ㅣ 웨딩헤어장식  

재질 ㅣ담수진주, 크리스털(체코산) / 은도금,담수진주, 핵진주, 자개꽃 

▲ 진주와 크리스탈의 어울림   155,000원

▶ 봄날 코사지   48,000원

규격 ㅣ 350x70 mm

            110x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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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이 
Your J

e-mailㅣjeicraft@naver.com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사랑하는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간직하세요. 

당신의 제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YOUR J 는 메모리얼 스톤을 활용한 주얼리 전문 브랜드입니다. 

주요품목 ㅣ 반려석(메모리얼스톤)장신구   

재질 ㅣ은 92.5%, 황동 cz

▲ 고양이 발도장 로켓목걸이   90,000원
    고양이 실루엣 브로치   60,000원
    고양이 골드&실버 목걸이   50,000원 

규격 ㅣ 18x20x10 mm

            36x25x1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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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혜 선
갤러리루프탑 galleryROOFTOP 

SNSㅣinstagram.com/galleryrooftop 
          instagram.com/galleryrooftop_studio

 e-mailㅣgalleryrooftop@naver.com

갤러리루프탑은 1인 예술창작 브랜드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며, 사유를 담은 작품

을 제작합니다. 일상의 사물과 풍경에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주얼리를 선보

입니다.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작은 금속 안에 정교한 디테일과 감성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실버주얼리  

재질 ㅣ은(92.5%) 

▲ 타(打) 목걸이 - 징, 북, 경, 도    80,000/ea 원

규격 ㅣ 약 30x40x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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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POTTERY

권혜진 김명지 김수영 박혜영 소혜정 손설희

안진희 원유선 윤승연 이   은    정지희



권 혜 진  
반느 BANNE

e-mailㅣbanne015@naver.com

반느는 프랑스어로 야채를 수확하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밝은 파스텔톤의 컬러감과 내추럴한 비정형 쉐잎을 가진 자연을 닮은 자연 그대로의 그릇으로 가볍고 

사용이 편한 두께감이 실용적인 테이블웨어 입니다. 

- 일품요리와 채소요리를 담아내는 넉넉한 사이즈의 볼 

- 브런치와 빵, 과일 등 다양하게 쓰임이 좋은 플랫한 접시류 

- 커피와 함께하는 하루를 위한 컵과 드리퍼 세트 등을 만듭니다. 

주요품목 ㅣ 식기  

재질 ㅣ도자 

▲ 머그컵과 드리퍼   set 70,000원

▶ 사각접시   set 150,000원

규격 ㅣ 950x550 / 115x950 mm 

            대210x140x33 / 중180x120x33 / 소85x120x3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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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과 쓰임을 담은 사물로 꾸민 공간, 명작공원 

한국 전통을 모티브로 한 도자기를 만듭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드는 다양한 리빙용품과 

액세서리 등 폭넓은 작업으로 미감과 쓰임을 연구합니다. 

조선 청화백자의 푸른 장식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꽃과 식물을 그립니다. 꺾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이지만, 도자기라는 조금 달라진 흙 위에서 오래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자기 위에서 

자라난 식물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에게 의미와 유용을 줍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사물로 

곁에 머물 것입니다. 

주요품목 ㅣ 화병, 문방사우, 도자 귀걸이  

재질 ㅣ청화백자, 수금 

◀ 천일홍무늬화병 / 수박접시세트 / 맨드라미컵 / 물결컵   50,000 / 37,000 / 15,000 / 25,000원

▼ 新문방사우 / 도자기 필통   set 50,000원

규격 ㅣ 65x65x90 / 소153x153x5 / 대180x180x25 / 75x90x110 mm 

            75x90x110 / 75x75x110 mm  

김 명 지  
명작공원  

SNSㅣinstagram.com/myung.jak

 e-mailㅣ1kmj@naver.com



오브수는 일상 속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적 유닛 오브제들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집한 

유닛들을 재구성해 세라믹 상품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디자인해 많은 이들에게 

심미성과 실용성을 둘 다 지닌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요품목 ㅣ 식기, 컵  

재질 ㅣ자기질 

▶ 수도꼭지의 재구성   30,000원

▼ 나사 박힌 잔   20,000원 

규격 ㅣ 35x43x55 mm

            80x50x50 mm

김 수 영   
오브수  

SNSㅣinstagram.com/ofsoo91

 e-mailㅣofsoo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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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단(單 홑 단)은 ‘오직’이라는 의미로, 도자기를 만드는 딸이 엄마와 함께 쓰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도자 브랜드입니다. 

기존 제품에 작은 아이디어를 더해 보다 실용적인 주방, 생활용품을 자체 제작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통해 갓 살림을 시작한 딸과 살림고수인 엄마가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품목 ㅣ 도자오브제  

재질 ㅣ도자 

◀ ▼ 헤리티지（HERITAGE）  set 40,000 (ea 9,000)원

규격 ㅣ 90x100x25 mm 

박 혜 영  
스튜디오,단  

e-mailㅣstudiodan@hanmail.net



반복되는 일상 속 지친 당신에게 반가운 친구를 선물해 드릴게요. 캐릭터도자아트 브랜드 소구씨

(sogussi) 입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의 친구가 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에 맞게 차근차근 한발 한발 

준비해 가면서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만듭니다. 도자기라는 따뜻한 재료를 가지고 개성있는 캐릭터를 

탄생시켜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주요품목 ㅣ 도자오브제, 도자식기   

재질 ㅣ자기질 

▶ 듀곰이 본능을 +1 획득했습니다   100,000원

▼ 헤롱헤롱 술잔   10,000원 

규격 ㅣ 70x80x170 mm

            48x48x40 mm

·22

소 혜 정   
소구씨 sogoossi  

SNSㅣinstagram.com/sogoossi

e-mailㅣsogoos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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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T, S ]는 흙과 유약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자제품

과 3D 프린팅, 섬유, 우드, 금속과 같은 다양한 재질을 믹스 앤 매치 하여 

일상적 용도와 더불어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겸

비한 <생활 예술품>을 디자인 합니다. 

주요품목 ㅣ 테이블웨어 

재질 ㅣ도자 

▲ ▶ <瓦| 와>티웨어시리즈 _티팟 / 커피컵&소서 / 티컵 / 오브제  
         150,000 / 68,000 / 32,000 / 35,000원

규격 ㅣ 155x110x110 mm

            84x84x70 mm

            110x110x15 mm 

            74x74x60 mm

·23

손 설 희  
오브제콤마에스 [OBJET, S]  

OBJET-COMMA-S.COM
SNSㅣinstagram.com /objet_comma_s

 e-mailㅣobjet.comma.s@gmail.com



전통적 공예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더하다. 세라믹공예를 기반으로 한 

AN Craft Factory는 기술과 융합된 공예를 꿈꿉니다. "The first bird on the 

moon : 3D printer 출력물(기술) + 옻칠(공예) + LED(기능)"은  디자인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기본 베이스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천연도료인 칠공예

(생옻칠)를 더하여 아날로그적 감성과 편안한 자연의 색감을 갖도록 합니다. 

시각적 형상은 아이템의 사용(ON)과 사용하지 않음(OFF)에 차이를 둠으로써 

서로 다른 형상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주요품목 ㅣ 도자생활식기, 핸드페인팅 장식 도자   

재질 ㅣ옻칠 도자 

▲ "the first bird on the moon" (대,중,소)   70,000 / 60,000 / 50,000원

◀ 조명 빈티지코발트 큰부리새_디퓨져   set 50,000원 

규격 ㅣ 대140×30×160 / 중130×30×145 / 소120×30×125 mm

            100×80×160 mm

안 진 희   
AN Craft Factory  

 

e-mailㅣzenithajh@naver.co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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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는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용도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기하 도형의 조합으로 디자인된 ‘Crossover’는 수 작업으로 처리한 표면의 

질감으로 인해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성을 가집니다. 공간에서 오브제 역할 

뿐 아니라 화기, 팬홀더, 디퓨저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책상, 선반, 서랍

장 등 좁은 틈에서 감성적 공간 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rossover’는 친숙한 공간에서 ‘교차가 주는 새로움’을 제공합니다. 

주요품목 ㅣ 도자 인테리어 소품 

재질 ㅣ도자 

▲ Crossover -sphere + 2   32,000원
 
▶ Crossover - sphere + box   38,000원

규격 ㅣ 40x40x150 mm

            70x70x105 mm

원 유 선     

SNSㅣinstagram.com/yousun_won

 e-mailㅣpllm1@naver.com



도자공예를 전공하여 도자공예품을 제작합니다. 도자기의 단단함과 주전자의  균형미를 

좋아하여 녹수청산이라는 주전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녹수청산이라는 주전자 시리즈는 새와 

나무, 개구리와 연잎, 잉어와 물결 세가지 시리즈의 상품입니다. 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주전자의 손잡이와 덮개 손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품목 ㅣ 주전자   

재질 ㅣ도자 

▲ ◀ 녹수청산   80,000원

규격 ㅣ 180x90x120 mm

윤 승 연  
 

SNSㅣinstagram.com/ceramic_ysy

e-mailㅣo0_0oaa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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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도자기와 옛그림(민화) 속에 담긴 동.식물 등의 좋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들 일상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힐링의 시간을 

통해 바쁜 현대인의 생확 속에 안정된 마음의 쉴 틈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품목 ㅣ 생활 소품 

재질 ㅣ도자 

◀ 민화그림 액자    set 100,000원

▲ 민화 화병   set 30,000원

규격 ㅣ 160x275 mm

            65x65x140 mm 
 

이 은   

SNSㅣinstagram.com/with_craft

 e-mailㅣbbikabika@naver.com



작업실 ‘베란다 요기’는 홈카페를 위한 생활자기로 민화를 소재로 한 백자 티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화의 익살스러움과 쉽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현대의 미감에 부합되는 특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식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생활자기   

재질 ㅣ도자 

▲ 작호도   150,000원

◀ 책가머그   30,000원 

규격  ㅣ 160x95x115 mm

             105x85x85 mm

·28

정 지 희   
베란다요기  

SNSㅣinstagram.com/veranda.yogi

 e-mailㅣyogijih22.jung@gmail.com



WOOdWORkIng

김서하 배영주 양경화

이지연 한지원 현서진



도심 속 아웃도어 라이프를 풍성하고 가치있게 즐기려는 소비자를 위하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상품을 디자인 및 제작합니다. 

주요품목 ㅣ 목공 인테리어 상품   

재질 ㅣ스프러스 집성목(친환경 마감재 사용) 

▲◀ 와인 피크닉 키트   230,000원 

규격 ㅣ400x420x205 mm

김 서 하   
Ue+D, urban eco design 

SNSㅣinstagram.com/urbanecodesign

 emailㅣurbanecodesig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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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변신하는 변형 가구  

주요품목 ㅣ 목공가구   

재질 ㅣ나무/스프러스(18T) 

▶▼ Transform chest   370,000원 

규격 ㅣ370x300x750 mm

배 영 주   

emailㅣbyju825@naver.com



우드랩 양양은 100% 원목나무를 사용하여 나무 고유의 색깔과 각기 

다른 무늬로 "단 하나 뿐인 내 것"을 당신을 위해 만듭니다. 

나무에서 오는 따듯함을 느낄 수 있게 실생활 소품이나 가구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페인트나 스테인으로 색깔을 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요품목 ㅣ 목공가구   

재질 ㅣ하드메이플, 월넛 / 부빙가, 레드오크

▲◀ 키친스툴(스텝스툴) I / 키친스툴(스텝스툴) II   400,000원/ea 

규격 ㅣ360x320x620 mm 

           360x320x600 mm

양 경 화   
우드랩 양양 

SNSㅣinstagram.com/woodlab_lamblamb 
          blog.naver.com/woodlab_lamblamb

 emailㅣwoodlamb_lamblam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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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마마는 '원목제품은 무거운 느낌에 어렵고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엄마의 

감성으로 아이들에게 편하게 이용되어지는 아이디어 원목상품, 가벼우면서 우리생활에 어우러지는 

light한 가구, 재밌고 아이디어 톡톡 튀는 나무이야기를 만듭니다. 

 

주요품목 ㅣ 목공가구 (원목교구)   

재질 ㅣ나무/스프러스(18T) 

▲ ▶ 컴팩티드 하나로 보드 테이블   430,000원 

규격 ㅣ 560x560x320 mm

이 지 연   
woodmama 

SNSㅣinstagram.com/woodmama2564

 
emailㅣtexsunsu@gmail.com



What Z(와츠)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뜻합니다. 내 공간(작업공간)안에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 있는 소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품목 ㅣ 목공조명소품   

재질 ㅣ 자작나무 / 멀바우 원목

▲ 전통복주머니 led조명   55,000원
 
◀ 전통패턴조명거치대   23,000원 

규격 ㅣ 185x70x60 mm

            115x70x60 mm

·34

한 지 원   
스튜디오와츠 What Z 

SNSㅣinstagram.com//han.ji_won
          facebook.com/Interspaceon

 emailㅣhjs8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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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형태(악어)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머리와 몸통의 상판 부분은 자석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는 상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을 때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테이블로 사용합니다. 수납을 할 때는 

머리와 몸통 부분의 상판을 열어 물건을 넣다 뺄 수 있으며 이야기 설정 장난감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품목 ㅣ 목공가구, 나무인형 

재질 ㅣ삼나무 

▼ ▶ 악어수납테이블  / 나무인형블   350,000원  / 10,000~30,000원 

규격 ㅣ 1200x350 mm

현 서 진   
그레그래  목공 

SNSㅣinstagram.com/hyunseojin

 emailㅣdoro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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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권기정 권정옥 김윤영 문미영

박수영 서혜선 성정미 신    현 유현진

윤겸주 윤미애 이연수 최정인



·38

가치입다는 좀 더 가치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오랫동안 변함없이 입을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가치 있고 같이 입을 수 있는 가치입다 입니다.  

주요품목 ㅣ생활한복 

재질 ㅣ데님 

◀◀ 조각보 플리츠원피스   250,000원

◀ 조각보 두장소매자켓   250,000원 

규격 ㅣfree size

강 민 정   
가치입다 

SNSㅣinstagram.com/luxe19800
          blog.naver.com/luxe1980

 emailㅣluxe1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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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관광문화상품 중에 아직 

상품화가 미흡한 유아동상품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입니다. 전통한복의 공예

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전통한복의 생태적이고 순환적

인 공예의 특성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품목 ㅣ 관광문화상품형 유아동한복   

재질 ㅣ워싱광목

▲ ◀  035누빔꼬까   48,200원  

규격 ㅣ450x500 mm

·39

권 기 정  
보나때때  

 

emailㅣbonate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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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자리는 다양한 한국적 소재를 활용한 모던한 감성의 새로운(New) 한스타일(Korean Style)제품 브랜드 

입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소재와 패턴을 적용하여 실용적 생활소품을 만들고, 전통 패턴의 모던화된 

모듈을 통해 생활제품에 접목하여, 생활 속에 활용되는 공예적 감성의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갑니다.  

주요품목 ㅣ 리빙소품(테이블매트, 식탁보, 쿠션, 앞치마) 

재질 ㅣ린넨 / 거즈면 

◀ 라인머플러   38,000원

▼ 도자기 키친타올   25,000원 

규격 ㅣ 1750x50 mm 

            210x260 mm

권 정 옥   
자리자리 

www.zarikorea.com

 emailㅣzari@zar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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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 바늘의 '늘'과 '언제나'의 중의적 의미 

고(古) : 옛 고  

우(遇) : 만날 우 

다(多) : 때마침 다  

바늘이 때마침 옛것과 만나다 라는 뜻과 언제나 곱다는 뜻을 중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전해져 내려온 옛것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깊은 뜻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함께하고 있

습니다. 그 가치들을 지금의 엄마의 손길로 재해석하여 만든 언제나 고운 내 아이의 물건을 만드는 것, 그것

이 늘 고우다의 마음입니다. 

주요품목 ㅣ 유아용품  

재질 ㅣ화섬실크, 면실

▶ ▼ 오래오래 실 미니백   28,000원  

규격 ㅣ 170x120 mm

·41

김 윤 영  
늘, 고우다  

 

emailㅣk30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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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은 최대한 배제하며, 원단자체의 특징과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합리적인 가치의  

패션 패브릭 브랜드입니다.  

주요품목 ㅣ 패브릭 가방 

재질 ㅣ면, 린넨, 소가죽 / 면, 소가죽

◀ 스퀘어 와구백   58,000원

▼ 트라이앵글 와구백   48,000원 

규격 ㅣ 360x450 mm

            550x650 mm

문 미 영   
bus.75
 

SNSㅣinstagram.com/bus75_mmyself

 emailㅣmmyself@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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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수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영감을 얻어 디자인, 제작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를 놓고 실을 감고, 뜨고, 바느질 하는 등의 섬세하고 

다양한 작업을 통해 희소성과 소장가치가 높은 수공예 장신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스텀프워크 입체자수 장신구  

재질 ㅣ린넨사, 모사, 와이어 등

◀ 줄기목걸이   45,000원

▼ 열매 코사지   38,000원  

규격 ㅣ 120 / 50x80 mm 

·43

박 수 영  
데이지수 

 

SNSㅣinstagram.com/sypark2170

 emailㅣredeye1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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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for your companion animals, 당신의 반려동물에 행복의 색을 입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스토리를 담은 Sweetie Bubba/스위티부바는 핸드메이드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로서 

반려인과 반려견의 외출용품을 중심으로 반려견 의류, 침구, 가방, 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수직, 수편의 공예적 감각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로 

가족으로 함께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반려동물용품       

재질 ㅣ겉감/모,아크릴  안감/면 

▲ 버티컬 반려견 Harness&Lead   88,000원

◀ 라인 반려견 Neckwear   33,000원 

규격 ㅣ M 목둘레 290, 가슴둘레 420, 등길이 190 mm

            M  목둘레 280, 폭 150 mm

서 혜 선   
스위티부바 Sweetie Bubb 

www.sweetiebubba.com
SNSㅣsweetiebubba.modoo.at   
          blog.naver.com/sweetie_bubba        
          instagram.com/sweetiebubba

emailㅣsweetie_bub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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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공예의 전통 바느질을 활용한 손바느질 공예품을 만듭니다. 

조각보를 만드는 감침질이나 연잎다포를 만드는 꼬집기 등을 이용합니다. 

염색 무명이나 광목에 패턴을 뜨고 그것으로 생활소품을 만들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게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무릎담요, 팔목토시  

재질 ㅣ천연염색광목, 무명

▶ ▲ 품위있는 겨울   200,000 / 30,000원  

                               규격 ㅣ 800x600 mm

                                           120x160 mm

·45

성 정 미  
언니실꽃 

 

SNSㅣinstagram.com/unnisilkkot

 emailㅣjnng0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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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은 삶이다. 

블루버드앳홈은 '집'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 패브릭 브랜드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모티

브를 얻은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제품으로 당신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주요품목 ㅣ 가방, 앞치마, 생활소품       

재질 ㅣ 린넨, 면, 가죽 

▲ 친한행주 / 피어양파백 / 반달에이프런과 요리두건 / 가오리밥솥커버   
     3,500 / 12,000 / 55,000 / 12,000원 

◀ 마실백   59,000원
 
규격 ㅣ 230X300 mm 

신 현   
블루버드앳홈 

emailㅣbombitt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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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담은 스카프 비채는 핸즈플러스 협동조합의 여성공예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카프 

브랜드입니다. 저희의  천연염색 스카프는 기존 천연염색 대비 버려지는 물의 양을 십분의 일로 줄이

고 몸에 해로운 알루미늄 성분은 사용하지않는 친환경 천연염색 기법을 사용 중이며 모던하고 맑은 

색상으로 일상복에도 연출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저고리 스카프는 한복의 저고리 배래선을 모티브 고리 장식을 더하여 브로치나 다른 악세사리 

없이 장식성을 부여하고 누구나 쉽게 스카프를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주요품목 ㅣ 천연염색 스카프, 디자인 스카프  

재질 ㅣ 실크, 모달

▶▶바람연빛 천연염색 스카프  78,000원
  

▶ 하늘쪽빛 천연염색스카프   78,000원  

규격 ㅣ 800x2000 mm

·47

유 현 진  
핸즈플러스협동조합 <빛을 담은 스카프 비채> 

 

SNSㅣhandspluscoop.modoo.at

 emailㅣebtm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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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CO는 'knit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중점으로 기본에 충실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니트 제품을 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환경 오염(원사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여 킬코의 모든 핸드

메이드 제품들은 멀쩡하지만 버려지고 방치되는 소량의 원사들을 모아서 제작합니다. 

니트의 즐거움과 함께 지구 환경을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을 느껴보세요. 

주요품목 ㅣ 니트 원사 및 제품  

재질 ㅣ 니트

▲ macaron clutch   20,000원
  

▶ basic muffle   32,000원  

규격 ㅣ 330x1700 mm

                                              120x120 mm   

윤 겸 주  
킬코 KYLCO 

 

SNSㅣinstagram.com/kylco_official 
          blog.naver.com/kylco

 emailㅣkylco@naver.com



일상 속의 작지만 특별한 기쁨'을 주제로 한 패브릭 제품들을 제작하고 선보입니다. 

동화적인 감수성과 사실적인 표현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미적인 만족감을 주고자 

합니다. 작품의 주요 테마는 아름다운 자연의 새입니다. 새 브로치를 포함한 저의 

소품들은 도안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꼼꼼한 바느질로 제작합니다.  

주요품목 ㅣ 패브릭 소품(장신구, 생활 소품)     

재질 ㅣ 면 

▲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 브로치   30,000원 

◀ 과일 모양 컵받침   8,000원
 
규격 ㅣ 110x100x30 mm

            70x40x10 mm

윤 미 애   
윤섬 
 

emailㅣyma8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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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낯(面)을 색과 형으로 구현하는 편물작업을 지향합니다. 추상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는 계절의 

인상을 다채로운 색감을 얹고 꽃의 형태를 빌어 구체화했습니다. 꽃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해 일상의 쓰

임을 만들었고 사용하는 이의 온기가 더해져 온전한 가치를 갖습니다. 선으로 이어진 무수한 꽃밭을 표

현한 ‘어깨 꽃깃’과 면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목 곁 꽃’은 아름다움이 있는 여성은 지지 않는 꽃과 같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계절소품입니다. 

주요품목 ㅣ 뜨개소품  

재질 ㅣ 모 / 면

▶ 어깨 꽃깃    120,000원

▼ 목 곁 꽃  20,000원  

이 연 수    
 

SNSㅣinstagram.com/byurak.k

 emailㅣwhitevenom@naver.com



전통의 아름다움을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시작한 패브릭제품을 

제작하는 바느질 공방 가인입니다. 자연소재를 중심으로 사람에게도 이롭고 현대에도 

가치가 있는 전통기법들을 접목하여 현대인도 공감하고 좋아해줄수 있는 제품을 만들

고자 합니다. 소품은 전통적인 색감이지만 촌스럽지 않게 자수등으로 정성이 들어가게 

제작하여 사용자도 좋아하고 제작자도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제품으로 제작합니다. 

앞으로 제작될 옷은 일반옷과 같이 매치할 수 있는 너무 크지않은 생활한복을 

디자인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패브릭 소품 

재질 ㅣ 면, 레이온혼방 / 린넨(겉감), 면(안감) 

▲ 투톤피그먼트 앞치마   25,000-30,000원 

◀ 꽃봉오리가방   30,000원
 
규격 ㅣ 900x800 mm

            300X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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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인  
가인  

 

SNSㅣinstagram.com/gah_in 
          http://idus.com/gahin

 emailㅣgah-in@naver.com





OThERS

김    난 김선희 김은주 김형기 김화선

명수기 박미경 배인정 심아람 유소연

윤수연 이소희 이윤경 이지미   이혜원

정지민 최율희 최은영 현정아



실용성과 트렌드를 접목시킨 합성피혁 핸드메이드 패션디자인 소품입니다. 

단순한 조각들의 형태속에 매력적인 색의 조합을 표현하였으며, 한 땀 한 땀 스쳐지나

가는 실의 만남 속에 감성적이고 화려한 꽃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품목 ㅣ 합성피혁 가방세트

재질 ㅣ 합성피혁

▶▼스티치쇼퍼백-꽃의 이야기1.2 / 스티치클러치백-꽃의 이야기1.2      
      146,000 / 86,000원 
 
규격 ㅣ 350x380x120 mm

            330x220x20 mm

김 난   
바인아트
 

emailㅣozma7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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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생활이 되다" 

서촌가죽공방 마마스토리는 한땀한땀 손바느질로 아날로그 감성을 가득 담은 

가죽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죽공예 교육을 

위한 '빈티지가죽공예 애니레더크래프트' 강사전문가 교육과 취미반,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가죽공예 

재질 ㅣ 천연소가죽

▶ 빈티지여권 장지갑    120,000원
 
▼ 가죽연필모자    3,000원 

규격 ㅣ 100x190 mm

            15x65 mm

김 선 희   
마마스토리 

SNSㅣinstagram.com/mamastory73
          blog.naver.com/sunnykity      

          emailㅣsunnykity@naver.com 



▶ ▼  Moon Lighting    2,000,000원 

규격 ㅣ 850x850x140 mm

세분화된 종이접기(문화) 강좌운영과  자체교부제(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종이

문화보급을 활성화하는 연구소입니다. 자격증과정을 통한 전문가(강사)를 양성

하고, 작품활동 및 취업을 지원해줍니다.  

주요품목 ㅣ 종이공예(종이 조명) 

재질 ㅣ 낙수지,Led조명

김 은 주   
페이퍼플레이 

www.paperplay.co.kr
SNSㅣinstagram.com/paperplay_official       

          emailㅣpaperpla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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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Handmade 업체입니다.  일상에서 즐길수 있는  우리에게 늘 친숙

한 돌과 자연을 이용하여 돌 그리고 자연이라는 컨셉으로 돌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멸종

위기 동,식물 사람 사는 이야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osposki 제품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자석, 돌을 이용한 생활용품 

재질 ㅣ 돌 / 아연

▶ 돌자석   7,000~25,000원

▼ 브로치   10,000~17,000원 

규격 ㅣ free size 20~70 mm

김 형 기   
포스포스키 

SNSㅣinstagram.com/posposki      

          emailㅣpospos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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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Y 가죽 슬리퍼 깃    80,000원 

규격 ㅣ 230 mm 

            250 mm

KIMA CRAFT는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나만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예품을 DIY 키트화 시켜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IMA CRAFT는 이음새 부분의 타공을 특별한 기법 없이 손바느질 만으로 꿰어 

튼튼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땀 한 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KIMA CRAFT를 제작한다면 기성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상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요품목 ㅣ 피혁제품 

재질 ㅣ 베지터블 가죽

김 화 선   
KIMA CRAFT 

SNSㅣblog.naver.com/vesiri       

          emailㅣves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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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에 動하다! 색동하다” 

색동, 한국 전통 고유의 색채와 모던한 데님의 콜라보레이션! 두 작가, 핸드플라

스와 명썸이 우리 고유의 색동을 생활 속 소품과 장신구로 풀어낸 실용적인 작품

을 선보입니다. 

-2018 코엑스 핸디아티코리아 참가 

-2018 벡스코 경향하우징페어&핸디아티특별전 참가 

-2018 청강문화산업대 주최, 청강 패션 메이커스 공모전 은상 수상 

-2018 문화관광부 산하 한복진흥센터 주최 - 한복가을상점 출품 

주요품목 ㅣ 색동+데님 가방, 악세사리, 소품 

재질 ㅣ 데님, 금속장식, 폴리, 면, 금속부자재

▲ 테이블매트+티코스터&헤어악세사리    35,000 / 6,000~8,000원

◀ 색동진 가방 / 참장식   30,000~35,000 / 15,000원 

규격 ㅣ 100x100 / 50~80 mm

            330x380 / 200 / 250x350 mm

명 수 기   
핸드플러스 명썸 

SNSㅣblog.naver.com/nekko337
          mssom.modoo.at      

          emailㅣm_ss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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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티즈 털실인형    30,000원

◀ 진돗개 털실인형    32,000원 

규격 ㅣ 60x70 / 50x50 mm

"한땀에 마음을 담아 특별한 반려동물 옷을 짓는 멍멍모아입니다."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소품과 특별한 반려의류를 제작하며 소외되고 버려지는 

유기동물 길냥이, 길멍이에게 밥동무가 되어주고 소규모 유기견센터에 옷 지원

과 사료 등을 기부하며 새로운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털실인형 

재질 ㅣ 털실  

박 미 경   
멍멍모아 

SNSㅣinstagram.com/moidesignlab
          pmk24.blog.me     

          emailㅣpmk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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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코리는 폐지를 특수 처리한 재생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는 친환경 업사이클 브랜드 네임입니다. 

소코리는 소쿠리의 옛말이며 소재가 등나무, 대나무 소재에 비해 유연성이 뛰어나며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질겨 

바구니 등의 제작에 많이 쓰이는 것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소코리의 슬로건은 "지구를 위한 작은 날개짓"

입니다. 하루 동안 세계인이 사용하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1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재생지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나무를 살리고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ㅣ 재생지 공예 

재질 ㅣ 재생지

▶▶ 나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와인바구니   
       190,000 / 79,000원

▶ 가을 잎새   150,000원 

규격 ㅣ 185x120x33 / 90x320 mm

            190x45x160 mm

배 인 정   
소코리 SOKORI 

SNSㅣblog.naver.com/petit_sokori     

          emailㅣlovelylovepomme@gmail.com 



▲ 비밀의 화원    125,000원

◀ 서영이에게    175,000(성인) / 87,000(아동) 

규격 ㅣ 160x60 mm

            235x80 / 140x60 mm

소요구두의 바람은 소중한 당신이 逍遙遊(소요유)할 수 있도록 편안한 걸음이 되

는 착한 구두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소요구두의 두 번째 바람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언젠가의 구두를 재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품목 ㅣ 가죽 수제화 

재질 ㅣ 소가죽, 양가죽  

심 아 람   
소요 

SNSㅣinstagram.com/soyo_shoe   

          emailㅣsoyosho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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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지만 유니크하게’를 모토로 일상에 필요한 제품을 천연가죽을 사용하여 

손바느질<saddle stitch 기법>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All handmade' 브랜드입니다. 

주요품목 ㅣ 가죽제품 

재질 ㅣ 천연가죽

▲  투톤 쇼퍼백   150,000 / 180,000원

◀  봉지가방   110,000원 

규격 ㅣ 중300x400x90 / 소210x280x30 mm

            200x430x130 mm

유 소 연   
YOOSSO 

SNSㅣinstagram.com/yoo__sso      

          emailㅣyoosso0802@naver.com 



▲ 자개 서책노트    24,000~32,000원

◀ 자개 코스터    15,000원 

규격 ㅣ 130x190 mm

            100x100 mm

나전칠기螺鈿漆器'는 자연의 재료인 자개와 옻칠을 활용한 역사깊은 우리나라 

전통 공예입니다. 자개는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자연 고유의 빛깔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옻칠은 방수효과, 항균효과, 전자파 차단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제품을 오래도록 보존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담으면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

람들에게 사랑받는 나전칠기 상품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목적 입니다. 브랜드 

'愛螺 (사랑애, 소라나)'의 뜻은 나전칠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요품목 ㅣ 나전 옻칠 

재질 ㅣ 크라프트지, 옻칠, 자개, 실제본 / 나무(MDF), 카슈칠, 자개  

윤 수 연   
Ms.Jagae 

SNSㅣblog.naver.com/ms_jagae     

          emailㅣysyysy0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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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사랑하는 이소희 가죽 공예가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핸드메이드 가죽 브로치  

주요품목 ㅣ 가죽 꽃 

재질 ㅣ 가죽, 수정, 진주 

이 소 희   
예쁜공방 

SNSㅣinstagram.com/shspecial
          facebook.com/pg/SHCSDesign 
          blog.naver.com/sh2630299     

          emailㅣshspeciall@hotmail.com 

▲  장미의 꿈   set 1,500,000원

◀  가을의 멜로디   set 900,000원 

규격 ㅣ 200x400x50 mm

             80x80x50 mm



이집트 다합, 세계 3대 배낭 여행객들의 블랙홀 중 하나로 삶의 여유와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소통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는 곳입니다. 다합피플은 그곳에서 만난 인연 및 사람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며, 직접 

만드는 제품을 통해 누군가는 다합의 추억을 떠올리고, 마음의 쉼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품기획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핸드메이드 브랜드로, 카드케이스, 키링, 

펜케이스, 파우치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죽소품을 제작합니다. 

주요품목 ㅣ 가죽소품 

재질 ㅣ 소가죽

▶ ▼ 다합피플 새들백   168,000원

규격 ㅣ 198x150x56 mm

이 윤 경   
다합피플 

SNSㅣinstagram.com/dahab_people

          emailㅣdahabpeop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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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조안은 자연과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는 자연우정 환경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환경브랜드입니다. 버려진 자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Natural Object Art 작품을 생산하고, 전시 판매하며, 

환경교육과 workshop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연물 고유의 형태와 빛깔, 질감을 디자인하고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곰곰&조안의 자연물 업사이클링 아트 작품과 교육활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 가치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품목 ㅣ 자연물  오브제 패브릭 제품(악세서리) 

재질 ㅣ 패브릭, 원석  

이 지 미   
곰곰&조안 

SNSㅣcafe.naver.com/gomgomandjoan     

          emailㅣgomgomandjoan@naver.com 

▲ 자연_새와 꽃    30,000원

◀ 자연_선과 면    45,000원 

규격 ㅣ 35x20x25 mm

            60x60x10 mm



bag℃는 작은 소품부터 큰 물건까지 각각의 용도에 맞는 bag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bag℃의 제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고민하고, 

bag℃만의 창의성을 담아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료인 가죽의 특징을 살려 세월의 아름다움을 담아 낼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100℃의 열정으로!! 

주요품목 ㅣ 가죽소품 

재질 ㅣ 염소가죽

이 혜 원   
bag℃ 

SNSㅣinstagram.com/bag_do_c 
          blog.naver.com/ibin1022 
          m.smartstore.naver.com/bagdo_c

          email bagdoc001@gmail.com 

▲ ▶ 풀미업   42,000원

규격 ㅣ 70X1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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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양 페이퍼퀼링액자   100,000원

◀ 꽃하트 페이퍼퀼링액자   100,000원 

규격 ㅣ 250x250x30 mm

유앤제이디자인은 페이퍼퀼링(종이감기)의 매혹적인 컬러와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액자에 담았습니다. 자연과 힐링을 컨셉으로한 작품은 보는 이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주요품목 ㅣ 종이작품 액자 

재질 ㅣ 종이  

정 지 민   
유앤제이디자인 

SNSㅣinstagram.com/unjdesign     

          emailㅣunjshop@naver.com 



공장생산 방식이 아닌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에서부터 가공까지 

100% 수작업하여 소량 생산되는 가죽 제품입니다. 

주요품목 ㅣ 가죽제품 (가방, 지갑, 장식품) 

재질 ㅣ 소가죽

▶ GEMSTONE(젬스톤느)   329,000원

▼ SUPERBIA(수페르비아)   650,000원

규격 ㅣ 290x175 mm 

            330x215x110 mm

최 율 희   
와이 앤 아니마 

www.ynanima.com

          
emailㅣynanim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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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테라리움과 다육이   35,000원

▼ 종이 마크라메   가격미정 

규격 ㅣ 150x90x170 mm

            130x270 mm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페이퍼 크래프트 작품을 만드는 최은영입니다! 주변사람들과,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만들기를 주로 작업하고 있어요. 400개의 도안과 300개의 튜토리얼 영상을 네이버 카페

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손끝에서 꽃과 식물을 움틔워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페이퍼 크래프트 작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diy 키트와 영상을 활용한 기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품목 ㅣ 페이퍼 크래프트

재질 ㅣ 종이  

최 은 영   
eunbyulcraft / made by love 

SNSㅣcafe.naver.com/sarangkeeper
          www.youtube.com/user/aswq6417     

          
emailㅣaswq64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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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rand (리브랜드)는 버려지는 소재들을 업사이클링 작업을 통하여 장신구로 제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다

시 나누는 업사이클링 아트워크의 즐거움을 나누는 업사이클링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주요품목 ㅣ 3D프린팅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장신구 

재질 ㅣ 면, 옥수수전분소재 PLA, 가죽

▲  일월오봉도 목걸이 브로우치   110,000원

◀  다시 물들다 목걸이, 브로우치  90,000원 

규격 ㅣ 89x74 mm

            80x25 mm

현 정 아   
re+brand 

www.re-brand.co.kr

          emailㅣjenna1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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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ㅣ 김영징

기            획 ㅣ 서울여성공예센터 공예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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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원의 동의 없이는 복사, 복제 또는 사진 기타 정보기기에 의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