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NEW NORMAL,
NEW CRAFT STARTUP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02-948-1144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NEW NORMAL,
NEW CRAFT STARTUP





4 5

인사말 올해 8회를 맞이한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은 해마다 60여명의 공예가를 발굴해 여성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왔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여성공예창업가

들에게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공예’와 같은 창의와 창작 분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 흐름속에서 여성들

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발전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때 취미나 집을 꾸미는 소일로 여겨지

던 DIY, 핸드메이드, 공예가 여성의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이 되어 사회적 활동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작업에 디지털기술과 장비를 결합해서 기술의 고도화와 양산으로 연결해 경쟁력

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예는 경력단절 여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2~30대 여성에

게도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나아가 창의적인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습

니다.

올해 행사에도 아주 많은 예비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참가했고 그 가운데 60여팀을 선발하여 

전시와 교육, 멘토링 등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수동적인 행사 참여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여성공예창업가로써 성장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면

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예비 여성공예창업가들은 새롭게 서울의 여성창업, 여성공예창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적극적인 도전과 실험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입니다.

공예창업을 시작하는 차세대 리더들의 아름다운 전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2021년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

김영징

온라인으로 즐기는 공예스타트업 축제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NEW NORMAL, NEW CRAFT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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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창업

운영방향

· 공예창업 보육과 지원의 혁신과 확산

· 공예창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 유기적인 공예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 입주기업 모집 선발

· 입주기업 보육 및 소통

· 입주기업 멘토링, 사업화, 판로 지원

· 공예창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C&C 솔루션

· 공예창업기초교육 고고고

공예혁신

운영방향

· 우수 여성공예창업가 발굴 및 성장지원

· 서울시 여성공예지원정책 통합운영

· 공예제작혁신을 통한 공예창업활성화

프로그램

· 공예제작혁신 아카데미 / 프로젝트 제작술술

· 여성공예창업가 발굴 육성사업 

   -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 감고당길 공예마켓 

   -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

· 여성공예메이커스페이스 크래프트팜  

지역재생

운영방향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지역 활성화와 공예문화의 확산

프로그램

· 시민참여 창작프로그램 운영

· 공예마켓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공예인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

합문화플랫폼입니다. 여성공예(예비)창업가에게 shop형 창업실과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

램, 다양한 사업화와 판로개척 지원 등을 지역주민과 시민에게 다양한 공예 전시, 교육, 마켓, 

생활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예창작과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펼치며 서울

의 공예문화와 공예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혁신기지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주요 사업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전 화         02-948-1144

메 일         info@seoulcraftcenter.kr

홈페이지   www.seoulcraftcenter.kr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서울시가 만들고

사회적기업 (사)일상예술창작센터

(www.livingnart.or.kr)가 수탁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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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공예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울여

성공예창업대전은 2013년 처음 시작하여 공예분야 대표 창

업공모전으로 여성공예가들의 창업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은 ‘NEW NORMAL, NEW 

CRAFT START-UP’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하며 공

예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 공예창업을 꿈꾸며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공예문화산업을 새롭게 이끌어갈 여성공예

창업가 60팀의 대표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전시하고 이

들의 창업스토리를 확산,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선배 창업가들의 생생한 창업 사례를 공유한 릴레이 강연, 

새로운 유통 플랫폼 ‘그립’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창업 상

담과 리미티드 라이브 옥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

예 브랜드를 소개하고 교육, 유통, 네트워킹 하는 자리를 만

들었습니다. 

온·오프라인 공예창업축제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에 

참가한 본선진출팀을 도록으로 만나세요! 

개요

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11월 4일(수) 10시 ~ 20시 

장소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SNS 등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모집 시기

2021년 8월 경 

모집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소재지 (재학중인 학교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생 및 수료생)가

서울인 여성공예예비창업가 혹은 창업 3년 미만의 서울 소재 여성공예창업기업

문의

공예혁신팀 (swc@seoulcraftcenter.kr /02-948-1144)

모집 방법

·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여성공예사업 홈페이지 (www.seoulcraft.kr)로 온라인 신청

주요 프로그램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프로그램

2021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안내

프로그램명

본선진출자

창업역량강화 교육

[공예창업레벨업]

성공창업 챌린지 워크샵

여성공예창업가 기업가 정신 및 퍼스널 브랜딩 워크샵

공예창업 실무교육 

하루 만에 익히는 유튜브 활용 교육

본선진출자 60팀 오프라인 전시

60팀 브랜드 오프라인 전시 공간, 부스 구성(사전예약제 운영)

본선진출자 60팀 온라인 전시

60팀 브랜드 온라인 상품 소개, 시민 온라인 투표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리미티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통해 본선진출자 상품 판매  

본선진출자 60팀 리미티드 라이브옥션

현장 DP 상품 한정 경매 이벤트

본선진출자 60팀 라이브 인터뷰

· 본선진출자 창업대전 참여계기 등 인스타그램 라이브 인터뷰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문양과 물건  |  칠석무늬 방윤정 대표

좋으니! 좋아서!  job이 되었다  |  장이 이현경 대표

공예 디자인 기반 VONZ 브랜드 이야기  |  VONZ 강정은 대표

디자인 상품 개발과 창업  |  반달펫 김진이 대표

Don’t copy me!  |  쉬어로 서혜리 대표

본선진출자 & 선배창업가 네트워킹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창업실 투어 및 매칭 상담

사업계획, 세무, 마케팅, 지식재산권, 크라우드 펀딩, 유통 판로 관련 현장 상담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0/14(수)~17(토)

10/29(목)~11/4(수)

10/29(목)~10/31(토)

10/29(목)~11/4(수)

10/29(목)~11/3(화)

10/29(목)~11/4(수)

11/2(월)~11/3(화)

11/4(수)

11/4(수)

차세대 여성공예창업가

온·오프라인 쇼케이스

리미티드 공예 라이브 커머스

리미티드 공예 라이브옥션

본선진출자

라이브 인터뷰

선배창업가

릴레이 강연

선배창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프라이빗 창업·유통상담

시상식

날짜 내용



목공
WOOD

기타 

ALL THAT 
CRAFT

나무창작소도토리 협동조합

앤트리(&Tree)

이채영

일로디자인(Hilo-D)

천방지축

休:휴

30 plus project

Vandaluz

로똥판매점(Lottong store)

만듬

몸의 손가락

쏘울잇개

오지레더(Aussie Leather)

유희경

은조 맨션

이서

㈜핸드인핸드

쥬엘랑

지스민

체히가죽공방

칠한친구

크래프트매스

하마공방

호래이

휘향찬란 나전칠기

분야별 참여 BRAND

섬유 
FABRIC

도자 

CERAMIC

금속 

METAL

COZYELLOWOW

MILLION

Sabuzac

더삶디자인

뜨개야 뜨개야

라이크모노 핸드메이드

명썸

몽가모실

봄의 언덕에서 기다리다

비아크래프트

소작 SOJAK

이내스튜디오

토토얀

포실마크라메

플레이위드컴퍼니

89SISTER

굳데이하우스

김보람

모노화 세라믹

세라멜로우(ceramellow)

소수신

정다미

정지공작소

주윤정

Flow

Paradiso 

Slash 0

The ADONAI 

디오레(DIORE)

뫼초

슬기주머니



참여 브랜드

89SISTER

굳데이하우스

김보람

모노화 세라믹

세라멜로우(ceramellow)

소수신

정다미

정지공작소

주윤정

우리 식탁에 있는 작은 그릇부터, 공간을 채우는 타일,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장신구까지 흙의 변화는

다채롭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상품들을 제안하는 도자 분야 본선 진출 9팀을 만나보세요.

도자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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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선

hosu9512@naver.com

손끝으로 한국 전통공예의 따스함을 전하는 핸드메이

드 브랜드 모노화 세라믹입니다. 모노화 세라믹은 한국 

전통 공예의 멋을 살리면서도 도자기와 여러 재료가 어

우러진 현대적 감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김보람

boramkim868@gmail.com

‘치유정원(Healing Garden)’을 모티브로 한 도자 테이블

웨어를 제작합니다. 정원을 담은 도자기가 우리의 일상

에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보람

모노화 세라믹

장려상

김진선

foom@naver.com

instagram.com/89sister

작고 귀여운 것들을 만드는 키덜트 도자 연구 89SISTER

입니다.

89SISTER는 80, 90년대의 <레트로> 감성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소품이나 지금은 잊혀진 추

억의 물건들을 모티브로 한, 어른들을 위한 키덜트 작품

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은

goodday.house8@gmail.com

instagram.com/goodday.house

안녕하세요. 굳데이하우스입니다.

굳데이하우스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

다. 굳데이하우스는 매일매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

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와 공예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89SISTER

굳데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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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jungji_maker@naver.com

instagram.com/jungji_maker

정지공작소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도자기 브랜드입

니다. 작가 정지은이 직접 디자인한 동물 캐릭터들을 입

체화하여 피규어, 술잔, 컵, 칫솔꽂이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자기 제품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자기

의 이미지가 아닌 알록달록한 색감과 재미있는 조형미

를 즐길 수 있는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지공작소는 Smile! Be happy!!’ 를 모토로 삼고 있습

니다. 웃음을 통한 행복. 사람들에게 미소와 웃음을 선

물하며 행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여운 미소를 담고 

있는 도자기 작품들을 통해 소비자를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상에 소소한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겠습니다! 

정다미

v0880v@naver.com

우리는 술을 마실 때 분명 술잔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다양하지 못한 술잔으로 인해, 특히 전용

잔이 부족한 우리 전통주의 경우 그 특유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아재술’로 여겨지던 우리 전통주들이 최근 다양한 

맛과 도수, 그리고 트렌디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소비층

이 젊은 세대로 확대되고 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술잔도 더 이상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전통주와 같이 일상의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다미

정지공작소

장려상

소수신

suu4270@gmail.com

instagram.com/lazy_susin

"우리 마을에 놀러 와줘서 고마워. 게으른 우리를 대신

해 마을을 푸르르게 가꿔준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

질 거야."

레이지 빌리지(Lazy village)에서는 흙을 이용해 느긋한 

레이지 캐릭터들과 동화 속 마을을 연상시키는 작은 오

브제들을 제작합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레이지들의 모

습을 통해 바쁜 현대 속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현주

ceramellow@naver.com

instagram.com/ceramellow

세라멜로우(ceramellow)는 도자기(ceramic)와 형용사 

부드러운(mellow) 의미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로, 자연물의 형과 색, 무늬에서 조형적 영감을 얻어 부

드러우며 유연한 선의 느낌을 추구하고, 세라멜로우만

의 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여 오브제, 장신구, 소품, 패

션 등 다양한 적용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자 하는 도자 브랜드입니다.

소수신

세라멜로우(ceramellow)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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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정

tij01075@naver.com

instagram.com/yunjung731

당신의 일상 속 공간에 스며들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기능과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

는 세라믹 오브제 브랜드입니다.

원, 세모, 네모 등 기하 도형을 이용해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모듈 형식의 오브제를 제작하여 개성 있고 창

의적인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시

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위적인 형태의 기하 도형과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어우러져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공간에 스며드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주윤정 금상 도자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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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Paradiso

Slash 0

The ADONAI

디오레(DIORE)

뫼초

슬기주머니

금속공예는 금, 은, 동 등의 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장신구,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공예입니다.

불을 통해 단단해지는 금속의 성질은 다양한 형태의 제작과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금속의 장점을 살린 특별한 상품을 고민하는 본선 진출 7팀의 금속공예품을 만나보세요.

금속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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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the-adonai@naver.com

instagram.com/the.adonai

the-adonai.com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삶의 형태를 반영하고 다채롭게 

변하는 빛에 따라 언제나 다양하게 변하는 자연의 본질

을 친환경 소재인 버려지는 깨진 유리조각들과 폐 페트

병으로 업사이클링 한 오브제를 만들어, 형형 색깔의 아

름다운 색채와 곡선 또는 추상적인 선으로 시각적 환희

를 전달합니다. 작은 조각 작품을 건 듯 조형적인 아름

다움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색채를 표현합니다. 

The ADONAI는 믹스 매치하는 제품에 따라 매 순간 새

로운 스타일을 만듭니다.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이은지

huey93@naver.com

Slash 0는 나누기 영을 뜻하며, 영을 나누며 무한대 숫

자가 나옵니다. 이름의 뜻처럼 재해석을 통해 무한한 디

자인의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Slash 0

The ADONAI

장려상

김수연

tndus7897@naver.com

instagram.com/flow_naturee

Flow : 흐르다, 복잡하지만 각 점에서의 흐름의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과 일치하도록 선을 그으면 흐름

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꾸밈없는 자연스러움

(自然美)

Flow는 바닷속 파도의 물결, 구름의 흐름, 시간에 흐름

에 따라 변화되는 산속의 굴곡 등 다양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와 동화되는 무한한 무늬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유채석 사용을 자제하여 과한 표현과는 상반되는, 고급

스러우면서도 깔끔하고 미니멀한 색감이 돋보이는 브

랜드입니다. 미니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자연 속 유

니크한 굴곡이 더해져 익숙함 속에서 색다른 표현을 느

낄 수 있는 Flow입니다.

홍다혜

dahyehong@gmail.com

instagram.com/paradiso_jewelry

Paradiso – 이탈리아어로 ‘천국, 낙원, 완전한 행복’을 뜻

합니다. 파라디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실버 주

얼리를 만듭니다. 파라디소의 모든 제품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왁스 카빙, 세공까지 모두 직접 제작합니다.

파라디소 주얼리를 착용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을 느끼

길 바랍니다.

Flow

Paradiso

입선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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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ibbenmiae@naver.com

instagram.com/seulgijumeoni

smartstore.naver.com/seulgipocket 

남다른 재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 지어진 슬기주머니.

유니크, 심플, 간결,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전통 장신구

의 가치를 더해주는 슬기주머니입니다.

슬기주머니

권승주

diore925@naver.com

instagram.com/diore.925

idus.com/diore

디오레는 은(silver)이라는 특수한 재료로 세상에 하나

뿐인 특별한 주얼리를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의 이름, 

기억하고 싶은 순간, 둘만의 의미 등 여러 스토리를 주

얼리에 담았습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얼리’, 그것이 디오레의 주얼리

입니다.

디오레(DIORE)

채유리

rmffotm1@naver.com

instagram.com/silvergrass1898

idus.com/silvergrass

뫼초는 키덜트와 미니어쳐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있

는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고급스러운 

장난감을 만든다는 모티브로 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뫼초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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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YELLOWOW

MILLION

Sabuzac

더삶디자인

뜨개야 뜨개야

라이크모노 핸드메이드

명썸

몽가모실

봄의 언덕에서 기다리다

비아크래프트

소작 SOJAK

이내스튜디오

토토얀

포실마크라메

플레이위드컴퍼니

섬유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섬유 분야는 여성창업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염색, 자수, 매듭, 뜨개, 바느질 등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와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색다른 시각이 부여된 상품을 만드는 본선 진출 15팀을 만나보세요.

섬유

FABRIC



28 29

신현

bombitt88@naver.com

instargram.com/thesarmdesign

가정식 모자, 더삶디자인입니다.

가정식이라고 하면 내 가족을 위해 정성껏 지은 음식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더삶디자인의 제품도 그러합니

다. 모자에 ‘당신의 삶이 활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

습니다.

이번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에서는 신제품 에이프런을 

선보입니다. 오십견 등 다양한 사연으로 팔이 불편한 분

과 어린이를 위한 “웨어프런(wear+apron)”으로 불편을 

개선하고자 묶지 않고 입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

다. 사람을 살피고, 디자인합니다.

삶이라고 쓰고 사람이라고 읽는다, 더삶디자인.

박세아

seah.p0705@gmail.com

사부작은 ‘사부작사부작 거리다’라는 말에서 따온 이

름으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

해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100% 핸드메이드 브랜드입니다. 소재, 컬러, 모양도 전

부 다른 천을 모아 단 하나뿐인 새로운 원단으로 만들고 

그 원단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제작합니다. 사부작은 

우리의 생활 속에 친환경을 조금 더 쉽고 가깝게 가져와 

줍니다.

Sabuzac

더삶디자인 입선

입선

이이지

dlwl2936@naver.com

instagram.com/cozyellowow

코지옐로우와우는 귀엽고, 편안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코지옐로우와우를 통해 

어린 시절 동심을 안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애정 어린 오

브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 컨셉은 <내 안의 고향>으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

해 이루어졌습니다. 고향 풍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

감 가는 건물, 동식물 친구 등을 귀엽고 포근한 형태로 

그린 고향 시리즈를 기대해 주세요!

김혜수

gptn8888@naver.com

instagram.com/million_official01

밀리언은 ‘수많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이라는 슬

로건으로 많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죽과 자석, 금속을 사용하여 제품

을 제작하는 편안한 감성의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소지품이 많지만, 정리가 어려운 당신을 위해 가장 간단

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보장된 정리 방법을 제안합니

다. 밀리언의 오거나이징백과 마그넷 오거나이저와 함

께 새로운 정리 패러다임을 경험하세요. 우리는 당신에

게 최상의 퀄리티와 좋은 디자인을 약속드리겠습니다.

COZYELLOWOW

MILLION

은상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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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a_indoll@naver.com

instagram.com/monggamosil

idus.com/monggamosil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 몽가모실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슬로건으로 내건 몽가모실은 

직접 디자인 한 캐릭터의 인형과 에코백, 인테리어 소품

들을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몽가모실의 대

표적인 캐릭터 ‘몽소랑’은 갓 중학생이 되어 진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의 사춘기 소녀, ‘몽

캣’은 소랑이의 최애 반려묘로 진정한 패셔니스타를 꿈

꾸는 패션 고양이 캐릭터입니다.

이 밖에 몽가모실의 브랜드 인형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좌를 통하여 인형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몽가

실의 마을에 오셔서 같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두고 있습니다.

명수기

m_ssom@naver.com

instagram.com/m__ssom

mssom.modoo.at

Tradition on everyday! 전통의 일상, 일상의 전통.

전통을 밝게(明) 꽃피우는(blossom) 명썸, 전통을 재미

있고 쉽게 담은 오리엔탈 한국 감성의 수제 가방과 리빙 

제품을 만듭니다.

조각보의 향연이 돋보이는 옥춘당 누비 조각보 가방, 모

시 조각보 가방, 단호흉배 벨벳 호랑이 복가방, 전통 손

토시에 수납을 더한 모란꽃 머프백, 별 헤는 밤 자수가 

매력적인 노방 별밤백 등 한국미 가득한 소재와 형태가 

담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 조합이 주는 재미와 설렘이 있는 가방으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썸

몽가모실 장려상

장려상

윤은정

mamapapason@naver.com

smartstore.naver.com/knitya

instagram.com/mama_papa_son

젊은 감성 손뜨개.

직접 디자인한 손뜨개 가방과 숄, 목도리 등 손뜨개 DIY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바늘로 대바늘의 고무단 형태를 결과물로 얻을 수 있

는 코바늘 고무단 변형 짧은뜨기 기법, 코바늘로 뜨는 

라탄 무늬 등 새로운 뜨개 기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죽으로 휴대용 바늘 파우치, 니팅백(얀백), 

뜨개 숄 홀더 등 집 밖에서 혹은 장소를 이동하는 틈틈

이 뜨개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

다.

김유경

help@likemono.co.kr

instagram.com/likemono_official

likemono.co.kr

처음으로 독립을 한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한참을 찾으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친구가 좋아하는 동

물 쿠션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는데, 친구의 행복해하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만큼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를 느꼈고 저처럼 특별한 선물을 찾는 분들

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라이크모노 핸

드메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친구의 방이 조금 더 아늑하기를, 유학 가

는 친구가 외롭지 않기를, 힘이 들 때마다 보며 미소 지

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 축하와 위로

가 담긴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뜨개야 뜨개야

라이크모노 핸드메이드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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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

kuleum2@naver.com

instagram.com/inae_f.hanbok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모든 이의 마음이 아름답듯 우리 

옷 한복을 바라보는 모든 이의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

워지길 바랍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정성으로 한복을 지

어가는 이내스튜디오(OILH hanbok)는 레트로의 감성

과 무채색의 조화로 새로운 한복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소현주

sojak123@naver.com

instagram.com/so.jak

실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따뜻

한 감성을 전하는 소작입니다. 매듭과 뜨개를 기반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공간에 잔잔히 어우러지는 장식

품과 생활소품을 만듭니다.

소작 SOJAK

이내스튜디오
시민
인기상

김동은

dongeune@hanmail.net

blog.naver.com/dongeune94

봄의 언덕에서 기다리다는 Denim을 비롯한 다양한 원

단 소재에 페인팅과 퀼팅으로 틀을 벗어난 크기와 비대

칭의 형태를 가미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속 다양한 표현으로 원단 가방의 가치를 

표현하고 나를 위한 나만의 것을 찾는 소수를 위한 가방

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기과시를 위한 고가 제품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 하나하나 작가의 정성으로 만들어 세상에 단 하나

의 가치를 단 한 사람을 위한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

다.

황미선

viacraft20@gmail.com

instagram.com/viacraft_art

viacraft.modoo.at

'Weave'는 실과 천 등을 엮다, 책을 엮다, 이야기를 엮

다,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간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

다. 

비아크래프트는 정해진 재료와 정해진 규칙을 통해 제

작하는 기법이 아니라, 섬유의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

을 살려 제품을 제작합니다. color와 texture에 집중하

면서 엮어 비정형적이면서 추상적인 느낌과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가 가지는 특별한 감성과 가치를 반영하며 

장식과 기능에 충실한 공예 제품으로 가방과 패션 소품

을 제작합니다.

봄의 언덕에서 기다리다

비아크래프트

대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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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영

37factory@naver.com

instagram.com/37factorycanvas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손으로 만든 편안하고 유용한 

모든 것.

다양하고 실용적인 패브릭 제품을 유니크하게 제공하

는 디자인 브랜드 플레이위드컴퍼니입니다.

플레이위드컴퍼니

정은주

silver6965@gmail.com

instagram.com/toto_yarn

idus.com/toto_yarn

토토얀은 작은 실 뭉치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삶의 보람

과 기쁨을 느낍니다.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생명을 불어넣은 손뜨개 인형

들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되고자 합니다.

신혜윤

forsilmacrame@gmail.com

instagram.com/forsil_macrame

포실라크라메는 포실포실한 실과 매듭으로 마크라메를 

엮고 일상을 만화로 그립니다. 아름다운 매듭공예 마크

라메가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

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집에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생활 속으로 마크라메를 녹여낼 수 없을

까?” 아, 마크라메로 만들어진 가방도 있지! 그런데 사이

사이 구멍 때문에 속주머니가 또 필요하네. 좀 더 편하

고 단순하게 사용할 순 없을까? 그리고 마크라메의 아

름다움은 유지하고 제작시간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마크라메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모여 패브릭 백에 마크라메를 엮어낸 마크라메 패브릭 

백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토얀

포실마크라메



나무창작소도토리 협동조합

앤트리(&Tree)

이채영

일로디자인(Hilo-D)

천방지축

休:휴

쓰임에 맞는 목재를 가공하여 가구, 소품, 오브제 등을 만드는 목공 분야에도 매년 많은 분들이 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가 가진 따뜻함이 듬뿍 담긴 특별한 목공예품을 선보이는 본선 진출 6팀을 만나보세요.

참여 브랜드

목공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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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changewood@naver.com

instagram.com/changewood.diy

앤트리(&Tree)는 새활용 소재의 발견과 자투리 나무의 

결합을 통한 생활 속 쓰임 있는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upcycling)을 실천하는 공유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자투리 공간을 살리는 맞춤 가구 제작부터 목공예 소품 

제작까지 필요한 기능에 꼭 맞는 일상과 함께하며 따뜻

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화려함은 없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출품작 '별이 빛나는 밤(조명 가구)'은 전통과 현대적인 

느낌의 조화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과 정갈한 직선이 만

나 다양한 공간에 어울리는 오브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앤트리(&Tree) 장려상

이채영

chaiyoung97@naver.com

instagram.com/seegann_archive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의 소유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과정의 시간과 경

험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채영은 목공예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현재

의 작은 부분들이 묻어나는 가구와 오브제를 작업합니

다. 직접적인 촉각의 경험을 통해 삶에 좀 더 충실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채영 장려상

김은선, 허목련, 김용미

hilodesign2020@gmail.com

instagram.com/hilo_design_

사람들과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가구를 만드는 일로

디자인입니다. 

Hilo는 '실'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닥의 실들이 모여 커다

란 실타래가 되듯 일로의 생각과 고객을 위한 마음이 합

쳐져 일로디자인 가구가 나왔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있

는 데드 스페이스인 코너의 공간을 최대한 살려 각 개인

의 쓰임에 맞춰 조명, 캣타워, 화장대에 기능성을 극대

화해 높낮이 조절과 방향 조절이 가능한 가구를 만들었

습니다. 일로디자인 가구는 아름다운 디자인은 기본, 고

객을 먼저 배려하여 선 하나, 각도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제작합니다. 한 품목의 가구로도 심미적 아름

다움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만들었습니다.

일로디자인(Hilo-D) 입선

이승정, 명미영, 김명선

dottoristory@naver.com

blog.naver.com/dottoristory

나무창작소도토리 협동조합은 나무와 동행하는 3인의 

여성 목공인이 자연의 소재를 사용하여 생활에 이롭고 

다양한 쓰임이 있는 가구 및 디자인 소품을 만듭니다.

나무창작소도토리 협동조합

시민
인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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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hahahoho159@naver.com

instagram.com/the.perform

천방지축은 트랜디한 소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우

드 공예 브랜드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하락된 카페 재

생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니멀 캠핑세트를 제작하여 카페 업체뿐 아니라 개인

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올인원 뉴

트로 캠핑세트가 있습니다. 외부 혹은 단체 활동을 선호

하는 신세대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엔터테인먼트 요소

를 추가해 음주 게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판

은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

지 컨셉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천방지축

공현재

rhdguswo34@naver.com

instagram.com/studio_huehue

사람과 나무가 함께 쉬어가는 곳 休:휴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녹아든 물건들을 통해 잊혀 가는 옻칠을 

알리고자 합니다.

休:휴 동상

목공

WOOD



30 plus project

Vandaluz

로똥판매점(Lottong store)

만듬

몸의 손가락

쏘울잇개

오지레더(Aussie Leather)

유희경

은조 맨션

이서

㈜핸드인핸드

쥬엘랑

지스민

체히가죽공방

칠한친구

크래프트매스

하마공방

호래이

휘향찬란 나전칠기

가죽부터 유리, 옻칠,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공예품을 선보이는 팀들을 기타 분야로 소개합니다.

다양한 재료가 함께 하는 만큼 다채로운 대표 상품을 가진 본선 진출 19팀을 만나보세요.

참여 브랜드

기타

ALL THAT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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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원

coolrose915@naver.com

2001년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아트샵에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서 출품해오다가 2019년 8월 만듬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Motif bag'은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 즉, motif의 ‘연속 

엮기’를 통해서 제작하는 가방입니다. 제품의 몸체는 가

죽 motif의 엮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제가 전혀 필

요하지 않고 아주 작은 자투리 가죽까지도 활용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박종은

lottong@hanmail.net

instagram.com/lottong5000

일확천금을 기대하지만 복권을 사면 항상 ‘똥‘이 되고 마

는 기구한 운명의 로똥.

이번 주도 꽝일 줄 알면서도 로똥이는 복권을 삽니다. 

인생역전의 행복한 상상을 하며 일주일을 보내겠지요? 

현실은 로또가 로똥이 되더라도, '아마 언젠가는..'이라

는 희망을 기약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

습일지도 모릅니다.

로똥판매점은 로똥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트웍 활동을 합니다. 특정한 제작 기법에 국한되지 않

고 공예, 그래픽. 음악 등 다양한 기술과 분야를 접목해 

우리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로똥판매점(Lottong store)

만듬 은상

임지혜

30plusproject@naver.com

instagram.com/today.s.glass

30 plus project는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유리로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합

니다. 빛에 따라 매번 다르게 보이는 유리로 일상의 새

로운 시선을 전합니다.

박다은

danii1234@naver.com

instagram.com/vandaluz.official

Vandaluz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유리 오브제를 선보이

는 유리공예 브랜드입니다. 램프워킹 기법을 사용한 유

리공예로, 액세서리부터 티스틱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작합니다.

30 plus project

Vandaluz 입선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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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경

lacrealove@gmail.com

instagram.com/lacrealove

유희경은 금속, 도자, 섬유, 나전, 옻칠, 플라스틱, 보석 

등 다양한 공예 매체와 그 제작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

용하여 여러 공예 분야를 융합한 장신구를 만듭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

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헤르만 헤

세의 말처럼, 하나의 세계를 해체하고 다른 세계들과의 

융합을 시도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콜드 조인트 기법을 응용한 ‘볼트·너트형 보석 세

팅’을 연구하여 융합 공예 장신구를 효율적이면서 경제

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보석감정과 주얼리 디자인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브제 공예품과 실용적인 주

얼리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89sonya@gmail.com

instagram.com/seong_aussie

idus.com/aussie

오지레더(Aussie Leather)는 가볍고 실용적이며 환경

을 생각하는 가죽 소품 브랜드입니다. 호주의 감성을 담

은 가죽공예와 업사이클링 관련 수업 및 교육 활동에 참

여하고 있습니다.

오지레더(Aussie Leather)

유희경 입선

이예빛

dldpqlc@naver.com

twitter.com/mion_cc

마법같이 반짝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게, 몸의 손가

락입니다.

최미혜

k-lizard@hanmail.net

instagram.com/soulitge

souldog.modoo.at

쏘울잇개는 반려동물과 우리의 마음을 잇는 핸드메이

드 공예 브랜드입니다.

강아지를 위한 놀이 훈련과 나를 위한 가죽 공예를 접목

한 Ontact(online + contact) 강아지 공방에서 우리는 

DIY 키트로 만든 맞춤 훈련 용품으로 강아지와 재미난 

놀이 훈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굿즈에 

마카쥬 기법으로 내 강아지를 그리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천만 반려인의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해 

쏘울잇개는 오늘도 한 땀, 한 땀 마음을 잇겠습니다.

몸의 손가락

쏘울잇개



48 49

이영미

newyoung70@naver.com

instagram.com/juellrang

idus.com/juellrang 

JU(主) + 엘랑(~있는 곳)의 합성어인 JUELLRANG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주얼리'라는 의미로 주얼리와 함께 

할 때 주인공이 되는 행복감을 담아내는 캐릭터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창작 감성 캐릭터 '행복한 라마'는 '행복을 전하는 메신

저'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동물 라마와 장미를 모티브로

한 공예의 귀여움과 아름다움의 새로운 시각으로 마음

으로 공감과 소통을 꿈꿉니다.

쥬엘랑

조은아

unjo.mansion@gmail.com

instagram.com/unjo.mansion

idus.com/unjo_

은조 맨션은 한국의 모던 빈티지 컨셉을 지향하며 제품

에 애정과 섬세한 손길을 담고자 노력합니다.

은조 맨션의 모든 생활용품이 우리 안의 취향과 삶의 방

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캔들을 시작으

로 앞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이 나올 예정입

니다.

‘은조 캔들’은 하나의 온기(溫氣)라는 모토 아래, 수공의 

정성을 담은 캔들 브랜드입니다. 일상의 공간에 아름다

움을 더하고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초를 

켜는 것은 어스름한 빛, 밤을 비추는 달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잠깐, 고요한 불빛의 이야기를 바라보세

요. 오롯이 보는 것만으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정이서

kenaz_al@naver.com

instagram.com/leeseo_workroom

idus.com/leeseo

압화공예와 칠보공예를 하는 이서입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담아, 세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칠보를 담아 가장 아름답고 찬란

한 술잔을 만들어 냅니다.

은조 맨션

이서 입선

열정상

이은정

combali70@gmail.com

한글 장식은 조선시대 신분과 장식의 요소를 알려주는 

노리개처럼 만든 장식입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한

글은 균형미가 있고 오랜 세월을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

기에 한글의 고유한 형태는 한국을 대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 형태를 빌려오고 디자인의 영감은 한복과 원

단, 조선시대에서 쓰인 장신구, 매듭 등에서 얻어 제작

하였습니다.

노리개는 조선시대 때 축제나 경사 때 기쁨을 나타날 때

도 쓰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로

도 쓰였습니다. 현재는 신분과 계급은 없으나 노리개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용도에서 착안하여 한글 장

식 중 자신의 이름의 이니셜(자음)을 선택해 자신의 아

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핸드인핸드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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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inpregress@naver.com

instagram.com/craft.mess

idus.com/craftmess

크래프트매스는 전통적인 무두질로 만들어지는 베지터

블 가죽으로 아이디어 소품을 제작하는 가죽 공방입니

다. 소비자와 공방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성 있고 실용

적인 제품을 제작합니다.

크래프트매스

박선아

handicraft_cechy@nver.com

instagram.com/handicraft_cechy

smartstore.naver.com/cechy

브랜드명, 체히(Čechy)는 체코 프라하 보헤미아지역의 

슬로바키아어 표기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

로운 보헤미안들의 모습을 닮고자 했습니다.

· 앤티크 - 프라하의 구시가지(보헤미아지역)

· 젠더 뉴트럴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 에스닉 - 서슬라브족, 아르누보(알폰소 무하)

위 3가지 무드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베지터블 가죽협회 베라펠

레(vera pelle) 소속 테너리의 가죽을 메인으로 제작

하고 있으며, 베라펠레 협회는 화학성분이 아닌 식물

성 탄닌으로 가죽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협회입니다. 

100%수공예 제품으로 세상의 단 하나뿐인 제품을 제

작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은

chillhanfriend@gmail.com

instagram.com/chillhan_f

twitter.com/ChillhanF

나전칠기를 바탕으로 기물의 본연의 미(美)를 살려 제작

하는 칠한친구입니다. 

칠의 매력에 자개의 아름다움을 더해 기물의 특성을 찾

아 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예전에 쓰던 오래

된 친구 같은 물건을 칠과 나전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

게끔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체히가죽공방

칠한친구 입선

전세미

kjh382750@gmail.com

instagram.com/jiseumin

한국의 전통적인 채색 방법으로 길상 소재를 그리고 만

드는 지스민입니다.

총천연색 물감이 종이에 스미듯, 일상생활에도 아름다

운 미술공예문화가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생

했습니다.

지스민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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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native_forest@naver.com

instagram.com/native_lim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의 그때의 소녀들의 로망은 무

엇이였을까요? 혼기가 들어 결혼을 하면서 하나씩 마련

해갔던 자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된 그 소녀들이 자

개장에 고이 접어 넣어야만 했던 꿈. 그 시절 꿈 많던 소

녀들과 현대인들의 매개체가 되고 싶습니다.

휘향찬란 나전칠기

홍수진

ghd0684@gmail.com

instagram.com/horay_chil

좋을 호, 올 래, 이로울 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옻칠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여 업사이클 리

빙 오브제와 식기류를 만드는 호래이 입니다. 옻칠공예

의 전통 재료와 기법을 새활용이 가능한 재료와 결합하

여 생활에 이롭게 쓰이는 공예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호

래이는 전통과 친환경 그리고 업사이클링에 가치를 둔 

공예 브랜드 입니다.

호래이

하나영

hamarina@naver.com

instagram.com/hamagongbang

www.hamarina.com

스니커즈 전문 수제화 공방 하마공방의 슈메이커 하마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1인 1취향’을 갖는 그

날까지 노력하는 ‘1인분의 취향 발전소’ 하마공방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하마공방





NEW NORMAL, NEW CRAFT START-UP

2020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2020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