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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주간 소개
다시 돌아온 일상, 그리고 다시 돌아온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5월의 공예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예주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친숙하게 공예를 향유하고
손으로 사물을 창작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공예 축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예 축제입니다.

2022 공예주간

공예주간은 전시, 체험, 토크, 마켓, 교육 등

'우리집으로 가자'

다양한 생산과 소비 활동을 연결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복합 플랫폼으로
일상에서 공예를 즐기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2022 공예주간은 ‘우리집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문화역서울 284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해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쓰임새 좋고 정성스럽게 만든 공예품을 감상하고,
동네 공방의 문턱을 넘어 직접 체험해보고,
공예 마켓에서 공예가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손에서 탄생한 창작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공예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5월 29일(일)
장소
문화역서울 284 및 전국 권역,
공예주간 홈페이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비로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예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공예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언제나 집이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 손 닿는 곳이었다는 것을

구성
전시, 마켓, 체험, 이벤트 등 공예 행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2022 공예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리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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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전병극입니다.

공예를 통해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한 푸른 계절 5월에 공예주간을 개최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공예를 즐길 수 있도록 공예 문화를 확산하고 공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시작한 공예주간이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공예 공방이 참여해 전시와 체험, 장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해왔습니다.

올해 공예주간의 주제는 ‘우리집으로 가자’입니다. 공예가 ‘우리집’처럼 가깝고
친근한 문화가 되어 전국에서 펼쳐지는 공예주간의 다채로운 경험과 기억을
다시 ‘우리집’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예를 통해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예로부터 공예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공예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예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아 세계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한국 공예의 대중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예주간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공예인 여러분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열흘간 펼쳐지는 공예 축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전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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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일상 속 공예의 아름다움과 실용적 쓰임새의 가치를

우리를 맞이하는 소중한 집에서
공예품을 사용하는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향유하고자 시작한 공예주간이 어느덧 5회를 맞았습니다.
공예주간은 공예 생산자와 매개자에게는 창작의 기쁨과 자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중에게는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2018년 5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공예주간은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도 이어져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지는 안전하고 풍성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예로 떠나는 여행, 2021 공예주간’은 600여 개의 참여처,
1,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해 160만 여명이 함께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5월입니다.
공예주간도 다시 5월에 만나는 가장 큰 공예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전시, 체험,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화역서울 284 전관,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공예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2022 공예주간의 주제는 ‘우리집으로 가자’입니다.
항상 따듯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소중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아름답고 쓰임새 있는 공예품을 만나고, 사용하고,
곁에 두는 기쁨을 느끼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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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사물을 대하는 태도 All about Attitude
촉각의 순간들 Touch in the dark
민속 X 공예 소소하게 반반하게
Folklore X Crafts Simple and Neat
CHAPTER3. 그래놀라 그로서리 GRANOLA GROCERY
어디서부터 2022 공예주간 여정을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된다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준비한 일곱 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만나보세요.

2022 국제공예포럼 from material to form
2022 아시아현대도예전
(2022 Contemporary Ceramic Art in Asia) 간(間)
주휴 공예 宙休工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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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대하는 태도 All about Attitude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문화역서울 284
일정

3.16-5.29

유형

전시, 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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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장소

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촉각의 순간들 Touch in the Dark
장소

주관하는 ≪사물을 대하는 태도≫전시는 2021 밀라노 한국공예전
에서 선보였던 주제 안에서 전시 작가와 작품을 문화역서울 284
공간에 맞춰 새롭게 재구성한 기획 전시입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공예계도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촉각을 중심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공예 프로젝트형 전시를

문화역서울 284 RTO

선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팩토리가 제작한 대구광명학교

일정

5.20-5.29

유형

전시, 체험

참여 기관 우리들의 눈, 대구광명학교,

학생들의 3D 졸업 앨범을 비롯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모두를 위한 작품 해설(이미지 리딩)과 시각장애인이 창작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공예품을 신기술인 3D 프린팅을 활용해 새롭게 제작해 선보이며

시각장애인 학생 20여 명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에게 특별한 전시 체험 및
감상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시 주제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공예에서 벗어나 재료, 사물, 기계, 인간, 환경
등 공예와 관련된 수많은 행위자 사이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인간을 위한 공예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함께

이를 위해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촉각 책과 다감각
교구, 3D 졸업 앨범 등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물을 전시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Do Touch’ 공예 워크숍을 통해 탄생한

존중하고 환대하는 태도야말로 이 시대 공예의 새로운 윤리이며

작업 결과물도 함께 선보입니다. 손의 움직임과 촉각, 3D 프린팅

사회적 실천입니다.

이라는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경계를 허물고, 촉각
교재와 교구 개발을 통한 공예 교육의 미래를 진단하는 계기를

이 위기의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탐색이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촉각으로

이번 전시의 목표입니다. 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여는 세상을 통해 감각의 새로운 활용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공예의 사물성에 대한 ‘1부 대지의 사물들’, 한국의 좌식 문화를
계승하고 현대화하는 ‘2부 생활의 자세들’, 인간과 평생을 함께하는
‘3부 반려기물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예, 사진, 회화
등 37팀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의 시연, 아티스트
토크, 공예 체험 프로그램, 메타버스 채널을 활용한 전시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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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민속 × 공예 소소하게 반반하게
Folklore × Crafts Simple and Neat
장소

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2021년 7월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에 문을 연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일정

5.20-8.31(월 휴관)

유형

전시

CHAPTER 3. 그래놀라 그로서리 GRANOLA GROCERY
장소

파주는 그동안 비밀스럽게 닫혀 있던 수장고를 대중에 개방하고
관람객과 거리를 좁혀 소통하는 관람 친화적 박물관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 연계 개방형 수장고의 첫 번째 특별전

연남방앗간

창작자를 위한 동네 편집 상점 연남방앗간.

문화역서울 284점·연남점·광교점

식음료 기반의 동네 경험을 공간으로 재해석한 방앗간에서

일정

4.1-5.31

정보

문화역서울 284 전시 관람객은

지역 상인, 소상공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동네를

연남방앗간 문화역서울 284점

기록하며 지역과 소통합니다.

음료 10% 할인

2022년 연남방앗간은 나의 취향을 따라가는 맛의 탐닉을

≪소소하게 반반하게≫를 통해 현대 공예 작가와의 특별한

이야기합니다. 지역 농가의 신선한 재료에서 찾는 나의 건강,

만남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와

간편하게 잘 차려 먹는 한 끼 식사로 나를 한 번 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민속 자료가 생활 곳곳에, 예술의 면면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통에서 영감을 받고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그릇부터 그래놀라까지 모두 손으로 만든 특별한 그래놀라

공예 작가 13명과 함께합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물건에

그릭 요거트 메뉴를, 2022 공예주간 기간 작가들의 공예품과

스며든 전통의 아름다움, 현재까지 이어져 온 민속과 공예의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그 확장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속 × 공예
소소하게 반반하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16 수장고
Collection Storage 16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aju

2022. 5. 20. Fri —
2022. 8. 31. Wed

| 공예주간 시즌메뉴
이혜미 <비즈 샤베트>

Folklore × Crafts
Simple and Neat

국립민속박물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Co-Exhibi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2022 공예주간

2022. 5. 20. 금 —
2022. 5. 29. 일

| 참여작가

전상근 <쌍화>

김별희, 류종대, 류지안, 박선영, 손상우, 양웅걸, 이윤정

최소연 <강원>

이정훈, 장혜경, 정구호, 정대훈, 정용진, 편소정, 하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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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2022 국제공예포럼 from material to form
(사)한국조형디자인협회와 영국런던크래프트위크,

장소

ZOOM

일정

5.9 20:00(영국 시간 12:00)

2022 아시아현대도예전
(2022 Contemporary Ceramic Art in Asia) 간(間)
장소

영국 스태퍼드셔 대학교,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협업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어로 진행 예정
유형

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진행하는 2022 국제공예포럼은 영국의 큐레이터이자 작가,

교육, 토크

Program organized by:
Korea Association of Art and Design
London Craft Week 2022

2022 International Craft Talks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아시아현대도예전은 2004년 ≪한일현대도예-신세대의 교감≫

강릉아트센터 제1전시실

전시를 시작으로 2019년 제16회까지 이어진 한국, 중국, 일본,

일정

5.23-5.29

유형

전시, 교육, 기타

대만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팬데믹으로 장기간 개최되지

교수인 닐 브라운스워드(Neil Brownsword), 미국의 공예 전문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에서 특별 기획 형식으로

큐레이터인 엘리자베스 아그로(Elisabeth Agro)와 함께합니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닐 브라운스워드는 2017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전시, 강평회, 학술 행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받았으며, 영국도자비엔날레에 이강효 작가를 초대하는 등

2022 아시아현대도예전은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의 젊은 도예가들의 작업 현황을 살펴보고, 팬데믹 이후

엘리자베스 아그로는 유일하게 ‘공예 전문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아시아 도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큐레이터입니다. 2023년 한국 공예·

또한 현대 도예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디자인·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도예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 공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공예를 더욱 심도 있게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시와 학술 행사 기간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공예주간과 동일합니다. 국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Korean Contemporary Craft

아시아 4개국의 공동 프로젝트인 아시아현대도예전을 통해

2 0 2 2 . 0 5 . 0 9 . m o nday

공예주간이 국제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0 : 0 0 HOURS (evening time) KOREA
1 2 : 0 0 HOURS (morning time) UK
Zoom 회의 참가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87055128676?pwd=Y3luSDlaY05UMS9lTm1rQzB2ZUo2U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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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주휴 공예 宙休工藝
장소

서울 종로구 옥인6길 37-5 썸웨어

스테이폴리오와 공예주간의 협력 전시

일정

5.23-5.26(10:00-18:00)

≪주휴 공예≫는 1950년대에 지은 오래된 주택으로

*목(10:00-15:00)
유형

전시

관람객을 초대하여 공예와 함께 휴식을 즐기는 테마 전시입니다.
‘집에서 공예와 함께하는 쉼’이라는 주제는
“Nowhere like Home, 편한 장소는 없다.”라는
문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전시공간인 썸웨어(somewhere)는 스테이폴리오에서
운영하는 K-lifestyle 렌탈 하우스로 인왕산 자락 아래
조용한 도심 서촌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편한 휴식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장소
‘집(Home)’을 매개로 휴식을 취할 때 필요한 사물들을 공감하고
소개합니다. 공예적인 기능이 돋보이는 경험을 제공하며
일상 생활에서도 공예의 아름다움이 스며들게 하고자 합니다.

| 참여작가
김자영, 류종대, 박성림, 박종선, 윤상현, 이희수, 인영혜, 최성미

우리집으로 가자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그램

나와 가족,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간. 때론 나 자신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 ‘집’.
코로나19는 우리를 어딘가로 떠나지 못하게 했지만 새삼 집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 몸을 받아주는 곳, 나를 쉬게 해주는 곳. 내가 아끼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공간.
사랑하는 사람과 편하게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살림살이 구경하는 재미, 휴식을 나누는 즐거움은
분명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쓰임새 좋고 정성스럽게 만든 공예품이 가득한 공예 마켓과 공방, 편집숍에서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다 '우리집으로 가자~'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은 또 어떤가요?
함께할 집의 시간이 그려지면서 집에서 더 행복할 것 같은 예감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우리집으로 가자 - 사다]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우리집으로 가자- 보다]
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2022 공예주간의 주제는 ‘우리집으로 가자’입니다. 집으로 가서, 집에 있어서 더 멋지고 근사한 공예.
쉼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나와 당신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집으로 가자 - 만들다]
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2022 공예주간

우리집으로 가자 - 사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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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 사다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구월시장

2022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플랫폼 구월이 주관하는 구월시장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공예주간 마지막 3일간 문화역서울 284 내
서측 복도에서 진행하는 마켓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업체들의 좋은 물건, 살림家 구월의
안목으로 고른 모두가 찾던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사는 즐거움이 넘치는 구월시장을 방문해보세요. 약 30개 팀이 참여해

장소

문화역서울 284 서측 복도

도자기, 비누, 패션, 주얼리 그리고 다양한 식품까지 선보입니다.

일정

5.27-5.29(11:00-18:00)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goowol.com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잘 쓰이길 바라며, 공예가 실생활에
늘 쓰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goowolmarket

나의 아침, 나의 주말, 나의 취향과 휴식을 생각하며 좋은 물건을 들어도 보고
쓰다듬어도 보며 찬찬히 주파수를 맞춰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작은 행복이자

사물을 대하는 태도 마켓

즐거움입니다. 집에 있는 공예품에 정과 마음이 가는 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살뜰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예주간은 매년 축제의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공예 문화가 생활이 되고 공예 축제가 펼쳐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2층에서는 ≪사물을 대하는 태도≫
참여작가의 작품 마켓이 진행됩니다.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참여한

‘좋은 물건을 고르는 즐거운 시간’ 공예 마켓은 공예주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작가 작품을 우리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그 수도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이지요.

전시의 감동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평소 좋아하는 도시와 마을에서 오랫동안

일상 속 실용과 아름다움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전시의 특별 마켓을 통해

좋은 친구가 될 공예품을 찾아보세요.

작가들의 작품과 삶을 함께 느껴보길 바랍니다.

장소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앞 복도
(소식당 위치)

일정

5.27-5.29 (11:00~18:00)

유형

마켓, 기타

홈페이지

www.seoul28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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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마켓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문호리 리버마켓(매일상회)

블랙마켓 @태백철암

문호리 리버마켓은 내려놓는 법과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백 블랙마켓에서는 탄광 문화·역사 체험을 통해

방문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삶과 꿈을 품은 ‘쇠바우골’을 돌아보고 석탄 채굴 갱도와 선탄 과정을

시작이 그러했듯 지금도 단순히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체험하며 꿈에 닿기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펼쳐온 자부심 가득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합니다.

장소

양평 문호리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 ≪쇠바우골 공예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호리의 매일상회에서 공예주간 기간 동안 강을 닮은

일정

5.20-5.29 *운영 시간 상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2022 공예주간의 특별 마켓을 통해 작가들의 특별한 작품과 삶을 함께

공예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판매 공간, 갤러리와

홈페이지

rivermarket.co.kr

테라스 무대, 그리고 야외 체험장을 제공합니다.

인스타그램 @river_market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

태백 철암

일정

5.28-5.29 *운영 시간 상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rivermarket.co.kr

인스타그램 @river_market

리버마켓
@곤지암도자공원

펭귄마을 골목마켓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에서는 삶을 담으며 간직하고 있던 꿈,

양림(楊林) 그리고 펭귄마을 공예 거리. 양림동 1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접고 있던 도전들이 광장에 펼쳐집니다. 나의 땀과 정성, 창의의 가치가

펭귄마을은 정크 아트로 꾸민 골목이 가득한 곳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더해지는 공연과 도자기 체험 등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예정입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 관광지입니다. 펭귄마을 골목마켓은 수공예 작가들과 주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공유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부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공예 거리에 입주한 공예 작가들과 함께합니다. 푸르른 5월,

도자기 체험(흙놀이, 물레, 채색, 조형)과 금속공예, 퀼트, 목공예, 가죽공예 등

공예 마켓, 체험, 시연 등을 즐길 수 있는 펭귄마을 골목마켓에서 만나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마켓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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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곤지암도자공원

장소

광주 남구 백서로 92-8 일대

일정

5.20-5.22 *운영 시간 상이

일정

[체험] 5.20-5.29(11:00~18: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rivermarket.co.kr

인스타그램 @river_market

[마켓] 5.20-5.22, 5.27-5.29
(11:00-18:00)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yangrim_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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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 사다 프로그램

공예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마켓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일월상회
SOLUNA MARKET

단주라인 손뜨개
팝업스토어

공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예 마켓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취미로 자리

‘일월상회 SOLUNA MARKET’을 선보입니다. 공예의 친숙하고 정겨운 면모를

잡은 손뜨개를 좀 더 특별하게 완성할 수 있는 팬시 얀, 핸드메이드 부속 자재,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작가가 제작한 여러 물성의 공예품을 즐거운 체험

독특한 단추 등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Matching Your Self’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및 재미있는 연출, 판매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사용하고 싶은 물건’,

팝업 스토어에서는 개인 취향대로 팬시 얀, 가죽 부속 자재, 손뜨개 도구,

‘장식하고 싶은 예술품’의 개념을 제시하며 ‘공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안감 등을 다양하게 선택해 내 맘대로 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일월상회 SOLUNA MARKET’에서

장소

서울 종로구 효자로13길 46

이번 행사를 위해 기획한 손뜨개 디자인 도안을 행사 기간 동안

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5

경험한 흥미로운 공예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 공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일정

5.20-6.5(11:00-19:00) *월 휴무

무료 배포합니다.

일정

4.28-5.1(목·일: 10:00-22:00,

유형

전시, 마켓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029

금·토: 10:00-20:00)

인스타그램 @solunaliving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danju.co.kr

인스타그램 @danju_knit

홍대앞 희망시장

서교작업실

2002년 5월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홍대앞 희망시장은

세 명의 작가가 작업하는 도예 공방입니다. 도자기 마켓 ‘오월의 그릇’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적 문화·예술 시장으로, 예술이 일상이고

서교작업실 작가들과 양구백자연구소 작가들이 합동 마켓을 엽니다.

일상이 예술인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에서 주관합니다.

고운 백자 그릇부터 거친 석기로 제작한 오브제까지 각자의 색채가 담긴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정기적으로 홍익문화공원에서 문화·예술 시장을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최해 시민 작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외 작가와 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시와 워크숍, 희망책방 콘서트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장소

서울 마포구 홍익로 9-1 4층

일정

3.4-12.30(금, 일: 13:00-18: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장소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길 37-11 1층

홈페이지

www.rainbowmarket.kr

일정

4.29-5.1(금-일: 10:00-19:00)

유형

마켓

인스타그램 @gorainbowmarket

인스타그램 @seogyo_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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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 사다 프로그램

공예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마켓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오프타임

돌내도예

'Enjoy and Relax'를 콘셉트로 한 자체 디자인 패브릭 제품과 국내외의

아름다운 시골길을 들어서면 피어나는 흙과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디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프스타일 셀렉트

2022 공예주간을 통해 돌내도예를 찾는 많은 분에게 흙과 친해질 수 있는

숍입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를 통해 국내 공예 작가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방과 마당에서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작을

지원하는 쇼케이스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예 작업을 만날 수

비롯해 도예 생활 20년 동안 각종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작품 30여 점을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자기, 유리, 칠기, 패브릭, 가구, 금속,

전시합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서는 손으로 또는 물레를 활용해 실용적인

그래픽 아트, 북 디자인 등 다양한 공예 디자인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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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성북구 보문로34가길 18

일정

4.15-5.31(월-금: 11:00-20:00,

그릇이나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장소

울산 울주군 웅촌면 석천중앙길 72-3

일정

5.20-5.29(화-금: 14:00-17:00,

토: 12:00-20:00) *일 휴무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offtime.co.kr

토·일: 14: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장소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인스타그램 @offtime_official

나린공예협동조합

부산시공예품전시판매장

공예를 통해 지역 공예를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부산광역시공예협동조합은 1962년에 설립한 곳으로 무형 문화재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단체입니다.

비롯해 부산시 공예 명장 등 공예 분야 장인 100여 명이 활동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집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한지 뜨기와

단체입니다. 지역 전통성이 깃든 공예품 개발, 전시 판로 사업과

한지에 가훈 쓰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예품을

공예 관련 공모전을 주관합니다. 부산시공예품전시판매장에서는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판매합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전통과 일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공예 문화와
장소

경남 사천시 동금5길 28 1층

일정

5.28(13:00-17:00)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nalincoop

부산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벡스코 지하 1층

일정

5.20-5.29(9:30-17:00) *일 휴무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busancrafts.com

인스타그램 @busan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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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 사다 프로그램

공예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마켓

가치를 소비하는 즐거움, 전국 방방곡곡 공예 마켓

웅촌문화체험협동조합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웅촌예술인협회는 다양한 공예 작업을 하는 장인들이 예술품을 만드는

다양한 지역 창작자들이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핸드메이드

공간입니다. 조각, 천연 염색, 도자, 한지공예, 목공예, 옻칠 분야 작가

문화 공간’입니다. 어른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스테이셔너리 팝업 상점

30여 명이 활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웅촌문화체험협동조합은 도자기,

‘8 Weeks Popup Store’가 열립니다. 무언가를 잔뜩 적고 기록하며 설렘을

천연 염색, 한지공예, 향수공예 등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체험형

느끼기 좋은 시기,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것과 그때의 감정을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쾌적한 자연 속에서 간단한 체험과 함께

떠올리며 새 다이어리, 새 캘린더, 새 펜과 새 메모장, 새 노트에

플리마켓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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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일정
유형

울산 울주군 웅촌면

손 가는 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글과 사물로

정주권로 344-10

담아둘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장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 186 1층
플레이스튜디오

5.20-5.29

일정

4.1-5.31(12:00-20:00)

(월·화·금: 14:00-17:30)

유형

기타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hello-p6.com

인스타그램 @p6_chuncheon

해바바

해바바는 ‘요즘 것’들의 한복집으로 ‘쉬운’ 전통을 추구하며 전통을 모티브로 한
핸드메이드 굿즈를 선보입니다. 부산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 모티브
굿즈 공예 기술부터 브랜드 개발까지 배울 수 있는 해바바 클래스도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통해 노리개 전통 모티브 키링과 마스크
스트랩 제작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장소

부산 남구 수영로298번길 39-15 6층

일정

5.22-5.29(11:00-19:00) *화 휴무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litt.ly/haebaba

인스타그램 @haebaba_official

2022 공예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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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 보다
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SeMoCA, Seoul Museum of Craft Art)은 공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자 서울시가 건립한 공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모든 시대와
분야의 공예를 아우르며, 공예품은 물론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지식,
기록, 사람, 재료, 환경 등을 함께 연구·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이해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공예의 가치와

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즐거움을 배우고 체험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상 가까이에서 공예를

장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느껴볼 수 있는 공예상품 할인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정

5.20-5.29 *운영 시간 상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craftmuseum.seoul.go.kr

일상의 활기를 더해가는 이번 5월, 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공예주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seoulmuseumofcraft

공예가는 좋은 재료와 자신만의 특별한 기법으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쓰임새 좋은 물건뿐 아니라 경이로운 예술 작품으로도 창작하기 때문이지요.

갤러리밈

그저 마음에 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멋지고 근사한 작품이 가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공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예가의 손끝에 맺히는
창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공예를 더욱 가까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감을 넘어 공감각까지 건드리고 자극하는 공예의 오늘을
수준 높은 갤러리와 작가의 작업실, 박물관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갤러리밈은 동시대 미술의 경계에 도전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역동적인
실험의 장 역할과 함께 다양한 미학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중진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합니다. 중진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는 M’ Void는 비움의
미학을 이르는 건축용어인 ‘void’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시대 미술의 가치를
독창적 작업 세계로 구축해온 중진 작가들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탐구와
성찰 과정을 전시로 펼쳐내고 있으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3 5-6층

40여 년간 금속공예 작업에 매진해온 서도식 작가의 열 번째 개인전

일정

5.4-6.30(10:30-18:00)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gallerymeme.com

≪Find Your Light≫가 열립니다. 은과 동이라는 금속의 물성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내면 공간을 품은 달항아리를 재해석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_gallery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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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나주반전수교육관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금속공예가 고혜정의 작업실 겸 쇼룸입니다.

나주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만든 소반을 말하는데 해주반, 통영반과 더불어

금속 오브제, 테이블웨어 및 장신구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는

3대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주반전수교육관은 누구든지 나주반을

2022 공예주간 동안 작가의 세컨드 라인 장신구와 소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전문적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예약 링크를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통 소반인 나주반을 비롯한 다양한 소반을 전시하며, 미니 소반 만들기

한옥에서 자연을 담은 작가의 현대적 작품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체험은 일주일 전에 예약하면 소나무를 사용한 원형 호족반이나 사각반을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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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장소

서울 종로구 계동길 115-1

장소

전남 나주시 죽림길 27

일정

5.25-5.29(수-금: 13:00-18:00,

일정

5.20-5.28(10:00-18:00) *일 휴무

토·일: 11:00-18:00) *월·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10

일정

5.20-5.29(10:00-17:00) *월 휴무

유형

체험, 전시

홈페이지

www.shimyoungmi.com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craftko.com

인스타그램 @kobang_everyday

공간칠

동림매듭공방

한국적 정체성과 로컬리티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작가 김민혜가 운영하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매듭 기능 전승자 심영미 장인의 공방입니다.

공방입니다. 민화, 전통 회화, 규방공예에 담긴 고전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옛 유물 및 유물 재현품, 창작품, 문화 상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듭 재료,

해석해 자수 공예품으로 제작합니다. 독특한 감각의 비단 채색화 클래스를

도구 등을 전시, 판매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매듭 팔찌 만들기 원데이

열며, 옷을 가져올 경우 옷에 자수를 놓아주는 자수 커스터마이징도

클래스를 진행하며 가락지 매듭과 외도래 매듭을 이용해 나만의 매듭 팔찌를

함께 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색色, 칠漆, 수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매듭 팔찌 만들기, 가방 참 만들기, 마스크 스트랩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작가 김민혜의 광장시장

장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709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

5.20-5.29(금-일: 10:00-20:00)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color7.co

인스타그램 @color_7f

원데이 클래스는 상시 운영합니다.

인스타그램 @donglim_knot_jinyoun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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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초갤러리

북촌 작은 쉼터 갤러리

국내 최초 칠보공예 갤러리로 한국 전통 칠보와 현대 칠보, 그리고 반초

한국보자기아트협회는 보자기 문화를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한 보자기

디자이너가 은과 금으로 만든 차 도구를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북촌 작은 쉼터 갤러리에서 열리는

2022 공예주간을 맞아 ‘반초공감’에서 차를 매개로 차와 칠보공예를 함께

≪2022 봄이오다≫ 전시는 매년 협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행사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반초공감 차와 칠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보자기아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접수받고

보이차 생차, 보이차 숙차, 백자, 홍차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은 다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유미선, 김경남,

이용한 차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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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금천구 탑골로8길 21

홍지연, 임혜은, 최진화, 송은지 등 6명의 작가가 3일간 릴레이 전시를

장소

서울 종로구 계동2길 11-9

일정

5.2-5.23(월: 14:00-16:30)

펼칩니다.

일정

5.10-5.30(10:00-17:00) *월 휴무

유형

체험, 전시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banchogallery.com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29-1

일정

5.24-5.29(화-토: 10:00-18:00,

북촌박물관

북촌한옥청

2022년 5월, 북촌박물관은 공예주간과 함께 ≪장(欌), 생활을 담다≫

종로구 가회동 언덕에 위치한 북촌한옥청은 북촌에서는 보기 드문 120평

전시를 개최합니다. 장(欌)이란 하나로 연결된, 층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약 400㎡) 규모의 넓은 한옥입니다. 안채, 문간채, 행랑채, 앞마당 등에서

조선 시대 수납 가구를 말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시대 생활 공간인

연중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지는데, 2022 공예주간 기간에는 김미주·

사랑방과 안방을 구분해 각 공간에서 사용한 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하나·이은경 작가의 전시 ≪화(和): Find Your Place≫가 개최됩니다.

현재와 달리 다양한 형태에 쓰임새가 다양했던 장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질인 도자와 유리를 이용해 작업을 지속해오는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작가들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채로운 공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일: 10:00-17:00) *월 휴무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39

일정

5.4-5.31(10:00~18:00 *일 휴무

유형

전시

인스타그램 @bukchonmuseum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feel.glass

인스타그램 @verr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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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영

스페이스 금채

삼세영(三世孾)의 삼세(三世)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영(孾)은 어울림을

2018년에 개관한 공예 전문 공간입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해 참신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점·선·면을 기본으로 삼아 작품을 만드는

소개하고 중견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공예의 생활화를

작가 4명의 전시 ≪The Basic≫을 개최합니다. 김기드온, 신상원, 이정,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전을 시도해왔습니다.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조은우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삼세영의 독특한 공간도 함께

아름다운 식공간에 어울리는 테이블웨어를 선보이는 기획 전시

즐겨보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식공간≫을 엽니다. 김동현, 곽순화, 이규남, 주소원, 조성호 등 5명의
장소

서울 종로구 평창44길 2(평창동)

작가가 참여하며 주전자, 트레이, 화병, 접시 등의 기물과 은, 주석, 옻칠을

장소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9-24

일정

5.11-5.29(10:00-18:00) *월 휴무

이용한 격조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정

5.13-5.31(11:00-18:00) *일 휴무

유형

전시

유형

전시

홈페이지

spacekeumchae.com

인스타그램 @space_keumchae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예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예술·고고미술사학·인류학·민속학 관련

예올 기획전 ≪그 선 그 색≫은 예올 20주년을 맞이해 한국적인 표현,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으로 특히 여성 생활사 중심의 유물을

우리의 선과 색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자연의 선을 나무로

수집·보관·전시하며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 활동을 합니다. 근래에는

표현한 김민욱의 목기, 김혜정의 단아한 도자기, 한국적 나뭇결을 칠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공예 유물을 현대 공예와 연결해 새로운

박주형의 옻칠 작품, 생활 속 단지를 담은 송원석의 금속기, 자연의 암석과

시각으로 살펴보는 온·오프라인 전시를 국내외에서 개최합니다.

금속을 이용한 이리산의 금속 가구, 은은한 빛의 색을 담은 정수경의

≪시대를 개화하다, 꽃≫은 20세기 초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장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99

유리 작품, 전통 삼베에 한국의 선을 새긴 최희주의 삼베 작품, 한국에 살면서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50-1 예올 북촌가

시대상을 꽃으로 상징해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일정

5.20-5.29(10:00-17:00) *일·월 휴무

한국의 도자기에서 영감받은 안날리사 알라스탈로(Annaliisa Alastalo)의

일정

5.25-7.8(11:00-17:00)

유형

전시, 기타

온라인 전시와 강좌,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youtu.be/1ba_Ytz7UQQ

*일·월, 공휴일 휴무

유리 작품을 선보입니다.

*5월 29일 2022 공예주간 특별 운영

유형

전시

인스타그램 @yeol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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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온더힐 갤러리

통인화랑

전문 예술 법인 단체 하균학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예 특화

우리나라 최초의 공예 전문 화랑이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갤러리입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는 세라믹 작가 박진선,

공간인 통인화랑은 2019년 서울미래유산 화랑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금속 오브제 작가 유다흰, 금속 작가 이형준이 함께하는 기획전

화랑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김국현 작가의 ≪Childhood≫ 전시를

≪The Maximalist≫를 개최합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의 비움에

선보입니다. 작가의 사진은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친 사람들에게 맥시멀리스트의 채움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허전함을 느낀 어린 시절의 고착(fixation)에서 출발했습니다. 장난감으로

물건을 공간에 하나씩 채워 넣으며 취향을 완성하고 삶을 풍족하게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7길 20

발현된 작가의 사진을 보고 단순하게 장난감을 찾는 재미를 느끼거나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일정

5.11-5.28(10:00-19:00) *월·화 휴무

무표정 속에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craftsonthehill.com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2
통인빌딩 지하 1층

일정

5.11-5.29(화-토: 10:30-18:30,
일: 12:00-17:00) *월 휴무

인스타그램 @crafts_on_the_hill_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tongingallery.com

인스타그램 @tongingallery

통의동 보안여관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다 함께 차차茶’는 한국 차 생산자 및 생산 지역, 소비자, 차 문화 생산자와

고(故) 석정 한익환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고인의 자택 1층을 전시관으로

동시대 공예 작가들의 차 도구 관련 공예 작업을 연계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개조한 작은 박물관입니다. 선생의 도자 예술 세계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차는 인간과 비인간(자연과 사물)을 이어주는 미디어이며 차를 나누는

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알리고, 많은 후학이 전통에 바탕을 둔 창조의

찻자리는 자연스레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세계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선생이 생전에 연구한

2022년에는 ≪Tea Platform - 비인간 돌보기≫ 전시를 진행하며,

도자기 편과 태토 등을 상설 전시하고, 선생과 연계된 사진과 도자를 특별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타원의 테이블을 일종의 ‘티 플랫폼’으로 활용해

장소

서울 종로구 효자로 33

전시로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전시 관람이 어려웠던 시기에 열린 전시를

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8

도자기, 금속, 나무, 패브릭, 유리 등 다양한 매체로 작품을 만드는

일정

5.20-6.12(12:00-18:00) *월 휴무

유튜브 채널에서 ‘1분 영상 전시’로도 선보입니다.

일정

5.20-5.29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www.boan1942.com

동시대 작가들의 차 도구를 선보입니다.

043

인스타그램 @boan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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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Craftoy Cafe

김포다도박물관

장난감을 주제로 즐기고 소통하는 전시를 지향하는 전시 그룹인

한국 차 문화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2001년에 개관한 전통 다도

크래프토이가 2022 공예주간을 통해 갤러리 아원에서 전시

박물관입니다. 다도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다도구류, 도자기, 목기 등을

≪Craftoy Cafe≫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 공간에서 점점 일상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휴식 공간인

공간(cafe)으로 그 내용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했습니다.

정자와 조각 공원, 생태 연못 등이 조성되어 있고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2층 전시장에서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를 여는 동시에,

있습니다. 전통 다도 체험과 가족 피크닉 들차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3층 ‘Floor for Fiction’ Cafe에서는 고객이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5가길 3 아원공방

자리에서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색다른 형태의 행사를

일정

5.25-6.5(11:00-20:00, 6.5 -14:00)

진행합니다.

045

유형

특별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장소

경기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275번길
187-49

*휴무 없음 *카페 월·화 휴무

일정

5.20-5.29(10:00-17:00) *월 휴무

전시, 체험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kimpodadomuseum.modoo.at

인스타그램 @team_craftoy

인스타그램 @kimpodado

HOME
(부제: Welcome to my house)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집은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복합적 공간으로서 개인의 취향을 담아내는

한국 전통문화의 격조와 품격을 알리기 위해 2014년에 설립한 1종 전문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장신구) 김영희 선생이 설립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술인 공예가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은 김영희 선생의 작품으로 조선 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2022 공예주간, 뉴턴이 준비한 전시 ‘HOME(부제: Welcome to my house)’은

궁중 장신구의 복원, 복제한 작품과 문양을 응용한 현대 창작품이 주를

장소

화이트 큐브 전시에서 벗어나 주거 공간 속 공예품을 보다 쉽고

이룹니다. 2022 공예주간에 진행하는 ‘천연 원석 장신구 만들기’는

일정

5.20-5.29(10:00-18:00) *월·화 휴무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공간에서 공예가 접목되고

한국 전통 패물에 사용한 원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유형

체험, 전시

홈페이지

bkjm.modoo.at

인스타그램 @bkj_museum

소비되는 방식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일상의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장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

일정

5.20-5.29(12:00-20:00)

직접 다양한 원석을 만져보고 장신구를 만들면서 원석 고유의 색과 원석의

유형

전시

색상 배합 방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new_turn_official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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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풀짚공예박물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풀짚공예박물관은 풀과 짚을 이용해 만든 민속 생활 도구와 공예품을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온 지혜의 산물인 목재

수집하고 연구·전시·교육하는 곳으로 2006년 6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화를 조명하고, 현대의 생활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 교육, 체험을

신현리에 설립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 방문하면 상반기 기획 전시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인 목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동고동락≫을 관람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통 목재 유물 및 현대의 목공예 작품도 함께 전시합니다. 나무가 지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을 통해 일상이 풀과 짚의 향연으로

따스함을 느끼며 자연적 삶을 가꾸는 다양한 목공예 체험이 가능한 열린

가득하길 바랍니다.

047

장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6

문화 공간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전통과 현대의 서실 문화를 엿볼 수

장소

경남 김해시 관동로27번길 5-49

일정

1.1-5.31(10:00-18:00) *월 휴무

있는 ≪서실의 치완≫ 전시와 필갑, 독서대, 책꽂이, 연필꽂이, 모니터 받침대,

일정

5.20-5.29(9: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pulzip.com

홈페이지

www.gimhae.go.kr/wood.web

인스타그램 @pulzip

우든 샤프와 우든 펜 등 목공 제품을 만들어보는 ‘내 책상 위의 잇템’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부여

지천옻칠아트센터

20년간 비어 있던 공가를 2021년 리모델링해 재탄생시킨 부여의 복합 문화

국내 최초의 지태옻칠 전문 갤러리로, 지천 김은경의 다양한 지태옻칠기와

공간입니다. 오픈 기념 초대전으로 섬유 작가 오명옥의 두 번째 개인전

옻칠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예술가가 1000일을 함께 연구한

≪모으다_다시 피어난 조각들≫을 선보입니다. 깨진 조각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인 새로운 옻칠을 소개하는 상설 전시 ≪Cross: 과학자와 예술가의 옻칠

토기 유물을 통해 작가는 다사다난한 우리 삶의 여정도 이처럼 모이고 쌓여

탐험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 공예주간을 맞아 '나만의 옻칠

하나의 인생이 됨을 섬유공예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코스터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맑고 깊어지는 옻칠과

조각보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전시의 여운을 담아 갈 수

장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76

장소

경북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 73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일정

5.20-5.29(11:00-19:00)

일정

5.20-5.29(10:00-17:00)

유형

전시, 체험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www.jicheonottchil.com

인스타그램 @studio_buyeo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gimhae.wood.museum

인스타그램 @jicheon_ottc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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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사치, 안목을 높여주는 공예

취목공방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소목장 조복래 기능 보유자의 공방입니다.
2대에 걸쳐 이어오는 곳으로 전통 가구 제작 방법과 기법, 그리고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을 맞아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 가구를
가까이에서 접해보기 바랍니다.

장소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2142

일정

5.20-5.29(10:00-18: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인스타그램 @_hyunyoungcho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7만여 명의 타 지역 관람객이 방문하는
한지 문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다양한 한지공예와 한지 뜨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시 최대 2개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지 모빌, 한지 꽃 액자, 풍경, 손거울, 한지 부채,
한지 그림 액자, 한지 인형, 컵 받침, 사각 목걸이, 한지 꽃 디퓨저까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일정

4.14-12.31(9:00-17: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hanjipark.com

인스타그램 @hanji_themepark

2022 공예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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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 만들다
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101박스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의 키트 전문 서비스 ‘하비인더박스’가
브랜드명을 ‘101박스’로 변경하고 2022 공예주간을 맞아 ‘101박스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취미 키트를 대중화시키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 약 50만 개를 돌파한 101박스는 ‘모두가 크리에이티브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표 아래 공예, 드로잉, 베이킹, 가드닝, 키즈 등 약 5,000개의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2 3층

일정

5.13-6.12

다양한 키트를 소개합니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형

마켓

1만원권 쿠폰팩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www.101box.co.kr

인스타그램 @101box_official

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놀만

‘놀면서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공예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공방의 다양한 공예 클래스를 소개하는 공방 플랫폼입니다.
취미는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공방을
소개합니다. 목공예, 도자공예, 가죽공예, 라탄공예, 유리공예 등 다양한

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분야의 원데이 클래스부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트 상품과 공예 작품을

B동 314호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 놀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정

5.20-5.29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무를 수

온라인 키트와 오프라인 클래스 등 모든 상품을 5% 할인 판매합니다.

유형

마켓

있지요. 흙, 돌, 나무, 금속, 천, 실 등 저마다 다른 공예 재료의 본성과 특징 그리고

홈페이지

normann.co.kr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와 시간은 일상의 작은 평화이자 숨구멍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매력을 좀 더 세세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공예를 배워보세요. 공예 교육은 인내심,
창조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자립심을 길러줍니다. 이번 공예주간에서는 집에서도
편하게 공예에 입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연자와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방들도

동림매듭공방

공예주간 기간에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공방으로 매듭 기능 전승자 심영미 장인과 매듭 기능
계승자 박진영 장인이 운영합니다. 노리개, 허리띠, 주머니, 선추, 유소 등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종 장식용 매듭부터 실, 끈, 장신구 등 매듭의
재료까지 전시해두었습니다. 한옥에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유물을 비롯해
유물 재현품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 만든 창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10

일정

5.20-5.29

이제 공방의 모든 것을 동영상 플랫폼에서 ‘랜선 투어로 동림매듭공방

유형

교육/강연, 기타

알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둘러보세요. 2022 공예주간 기간에 오프라인

홈페이지

www.shimyoungmi.com

인스타그램 @donglim_knot_jinyoungpark

공간에서는 매듭 팔찌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youtu.be/qGB-xu6DY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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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라나돌스
창작연구소
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8 1층 102호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lanadolls.com

인스타그램 @lana_choi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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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라나돌스는 창작연구소는 누구나 쉽게 손뜨개 인형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기초 동영상 강의 ‘라나돌스 손뜨개 인형 만들기’를 유튜브 채널에

상원미술관

상원미술관의 아름다운 정원을 공개합니다. 북한산 자락 아래 자리한
상원미술관에서는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개관 이래 20년을

공개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귀여운 손뜨개

함께한, 터줏대감과 같은 매실나무, 앵두나무, 소나무부터 정원 한편에

인형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이곳에서는 손뜨개 인형 분야의 전문가

자리 잡은 안방마님 암탉들까지, 작지만 다채로운 정원입니다.

양성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 자격 ‘코바늘 손뜨개 인형 지도사’

미술관 정원에서 한지 폴딩 기법을 이용해 한지 화단 팻말, 한지 조명 등

장소

서울 종로구 평창31길 27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 라나돌스 쇼핑몰

일정

5.20-5.29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공예품을 만들어봅니다. ‘숏폼 공예 클래스

(www.lanadolls.com)의 창작 손뜨개 인형 도안집과 DIY 키트를

유형

교육/강연, 기타

(마당을 나온 미술관 암탉)’ 59초 영상으로 손쉽고 빠르게 한지 공예품을

홈페이지

www.imageroot.co.kr

10% 할인 판매합니다.

인스타그램 @imageroot_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lanadolls

류오동 인형
스튜디오
장소

경남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3
현대상가 202호

일정

5.20-5.29(토, 일: 10:00-17:00)
*월~금 휴무

류오동은 인형 공예 활동과 목공예, 삽화, 텍스타일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합을 시도해온 인형 작가입니다. 인형을 볼 수 있는 쇼룸인 두루비

옻칠하는 아빠

'옻칠하는 아빠’는 옻칠이 다소 고지식하고 딱딱해보이지만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토 시립 예술대학에서 옻칠을 공부하고

갤러리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담 리우의 인형 이야기≫는 그가 만든

현재는 모교에서 옻칠을 가르치는 김준래는 옻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인형과 소장하고 있는 인형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인형

탈피해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한 옻을 소개합니다. 현대적이고 즐거운 옻을

소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손 그림과 일러스트 캐릭터로 재탄생한

장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금포로 1117-20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옻칠 기본 지식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기법까지

가동 1층 15호

담소와 위트를 담은 옻칠 이야기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pXeJe53blSKBZWpeNlA6Vg

www.kimjunrae.com

소설 속에 등장한 인형을 온라인으로 전시한 ≪류오동 캐릭터 인형전≫을

유형

전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gaonline.tistory.com/469

인스타그램 @daddy_kim_handworks

인스타그램 @ryuohdong

매듭공예 배키맴

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305호

일정

5.20-5.29

유형

교육, 강연

홈페이지

baeky.modoo.at

인스타그램 @baekymaem

누구나 쉽게 즐기는 매듭 놀이가 되길 바라며 매듭을 바탕으로 제품 제작,
교육, 연구하는 매듭공예 전문 공방입니다. 기본 매듭과 매듭을 이용한 소품

탁틸리티 스튜디오

섬유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곳으로, 탁틸리티(tactility)는 영어로
촉감이라는 뜻입니다. 위빙, 마크라메, 펠팅, 터프팅 등 섬유를 재료로 하는

만들기 동영상 ‘배키맴: 기본 매듭 기법으로 소품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위빙의

손가락처럼 끈 사이에 끼우는 가락지매듭, 건강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을

즐거움을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 위빙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를

담은 국화매듭을 비롯해 도래매듭, 생쪽매듭의 기본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할인하고 체험형 미니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5월에 새롭게 이전한 공간에서

장소

서울 중구 동호로 385-2 207호

반지, 팔찌, 브로치, 안경 목걸이, 마스크 걸이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5.20-5.29

다양한 섬유 작품을 구경하고 나만의 작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손재주가 없어도 동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매듭과 함께

유형

체험, 교육/강연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tactilitystudio.com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p6Cv8UAvHDM

인스타그램 @tactility_studio

유튜브 youtu.be/x1tnM_fj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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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페이퍼리

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지하 2

방구석 공예 입문, 기품 있는 취미 생활
종이로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세상! 페이퍼리는 ‘paper’와 ‘lovely’의
합성어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페이퍼 아트를 지향하며, 가위나 칼

희즈핸즈

도시 원예 강사 희즈핸즈는 ‘자연과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모토로, 원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예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없이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페이퍼 아트 키트를 개발하고 여기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감성을 더해 페이퍼 아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고무신 미니 정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고무신 미니 정원 만들기

페이퍼 플라워, 페이퍼 펫 등 페이러리에서 만든 다양한 DIY 키트를 이용하면

233-234호

재단된 종이를 붙이기만 해도 입체감 있는 꽃, 공간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일정

5.20-5.29

활용할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능한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paperly.modoo.at

인스타그램 @paperly.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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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아트 DIY 키트’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키트는 희즈핸즈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문창의 설명

33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 F1149호

동영상을 보면서, 또는 동봉된 설명서의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을 보면서

일정

4.1-5.29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키우기 쉽고 모양도 귀여운 다육식물과 앙증맞은

유형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heeshands.com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ppEf8R4Bdlo

고무신, 이름표 등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나만의 살아 있는 미니 정원을
만들어보세요.
유튜브 youtu.be/SmVy8lCWwLo

한국마크라메협회

장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31

일정

5.20-5.29

유형

전시, 기타

홈페이지

macrame.kr/2022craftweek

한국마크라메협회는 마크라메 공예를 소개하고 마크라메 공예에 관한 역사,
지식, 트렌드 등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버밀라 마크라메 아카데미와 함께

히소펠트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3

형태를 만드는 공예입니다. 양모를 이용해 포근포근, 따뜻따뜻, 귀여운

아티스트와 전문적인 인스트럭터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 공예주간

니들펠트 인형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2 공예주간에는 영상

기간에 한국마크라메협회와 버밀라 마크라메 아카데미 소속 강사들이

‘니들펠트로 동박새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히소의 니들펠트 채널에서는

장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90 (우동)

다양한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마크라메협회 전시회 랜선 투어를 통해

일정

5.20-5.29

니들펠트의 기초부터 튜토리얼뿐만 아니라 니들펠트 ASMR이나

집에서 온라인 수업, 각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유형

교육/강연, 기타

니들펠트로 만든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은 백(100)의 순우리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온(100)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온라인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인스타그램 @hisofelt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eRfqfx0cUpc

db판화작업실

판화라는 매체를 활용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예술을 만나고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치유하는 시간, 자연 재료를 이용해 천천히 시간을 채우고 나면 아름다운

‘Printmaking for Everyone, db판화작업실 온라인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이 완성됩니다. “당신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판화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라탄공예로 치유를 원하는 분을 위한 다양한 클래스 프로그램 ‘라탄공예,

테라스퀘어 716호

이리 ON’을 준비했습니다.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자작나무 판을 이용해

일정

5.20-5.29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만들 수 있는 '호랑이 바구니 클래스', 어디든 휴대가

유형

교육/강연

홈페이지

goldrattan.kr

가능하고 딸깍 당기면 켜지고 다시 당기면 꺼지는 원터치 조명을 만드는

인스타그램 @goldrattan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니들펠트는 다양한 섬유를 특수 바늘로 압축해

체계적인 공예 교육으로 자격증 검정 시험 및 전시를 진행하며 공예

유튜브 youtu.be/beHEFXftfbE

황금라탄

니들펠터 히소가 처음 니들펠트를 시작하게 된 건 귀여운 반려묘를 본떠

‘당기는 조명’ 클래스, 유연한 라탄의 장점을 살려 곡선 모양 화병을 만드는
'라탄 화병 클래스' 등을 유튜브 황금라탄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유튜브 youtu.be/wGli3IhoYr4

장소

서울 마포구 홍익로5길 59

영상을 따라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다 보면 예술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서교동) 1층

판화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정

5.20-5.29(9:00-18:00), 일, 월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기타

유튜브 www.youtube.com/dbprintstudio

홈페이지

www.dbprintstudio.kr

인스타그램 @db_print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예 문화 프로그램
‘우리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공예의 멋과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취미로, 함께 하는 놀이로, 나아가 이 시대의 문화적 토양으로서

KCDF 프로그램

공예의 매력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발견해보세요.

2022 공예주간 협력 기관
2022 공예주간 협력 행사
2022 공예주간 협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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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부산에서 만나는 공예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지하 1층

일정

5.20-5.29(10:00-17:00) *주말 휴무

유형

전시, 마켓

2022 별별체험 공예주간

인스타그램 @busancrafts

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2-7 일대

일정

5.20-5.29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jeonju.crafts

부산광역시공예협동조합

별별체험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1962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별별체험 협동조합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받았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부산시 공예 명장 등 공예 분야 장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료 공예 체험 프로젝트≪2022 별별체험 공예주간≫을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성을 담은 공예품 개발,

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지공예, 전통 매듭, 가죽공예, 도자기공예,

전시 판로 사업과 공예 관련 공모전을 주관합니다.

수제 도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10개 공방이 함께합니다.

낯설고 익숙한 전통의 귀환, 일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공예 문화,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한옥 마을의 편안함도 느끼고,

부산을 상징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2022 공예주간,

별별체험 협동조합의 다양한 공예 체험을 만나보세요.

부산의 랜드마크에서 만나보세요.

공예살림 2022

059

장소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3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일정

제작소 프로젝트 2022_주조(鑄造)

장소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27
MASS GALLERY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67 일대

일정

5.20-5.29(10:00-18:00) *월 휴무

[전시] 5.20-5.29(10: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교육/강연

[마켓] 5.21-22, 5.28-29(10:00-18:00)

인스타그램 @wbhlab

서순라길공예협의체

WBHLab

5월 공예주간의 주말 서순라길공예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공예 전시와

WBHLab이 기획한 제작소 프로젝트는 공예의 제작 공정을 주제로

공방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공간을 활용한

2020년 금박, 2021년 단조에 이어 2022년에는 주조를 주제로 합니다.

공예 마켓 ≪공예살림 2022≫도 열리니 서순라길을 따라 펼쳐지는 기와지붕

≪제작소 프로젝트 2022_주조(鑄造)≫는 국가무형문화재 주철장 원광식과

아래 텐트를 만나보세요. 색동 공기, 색동 꼬리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도

금속공예가 이준식의 제작소로 구성했으며, 제작소 프로젝트가 시도해온

준비했습니다. 마을 주민, 상인, 종묘를 찾은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장인과 청년 작가의 기술 전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내고자 4개월간의

공예로 살고, 공예가 사는 풍성한 공예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업 과정을 시각예술가 노세환의 영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 전승의 결과를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시연 행사와 연계해
일반인에게 한국 공예의 사명과 전승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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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생활 속에 함께하는 도자기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71번길 28
1층 티카페620

장(欌), 생활을 담다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39

일정

5.4-5.31(10:00~18:00 *일 휴무
전시

일정

5.21-22일, 5.28-29(12:00-20:00)

유형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bukchonmuseum

인스타그램 @gillamic

세라믹스튜디오 길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조금 오래 걸리고 때로는 투박할 수 있지만 만드는

2022년 5월, 북촌박물관은 공예주간과 함께 ≪장(欌), 생활을 담다≫ 전시를

과정과 작품이 탄생했을 때, 그리고 손수 만든 작품이 생활 속에 함께할 때

개최합니다. 장(欌)이란 하나로 연결된, 층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조선 시대

특별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정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만들어진 것,

수납 가구를 말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시대 생활 공간인 사랑방과

그것은 용도 외에 더 큰 가치가 있기에 그 가치를 체험과 마켓을 통해

안방을 구분해 각 공간에서 사용한 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와 달리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세라믹스튜디오 길은 2022 공예주간 기간에

다양한 형태에 쓰임새가 다양했던 장을 통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도자공예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도자공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Craftoy Cafe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5가길 3 아원공방

일정

5.25-6.5(11:00-20:00, 6.5 -14:00)
*휴무 없음 *카페 월·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한국현대공예 비상전
(韓國現代工藝 飛上展)

인스타그램 @team_craftoy

한국공예가협회
장난감을 주제로 즐기고 소통하는 전시를 지향하는 전시 그룹인

한국공예가협회는 2022 공예주간을 맞아 금속, 도자, 목칠, 섬유, 유리 5개

크래프토이가 2022 공예주간을 통해 갤러리 아원에서 전시

분과별 총 141명의 우수 회원을 선발해 한국 현대 공예의 트렌드와 미래의

≪Craftoy Cafe≫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 공간에서 점점 일상

방향성을 선보이는 전시 ≪한국현대공예 비상전≫을 엽니다. 한국 현대 공예

공간(cafe)으로 그 내용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했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충청남도에서 선보여 현대 공예 문화를 지방 권역으로

2층 전시장에서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를 여는 동시에,

확산시키고, 충청남도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 관광객에게

3층 ‘Floor for Fiction’ Cafe에서는 고객이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한국 현대 공예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색다른 형태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061

장소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일정

5.20-6.2(10:00-18:00)

유형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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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溫)기(記)를 불어 넣다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길 11-2
저스테이1250

수선의 미학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 8
KCDF갤러리 제1전시장

일정

5.23-5.27(13:30~18:00)

일정

5.18-5.22(10:00-18: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jewol_art

인스타그램 @aesthetics_of_restoration

제월아트체험센터

김대영인문예술아카데미

경북 의성에서 처음 열리는 2022 공예주간≪온(溫)기(記)를 불어 넣다≫는

김대영인문예술아카데미가 기획한 ≪수선의 미학≫은 9명의 작가들이

문화유산 조문국 유물을 바탕으로 선조들의 생활양식을 복합 문화 기업

모여 도자와 섬유라는 상반되는 물성 너머로 일렁이는 수선 예술의 미학을

(주)제월아트체험센터에서 현대 생활 공예로 재해석 하였습니다. 삶의 가장

내재적 목적론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대영, 김지현, 오수,

기본이 되는 나무, 삼베, 흙을 주재료로 한 체험 교육부터 전시, 마켓까지!

최수진, 최이재, 홍보의, 박혜심, 임소영, 정희기 작가에게 수선은 나름의

창작자를 위한 문화 플랫폼이자 프리미엄 한옥 공간인 '저스테이1250'에서

존재 이유가 있는 사물들과 더 내밀히 교감하는 행위입니다.

공예품에 녹아 있는 선조들의 지혜와 더불어 일상과 더욱 가까워진 예술을

'우리집으로 가자'라는 2022 공예주간의 슬로건과 함께 여러분을

만끽하세요.

수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전시, 체험, 교육을 통해 수선 과정에서
발현되는 미(美)를 느끼고 사물 세계를 경험하며,
사물들과 마음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예로운 생활_반짇고리 이야기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17
색실문양누비공방

자수 한반도

장소

서울 성동구 뚝섬로9길 16 4층
오매갤러리 등 전국 30개소

일정

5.20-5.29(10:00-17:00)

일정

5.20-5.29(12:00-18:00)

유형

전시, 체험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omaeco

한국전통색실문양누비보존협회

오매

수를 놓거나, 옷을 짓거나, 인형을 만들거나... 저마다 취미는 다르지만,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대표 자수·섬유 작가들을 직접

손으로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반짇고리를 갖고

만나보고 자수·섬유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느질 도구를 담아둔 반짇고리 안에는 그 사람이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30곳에 위치한 관련 박물관, 공방, 작가 작업실을

보내온 시간과 삶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김과 담김이 각각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2 공예주간 10일 동안

반짇고리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의 바느질 친구가 되어줄 반짇고리와

성수동 오매갤러리에서는 휴일 없이 매일 전시, 체험, 마켓이 열리며,

바느질 도구를 만들어봅니다. 2022 공예주간, 개인의 취향과 삶이 반영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수·섬유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반짇고리와 바느질 도구를 통해 시대를 아우르는 바느질 문화에 대한

오매갤러리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재탐색의 기회를 주는 전시 ≪공예로운 생활_반짇고리 이야기≫를
한국전통색실문양누비보존협회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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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공예바람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광주 남구 포충로 937 빛고을공예창작촌 일대

일정

전시, 마켓 5.20-5.29(10:00-17:00)
체험, 교육/강연 5.21-22, 5.28-29
(14:00-17:00)

유형

진천공예마을 공예로
二工八工 번지

장소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공예촌길 116-5

일정

5.20-5.29(10:00-18:00)

유형

전시, 체험

장소

서울 종로구 평창11길 302호

전시, 마켓, 체험, 교육/강연

빛고을공예창작촌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빛고을공예창작촌은 공예품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

진천공예마을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자리한 중부권 유일의 공예마을입니다.

새로운 공예의 '바람'에서 ‘공예바람’을 주제로 합니다. 기획 전시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공예 작가 30여 명이 작업하고 있으며,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 작가 30여 명이 함께 하며, 공예품 마켓은

매년 정기 그룹전 및 국제 교류전, 공예 교육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빛고을공예창작촌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주말에는 지역 공예 명장과 명인의 작품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니

공예 문화와 공예 소비를 활성화해 마을의 자생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빛고을공예창작촌에 방문해보세요.

전통과 현대, 나아가 외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공예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월상회
SOLUNA MARKET

장소

서울 종로구 효자로13길 46

일정

5-20-6.5(11:00-19:00) *월 휴무

유형

전시, 마켓

밤의 도서관

인스타그램 @solunaliving

드나스스튜디오

일정

5.20-5.29(13:00-21: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project_0100

공백
공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예 마켓

공백은 공예와 공예 노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모인 전시 그룹입니다.

‘일월상회 SOLUNA MARKET’을 선보입니다. 공예의 친숙하고 정겨운

2022 공예주간, 직접 제작한 조명 기구를 일상과 동떨어진 테마와 상황

면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작가가 제작한 여러 물성의 공예품을 즐거운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밤에만

체험 프로그램 및 재미있는 연출, 판매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사용하고 싶은

열리는 ‘밤의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주간에도 개장해 고요하고 어두컴컴한

물건’, ‘장식하고 싶은 예술품’의 개념을 제시하며 ‘공예는 우리 가까이에

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빛과 빛의 환경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공예적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일월상회 SOLUNA

사물로서의 조명의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사물이 조성하는 환경과 분위기

MARKET’에서 경험한 흥미로운 공예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 공예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험을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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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

일정

5.20-5.29(12:00-20:00)

유형

전시

초록빛 바다 붉은 꽃밭

인스타그램 @new_turn_official

장소

전남 완도군·진도군·신안군·고흥군 일대

일정

5.20-5.29(9:00-12:3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bitnol_noldaga

뉴턴(NEW TURN)

빛놀(빛가람 놀이터)

집은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복합적 공간으로서 개인의 취향을 담아내는

2022 공예주간, 빛놀(빛가람 놀이터)은 공예 문화 사각지대를 찾아내 공예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육지의 강변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술인 공예가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닷속 이야기를 전하는 쪽 염색 공예와 난대림 해안에서 육지의 집집마다

2022 공예주간, 뉴턴이 준비한 전시 ≪HOME(부제: Welcome to my house)≫는

이야기를 전하는 동백꽃 페이퍼 플라워 체험 ≪초록빛 바다 붉은 꽃밭≫을

화이트 큐브 전시에서 벗어나 주거 공간 속 공예품을 보다 쉽고

준비했습니다. 공예 활동에 지역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접목해,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공간에서 공예가 접목되고

지리적 환경으로 공예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학생과 주민에게 공예를

소비되는 방식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일상의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예가의 자급자족

장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6길 13-6

일정

5.20-5.29(11: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온라인

Repair : Re+pair(수리수리)

인스타그램 @dada_sonson

컨트리뷰터스

다양한 재료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데 능숙한 공예가들은 일상에 필요한

≪Repair : Re+pair(수리수리)≫는 가속화하는 환경 위기 시대에 환경을 위해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대량생산품이 채우지 못하는 세심한

지속 가능한 공예와 디자인을 제안하고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능이나 미감을 자신의 솜씨와 감각으로 채워 만족시킵니다.

컨트리뷰터스가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예품을 수리해 수명을 늘리고,

전시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작품뿐 아니라 공예가의 일상과 취향,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을 권장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전시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 쓰는 물건 역시 공예품이 아닐까요? 그간 다다손손은

제안합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한 사물과 관람객을 짝지어주는

여러 공예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공간 한편에 자리한 이런 특별한 물건을

Re+pair 마켓, 수리 서비스 센터, 워크숍 등 다양한 체험형 연계 프로그램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공예가들의 생활과 함께하는 이 물건들은 작품만큼이나

진행합니다. 환경친화적 공예와 디자인 문화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매력적이고, 공예를 좋아하는 우리의 일상에도 요긴할 것입니다.

전시와 프로그램에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예가의 자급자족≫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1길 7 아모레 성수

일정

5.17-5.29(10:30-20:3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contributors_

다다손손

2022 공예주간, 다다손손은 공예가의 물건을 만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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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Yard 2: Picnic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서울 중구 소월로 31-1 팝 POP,
서울 중구 퇴계로2길 9 1층

일정

보령의 공예, 의미의 확장

장소

충남 보령시 성주면 먹방계곡길 72,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성로 143 갤러리동

[전시, 마켓] 5.20-5.29(12:00-19:30)

일정

5.20-5.29(10:00-18:00)

*일·월 휴무

유형

전시

장소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581

일정

4.30-5.31(9: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체험] 5.20-5.21, 5.27-5.28

야드(Yard)

인스타그램 @yard.kr

보령공예문화예술연구소

야드는 공예를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피크닉 공간을

≪보령의 공예, 의미의 확장≫전은 지난 공예주간 기획 전시 ≪보령의 공예≫

준비했습니다. ≪Temporary Yard 2: Picnic≫은 SPOT 1과 SPOT 2로 나누어

시리즈의 마지막 전시로 보령의 공예 문화를 알리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합니다. SPOT 1에서는 리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10명의

합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벼루 작가, 현대 작업의 석공예 작가, 4차 산업의

작품과 함께 5월의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SPOT 2에서는 공예 작품을

흐름 속에서 업사이클 작업을 시도하는 청년 창업자 등과 협업해 보령 공예

직접 사용해 음식을 맛보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켓을 진행합니다.

문화의 전통성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현대의 양상 또한 담아보고자 합니다.

두 장소에서의 시각·촉각적 경험을 통해 일상 속에 녹아 있는 공예의 가치를

이를 통해 성장할 지역적 문화·예술 가치의 방향에 주목해주세요.

더욱 폭넓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경기! 공예행복캠프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장소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일정

5.20-5.29(10:00-18: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csic.kr

인스타그램 @gg_craftcenter

사기장의 도자일기(陶磁日記)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지친 일상 속, 오감으로 느끼고 위로하는 시간.

≪사기장의 도자일기(陶磁日記)≫를 주제로 한 2022 공예주간의 공예 문화

공예는 사람의 신체로 물체를 기록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프로그램은 흙과 나무와 물이 사기장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합되어

≪경기! 공예행복캠프≫는 지친 일상 속, 다양한 공예를 체험하며

명품 도자로 치환되는 과정을 전시, 체험, 마켓, 교육 등을 통해 대중과

오감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기획했습니다.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도자, 유리, 목공, 금속, 한지 공예 등의 체험 클래스,

전시 ≪일상도예(日常陶藝): 삶에 고요한 격조를 더하다≫,

여주 지역 특별 생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예 마켓, 예술과 실용성을
함께 담은 공예 전시까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069

마켓 ≪백자연희(白磁演戲): 다시 봄날처럼≫, 토크 ≪도자대화(陶磁對話):
도자 in Conversation≫ 등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과 함께

개최되는 ‘경기! 공예행복캠프’에서 공예문화의 즐거움과 행복,

조선 시대 사기장의 일과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사기장의 도자일기≫로

일상의 전환점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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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처방전 Part 2 _ RECOVERY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15번길 26 2층

일정

5.20-5.29(11:00-18:00)

유형

전시

오늘의 완성

인스타그램 @modanart_coop

모단공예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2022 공예주간, 모단공예협동조합은 외부 자극에 지친 나를 돌아보고

사단법인 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는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전국 다양한

나에게 집중하는 회복을 주제로 한 전시 ≪청춘처방전 Part 2 _ RECOVERY≫를

지역의 공방에서 체험 행사 ≪오늘의 완성≫을 진행합니다. 공예 체험이라는

준비했습니다. 모단공예협동조합에서 진행했던 ≪청춘처방전 Part 1≫이

예술 활동을 통해 공예 자체의 아름다움이 나의 창조적 활동으로 완성된다는

참여 전시 형태로 위로와 처방을 주제로 했다면 이번 전시는 관람객 스스로

‘완성의 체험’, ‘창조의 완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면을 치유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감각의 회복'을 주제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며 완성의 기쁨보다는 부족함과 불만족을 느끼고

김해 봉황동 인근 전시장 세 곳에서 캘리그래피, 도자기, 사진 전시를 관람해

무거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오늘만큼은 2022 공예주간과 함께 하루 몫의

보세요. 동시에 김해의 젊은 거리인 봉리단길 일대와 김수로왕릉 주변을

완성을 이룬 것이라는 완성의 기쁨을 느껴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장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61 하늘물빛in청담 등
전국 7개소

일정

5.20-5.29 *운영 공간별 상이

유형

체험

걸어서 이동하며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된 김해를 한껏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펭귄마을 골목마켓

071

장소

광주 남구 백서로 92-8 일대

일정

[체험] 5.20-5.29(11:00~18:00)

유형

부여객사 로그온

장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

일정

5.20-5.29(10:00-18:00)

[마켓] 5.20-5.22, 5.27-5.29(11:00-18:00)

유형

전시, 체험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saengsanso

인스타그램 @yangrim_craft

양림공예인협의체

생산소

양림(楊林) 그리고 펭귄마을 공예 거리. 양림동 1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공예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여러 재료를 사용해 일상을

펭귄마을은 정크 아트로 꾸민 골목이 가득한 곳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풍요롭게 했습니다. 2022 공예주간, 생산소가 준비한 ≪부여객사 로그온≫은

광주의 대표 문화 관광지입니다. 펭귄마을 골목마켓은 수공예 작가들과 주민,

가상 세계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예 거리에 입주한 공예 작가들과 함께합니다. 푸르른 5월,

삶을 이롭게 하는 공예를 상상하며 삶과 삶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공예 마켓, 체험, 시연 등을 즐길 수 있는 펭귄마을 골목마켓에서 만나요!

프로젝트입니다. 세계관이 혼재하는 지금의 일상 풍경을 역사, 공예,
현대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풍경으로 제시하며 공예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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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당신은 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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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서울 종로구 인왕산로 7 운경고택

일정

4.15-6.17(9:30-17:00) *월 휴무

유형

전시,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woonkyung_official

META:CERAMIC
– 흙, BU01, 3D 프린터

재단법인 운경재단

빌드업

1990년대 이래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최정화 작가는

≪META:CERAMIC – 흙, BU01, 3D 프린터≫에서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

다양한 일상의 물건을 집적하거나 재배치하는 작품을 제시해왔습니다.

도자 3D 프린터의 근미래의 상상도가 펼쳐집니다. 도자 3D 프린터 BU01이

≪최정화: 당신은 나의 집≫ 전시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라벤더 화분'을 물체로 감지하고 대상화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운경고택의 독특한 공간을 배경으로 우리 삶으로부터 방사된 ‘모든 것’을

인식과 출력 과정에서 이진법, 아스키코드, 윤곽선, 2D, 3D로 발전하는

예술 형태로 빚어낸 작가의 대표 작품과 영상 총 24점을 선보입니다.

일련의 성장기를 에피소드로 담아냈습니다. BU01의 자아가 확립되고

삶의 공간이었던 운경고택에서 시공을 넘나드는 오브제의 반복과 축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마치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나는

직조된 작품들은 각 공간의 쓰임새와 어우러지며, 운경고택이 담고 있는

식물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플랜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근대사와 개인의 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러 변형과 작가의 개입이라는 변수를 거쳐 탄생한 다양한 도자 오브제와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식물을 전시 공간에 플랜테리어로 연출해 선보입니다.

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157 3층 372호
갤러리 을지로

일정

5.24-5.30(10:00-18:00)

유형

전시

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잇다; 문화와 지역을 연결하는,
경북 비단길 프로젝트

장소

경북 상주시 함창읍 새잼이길 7 명주정원

일정

5.20-5.29(월-목 12:00-21:00,

공예공방전: The Street

장소

충북 충주시 중앙로 128 충주문화회관

일정

[전시] 5.18-5.25(10:00-18:00)
[체험] 5.26-5.29(14:00, 16:00)

금-일 12:00-22:00)

유형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myeongju_garden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cjcf_official

주식회사 명주정원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사이, 두 지역을 잇는 함창읍에 명주정원이

“5월의 어느 맑은 아침, 충주의 공예 거리 뒷골목에서 나는 100%의

위치했습니다.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현대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공예가와 엇갈린다.” 2022 공예주간, 당신을 공예 공방이 모여 있는

신구(新舊) 컬래버레이션이 펼쳐지는 장,

«공예공방전: The Street»로 초대합니다.

«잇다; 문화와 지역을 연결하는, 경북 비단길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예비 공예가 집단부터 장인의 공방까지 다양한 공예 공방을 규합한

나아가 작가들이 지도하는 체험을 통해 직접 작품을 다루고 느끼며

전시를 통해 ‘나만의 공예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은 그 자체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공예 거리가 되고 관람객은 골목 곳곳을 둘러봅니다. 공방의 원데이

따로 마련한 마켓에서는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멋진

클래스에서는 관람객이 참여해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상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체험을 진행합니다. 충주라는 지역에서 공예라는 네트워크로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공예의 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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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옹기 바라보기

2022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
장소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6

일정

[전시] 4.30-7.10(10:00-18:00) *월 휴무
[마켓] 5.27-5.29

유형

전시, 마켓

ASMR과 함께 경험하는
칠보공예 영상

장소

온라인

일정

5.20-5.29

유형

교육

인스타그램 @jeju_craftmuseum

예나르(yenar) 제주공예박물관

효갤러리

제주공예박물관은 제주의 독자적인 생활 문화와 함께 제주의 공예를

2022 공예주간을 맞아 패턴 아트 젠탱글과 전통 예술 칠보공예를 융합한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한 제주 유일의 공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예술 치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ASMR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2022 제주공예박물관 특별기획전 Ⅰ

«제주옹기 바라보기»는 아이러니한 역사 속에서 제주인의 삶과

濟州
甕器의

가장 가까웠던 제주옹기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 기획전 ≪제주옹기의 소용≫ 및 전시 연계 강연, 마켓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시에서는 제주옹기의 매력을, 전시 연계 강연에서는 제주옹기의 독자적
가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켓을 통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옹기장과

효갤러리는 칠보공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려 칠보공예가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 공예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所用
강연

제주옹기의
수집 이야기
- 이기정

2022.5.21

토

2022.

4.30 -7.10
토

무기력함, 두려움 등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힐링 효과도 얻길 기대합니다.

유튜브 채널 'Leaf's Healing Art' 칠보공예 영상 프로그램으로 작가를 비롯해

일

*매주 월요일 휴무

*사전예약 필요

다양한 사람이 전통문화 예술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켓

제주 도예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승철, 고용석, 고은지
김남숙, 김정근, 변혜정
이기정, 이혜지, 정미선

2022.5.27금 - 5.29일
오전 11시 ~오후 5시

그선그색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50-1 예올 북촌가

일정

5.25-7.8(11:00-17:00) *일·월, 공휴일 휴무

유형

도란도란 창의 홈아트

장소

온라인

일정

5.20-5.29

* 5월 29일 2022 공예주간 특별 운영

유형

체험, 교육

전시

인스타그램 @artmuse_arte

인스타그램 @yeol_korea

재단법인 예올

아트뮤즈

예올 기획전 ≪그 선 그 색≫은 예올 20주년을 맞이해 한국적인 표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자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의 선과 색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자연의 선을 나무로

이에 아트뮤즈는 공방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문 공예 체험을 온라인 강좌와

표현한 김민욱의 목기, 김혜정의 단아한 도자기, 한국적 나뭇결을 칠한

키트로 제공합니다. 드로잉, 도자공예, 우드공예, 소잉 아트, 섬유 미술 등

박주형의 옻칠 작품, 생활 속 단지를 담은 송원석의 금속기, 자연의 암석과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2022 공예주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금속을 이용한 이리산의 금속 가구, 은은한 빛의 색을 담은 정수경의 유리

가족이 함께 즐기며 도란도란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작품, 전통 삼베에 한국의 선을 새긴 최희주의 삼베 작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도자기에서 영감받은 안날리사 알라스탈로(Annaliisa Alastalo)의
유리 작품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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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F 프로그램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8
KCDF 갤러리

공예정원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 8
KCDF 갤러리 1층

일정

5.20-5.29(10:00-18:00) *월 휴무

일정

5.20-5.29(10:00-19:00) *월 휴무

유형

전시

유형

전시, 마켓

인스타그램 @kcdf_insta

홈페이지 www.kcdfshop.kr
인스타그램 @kcdfshop.kr

KCDF 갤러리는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위치한 공예전시 전문 공간입니다. 공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예인들을 위한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은 국내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공예품과 디자이너, 공예인의 상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소통과 일상에서의 공예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KCDF갤러리에서는 매년 기획전시 사업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념품 매장의 공간 구성과는 다르게 동서양 건축물과 가구를 모티브로 새롭고 적극적인

신진 및 개인 작가, 단체, 기획자를 지원하는 공모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예품을 보고 즐기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숍(www.kcdfshop.kr)에서는

KCDF 갤러리 제1전시장에서는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공예 전시 ≪나도 어린이 공예작가 - 어린이 꿈 공방≫이 열립니다.

실제 매장을 옮겨 놓은 듯 360도 회전과 함께 생생한 현장감으로 VR 스토어 체험이 가능합니다. 공예정원은 5월 가정의 달과

전국 5개 권역에서 모인 어린이 50명과 청년공예작가 50명의 합동 작품 전시와 공예가를 꿈꿔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2022 공예주간을 맞아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공예주간 슬로건 ‘우리집으로 가자’와 함께 '온기가 피어나는 식탁'을

경험해 보세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KCDF 윈도우 갤러리에서는 기획 전시 ≪내 방의 창≫전을 통해 사적인 공간의

주제로 작가의 공예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금)부터 29일(일)까지 공예정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상징인 ‘내 방’, 소통의 상징인 ‘창’을 주제로 한 전시가 개최됩니다. 우리집, 내 방 창문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지극히

진행하는 공예주간 X 공예정원 10% 할인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에 접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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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 8
KCDF 갤러리 지하 1층

한지문화산업센터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31-9 한지문화산업센터

일정

5.20-5.29(10:00-19:00) *월, 공휴일 휴무
전시, 체험

일정

5.20-6.3(9:00-18:00) *일·월 휴무

유형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www.hanjicenter.kr

홈페이지 library.kcdf.kr

인스타그램 @hanjicenter

인스타그램 @kcdf_insta

KCDF 자료실은 공예·디자인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공예 소재 등을 소장하고 있는 공예·디자인 전문 자료실로 2022년

한지문화산업센터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주간을 맞아 도서 전시 ≪의자로 읽는 디자인≫을 개최합니다. 이번 도서 전시는 2022 공예주간 슬로건 ‘우리집으로

쓰임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생활 문화 안에서 한지가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가자’에 맞춰 가장 사적이며 실내 생활에 밀접한 가구인 의자를 주제로 관련 도서 20여 권과 디자인 의자를 함께 전시하며,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약 18개 전통 한지 공방을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지의 활용과

저자 강연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내에는 비트라(Vitra)의 <Chair Times: History of Seating-from 1800 to Today> 등

확산을 위해 한지 분야 관련자들과 협력망을 구축해 한지의 생산 활성화 및 유통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와 세미나·

의자와 디자인에 대한 영화를 상영해 의자에 담긴 디자인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콘퍼런스 등을 입체적으로 추진합니다. 한지에 대한 국내외 잠재 수요를 발굴해 한지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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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경기! 공예행복캠프

장소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7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일정

5.20-5.29(10:00-18: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csic.kr

인스타그램 @gg_craf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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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피크닉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공간,

장소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367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공예인의 창작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660평(약 2000㎡) 규모로 도자 공방,

일정

5.20-5.29(10:00-17:00)

지원하고 공예 문화를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리 공방, 목공방, 금속 공방 등 제작 공방 4개소와 디지털

*일·월, 공휴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창작실 1개소, 창업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 창업 지원,

홈페이지

jinjucraftcenter.kr

공예 심화 교육,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보호 사업, 시제품 개발

인스타그램 @jinjucraftcenter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주공예인협회가
조성한 이곳은 목공예와 섬유공예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입니다.

지원, 장비 사용 지원 등을 추진해 원스톱 플랫폼(one-stop

진주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만큼

platform)과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향합니다.

손작업을 통한 공예(craft) 활동(activity)이 일상에서 활발하게

싱그러운 5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22 공예주간과 연계해

이루어집니다. 곳곳에서 창작품을 사고파는 작가들이 주체가 된

다채로운 공예 문화 이벤트가 펼쳐지는 공예행복캠프를

시장이 열리고, 동네마다 작은 공방과 가게가 자리 잡고 있어

개최합니다. 공예 마켓, 공예 체험 행사, 클래스형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예 문화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등을 통해 공예 분야 전문가는 물론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이러한 공예 문화의 흐름을 사회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공예 문화 행사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확장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와

혹은 계기적으로 이뤄지던 공예 창작과 연구 지원 활동을 한곳에서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해보세요.

종합적,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창작과 제작, 기술혁신, 교육, 전시,
판매, 컨설팅, 공예 담론, 국제 교류 등 공예인과 공예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매개하고 지원합니다. 이런 과정과 활동은
지역 공예인과 시민의 문화·예술과 교육 향유,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예 창작자와
창업자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과 시민 등 공예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2022 공예주간이 열리는 5월, 공예 피크닉을 비롯한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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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역사와 전통, 공예로 보다

장소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일정

5.20-5.29(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www.jncc.or.kr

인스타그램 @naju0092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는

장소

충남 아산시 충무로 123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의 공예가 선순환될 방법을 연구하고

2020년 12월 전라남도 중심 나주에 위치한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정

5.20-5.29(10:00-17:30)

실험하며 지원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통 공예를 기초로

연구동을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월, 공휴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공예 창작자, 신진 공예인, 공예 창업자,

홈페이지

asc-center.or.kr

일반인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전시, 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스타그램 @asc_onyang

한 올바른 배움의 틀을 만들고, 일반인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공예 문화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는 한지공예와 규방공예를 중심으로 지속

공예 문화 산업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가능한 지역 공예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지역의 숨은 공예

2022 공예주간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돈차 틀 만들기입니다.

자원을 발견하고 지역 공예 작가와 협업해 지역 공예의 경쟁력을

1000년 전 기록에 있는 나주 돈차에 대해 배워보고 가족과 함께

강화하고 공예뿐만 아니라 디자인, 신기술 융합 등 부가가치 창출을

돈차 틀을 만들어 1000년 역사를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위한 공예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시 및 교육

돈차 틀 만들기 프로그램은 5월 21일(토) 13시부터 17시까지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지역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호혜적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한지 섬유 꽃 포장

관계를 통해 상생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활동하는 공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통의 기품과 고풍스러움이 있는 한지로 만든 한지 지끈과
코르사주로 포장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지 섬유 꽃 포장 교육은
5월 26일(목)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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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공예창작지원센터

강동공예지원센터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

장소

전북 정읍시 서성길 6

일정

5.20-5.29(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jeccc.kr

인스타그램 @jeongeup_craftsandcreative

정읍공예창작지원센터는 정읍, 나아가 전라북도 기반의 지역 특화

장소

공예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가죽·도자공예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공예지원센터 및

강동공예지원센터는 서울 강동구의 청년 사업가들이 설립하고

강동구 20여 개 공방

운영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온도도시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일정

5.20-5.28 *운영 시간 상이

유형

체험, 마켓, 기타

디자인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예 문화 활성화

홈페이지

blog.naver.com/gdcraftstudio

센터입니다. 1층은 슈메이커와 가죽공예, 2층은 3D 융합 공예와

인스타그램 @gd_craftstudio

생산성 확대를 위한 공예 기술 지원과 창의적 사고를 제안하는

공예 활동 지원 공간입니다. 공예 창업가에게 교육, 네트워킹, 전시
등 창업·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동구 공예인과 구민을 공예로 연결시켜

도자공예 교육실이 주 공간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공예 사업을 연결해 다양한

2019년 전북 정읍시가 설립한 '청년 슈메이커(Shoe Maker) 교육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에 '청년 메이커 센터'로 확장했습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공예로 봄'이라는 주제로 강동구 공예

2021년 정읍시와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이 함께 정읍공예창작지원

공방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공방으로 직접

센터로 거듭났습니다. 기존 슈메이커 사업의 활성화를 포함해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와 강동공예지원센터에서 판매하는

가죽공예와 도자공예 및 융합 공예 창작 활동 지원으로 지속

공방들의 특색 있는 공예 체험 DIY 키트까지, 5천원~1만 원이라는

가능한 다채로운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을 기회로 강동구

2022 공예주간이 개최되는 5월, 정읍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는

공예 공방을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가 열립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정읍공예창작지원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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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장소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

일정

4.19-5.19(10:00-18:00)*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acc.go.kr

인스타그램 @asiaculturecenter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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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C_R 레지던시 결과 발표전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

국립민속박물관

‘ACC_R 레지던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의 실험과

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 문화 박물관으로

교류의 장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창·제작자, 연구자와

일정

5.20-5.29

1946년 개관한 이래 우리 문화의 본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유형

전시, 교육

홈페이지

www.nfm.go.kr

함께해왔습니다.
2021 ACC_R 레지던시는 2020년 주제‘바이오필리아(생명 사랑)’에서

인스타그램 @tnfmk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본질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축적한 민속 문화에 녹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더 나아가 나와 세계, 예술과 기술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생활재는

더 나은 삶을 탐구하고자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를 주제로

무엇인지, 그런 생활재에 표현된 상징과 의미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삼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에 참석해 서로의

살펴보려면 민속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민속

아이디어와 작업 과정을 공유하면서 영감을 주고받고,

문화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매칭을 거쳐 작품을

관람객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속 문화를 쉽게 접하고

완성했습니다. 또한 ACC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투어를 통해 참여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속적인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2 공예주간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연계망 구축과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파주관 전시를 비롯해 공예의 일상적인 모습을 선보이겠습니다.

앞으로도 ACC_R 레지던시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으로
지식과 기술, 경험의 기반을 구축하고 창조적 인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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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일정

5.6-5.29

유형

마켓

홈페이지

www.mmcashop.co.kr

인스타그램 @mmcashop

089

2022 공예주간 협력 기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존

장소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포공예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존이자 온라인 공예 공간인

장소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7길 34

2020년 11월 13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마포 지역 특화 공예 산업 및

‘미술가게’에서 2022 공예주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 폭넓은

일정

10.7-10.17 *운영 시간 상이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시설입니다. 1층(33㎡)은 주로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mapocc.co.kr

할인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MMCA 아트존이자 미술가게
(www.mmcashop.co.kr)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체성을 지닌 상품,

인스타그램 @mapo_craft_center_official

공예품 전시·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층(70㎡)은 공예
문화 활성화 발전 방안 연구, 공예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마포

전시 연계 상품, 소장품 연계 상품을 제작·소개할 뿐만 아니라

공예 산업 기초 현황 조사 및 공방 지도 제작, 마포 공예 발전 협의체

국내외 유수 작가와 미술관·박물관 상품을 방문객에게 선보이는

구축 등 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할인 및 혜택은 작가가 제작한

마포공예센터는 공예 문화 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과

공예품·액세서리를 비롯해 지난 전시 연계, 미술관 상품까지

상생하며 마포구만의 공예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소장할 수 있도록 40여 개 브랜드 800여 개
상품에 대해 폭넓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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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공예문화산업지원센터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을 규암 협의회

장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80

일정

5.20-5.29 *운영 시간 상이

유형

전시, 체험

공예마을 규암 협의회는 사비공예문화산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장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은 (구)풍문여고 건물 5개 동을

규암마을에 공방을 연 공예가들의 모임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일정

5.20-5.29 *운영 시간 상이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서울시가 건립한 공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craftmuseum.seoul.go.kr

통해 규암마을의 공방에서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염색, 마크라메를 비롯한 창작 워크숍 등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seoulmuseumofcraftart

공예품뿐만 아니라 공예를 둘러싼 지식, 기록, 사람, 환경 등을
연구하고 공유하며 공예의 기술적·실용적·예술적·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늘과 바람이 만나는 부여에서 여러분을 뵙길 희망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열흘 동안 박물관 가게의 할인 행사,
다양한 공예 분야 장인의 작업 방식과 작업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술 장인 아카이브 시민 공유회, 어린이 공방 공예 워크숍 ‘빛을
품은 자개’, 어린이 인형극 <무니의 문>, 공예 도서실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크래프트 인 더 북(Craft in the Book)’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를 꿈꾸는 어른을 위한 체험부터 아이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까지 2022 공예주간 기간 동안 서울공예박물관의 행사를
통해 공예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키워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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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1층 생활창작공간 씨

일정

4-12월 *상시 운영,
홈페이지 참고 *일·월 휴무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 공예 창업가를 비롯해 공예에 관심 있는

장소

서울 중구 마장로 87

서울문화재단 공예디자인 레지던스인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예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일정

5.27-6.10 *운영 시간 상이

2022 공예주간과 연계해 입주 작가 대상으로 진행한

유형

전시, 체험, 기타, 이벤트

홈페이지

www.sfac.or.kr/artspace/

여성 공예가들의 점포형 창업실 53개, 공예 마켓, 생활 창작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프로그램 등 공예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홈페이지

seoulcraftcenter.kr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

인스타그램 @seoulcraftcenter

093

artspace/sindang
인스타그램 @sdarcade

프로젝트 전시 결과인 신당 프로젝트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건씩 총 7건의 전시를 신당창작아케이드
갤러리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022 공예주간을 기념해 서울시청 로비에서

생활 창작 프로그램 ‘클래스 공작소’는 시민과 여성 공예 창업가가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전시를 개최합니다.

공예 체험을 매개체로 만나 시민에게는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및

2022년 신당 프로젝트 전시의 통합 주제 ‘공예의 조건(Conditions

취미 생활을, 여성 공예 창업가에게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of Craft)’입니다. 공예는 가장 오래된 예술이면서 가장 친화적인

미래 소비자의 니즈 파악을 바탕으로 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 공예’는 무엇일까요?

지원합니다. 가죽공예, 섬유공예, 도자공예, 레진공예,

인간의 모든 삶과 함께하는 예술 공예에 한계란 있는 것일까요?

업사이클링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의 클래스를 진행하며

2022년 공예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예술가에게 질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예술가는 각자의 전시를 통해 답하고자 합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내 생활 창작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에서 클래스별 상세 설명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예 문화 향유를 위해 최소 재료비만 내도록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2022 공예주간 동안

신당창작아케이드 - 공예의 조건(1)
신당 창작 프로젝트 기념 전시_열린괄호
참여 작가: 윤경현, 양요셉, 정인혜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 공예의 조건(2)
신당 창작 프로젝트 기념전시_CHX2(공예의 집)
참여 작가: 김지용, 김경진
신당창작아케이드 - 공예의 조건(3)
오픈 스튜디오 _활짝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진행하는 오픈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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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파크

용산공예관

장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일정

1부 4.2-6.12, 2부 9.3-11.13
*운영 시간 상이

유형

095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2018년 이천시에서 조성한 도자 예술촌인 예스파크는 국내 최고의

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4

용산공예관은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통문화를 알리고

공예 예술 마을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일정

5.3-5.31 *운영 시간 상이

공예 문화 산업을 진흥하고자 2018년 2월 한남동에 개관했습니다.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기타

홈페이지

crafts.youngsan.go.kr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 예스파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인스타그램 @yesparkkorea

인스타그램 @yongsan.crafts

2022 공예주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화각장 이재만 특별 초청전과 전통 공예

경기공유마켓
예스파크에 있는 5개 마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마켓입니다.

있는 달항아리 만들기 시연까지 용산공예관에서

수공예품 셀러와 지역 내 예술인이 함께합니다. 마켓 23곳과 다양한

만나보세요.

먹거리로 가득 채운 푸드 마차 12대를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리를 중심으로 버스킹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가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총 22주간 진행
1부 4.2-6.12 11주간 / 2부 9.3-11.13 11주간

예스파크에서 만나요!

예스파크 프리마켓
20만원 이상 구매시 35,000원기념품 선착순 증정

전통 장작 가마
전통 가마 불 지피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 가마에서 작품을
꺼내는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도예가가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작품을 경매합니다. 작가별로 작품 1점씩 경매에 출품합니다.
경매 수익금 전액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시설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2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상생푸드마차
200여개의 예술체험여행

1부 6월 11일 / 2부 11월 12일
유튜브 공모전
예스파크에서 '예스파크의 하루'라는 주제로 브이로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예스파크를 방문해 신선하고 참신하고 재미있는 영상이나

전통가마 도자기경매
2022년 6월 11일(토), 11월 12일(토)

행사 관련 영상, 200여 개의 예술 공방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 1부 4.2-6.12 / 2부 9.3-11.13

상점가상인회

1일 체험, 봄 내음을 닮은 신규 상품과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발표: 11.27 현장(1부 20팀, 2부 20팀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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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본관 1층·3층

일정

[전시] 5.10-7.17(10:00-18:00)*월 휴무
[할인전] 5.10-5.31 *운영 시간 상이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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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국공예관

장소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청주시한국공예관은 다양한 공예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여러

장소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세계 최초 건축 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세대에 걸친 공예의 풍경을 선사하며, 관객과 함께 공예가 가미된

일정

3.26-9.12(10:00-18:00) *월 휴무

국내외 대형 행사 및 전시, 교육, 체험, 학술 회의가 가능한 김해를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www.clayarch.org

새로운 일상을 상상하고자 합니다.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대표하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자 자연 친화적 조경으로 색다른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평범의 세계: 이로운 공예≫ 전시를 통해 만드는 자, 바라보는 자,

홈페이지

cjkcm/org

사용하는 자가 서로를 알아보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쓰임을 찾아

이곳에서는 팬데믹 시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작가 6명이

공예가의 작품이 일상 속 ‘이로운 보통의 것’이 되는

각기 다른 개성으로 표현한 기획 전시 ≪Home Sweet Home:

‘평범의 세계’로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으로 선보입니다. 호기심과 무한 상상력을

인스타그램 @cjcraftmuseum

인스타그램 @clayarchmuseum

경험과 힐링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미술관입니다. 2022 공예주간,

자극하는 어린이 체험형 전시 ≪원더 큐브≫도 관람할 수 있으며,
참여 작가: 권중모, 김규태, 김두봉, 류종대, 류지안, 박문열, 박선민,

미술관의 대표 프로그램인 도자 만들기 체험 및 미니 타일 액자

박성철, 박영호, 소소영, 윤규상, 유정혜, 이인진, 이진휘, 조대용,

만들기, 컬러링 세라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연철, 편소정, 후하이잉(중국), 오쓰키 요스케(일본)

5월로 돌아온 2022 공예주간,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한다면 코로나19로 갑갑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힐링될 것입니다.

더불어 뮤지엄숍에서 가정의 달 특별 할인전이 열립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 뮤지엄숍은 지역 공예 문화 산업 활성화와
작가 지원 사업, 공예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공예품과
지역 문화 특색이 담긴 문화 상품을 판매합니다. 매년 3회 이상
할인,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을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의
소비 문화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입점 공모를 통해
우수한 지역 작가 및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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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생활도자미술관

장소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

일정

4.22-8.15(10:00-17:00)*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artweek.kr

인스타그램 @ceramic_kocef

099

한국문화재재단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한국생활도자 100인전≫은 2012년부터

장소

시작한 경기생활도자미술관 릴레이 기획 초청 전시입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6

전통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문화를 만들고 지지하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전시관 결

원동력이 담겨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나눔의 정이 많은

일정

4.29-11.30(10:00-18:00)*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도예가를 소개하고 현대 도예에 대한 다양한 예술 담론을 생성하기

홈페이지

chf.or.kr/chf

지혜를 담았습니다. 쓰임의 사물을 공예품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계절, 형(形)의 기억’을 부제로 하는

인스타그램 @k.culturalexperience

노동에도 흥을 담아 예술로 승화시킨 한국의 무형 문화는 일부

한국 도예 중견 작가와 다양한 시도와 예술성으로 재조명해야 할

한국 문화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일상을 정성스럽게 정돈하며 삶의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 도예의 아름다운 ‘기(器)’를 소개하고 기의

계층이 아닌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삶을 겸손하게 대하는 정성의

‘형(形)’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조형미를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한 도예가 5명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전통 미감이 고스란히

선조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무형 문화는 세대와 소통하며 변화하고

담긴 작품부터 작가만의 철학과 현대적 변용이 돋보이는 작품까지

생동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러한 무형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기

현대 도예 역사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품에 대한

위해 전승 활동 지원, 공연, 전시, 체험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는 동시에 구(舊)와 신(新)의 조화를

발맞추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소장품 특별전 ≪감각의

기·예능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중주≫도 함께 열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놀이, 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유산을 AR(증강 체험), VR(가상 체험), 소리,
8K 영상 등 신기술과 접목해 친근하게 체험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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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박물관협회

장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137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및 열린마당

일정

5.16-5.22 *운영 시간 상이

유형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museum.or.kr

인스타그램 @kormuse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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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형디자인협회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 관련 16개 국내

장소

학회가 주관하는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연구 활동 지원과 전문가 간 소통의 자리입니다. 매년 국제적
명성을 지닌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국제 현상을 이해하고,

서울 마포구 홍익로3길 20

(사)한국조형디자인협회는 1998년 공예학회로 출범한 이래 공예

서교오피스텔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논문집 발간과 학술 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일정

5.20-05.29 *운영 시간 상이

유형

교육/강연

홈페이지

art-design.or.kr

통해 공예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로 24년이
되었으며 해를 거듭날수록 협회의 위상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장이기도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논문집을 매년 4회 발행하고 국제 규모의 학술 대회와 전시회도

관련 학술 단체의 참여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미래 비전을

1회 이상 개최합니다.

제시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도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6회 박물관국제학술대회 기간 동안 한국박물관협회는

그 일환으로 영국 런던 크래프트 위크(London Craft Week)의

세계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기념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인이

제안을 받아 2021년 10월 5일 국제공예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는 제25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올해는 2022 공예주간과 연계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도록이나 문화 상품을 손쉽게 소장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국제공예포럼을 추진합니다.

기회인 박물관·미술관 도록 및 문화 상품 바자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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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6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별관 3층 올

일정

5.18-5.24(10:00-19:00)

유형

전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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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장소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대구광명학교

2022년 42회를 맞는 전통공예명품전은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대구광명학교는 1946년 대구맹아원(한국 최초의 사립 특수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사라져가는

일정

5.20-5.29

교육기관, 故 성산 이영식 목사 설립)을 시작으로 ‘사랑, 빛, 자유’의

유형

전시, 체험

우리 공예 기술의 원형을 보존하고 육성해 전통문화 발전에

홈페이지 kwangmyung.sc.kr

건학 이념과 ‘큰 뜻을 품어라’라는 교훈 아래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홈페이지 kpicaa.co.kr

이바지하고 무형 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 kpicaa88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화와

강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시각 장애 학생 교육을 선도해오고

예술의 기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요즘, 전통 공예에 대한 관심과

있습니다. 대구·경북 유일의 시각 장애 학생 교육기관으로

흥미도 함께 끓어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ECC(Expanded Core Curriculum) 교육과정 운영, 손으로 보는

전통공예명품전 ≪명품본색≫을 통해 전통 공예 명품의 본질을

문화·예술 교육,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 사업,

탐구하고 탐색하며 아름다운 우리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는

체계화된 진로·직업 교육, 관내 시각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 및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 교육을 위한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하고

인스타그램 @kmsc1946

중학교,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작지만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예 활동으로 학생들의 심미적 역량과
창의성을 키우며, 손으로 보고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며 매사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학교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문화역서울 284 RTO에서 열리는 촉각을
중심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예 프로젝트형
전시 ≪촉각의 순간들(Touch in the Dark)≫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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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서울 284 RTO

유형

전시

홈페이지

artblind.or.kr

인스타그램 @anotherway_of_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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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눈

장소

2022 공예주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헤이리 예술마을

우리들의 눈은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장소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헤이리마을은 미술인, 음악인, 건축가, 방송인, 영화인, 작가,

예술가들이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일정

5.20-5.29(11:00-18:00)

박물관 운영자 등 문화·예술인 약 380명이 한데 모여 교류하고

ART_Lab입니다. 1996년부터 시각 장애를 ‘또 다른 창의적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경계 없는 융복합적

*월 휴무 *공간마다 상이함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heyri.net/

협력하는 예술인 공동체입니다. 회화, 공예 등 무수한 예술 작품이
마을에서 창작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미술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작품 전시,

365일 계속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예술과 자연을

점자 촉각책 제작,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창의적인

누리는, 아이와 어르신을 비롯한 가족, 반려견 모두에게 열린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마을입니다. 예술인의 꿈과 이상을 담아 설계한 헤이리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우리들의

예술마을에는 오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색다른 이야기가 있답니다.

눈에서 제작한, 시각장애인들이 미술과 역사를 촉각, 청각을 통해

헤이리 예술마을에 준비된 전시, 공방, 박물관, 교육 등의 다양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다감각 교육 교재와 촉각책을 볼 수

프로그램을 공예주간 기간 동안 체험해보세요.

있습니다. 또한 ≪촉각으로 여는 세상(Touch in the Dark)≫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 전시 관람과 공예 창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5월을 맞이해 ‘가족을 위한 선물: 사랑 담은
선물 한 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상차림 도구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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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물관·미술관주간

2022 공예주간 협력 행사

2022 미술주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참여 기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참여 기관 전국 국·공·사립 미술관,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전시 공간

일정

5.13-5.22 *운영 시간 상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일정

9.1-9.11 *운영 시간 상이

홈페이지

museumweek.kr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artweek.kr

인스타그램 @museum_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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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koreaartweek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지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인 5월 18일이 포함된 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미술주간은 올해 8회를 맞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Museum Week)'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박물관·미술관 주간

진행합니다. 미술주간이 열리는 기간에는 일상 속에서 미술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미술관,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에 맞춰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2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의 힘(The Power of

비영리 전시 공간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볼 수

Museums)’을 주제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박물관의 선한 영향력’을 모색합니다. 이에 박물관 대표 소장품에 4차 산업

있는 다양한 창작 워크숍, 작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술을 접목해 코로나 시대의 ‘박물관의 힘, 박물관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체험형 야외 전시인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기다립니다. 2022 미술주간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나는 순간을 마주하기 바랍니다.

선보입니다. 뮤지엄, 융복합, 거버넌스를 모티브로 한 신개념 전시입니다. 또한 ‘박물관의 힘’을 표현하는 네 가지 키워드인
‘박물관과 시민사회’, ‘박물관과 위기 극복 능력’, ‘박물관과 리더십’, ‘박물관과 신기술’을 모티브로 전국 23개 박물관·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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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주최

통영시

주관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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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트페어 부산 특별전
≪품·격≫
참여 기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시그니엘 부산 4층

통영국제트리엔날레추진단

일정

5.10-5.14

장소

통영전통공예관 외 통영시 일대

유형

전시, 마켓

일정

3.18-5.8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tongyeongtriennale.org

인스타그램 @tongyeong_triennale__

통영국제트리엔날레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 아트, 융복합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통합형 트리엔날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공예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롯데

입니다. 이번에는 ‘통영; 섬·바람(The Sea, the Seeds)’이라는 주제처럼 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를 통해 예술의 ‘섬’

아트페어 부산 2022에 참가합니다. 공예, 디자인, 순수 미술이 공존하는 부티크형 박람회인 롯데 아트페어 부산 2022에서

통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통영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주제전 ≪테이크 유어 타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품·격’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도자, 금속, 목공예 작가 8명이 조형성과 실용성을

은 낡은 도시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시이며 공예 특별전 ≪수작수작≫은 통영만의 전통

고루 갖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앞서 5일간 진행하는 이번 페어의 특별전에서 한국 공예의

공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외에도 통영 각지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통영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품격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예술 도시 통영의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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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협력기업

로에베 재단
LOEWE FOUNDATION

2022 공예주간 협력기업
홈페이지

craftprize.loewe.com

인스타그램

@loewe

놀만

로에베 재단 공예상은 현대 공예의 탁월함, 예술성과 독창성을 기리기 위해

놀만은 '놀면서 만들자'를 슬로건으로 누구나 공예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2016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너선 앤더슨이 고안한 이래 올해로 5회째를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 놀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 상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오늘날 문화에서 공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5% 할인합니다. 공방과 소비자를 잇는 놀만은 공방 플랫폼이자 취미 플랫폼

재능과 비전을 지닌 예술가들의 작품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브랜드입니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그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에도

세워나가겠다는 약속을 쇄신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최종 후보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는 미래를 위한 저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즐거운 삶에

116개국 작가들이 제출한 3100점의 작품 중 전문가 패널들이 선정했습니다.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고, 이런 변화의 영향으로 하나의 취미보다는 다양한

15개국 출신의 결승 진출자들은 도자기, 목공품, 텍스타일, 가죽, 바구니 세공,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관한

유리, 금속, 주얼리와 래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아우릅니다.

이야기이며 놀만의 설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대권 놀만 대표는 놀만이라는

다섯 대륙을 아우르며 현대 공예의 폭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다양한 분야, 소재,

목공방을 최근까지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공방을 운영하며 맞닥뜨리게 되는

기술 사이를 연결하는 최종 후보작 30점은 처음으로 한국 공예에 초점을 맞춰

여러 애로 사항을 체감했고 공방과 상생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을 연 서울공예박물관(SeMoCA)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시하며,

하게 됐습니다. 공방과 상생하는 플랫폼으로서 놀만은 공방 친화적 플랫폼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고자 합니다.

런던크래프트위크
London Craft Week

111

홈페이지

londoncraftweek.com

인스타그램

@londoncraftweek

소담상회
with 아이디어스 플레이스

런던크래프트위크 London Craft Week는 영국 공예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소공인 작가님들의 판로 확장을 위해 인사동 쌈지길과 서교동에 핸드메이드

2016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250여개 이상의 공예가,

플래그십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소담상회 with idus place와 함께하는 작가님들의

디자이너, 브랜드 및 갤러리가 참여하는 행사이다. 런던크래프트위크 기간에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런던 전역의 공방과 갤러리에서 공예 관련 전시, 워크숍, 토크, 시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5월에 개최되는 ≪2022 공예주간≫ 과 함께

소담상회 with 아이디어스 플레이스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라이프스타일

≪2022 런던크래프트위크≫가 시작되는 5월 9일 (사)한국조형디자인학회 주관의

플랫폼 아이디어스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함께 만든

≪2022 국제공예포럼≫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핸드메이드 O2O 플래그십 공간입니다. 소공인의 핸드메이드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공인의 O2O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인사점에서는
핸드메이드 작가 100팀 이상의 다양한 작품, 매월 새로운 콘셉트의 특별 기획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교점은 소상공인이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브런치 메뉴와
라이프스타일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 엔터테이닝 공간입니다.

유형

체험, 마켓, 기타

홈페이지

normann.co.kr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44 쌈지길 1층·4층,
별관(인사점)
서울 마포구 홍익로5길 31 1층(서교점)

홈페이지

id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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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협력기업

스테이폴리오

2022 공예주간 협력기업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24 2층

홈페이지

www.stayfolio.com

아크앤북

장소

전국 11개 아크앤북 지점

홈페이지

otdcorp.co.kr/our-brand
/arc-n-book/

인스타그램 @stayfolio

인스타그램 @ arc.n.book_official

사람을 위한 책, 사람과 책을 위한 공간. 문화적인 콘텐츠와 소비를 창출하는 서점과

스테이폴리오는 좋은 공간의 가치를 세상에 소개하고 머무름만으로 여행이 되는

라이프스타일 숍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도시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이를 체험하는 고객을

활력을 부여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책을 통해 얻는 다양한 장르의 지식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건축가,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가 뭉쳐 2015년

경험을 공간적으로 풀어내 체험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크앤북이 2022 공예주간과

서촌차고에서 설립했습니다. 스테이폴리오는 공간의 독창성과 주변 환경과

함께합니다. 전시, 체험, 토크, 마켓까지 폭넓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만나는 복합

어울리는 디자인, 그곳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과 합리적 가격이 조화를 이룰 때

플랫폼으로 일상에서 공예를 즐기는 방법을 책으로 소개합니다. 쓰임새가 좋고

좋은 공간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듦새가 아름다운 물건을 곁에 둔 풍요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공예가의 손끝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얻도록

맺히는 창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공예를 더욱 가까이 느껴보기 바랍니다. 이 여름,

도와주는 것이 스테이폴리오의 미션입니다. 스테이폴리오(Stayfolio)는 머물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아크앤북에서 2022 공예주간과

싶은 집을 뜻하는 ‘stay’와 관점을 갖고 큐레이팅해 차곡차곡 모아둔 2절판의

함께해보세요.

책 ‘folio’의 합성어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시를 위한 소비보다 내면의 만족을
가치 있게 여기며,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닌 스스로의 취향으로 판단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디어스

홈페이지

idus.com

인스타그램 @ idus.me

㈜어반플레이

장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5길 22 2, 3층

홈페이지

www.urbanplay.co.kr/

인스타그램 @ urbanplay_official

아이디어스는 손으로 만든 가치 있는 작품들을 작가들이 직접 등록/판매하는

도시에도 OS가 필요합니다. 어반플레이 OS는 크리에이터와 단순히 사업을

마켓플랫폼입니다. 또한 다양한 상상과 재능이 인정받고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기획하고 사업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 IP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위해 아이디어스 플레이스(인사점/수지점/구로점/), 아이디어스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성장 가능성과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는

플레이스 더 테이블(브런치카페), 아이디어스 플레이스 더 크래프트랩(공유공방),

어반플레이는 일하고 휴식하고 먹고 즐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에 OS 분야별로

아이디어스 클래스(온/오프라인),작가스토어(원부자재 공급)를 운영하며,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고도화를 고민합니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핸드메이드 작가와 작품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핸드메이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8주년을 맞아 ‘아이디어스 데이’
행사를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개최합니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다양한
수공예품을 최소 40% 할인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사전 행사로 ‘아이디어스 데이
프리미엄 기획전’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프리미엄 기획전’에서는
작가 24명이 만든 30~200만 원대 프리미엄급 작품 28점을 매일 한정 수량
판매합니다. 본행사인 ‘아이디어스 데이 기획전’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며
1800여 명의 작가가 만든 약 5700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3

영역에서 크리에이터 협업, 프로그램 이벤트, 13개의 자체 브랜드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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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협력기업

에피그램

115

2022 공예주간 협력기업
장소

전국 에피그램 운영 지점

홈페이지

epigram-official.com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인스타그램 @ epigram_official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홈페이지

creativefactory.or.kr

인스타그램 @creative_factory_daegu

에피그램은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에서 영감을 얻고 즐거움을

크리에이티브팩토리는 경북대학교 연구 기관인 스타트업지원센터 산하 조직으로

느끼는 소소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킨다고 믿는

현재 구성원은 10명 입니다. 2014년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동대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에피그램의 로컬 프로젝트는 익숙한 듯 낯선 지역을

벤처밸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해 ICT 융합

새롭게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정서를 느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을 운영하며 다양한 메이커

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중 누구나 메이커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개하고, 먹거리와 물건에 에피그램의 감각을 더해 새롭게 알리는 일도

‘따뜻한 메이커’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이커 활동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머물며 짧게나마 살아보는 경험을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체로 이동하기가 여의치 않은

해볼 수 있는 올모스트홈 스테이는 도시 생활자와 로컬 라이프의 자연스러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찾아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따뜻한

만남을 주선하는 에피그램의 대표 기획 중 하나입니다. 공예주간 기간에

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 장애 교육기관인 대구광명학교의 졸업 앨범을

에피그램 상품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카페 굿즈, 수탁 상품 제외).

종이에 인쇄하던 것에서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입체 앨범으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로 정문준 부장 선생님과 앨범을
개발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홈페이지 wadiz.kr
인스타그램 @wadiz_official

프린트 베이커리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프린트베이커리 더현대 서울점

홈페이지

printbakery.com

인스타그램 @print_bakery

와디즈는 ‘올바른 생각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프린트베이커리는 빵집에서 빵을 고르듯 부담 없이 미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토대로 창작자, 스타트업, 스몰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딩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미술 전문가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하는 펀딩 전문 교육기관 '와디즈 스쿨'을 운영하고

모든 이의 일상 속에 미술의 가치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프린트 베이커리는 2022년

있습니다. 와디즈 스쿨을 통해 2022 공예주간 참여 작가 대상 크라우드 펀딩의
기초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기획전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예인을 위한 펀딩 비기너 클래스를 놓치지 마세요.
유튜브 라이브 www.wadiz.kr/web/school/detail/1041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Language: The Sensory Variations》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창작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인 매체를 하나의 ‘언어(language)’로
바라보고, 감상자로 하여금 입체와 평면이라는 언어의 구사에 따라 변주되는 다채로운
감각을 느껴보도록 권합니다. 입체 도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참여 작가 4명은 기존의
도예 작업에서 느껴지는 색채의 다양성, 재료의 순수성, 형태의 서사성, 반복의
시간성 등을 평면으로 함께 빚어내며 공예적 미감과 감성을 탐구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확장과 중첩을 반복하는 전시장의 다층적 구성 속, 입체와 평면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공예적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4명의 작가의 작품을 조우하고
섬세한 감각의 변주를 마주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참여 작가 김준성, 김호정, 박성욱, 배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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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구월

장소

전국 및 성수동 구월의 서랍

홈페이지

goowol.com

인스타그램 @goowolmarket

플랫폼구월은 “구월 마님, 그거 어디서 샀어요?”라는 숱한 질문에 답을 하듯
문을 연 어떤 살림 작가의 생활 시장입니다. 사는 데 필요한 흔한 것을 팔기는
해도 아무거나 막 팔지는 않습니다. 살림 작가 구월이 먼저 사서 써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 그런 것만 딱 추려서 데려오는
제품들이니 믿어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스토어 '구월마켓', 오프라인
매장 '구월의 서랍', 다양한 공간에서 열리는 '구월시장' 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해 참여하는 셀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101박스

유형

마켓

홈페이지

101box.co.kr

인스타그램 @101box_official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DIY 취미 키트 쇼핑 플랫폼 하비인더박스는 ‘세상의
다양한 취미를 소개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용자가 취미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재료, 도구, 설명서가 포함된 DIY(Do It Youself) 키트를 제공해 다양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제안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취급 품목 수 3000개
이상, 총 300개가 넘는 파트너와 함께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기록하며 취미
대중화에 힘써왔습니다. No.1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1은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이라는 비전 아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클래스를 오픈해 판매 수익을 보장받고, 수강생인 클래스메이트들이 색다른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클래스를 즐기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 시장의 장벽을 허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클래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비인더박스는 클래스101의 키트 전문 서비스로 브랜드 이름을 101박스(101BOX)로
교체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개개인이 크리에이터가 될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CIY(Create It Yourself) 키트를 제공합니다.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팔도강산 굽이굽이 공예가 넘실댑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평소 가보고 싶었던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다가가보세요.
2022 공예주간을 위해 전국 400여 곳의 공예 공간이 일제히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길고 긴 팬데믹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기운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22 공예주간에 참여하는 모든 공간의 상세 정보는 공예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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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01

08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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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혜화동에 위치한 도예 작업실로 물레와 핸드빌딩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레 수업은 물레 성형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백자 소지를 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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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s
on the hill galley
서울 종로구 북촌로7길 20
5.11-5.28 (10:00-19:00) *월·화 휴무
전시
@crafts_on_the_hill_

주제와 함께 ‘Cluttercore’의 키워드로 꾸민 전시장을 통해 참여자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도자공예와 유리공예를 전공한 세 자매가 운영하는 공간 대관 카페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크래프트온더힐 갤러리는 전문 예술법인 단체 하균학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예 특화 갤러리입니다. 올해 공예주간 기간에는 세라믹 작가 박진선, 금속 오브제 작가
유다흰, 금속 작가 이형준 작가님 세 분의 기획 전시 ≪The Maximalist≫를 개최합니다.

장식을 최소화하고, 용도와 형태에 집중하여 원하는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혜화로2길 4 1층
4.13-6.7(10:00-18:00) *월·화 휴무
체험
@gongpal_studio

핸드빌딩은 도자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성형 기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직접 손으로 빚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02

2702 도자기공방

경기도 김포시 운양역 앞에 위치한 2702 도자기공방은 쇼룸과 티룸을 갖춘 곳으로 식기나

07

ETLT(Enjoy
The Little Thangs)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39-1
5.13-5.29(11:30-19:00) *월 휴무
체험, 마켓
@etlt_table

홈메이드 음료를 즐기면서 공예 마켓과 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08

inheejeon TEXTILECERAMIC studio

인희전 텍스타일 세라믹 스튜디오는 도자기와 실크스크린 핸드프린팅 작업을 하는

생활용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 약 15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이 기간에 특별 구성한 원데이 클래스를

장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0(운양동)
현대센트럴스퀘어 607호
일정
5.20-5.29(월-금: 9:00-18:00,
토·일: 10:00-18:00)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tooley.kr
인스타그램 @2702_studio

진행합니다. 소스 볼과 접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03

도자기를 만드는 연희동의 도예 공방입니다. ‘특별한 소주잔 생기는 날’은 특별한 추억을 위해,

5h Studio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 기성품과는 다른 나만의 소주잔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장소
일정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09-51 1층
5.1-5.31(화: 14:00-21:00,
수-일: 10:00-21: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5hstudio.co.kr
인스타그램 @5h_studio

04

수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8명 이하의

BY GREY
fabric art studio

1인 기준으로 잔 2개를 만들거나 잔 1개와 접시 1개를 만듭니다. 완성도 높은 형태를 위해

장소
일정

높이 45mm입니다.

소재의 순수함을 표현하는 패브릭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One & Only' 패브릭 아트를

09

바탕으로 오래 들고 싶은 가방과 액세서리, 오브제 작업을 선보입니다. 의도된 미완성의

it녀가죽공방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5 502호
5.27-5.29(금·토: 12:00-18:00)
전시, 마켓, 기타
@by_grey

2022 공예주간에는 작업 공간과 작업물을 편안하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05

by한코

코바늘과 대바늘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손뜨개 클래스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준비한 ‘손끝으로 만드는 여름 - 코바늘 라탄 가방 만들기’

충남 당진시 대덕1로1길 20-13
5.20-5.29(10:00-17:00)
*토·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by_hanco

처음 뜨개질을 접하는 분이나 이미 뜨개질에 익숙한 분 모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예주간 동안 등록하신 분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그 외에 실크스크린 원데이 클래스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형태인 원에서 부터 복잡한 기하학 패턴까지 다양한 문양을 조합한 만다라 패턴을
핸드프린팅해 코스터를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느림의 미학이 담긴 가죽공예를 함께 즐기고자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한땀 한땀
카드 지갑, 반지갑, 클러치백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외 가죽공예 가방 만들기는

장소
일정

서울 서초구 동산로19길 49 1층
5.1-12.31(월-토: 11:00-22:00,
일: 14:00-22: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no2_itg
인스타그램 @it.jiyeong

정규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10

나무를 베이스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탐구하며, 동시대적인 가구와 물건을 묵묵하게

LHM studio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소재의 실로 가방이나 의류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전인희 작가의 작업 공간입니다. 평소 작가의 작업실로 사용하지만 이번 2022 공예주간에는

장인 정신으로 바느질해 천천히 완성하는 가죽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키링,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담아 소재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공예 마켓인 오스트리아 토퍼 마켓 주빈국 초청 작가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숲속 작은 마켓’을 엽니다. ‘일상 속 공예 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한 공간에서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09-51 1층
5.1-5.31(화: 14:00-21:00,
수-일: 10:00-21: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www.5hstudio.co.kr
인스타그램 @5h_studio

석고 틀을 사용하고, 형태 변형 및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소주잔 크기는 지름 65mm,

제안합니다.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작업실을 소개하고
전시 및 판매를 합니다. ‘목멩이’라고 이름 붙인 나무로 작업한 돌 형태를 전시합니다.

장소
일정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9길 1 지하 1층
5.27-5.29(금: 15:00-21:00,
토·일: 13:00-18:00)
유형
전시, 마켓
인스타그램 @hyeongmuk8.8

버려질 자투리 나무가 작업자의 고민과 손을 거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물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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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두 명의 장신구 작가가 운영하는 작은 금속공예 작업실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원데이
클래스로 인센스 홀더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황동판을 톱질하고 다듬어 끼워서

16

갤러리 유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 전문 갤러리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울산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초벌 도자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초벌기 페인팅’과 전사지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재벌 전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황동판에 스탬핑으로 원하는
장소
일정
유형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782 1층
5.20-5.29 *월 휴무
체험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34 2층
5.20-5.30(토·일: 11:00-17:00)
체험
@navimuni_ceramics

울산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공예 문화를 즐겨보세요.

12

Soul Craft 1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분께 행운의 풍경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풍경 만들기는 금속판으로

17

갤러리밈

갤러리밈은 동시대 미술의 경계에 도전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역동적인 실험의 장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3 5-6층
5.4-6.30(10:30-18:00)
전시
www.gallerymeme.com
@_gallerymeme

물고기를 만드는 수업으로 적동판에 물고기 형태를 그려 직접 톱날로 자르고, 도장을 종에

역할과 함께 다양한 미학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중진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합니다. 중진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는 M’ Void는 비움의 미학을 이르는 건축용어인 ‘void’에서 따온

매달아 완성하는 금속공예 체험 수업입니다. 금속 표면에 다양한 질감과 무늬를 낸 물고기를
장소
일정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6 1826호
5.20-6.3(화: 13:00-14:30,
수·목: 19:00-20:30, 금·토: 13:00-14:30)
*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soulcraft2
인스타그램 @soulcraft_2

종에 달면 산사에 온 듯한 청아하고 깊은 울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집, 창가 어디든 바람

13

칠보공예란 금, 은, 동 등의 금속 바탕에 유리질의 유약을 올려 800°C 가마에서 구워내는

Y공방

부는 곳에 달면 소리가 맑고 은은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9길 1
5.20-5.29(11:00-19:00) *월·목 휴무
체험
@laboratory_y

14

가죽공방 마마스토리

고급 장신구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Y공방은 한국 전통 칠보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신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공예주간에는 ‘천년의
빛깔구이 나만의 그립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죽공방 마마스토리는 한땀 한땀 손바느질로 핸드메이드 가죽 소품을 제작합니다.
이곳에서 가죽공예를 체험할 수 있으며 2022 공예주간에는 ‘나만의 가죽 소품 만들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40 1층 마마스토리
5.1-5.31(화-목: 14:00-19:00,
금: 14:00-21:00, 토: 11:00-21:00,
일: 13:00-21: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sunnykity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mamastory73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마음에 드는 색상의 천연 소가죽을 선택해 가죽공예 체험을

15

갤러리 블루 공방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가죽을 소재로 만드는 복합 예술 체험

갤러리 블루

할 수 있습니다.

공간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베지터블 가죽에 다양한 무늬 중 하나를 선택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11-15 1층
5.2-5.31 *일 휴무
체험

열립니다. 은과 동이라는 금속의 물성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내면 공간을 품은 달항아리를

겨를 도자기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212-4 1층
5.20-5.29(10:00-19:00)
체험, 마켓
blog.naver.com/arttag

19

고고공방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122번길 16-10 1층
5.2-5.29(화·목: 14:00-22:00)
체험
smartstore.naver.com/gogoceramics
@gogo.ceramics

만드는 그릇과 분청사기 문양으로 조각하는 접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20

고방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금속공예가 고혜정의 작업실 겸 쇼룸입니다. 금속 오브제,

가방’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3시간 만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폰 가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겨를 도자기는 도자기를 만들면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방입니다. 작업실과
원데이 클래스, 정규반을 함께 운영하며 매장에서는 도자기 판매도 겸합니다. 5월 21일에는
12개 공방이 함께하는 플리마켓에 참여하며 공방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 무료 체험을
진행합니다. 컵, 접시, 밥그릇, 국그릇 등을 만드는 물레 수업과 캐릭터 접시, 다육이 화분 등
원하는 도자기 1개를 만드는 손작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으로 물레를 기본으로 백자와 청자 작업을 합니다. 아이들과
성인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도자 공예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릇에 문양을 조각하는 일일 체험을 진행합니다. 청자 상감기법으로

각인하고 원하는 색상의 염료를 입혀 수작업으로 아담한 가방을 만드는 ‘미니 휴대폰
장소
일정
유형

40여 년간 금속공예 작업에 매진해온 서도식 작가의 열 번째 개인전 ≪Find Your Light≫가

18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미니멀 핸드폰 지갑 만들기와 핑거 카드 지갑 만들기, 2개의
장소
일정

세상에 대한 탐구와 성찰 과정을 전시로 펼쳐내고 있으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재해석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공예 기법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사용하는 노리개, 가락지, 비녀 같은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이름입니다. 동시대 미술의 가치를 독창적 작업 세계로 구축해온 중진 작가들의 인간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께는 수저 받침 2개 만들기를 추가로 무료 진행합니다.

테이블웨어 및 장신구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는 2022 공예주간 동안 작가의 세컨드 라인
장신구와 소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예약 링크를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서울 종로구 계동길 115-1
5.25-5.29(수-금: 13:00-18:00,
토·일: 11:00-18:00) *월·화 휴무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craftko.com
인스타그램 @kobang_everyday

한옥에서 자연을 담은 작가의 현대적 작품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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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색갤러리

고색갤러리에서는 목공, 도자기, 가죽, 광목 등의 수공예 생활 소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옆에 있는 SSOO작은나무작업실에서는 ‘원목 각인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6

공방 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93-10
5.20-5.29(월·수·목·토·일: 11:00-16:00,
화: 14:00-16:00) *금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ssoo_jageunnamu

마무리하여 팔찌를 완성합니다. 그 외에 도마, 냄비 받침 만들기는 상시로 체험할 수

22

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강원지부 회원들과 함께 한옥 갤러리에서 전통 한복, 규방 공예,

고전진의 한복

있습니다.

보자기 포장 등을 선보이는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소
일정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82-2
5.20-5.29(10:00-18:00)
전시, 체험, 마켓
blog.naver.com/parkjinok9854
@koh_jeon_jean_eui

‘꾸러미 속에 담낀 때깔’이라는 손보자기 포장 체험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제로

23

공간 파도

서울 연남동 동진시장 내 전시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적 시도를 지원하는 '실험전'을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험전에선 매체적 시도를 통한 새로운 방법의 창작 형식 연구를 비롯,

장소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98
동진시장 내 1층
일정
5.27-6.9(12:00-20:00)
유형
전시
홈페이지 spacepado.kr
인스타그램 @pado_spacewave

24

운영합니다. 공예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작가들과 연대하는

공간칠

동시대 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나눕니다. ≪정해강 실험전 []_행_린__풋(hang-lean-put)]≫은

공방 귬에 기증해 주시면, 기증받은 기억을 새롭게 엮고 전시해 꾸준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27

공방 메이세븐

옻칠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2022 공예주간 동안 기초 옻칠 수업과 함께 옻칠 수저

장소

공예주간 동안 옻칠 수저 체험을 하는 분께는 유리 젓가락 받침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일정
유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219번길 24 1층 공방 메이세븐
5.1-5.29(수-금: 14:00-21:00)
체험

28

공방 세아니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천연 염색, 규방 공예, 전통 매듭 공예를 이어오고 있는 공방입니다.

분들은 30% 할인 가격으로 ‘일상의 그릇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개 붙이기, 옻칠 수저 채화 칠하기 2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초 옻칠 수업에서 옻칠
기초와 자개 체험, 자개 붙이기 체험을 통해 기초 옻칠 기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옻칠공예 체험을 통해 식문화와 함께하는 공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천연 염색 침구류, 원단과 규방 공예 소품, 전통 매듭을 활용한 소품을 제작하고 함께

장소
일정

만들어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우리집으로 가자’라는

설치, 퍼포먼스를 조합하는 실험 전시입니다.

경남 사천시 새시장길 85
5.9-5.23(월-수, 일: 10:00-18:00,
목·금: 14:00-18:00) *토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seani3004

한국적 정체성과 로컬리티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작가 김민혜가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29

공방 시와저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강동구 성안로 101 2층
5.1-5.31(11:00-17:30) *토·일 휴무
체험
siwazo.com
@siwazo_yoo1

부부 젓가락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별 할인된 수강료로 전통 나전칠기와 천연

30

공방고운

자연염색공예가 김경애가 운영하는 자연색 공방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에는 본래

터프팅(tufting), 봉제, 디지털 텍스타일 인쇄(DTP) 등의 기법을 활용한 섬유 매체적 형태와

민화, 전통 회화, 규방공예에 담긴 고전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자수 공예품으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709
5.20-5.29(금-일: 10:00-20:00)
체험, 마켓, 기타
color7.co
@color_7f

놓아주는 자수 커스터마이징도 함께 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색色, 칠漆, 수繡’

25

공방 208호

색으로 빛나는 공간, 공방 208호는 유리를 이용해 다양한 소품을 제작하고 판매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작가 김민혜의
광장시장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글라스아트, 퓨징, 전사지 등 유리를 이용한 상품을 선보이고, 체험
컬러 시트지를 이용해 글라스아트 선캐처 만들기, 유리컵에 전사지를 오리고 붙여서
전사지 컵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주제로 천연 염료를 활용한 스카프 염색 체험과 전통 매듭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색상
매듭 팔찌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소재의 식사 도구를 디자인, 제작, 판매, 교육하는 공방입니다. 내 손에 잘 맞는
옻칠 젓가락을 만들고 바른 젓가락질을 배워보는 수업과 전통 나전칠기 체험 수업을 합니다.
올해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함께 ‘생활 속에서 즐기는 공예의 멋-나전칠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선캐처 만들기, 납선과
전북 군산시 창성1길 10 상가동 208호
5.20-5.29(10:00-19:00)
체험, 마켓
blog.naver.com/kkot2801
@gongbang_208_ho

시작한 ‘기억의 조각들’은 소중한 기억 두 가지를 작은 흙 조각으로 만들고 사연을 적으면,

이번 공예주간 동안 좋은 기억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에 참여한

제작합니다. 독특한 감각의 비단 채색화 클래스를 열며, 옷을 가져올 경우 옷에 자수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공방 귬은 인천 배다리마을에 자리한 도예 공방입니다. 2015년부터 공예의 기쁨을 나누고자

인천 동구 우각로 13 1층
5.20-5.29(토·일: 13:00-18:00)
*월-금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gyum_ceramic

가죽공예 작가들을 초대해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공방에서 사연을 읽고 도자기로 완성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성된 두 가지 기억 중 하나를

작은 원목에 우드버닝이나 레이저 각인기로 그림, 이니셜 등을 새기고 간단한 매듭 기법으로
장소
일정

125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옻칠에 대해 알아보고, 자개를 이용해 나만의 개성 있는 천연 옻칠 젓가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재염색 프로그램 ‘네츄럴 리-다잉: 자연 염색으로 헌 옷 다시 입기’를 진행합니다.

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2길 34-27
일정
5.20-5.29(10:00-18:00) *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goun_official

헌 옷을 가져와 쪽(인디고)으로 파랗게 염색하는 수업이며, 세 벌 이상 염색하는 분께는
손수건을 증정하는데 마음대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건이 우리 곁에 오래 남아
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6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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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홍야

오프라인 프로그램
전통 침선 공예인 규방 공예를 하는 수공예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괴불 장식
만들기’와 ‘모시 컵 받침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삼재를 막는다’는 의미를

36

귤림공방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9
잠실파인애플상가 지하 1층 A-141호
일정
5.2-5.31(월-금: 11:00-20:00,
토: 11:00-18:00) *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hongya.modoo.at
인스타그램 @njhongya

참여할 수 있으며, 평소 손바느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시 컵 받침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제주 서귀포시 효돈로123번길 21-1
4.21-12.31(10:00-18:00) *화·수 휴무
체험
blog.naver.com/gyullim_gongbang
@gyullim_gon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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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공예를 잇는 마크라메 공방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에는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공예한스푼

만들기 수업은, 물에 강해 생활 소품을 만들기 적합한 여름 소재인 모시를 조각으로 연결해

가죽공예로 이번 클래스에서는 최상의 가죽을 사용해 도안부터 제품 제작까지 전부

컵 받침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수 있는 감성적인 소품을 만드는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자개 모빌, 도어벨,

37

그다이 라탄
g'day rattan

그다이 라탄에서는 공예주간을 맞아 한 명분의 수강료로 두 작품을 엮을 수 있는 ‘라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룡1길 32 1층
5.1-5.31(10:30-18:30)
체험
link.inpock.co.kr/gdayrattan
@g_day_rattan

이벤트가 적용되며, 1인은 강사가 짝꿍으로 두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진행 가능한

제주 서귀포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을 ‘위미’에 있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만들 수 있는 귤림공방에서 ‘귤림클래스 뚜껑카드지갑’을 진행합니다. 심플하고 단조로운

거울, 포켓 월행잉, 포토랙 등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는
장소
일정

마크라메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와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DIY 키트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독학하신 분께는 자세를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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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손글씨 수업≫의 저자 김상희가 운영하는 곳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38

그래도 감성공방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81-1 305
5.20-5.29(10:00-17:00) *수 휴무
체험, 마켓
blog.naver.com/cozybuddy333
@gre_island

39

그리고꿈꾸다
(마음을 담은 그릇)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다양한 스타일의 손글씨를 소개하고, 캘리그래피에 활용하는 도구와 재료에 대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 1908호
5.20-5.29
교육/강연, 기타
m.blog.naver.com/hihi655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내 손글씨 다듬기’로 시작해서 ‘나다운 손글씨 찾기’로
완성하는 손글씨 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한 캘리그래피는 물론이고,
풍경 위에 직접 써 내려간 캘리그래피까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youtu.be/qnCqY9MXr_g

34

광안갤러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주축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갤러리입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산 수영구 광남로 146
5.20-5.27(11:00-17:00) *목 휴무
전시, 체험, 교육/강연
@gallery_gwangan

함께 전시 및 다도 체험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5

구월시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플랫폼구월이 주관하는 구월시장은
2022 공예주간 마지막 주말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내 서측 복도에서

문화역서울 284
5.27-5.29(11:00-18:00)
전시, 마켓
www.goowol.com
@goowolmarket

살림家 구월의 안목으로 고른 모두가 찾던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날 수 있는, 사는
즐거움이 넘치는 구월시장을 방문해보세요. 약 30개 팀이 참여해 도자기, 비누, 패션,
주얼리 그리고 다양한 식품까지 선보입니다.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잘 쓰이길 바라며,
공예가 실생활에 늘 쓰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품목은 라탄 트레이, 라탄 미니 바구니, 라탄 채반입니다.

기초를 연습해보며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동그란 액자 안의 냥냥이와 동백꽃을
콕콕콕 펀치니들로 표현해 작품을 만들고, 완성한 작품과 돌담길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마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꿈꾸다는 수채화 도자기 공방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에는 ≪마음을 담은 그릇≫
전시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릇 일일 체험’을 진행합니다. 전시에서는 자연의 꽃을
작가만의 색으로 표현한 도자기 수채화로 담아 선보이며, 그 외에도 수원화성과 기하학

장소
일정

경기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61 1층
5.14-5.29(화, 목-토: 10:00-18:00,
일: 11:00-18:00) *월·수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drawdream.modoo.at
인스타그램 @ jayoung4040

무늬의 생활 도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에 일일 체험에 참여한 분께는

40

다양한 지역 창작자들이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핸드메이드 문화 공간’입니다.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진행하는 마켓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업체들의 좋은 물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원데이 클래스 짝꿍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라탄을 엮으면서, 라탄 소품을

‘펀치니들로 만드는 제주 소품, 동백꽃밭의 냥냥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펀치니들의

2022 공예주간에는 ‘슬기로운 일상생활 속 다도’라는 주제로 토야요의 송승화 작가와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수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귤림공방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용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자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2인 동반 수업을 등록하면

경남 김해시 관동로 102 101호
5.20-5.29(월·수·금: 10:00-17:00,
화: 10:00-21:00, 토: 10:00-13:00)
*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onespoon_craft

공캘리그라피

서귀포시 신효마을에 위치한 귤림공방은 자동차 소음보다는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바람이 머물고 햇살이 머무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가진, 괴불 장식을 만드는 수업은 반제 패키지로 진행해 바느질을 처음 접해보는 분도 쉽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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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목걸이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어른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스테이셔너리 팝업 상점 ‘8 Weeks Popup Store’가 열립니다.
무언가를 잔뜩 적고 기록하며 설렘을 느끼기 좋은 시기,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것과

장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 186 1층
플레이스튜디오
일정
4.1-5.31(12:00-20:00)
유형
전시, 마켓, 기타
홈페이지 hello-p6.com
인스타그램 @p6_chuncheon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며 새 다이어리, 새 캘린더, 새 펜과 새 메모장, 새 노트에
손 가는 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글과 사물로 담아둘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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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41

금속공방 터

오프라인 프로그램
2010년 서울에서 오픈한 뒤 2019년 11월 고향인 마산으로 이전해 운영하는 금속
공방입니다. 2021년 성산아트홀에서 개인전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46

깔롱도예공방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0길 9 1층
5.25-5.26(수: 09:30-13:00,
목: 18:30-22:00)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biog.naver.com/mckwook
인스타그램 @kohwook72

금속공예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 은 장신구 제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2

도자공예에 관심 있는 분, 사회생활에 지쳐 힐링이 필요한 분, 매일 똑같은 데이트가 아닌

길상도예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분, 소중한 사람을 위한 멋진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주로 손으로 제작한 투박한 멋의 도자기와 민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저 받침부터
장소
일정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가길 68
5.20-5.29(금-일: 10:00-18:00)
*월-목 휴무
유형
전시, 마켓
인스타그램 @ggalrong_doja

모빌, 화병과 큰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도자기 위주의 다양한 작품을 부담 없이 만나볼

47

꾸미네

꾸미네는 공방과 카페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에는 ‘미니돼지 양말 인형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0길 27 1층
5.23-5.29(12:00-16:00)
체험
ggumine.com
@ggumine

입을 바느질해 자신만의 인형을 완성합니다.

도자기와 꽃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도자기 공방, 꿈꾸는 도화지에서는 전기 물레 도자기

수 있습니다. 깔롱진 손 도자기들, 우리집으로 가자! 공예주간 동안 다양한 도자기 그릇과
소품, 민화를 무료로 감상하고 원하는 작품을 쇼핑해보세요.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수강 가능하며, 바느질 경험이

찾을 수 있는 공방입니다. 조물조물 흙을 만지면서 색다른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장소
일정

우이동 북한산 초입 골목에 위치한 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방입니다. ‘깔롱지다’는
‘옷매무새 등을 신경 쓰며 멋을 부린다’는 의미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깔롱도예공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공예주간 25일과 26일에 ‘은 체인 팔찌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장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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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저학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말을 사용해 미니돼지 양말 인형을 만들고 눈, 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9길 15-9 101호
4.30-12.31(목·금: 10:00-22:00,
토·일: 10:00-19:00 *월-수: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cafe.naver.com/gilsangdoye
인스타그램 @gilsang_ceramics

특별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쉽고 재미있게 도와줍니다. ‘길상도예에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물레 클래스와 핸드빌딩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43

한국 차 문화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2001년에 개관한 전통 다도 박물관입니다.

48

꿈꾸는 도화지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7길 24-10 1층
5.20-5.29(10:00-18:00) *일 휴무
체험
blog.naver.com/kwiju4
@dream_dohwaji

49

꿈제작소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부산 동구 망양로 897
5.20-5.29(10:00-17:00) *월 휴무
체험, 교육/강연
blog.naver.com/countrykkum
@kkumssam

있는 DIY 목공 선반 만들기가 있으며, 7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DIY 목공 키즈 클래스에서는

50

나린공예협동조합

공예를 통해 지역 공예를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경남 사천시 동금5길 28 1층
5.28(13:00-17:00)
체험, 마켓
@nalincoop

김포다도박물관

다도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다도구류, 도자기, 목기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

경기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275번길
187-49
일정
5.20-5.29(10:00-17: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kimpodadomuseum.modoo.at
인스타그램 @kimpodado

44

김해목재문화박물관

풍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휴식 공간인 정자와 조각 공원, 생태 연못 등이 조성되어
있고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 다도 체험과 가족 피크닉 들차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특별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온 지혜의 산물인 목재 문화를 조명하고,
현대의 생활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 교육, 체험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물레로 빠르고 정교하게 도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경남 김해시 관동로27번길 5-49
5.20-5.29(9:00-18:00) *월 휴무
전시, 체험
www.gimhae.go.kr/wood.web
@gimhae.wood.museum

함께 전시합니다. 나무가 지닌 따스함을 느끼며 자연적 삶을 가꾸는 다양한 목공예 체험이

45

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

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생활의 편리함과 즐김으로 이어지는

가능한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전통과 현대의 서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서실의 치완≫ 전시와 필갑, 독서대, 책꽂이, 연필꽂이, 모니터 받침대, 우든 샤프와
우든 펜 등 목공 제품을 만들어보는 ‘내 책상 위의 잇템’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것을 모토로 합니다. 본원과 분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봄이면 아름다운 꽃과 싱그러운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65번길 8
5.20-5.22(금-일: 13:00-17:00)
체험, 교육/강연
blog.naver.com/khswooriot
@khswooriot

싶은 소품을 한복 명인과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며 바느질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통 원단을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보세요.

DIY 목공, 우드버닝, 스크롤쏘, 페인팅, 키즈 클래스 등 여러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
있는 목공 & 우드버닝, 2단 선반, 하우스 선반, 팰릿 선반, 전면 잡지꽂이 중 하나를 만들 수
원목 시계를 조립하고 꾸며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집으로 가자’라는

나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입니다. 감주머니, 버선, 배냇저고리를 비롯해 제작하고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잘 구워서 안전하게 택배로 보내줍니다.

공방입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우드버닝 키링 만들기, 정리함 조립부터 마감까지 할 수

천연자원인 목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통 목재 유물 및 현대의 목공예 작품도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체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드립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난 후에 원하는 유약 색을 고르면

주제로 한지 뜨기와 한지에 가훈 쓰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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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나무의 잎

오프라인 프로그램
식물페인터 김지아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절 식물을 소재로 패브릭에 섬유 물감을 이용해 페인팅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56

농부의작업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경기 부천시 양지로 205 824호
5.20-5.29(11:00-13:00) *월 휴무
체험
@leaf_jiakim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이 주는 위로와 페인팅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일상에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부산 금정구 금강로647번길 49-6 1층
5.20-5.29(10:00-16:00) *수 휴무
체험, 마켓, 기타
fstudio.co.kr
@farmers_studio

52

나비무늬공방

울산의 도자공예 전문 공방으로, 정규 강의와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만나는 패브릭의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공예주간에는 자체 원단의 손수건을 선물로

진행합니다. 흙을 만져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오브제 만들기와

드립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캐릭터 접시 만들기와 마블링 접시 만들기 체험 클래스를

57

누에공방

전시기획자이자 공예가가 운영하는 작업실로 마크라메, 터프팅 등의 섬유공예 작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 품목을 10% 할인하며, ‘흙과 친해지기’ 원데이 클래스를

울산 중구 평동2길 42 1층
5.20-5.29(화, 수: 15:00-17:00)
체험
@navimuni_ceramics

하나뿐인 나만의 접시를 만들어보세요. 집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를

53

나주반전수교육관

나주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만든 소반을 말하는데 해주반, 통영반과 더불어 3대 명품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도자기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주반전수교육관은 누구든지 나주반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전남 나주시 죽림길 27
5.20-5.28(10:00-18:00) *일 휴무
전시, 체험

54

너나들이 매듭공방

전문적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전통 소반인 나주반을 비롯한 다양한 소반을
전시하며, 미니 소반 만들기 체험은 일주일 전에 예약하면 소나무를 사용한 원형
호족반이나 사각반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우아하고 단아한 미를 살리면서 누구나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아이템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제품의 종류와 가격도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하고,

제작하고,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실로 엮는 일상, 마크라메 원데이
장소
일정

서울 양천구 오목로48길 28 1층
5.16-5.31(11:30-17:00)
*토·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nue_craft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내추럴 면로프를 이용해 마크라메 티코스터, 보틀 커버, 시나몬

58

뉴트로 성수향수공방
아로마 C_heera

조향사가 운영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조향사와 함께 만드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성동구 뚝섬로9길 16 2층 202호
3.24-12.31(13:00-20:00) *월 휴무
체험
www.heera.co.kr
@heera_office

59

느린나무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상가 b3-5호
일정
5.20-5.29(10:00-19:00) *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nenadelllee_gallery

전통공예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예주간에는 ‘전통 매듭공예 워크숍 –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75번길 62
5.2-5.31(10:00-22:00) *토·일 휴무
체험
blog.naver.com/by020202
@slowtree_coop

55

주로 린넨, 면을 사용한 패브릭 작업을 선보이는 바느질 공방입니다. 옷과 소품을 만들어

네모의꿈

팔찌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나무도 느껴보고 자신의 그립에 딱 맞는 전용 펜도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매하고 소품반, 옷반, 자수반 등 다양한 바느질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예주간을 맞아

60

니트테이블

조선 시대 목가구를 재현 또는 현대화하는 작업과 서양의 체어를 오리지널 기법으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8길 25 2층
일정 5.20-5.27(11:00-17:00)
*화·수·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bynemo.com
인스타그램 @nemo_dream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체험은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핸드메이드를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4길 117
5.23-5.28(14:00-15:00) *토·일 휴무
전시, 교육/강연
@neattable

좋아하는 분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있으며, 손으로 천천히 실을 엮어가는 과정을 통해 느림의 가치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조향사가 제작한 향기 베이스는
물론이고 60~70개의 단품 향료를 시향해보고 내 취향에 맞는 향을 알아보며 나만의
향수를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향을 5~10개 고르고 블렌딩하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향수 50ml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느린나무협동조합은 조금은 느릴지언정 정성껏 만들고 교육하는 것을 모토로 합니다.
우드 샤프와 우드 볼펜을 만들어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필기구를 만들면서

제작하는 개인 공방입니다. ‘미감의 눈을 뜨다’ 프로그램에서는 목가구의 제작 기법과

진행하는 오픈 마켓에서는 원단과 패브릭 제품, 공방에서 제작한 다양한 완제품을 할인
장소
일정

월행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마크라메를 만나는 분들도 차근차근 쉽게 배울 수

2022 공예주간에 준비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우든 펜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동양미와 모던함을 충족시키며,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해 생활 속
장소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심플한 접시 만들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을 매듭지어 만드는 인테리어 소품과 액세서리 등을 주문

진행합니다. 도자기에 캐릭터를 그리고 색을 입히고, 색소지와 캐스팅을 활용해 세상에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자연의 다섯 가지 컬러를 담담한 형태의 그릇으로 표현하는 도자 공방입니다. 작업실과
작은 쇼룸이 있는 공간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공예주간을 맞아

’나뭇잎으로 찍어 그리는 식물 페인팅 워크숍’에서는 식물의 고유한 무늬를 활용해 자신만의

장소
일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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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수공구를 알아보고, 실제 이 기법으로 만든 아름다운 실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대표 가구인 300년 전 윈저체어의 생나무를 이용하는 특별한 오리지널 제작 기법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두 지역에 존재했던 클래식 가구들의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수공예가 가지는 접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32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61

닌NIN 가죽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가죽으로 가방과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죽 공방 겸 쇼룸입니다. 창덕궁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 공예주간에 이웃에 있는 우현 금속공방과 작품을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66

다회규방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창덕궁1길 23 1층
5.20-5.29(13:00-18:00) *일·월 휴무
전시, 마켓
blog.naver.com/mashile
@nin_1st

사용 모습을 연출한 상태를 볼 수 있으며, 전시된 공예품은 판매합니다.

62

다다다 소잉 스튜디오

‘누구든지 다~ 어떤 아이템이든 다~ 재봉틀로 다다다~’. 행복을 만드는 재봉틀 공방
다다다 소잉 스튜디오입니다. 패브릭을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고,

공예인 규방 공예 작업을 선보입니다. 과거 명주실을 이용했던 매듭 끈목 외에 다양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6 2층
5.20-5.29(월-금: 10:00-14:00,
토·일: 10:00-17:00)
체험
유형
인스타그램 @dhkb0904

재료와 방법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나만의 끈목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67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취미로 자리 잡은 손뜨개를

장소
일정

단주라인 손뜨개
팝업스토어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다다 재봉틀 클래스’는 에코백에 자수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마포구 망원로7길 3
4.15-5.31(14:00-16:00) *월·목·금 휴무
체험
dadada-sewing-studio.com
@dadada_sewing_studio

나만의 문구 레터링을 만들 수 있는 수업입니다.

63

다송의 공간채

다송은 두 명의 도예 전공 작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핸드메이드 브랜드입니다.
색소지를 이용한 다양한 도자 작업을 선보이고 도예 클래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색감과

서울 마포구 독막로40길 28
5.21(11:00-17:00)
체험
m.blog.naver.com/dasong_made
@dasong_made

64

다예랑공방

패턴 작업을 통해 기존의 도자 작업에 대한 틀을 깨고, 공예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물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백자토와 다송의 컬러가 만나 유니크한 패턴으로 볼 1개와
컵 1개를 물레 작업으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통 한지를 이용해 친환경 소품과 가구를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꽃이나 동물을 주제로
그린 민화를 장식으로 활용해 작은 서랍장을 만드는 ‘민화 한지 서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남강로659번길 2 1층
5.20-5.29(13:00-16:00) *일 휴무
체험

호랑이입니다. 민화가 그려진 한지로 생활 속에서 유용한 서랍을 만들어보세요.

2022 공예주간에는 4사 끈목을 짜서 마스크 스트랩, 안경걸이, 팔찌 세 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골라 완성하는 수업과 향주머니 꾸미기를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좀 더 특별하게 완성할 수 있는 팬시 얀, 핸드메이드 부속 자재, 독특한 단추 등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Matching Your Self’를 주제로 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개인 취향대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5
4.28-5.1(목·일: 10:00-22:00,
금·토: 10:00-20:00)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danju.co.kr
인스타그램 @danju_knit

팬시 얀, 가죽 부속 자재, 손뜨개 도구, 안감 등을 다양하게 선택해 내 맘대로 키트를

68

달그락공방

달그락공방은 ‘빛의 예술 칠보공예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칠보는 오랜 전통 공예로 빛깔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8길 12 1층
5.1-6.30(12:00-13:30) *수·일 휴무
체험
blog.naver.com/daldal3206
@dalgeurak

69

달바핸즈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강원 원주시 개운4길 2 1층
5.7-5.28(토: 13:00-17:00)
체험
@dal_ba

장소
일정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기획한 손뜨개 디자인 도안을 행사 기간 동안
무료 배포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일곱 가지 보석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2022 공예주간 칠보공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칠보의 기본 이론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하는
재료를 골라 직접 가마에 구워서 두 개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칠보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공방 달바핸즈는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나무 작업을 위해 목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작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우드 카빙 원데이

이번 클래스 민화의 주제는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목단꽃과 2022년 임인년을 상징하는
장소
일정
유형

다회는 전통 방식으로 날실을 엮어 끈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다회규방은 다회를 기본으로
조선 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던 것에서 비롯된 전통

사용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합니다. 공예품을 활용한 간단한 테이블 세팅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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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달바핸즈의 우드 카빙 체험은 작업의 완성도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고,
카빙 나이프 사용법과 카빙 방법을 익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버터 나이프와 젓가락을 카빙 나이프로 깎아 만드는 수작업을 통해 나무 특유의 질감과
성질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고, 환경친화적 작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65

다움웍스

브랜딩 & 서체 디자인 스튜디오이며 스테이셔너리 & 섬유공예 브랜드 게렌하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움웍스 작업실은 더 나은 삶을 도모하는 다움웍스의 오프라인 공간으로 글자를

70

달쉬캔들

그리듯, 공예를 만들듯, 삶을 짓는 워크숍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강동구 구천면로 343-1 1층
5.1-5.31(13:00-21:30)
체험
@dauum.works.life

강동공예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코바늘뜨기 꽃 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코바늘뜨기 기초를 배울 수 있으며, 그 외 상시 프로그램으로 ‘코바늘뜨기 노리개 북마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달쉬캔들 공방은 홈카페처럼 프라이빗한 작업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달쉬캔들
시그너처 수업인 보석 방향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보석 모양의 고체 방향제로
보기에도 예쁘고 발향력도 좋은 보석 방향제 원데이 클레스에서는 직접 조향하고 조색한

장소
일정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8길 52 103호
5.20-5.29(월-토: 11:00-20:00,
일: 14:00-20: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pagyeolstore
인스타그램 @pagyeolstore1

8조각의, 세상에서 하나뿐인 향긋한 보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참여하는
분께는 캔들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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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더오브센트이은

오프라인 프로그램
향기 공방 더오브센트이은은 향수, 핸드크림, 보디 & 핸드 워시, 입욕제 등 코스메틱 향기
제품과 디퓨저, 캔들, 고체 방향제, 룸 & 패브릭 스프레이, 옷장 방향제 등 방향 오브제를

76

도자공방 갤러리72
충남 보령시 성주면 먹방계곡길 72
5.21-5.29(10:30-17:00)
체험
blog.naver.com/72gallery72
@coco_nam_

4개의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탄광촌 광부의 집을 개조하여 만든 작업실에서 계곡 물소리,

도자공방 오롯

도자공방 오롯은 초벌기 핸드페인팅과 손으로 빚는 핸드빌드, 물레 체험을 상시 진행합니다.

라탄 티코스터 만들기, 열전사 컵 만들기, 자개 손거울 만들기,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까지,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강동구 성안로 37 101호
5.1-5.31(12:00-20:00) *일 휴무
전시, 마켓, 체험
@leeeun_official

진행합니다.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한 ‘나만의 향수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하며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판매 상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72

더팔레트보자기

전통 보자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여 보자기 아트 클래스 및 체험 포장을 진행하는

77

작은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다양한 색감의 전통 보자기로 작업한 보자기 아트
가지 매듭 및 만들기를 소개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체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73

덩어리들은 흙에서 태어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귀여운 도자기 인형을 제작하는 브랜드이며,

덩어리들 스튜디오

덩어리들 스튜디오는 ‘매력 덩어리, 귀염 덩어리들’이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316호 덩어리들 스튜디오
일정
5.20-5.29(금: 19:00-21:00,
토·일: 13:00-15:00) *월-목 휴무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chunkychunks
인스타그램 @chunky.chunks

74

자투리 천을 활용해 전통 등갓 만들기와 보자기 아트 매듭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도나트앤코

2022 공예주간에는 '반려동물용 밥그릇과 인형을 페인팅'하는 클래스와 함께 약간의 티끌을
가지고 태어나 분양하지 못한 '작고 아쉬운 덩어리들을 위한 마켓’을 열 예정입니다. 도자기에
담겨도 귀여움을 놓치지 않고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덩어리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유약을 입힌 백자에 상회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포슬린 아트 공방입니다. 포슬린 페인팅은
더욱 다양한 색상으로 선명하고 디테일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핸드빌드는 삐뚤삐뚤하지만 흙 맛을 느끼면서 제한없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8번길
40-1 1층
일정
5.16-5.28(월, 목-토: 10:00-19:00,
수: 15:00-21:00) *일·월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studio_olok

있고, 물레는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78

도자공방가원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도자 공방입니다. ‘나만의 도자 만들기 & 핸드페인팅 체험’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30
3.1-12.31(11:00-19:00)
체험
shinjoonsik.com
@도자공방가원

79

도자기공방 손길

대전 서구 도산로 228 1층
4.18-12.31(화: 10:00-17:30,
목·토: 10:00-17: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cem6300
인스타그램 @donath_nco

진행합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하나뿐인 찻잔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보세요.

장소
일정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유형

인천 서구 거북로 62 지하 1층
5.20-5.29(월-금: 10:00-18:00,
토: 14:00-18:00) *일 휴무
체험

75

도야공방은 선의미, 김세현 도예작가 2인의 공동 작업실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둘레길에

도야공방

위치한도야공방은 의왕과 군포 교육청의 진로 직업 체험처로 지정되어 인근 학교의 도예

80

도자연 스튜디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도자연 스튜디오는 도자기 클래스와 오프라인 숍을 운영하는

경기 의왕시 초평로 85-34
5.20-5.29(월-금: 13:00-17:00,
토·일: 11:00-17:00)
유형
전시, 마켓, 체험
홈페이지 www.doya.kr
인스타그램 @doya_ceramicschool

작가들의 작업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세현 작가의 대표작인 'snowy
series' 중 인체를 형상화한 최신 오브제 작업과, 선의미 작가의 다양한 백자화기 작품을
전시하며, 나만의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두 작가의 작품과 함께
우수문화상품을 전시하며 공예주간 동안 20% 할인합니다.

할인합니다.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부산 해운대를 여행하며 낭만을 느끼고 싶은 분, 주말에
힐링을 위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직장인, 아이와 함께 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을 찾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체험 수업 후 해운대 바닷가를 비롯해 공방 근처의 다양한
명소에서 관광까지 즐겨보세요.

손으로 빚어 마음을 담는 손길이라는 의미의 도자기공방 손길은 개인 작업실 겸 공방입니다.
나만의 그릇 만들기, 핸드페인팅, 머그컵 만들기, 풍경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흙놀이, 핸드페인팅, 머그컵 만들기, 풍경 만들기, 네 가지 도자기 체험

수업과 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 동안 공방을 ‘오픈 하우스’로 진행해
장소
일정

공예주간을 맞아 공예와 친근해지는 경험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10~20%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한 수업에서 두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색 체험으로

2022 공예주간에는 ‘나를 위한 찻잔 만들기 도자기 그림 포슬린 페인팅’ 프로그램을
장소
일정

산 풍경과 함께 라탄공예와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핸드페인팅은 손으로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에게

매듭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 보자기로 여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일정 5.20-5.29(월·토: 10:30-18:00,
수-금: 10:30-16:00, 일: 11:00-20:00)
*화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j.hyosoo

충남 보령시 산속 계곡마을에 위치한 곳으로 라탄과 도자기 작업을 하는 작은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산속 계곡마을 공방체험 - 라탄, 도자기, 자개공예’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며, 쇼룸에서 제품 판매와 주문 제작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체험 클래스를

장소
일정

135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도자기 공방입니다. 다양한 기법으로 도자기 작업을 경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정규 클래스, 또 형태와 쓰임새를 고려해 도자연이

장소
일정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12-4 1층
5.20-5.29(월·화: 13:00-20:00,
수-일: 10:00-20: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dojayeon_

만든 각양각색의 도자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가압 성형, 코일링 두 가지의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수업에 참여한 분에 한해
도자기 구매 시 할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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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내도예

오프라인 프로그램
아름다운 시골길을 들어서면 피어나는 흙과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통해
돌내도예를 찾는 많은 분에게 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방과

86

드로잉룸

수상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합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서는 손으로 또는 물레를

유형

울산 울주군 웅촌면 석천중앙길 72-3
5.20-5.29(화-금: 14:00-17:00,
토·일: 14:00-18:00) *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82

동림매듭공방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매듭 기능 전승자 심영미 장인의 공방입니다. 옛 유물 및 유물 재현품,

활용해 실용적인 그릇이나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창작품, 문화 상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듭 재료, 도구 등을 전시, 판매합니다.

이용한 드로잉 그릇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공예주간 동안 공방 판매 제품의 할인
장소
일정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74길 35 1층
5.1-5.31(월·수·금: 10:00-12:00,
화·목: 14:00-18:00, 금: 14:00-12:00)
*일 휴무
유형
마켓, 체험
인스타그램 @my_drawingroom_

행사를 진행하며, 공예주간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키트를 구입한 분들께 물레 체험 기회를

87

다양한 웰컴 드링크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아크릴화 원데이 클래스’는

드링킹드로잉
아틀리에

2022 공예주간에는 매듭 팔찌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가락지 매듭과 외도래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10
일정 5.20-5.29(10:00-17:00) *월 휴무
체험
www.shimyoungmi.com
@donglim_knot_jinyoungpark

매듭을 이용해 나만의 매듭 팔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매듭 팔찌 만들기, 가방 참 만들기,

83

두가지

도예 클래스를 진행하고, 테이블웨어 제품이 가득한 쇼룸을 함께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장소

2022 공예주간 기간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중점으로 진행하며 두가지만의 소품으로

유형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26 1층
5.20-5.29(11:00-18:00)
*수·목 휴무
체험

84

두나래 유리연구소

일정

마스크 스트랩 원데이 클래스는 상시 운영합니다.

다양하게 전시합니다. ‘나만의 그릇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그릇이나 오브제를
만들고 채색까지 합니다.

유리 브랜드 루셀로우(Lucellow)를 운영하는 두나래 작가의 유리 작업실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유리 기법과 유리의 물성을 연구한 작업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해로60길 7
미래복합빌딩 101호
일정
5.20-5.29(11:00-21:00)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lucellow
인스타그램 @lucellow_

15cm 유리 접시와 수저 받침 2개를 만들어보는 ‘유리 디저트 접시 만들기 클래스’를

85

금속공예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2022년 공예주간에는 ‘나를 담은 모빌 & 은반지’

두두리 스튜디오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금속과 아크릴을 잘라 모빌 파츠를 만들고 자개와 엮어 모빌을

경기 부천시 부천로185번길
50-12 1층
일정
5.1-5.29(13:00-20:00) *일·월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duduri_studio

문구를 반지 위에 직접 망치로 통통 두들기면서 개성을 한껏 표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아크릴화를 기본으로 일반 아크릴화, 인물·반려동물 아크릴화, 나이프화, 백드롭 페인팅,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35-1 1층
4.1-12.31(월-목: 13:00-21:00, 금-일:
13:00-18:00) *화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dkingdwing.modoo.at
인스타그램 @drinkingdrawing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외 정규 수업을 진행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88

디아리오

색다른 디자인의 캔들과 디퓨저, 향수, 석고 방향제 등 다양한 조향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66 1층
4.5-5.31(12:00-19:00) *월 휴무
체험, 마켓
@diario_candle

89

디유아틀리에

함께하는 모임형 드로잉 수업 ‘드로잉 살롱’을 운영합니다.

구매도 하는 공방이자 쇼룸입니다. 제품을 구경하고 시향해볼 수 있는 ‘디아리오 마켓’과
평소에 만들어보고 싶었던 디자인의 캔들, 디퓨저, 향수, 석고 방향제, 하바리움 등 다양한
향기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디아리오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공방을 방문하는 모든 분의
하루에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캔들과 석고 방향제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천연 왁스로 만드는 티라이트 캔들,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장식하는 젤 캔들 홀더, 장식으로 눈이 즐겁고 향으로 코가 즐거운
왁스 태블릿을 체험할 수 있는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나를 위해 힐링이 필요할 때,

장소
일정

서울 은평구 진흥로 37-4 B02호
4.18-5.31(11:00-20:00)
*수·목·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diyu_atelier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싶을 때, 가족·친구·연인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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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짓공작소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딴짓공작소는 취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미 공유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광주 동구 무등로415번길 26 1층
5.20-5.29(11:00-20:00)
체험, 마켓, 교육/강연
blog.naver.com/ddanzitfactory
@ddanzitfactory

공방을 찾아주세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공방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취미 키트를 제작·판매하며, 도심 속

만드는 수업은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고, 오픈 링 수업은 자신만의 이니셜 &
장소

제공합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는 드로잉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명 아크릴화 등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2시간 이내로 완성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장소
일정

현장 방문객에게 루셀로우의 유리 마그넷을 증정합니다. 또한 유리 가마 기법을 이용해
장소

드로잉룸은 여러 재료를 이용한 미술 수업과 드로잉을 기초로 한 도예 수업을 하며,
도자기 소품을 판매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강동공예지원센터와 함께 ‘색소지를

마당에서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작을 비롯해 도예 생활 20년 동안 각종 미술대전에서
장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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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간을 활용한 취미 공유 공간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유리 용기
안에 다육식물을 심고 색모래나 피겨 등을 더해 완성하는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북유럽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연 이끼인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업사이클링으로 캔 조명이나 원목 조명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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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91

뚜비즈 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커스텀 주얼리와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서지컬 스틸’이라는 튼튼한
소재로 오래오래 변색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팔찌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체인,

96

루아공방

함께 만들어보세요. 커플, 친구, 가족과 함께 나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팔찌를 만들어보는

일정
유형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289
오산대동다숲 상가 2층
3.15-5.31(9:00-21:00)
체험

92

라라플러스

물감으로 채색한 후 유약을 입혀 1250°C의 가마에 소성해 실생활에 사용 가능하도록 수업을
장소

진행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 있고 독특한 그림을 그려 머그컵, 소주잔 세트,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해드립니다.

충남 서산시 고운로 290
103호
일정
5.20-5.29(11:00-15:00) *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ruachstudio

한국적인 감성으로 즐거움을 더하는 미니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97

디자인 초와 인센스, 보자기 수업을 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보석

2022 공예주간에는 ‘매듭 액세서리 만들고 여행가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국의

루티아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2 723호
5.21-5.28(화·목: 11:00-14:00,
토: 11:00-18:00) *월·수·금·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raraplus.com
인스타그램 @raraplus_design

‘어반스테이 명동’ 무료 숙박권을 드립니다. 전통 매듭의 기본 매듭인 도래매듭, 가락지매듭,

93

라탄이화는 ‘기쁠 이, 화목할 화’를 쓴 이름처럼 자연에서 온 소재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라탄이화

선택)를 만들어보고 힙지로, 한옥마을, 남산 여행으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라탄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우드 트레이 만들기’

장소

서울 강동구 고덕로 360
339동 1501호
일정
5.1-5.31(11:00-17:00)
*토·일·월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rattan_e_hwa

94

연봉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을 활용하여 매듭 액세서리(목걸이, 팔찌, 브로치 중 두 가지

란세라믹

라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타원형 또는 원형을 선택해 만들며, 바닥은 따로 짜지 않고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해 초보자나 학생도 무리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주문 제작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판매하는 공방입니다.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따스한 동화 같은 도자기를 만들고, 핸드빌딩과 물레 수업을 상시 진행합니다.

방향제를 만듭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보석 방향제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활용해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5번길 15 1층
일정
5.20-5.29(화·목·토: 11:00-13:00)
*월·수·금·일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luttia

태블릿을 만들어 보자기 가방에 넣어 가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인 이상 신청하면 20%

98

작가의 작품 활동을 위한 개인 작업실로 흙을 만지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소통하면서

류도예공방

장소

대구 동구 신암남로23길
42 지하 1층
일정
5.20-5.29(화·수·금: 11:00-19:00,
토·일: 10:00-17:00) *월·목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vivify19
인스타그램 @ryu.artist

99

강원 강릉시 화부산로 139 1층
4.15-23.4.30(11:00-18:00) *수 휴무
체험, 마켓
m.blog.naver.com/fkswn2qj
@larn_ceramic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전기 물레를 이용한 물레 수업에서는 흙의 부드러운 질감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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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더메이트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가죽공예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한땀 한땀 나도 금손!’

변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원 활용 및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를

류오동 인형 스튜디오

일정
유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29 101호
5.20-5.29(10:00-18:00)
전시, 체험

≪너는 무엇이었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죽공예 체험 ‘나도 금손이었어!’에서는
베지터블 아코디언 카드 지갑을 만들어봅니다.

진행합니다. 화·수·토요일에만 진행하던 클래스를 2022 공예주간 10일 동안 원하는 날에
맞춰 휴일 없이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자신감을 키워주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직장인에게는 지친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줄 취미 생활로 추천합니다.

인형 작가 류오동이 운영하는 류오동 인형 스튜디오와 두루비 갤러리 엄은 인형 작업 공간 및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인형과 그 인형들을 캐릭터로 제작한
이미지를 함께 전시하고 수어 솜인형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지은

장소

경남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3
현대상가 202호
일정
5.20-5.31(토·일: 10:00-17:00)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gaonline.tistory.com/469
인스타그램 @ryuohdong

새로운 형태의 인형 소설 <미담 리우의 인형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형과 진주의 상징물을

100 르니플로리

화과자 공방 르니플로리는 우이로우, 네리끼리, 월병 등 화과자와 퓨전 떡 클래스를

생각하며 오래된 가방과 의류를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장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키즈·취미 원데이 클래스, 도자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핸드빌딩은 손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물조물 흙을 만지다 보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접시 등 다양한 생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제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두 가지 색감을 활용해 한 가지 컬러당 4개의

전통 매듭을 활용해 액세서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장소
일정

도자기 핸드페인팅 공방으로, 도자기 핸드페인팅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관련 제품을 만듭니다. 초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도자용 전용

펜던트, 부자재를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해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팔찌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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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형으로 제작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수어 솜인형 만들기 체험에서는 수어도
배우면서 솜인형을 만듭니다.

진행합니다. 고급스러운 색감과 모양으로 답례품,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좋고, 중요한 날
선물로 찰떡인 클래스를 만나보세요.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강동구 성안로 75 1층
5.1-5.31(11:00-20:00) *일·월 휴무
체험
@le_nid_fleuri

‘첫눈으로 즐기고 끝 맛으로 즐기는 한입 화과자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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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리덤

오프라인 프로그램
리덤 인사점은 키즈 웨어 브랜드 리덤의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공예가의 손길로 만든 쇼룸 겸
매장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자체 작업물과 디자인, 크래프트 상품을

106 마마스핸즈

세종한솔공방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1층
5.20-5.29
전시, 체험, 마켓
www.ledum.kr
@atelier_ledum

102 리즈아뜰리에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사고를 돕는 수업입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리즈아뜰리에는 다양한 공예를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레진 아트

107 마음빚다공예연구소

‘핸드드로잉 텍스타일 새활용 공예 키즈 클래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재료를 자르고 붙이며

원데이 클래스를 통하여 다양한 액세서리 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레진 아트로

세종시 노을3로 92 102호
5.1-6.30 *월·일 휴무
전시, 체험, 마켓
@mmh_sejong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톡 & 머리끈 만들기,
장소
일정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5길 33 3층
4.6-12.31(월-금: 11:00-19:00,
토: 11:00-17:00, 일: 13:00-17:00)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blog.naver.com/hl7748
인스타그램 @liz_atelier

스마트톡 & 책갈피 만들기, 스마트톡 2개 만들기 등 세 가지 수업을 준비했으며,

103 마고크래프트

친환경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하는 수제 가죽 공방으로 개인 맞춤 제작, 온·오프라인

장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144번길 33-17 1층
일정
5.1-5.31(화-목: 11:00-21:00,
금-일: 11: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mago.crafts

104 마노팩토리

공예주간 동안 특별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누구나 공방을 방문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쇼룸과 작업실을 오픈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맞춤 제작을 의뢰하면 수제 가죽 키링 또는
가죽 팔찌를 증정하고, 기존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는 20% 할인합니다. 가죽공예
클래스에서는 직접 가죽과 재료를 고르고 가죽 키링, 카드 케이스, 필통, 명함 지갑, 시계줄,
반지갑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하는 나무 공방으로 '마노'는 스페인어로 손을
의미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나만의 나무 도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108 마이띵스
장소
일정

서울 종로구 지봉로8길 2 4층
4.4-5.31(월-금: 14:30-20:00,
토: 11:00-20:00, 일: 11:00-14:00)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m.blog.naver.com/yoonhee1212
인스타그램 @mythings_soap

109 말모말모플리마켓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05 마누알레 서울여성공예센터

다양한 색상의 원목으로 리빙 소품과 나무 안경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상감기법을 활용해

110 메이드인하루_라탄

대전 중구 목척9길 27 1층
4.16-12.31(토·일: 12:00-19:00)
마켓
@malmo_flea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만의 그림을 나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에는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314호
5.25-5.29(11:00-18:00) *월·화 휴무
전시, 체험
@manuale_yeon

‘나무 향 좋은 캄포 원목으로 독서링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내 손에 꼭 맞는
독서링을 만들면서 나무와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어울리는, 자녀와 함께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천연 비누에 담는 작업을 하는 공방입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계면활성제,
경화제, 방부제 등을 넣지 않아 피부에도 좋은 천연 비누를 만드는 ‘케이크 비누 & 사계절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원하는 컬러와 향을 고르면서 나만의 취향을 찾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2 공예주간 동안 원데이 클래스를 참여하는 분께는
마이띵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말모말모플리마켓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비즈,
액세서리, 리본, 비누, 니트, 패브릭, 마크라메, 레진, 라탄, 가죽, 나무, 유리, 면공예 등 다양한
형태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매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2022 공예주간 동안 5월 20~22일은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2022년 공예주간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데우는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블링 케이크 스탠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상에 하나뿐인 나무 도마를 만드는 수업이 자연스럽게 나무와

나무 고유의 색을 살려 그림을 그리듯 작업합니다. 마누알레는 나무의 따뜻한 결과 향을

5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에게 소스 그릇 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중대로29길 7 401
5.20-5.29(월-금: 14:00-18:00,
토: 14:00-17:00) *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with_craft

경기 양평군 개군면 원두물길
68-2 1층
일정
3.28-6.30(화·수·일: 13:00-16: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manofactory.co.kr
인스타그램 @mano_factory

더아리움

2022년 공예주간에는 기존의 다양한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수업과 손물레를 사용하여

장소
일정

공예주간 기간에 클래스에 참여하는 분께는 작은 티코스터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장소

도자기 핸드페인팅 전문 공방 겸 도자기 그릇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쇼룸입니다.
화분을 꾸미고 가마 작업 후 화분을 드리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예주간 동안

함께 전시하고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새활용 물건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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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근현대사전시관 마당에서 펼쳐지는 빵 축제와 함께 진행하며, 5월 28~29일은
대전 은행교에서 진행합니다.

메인드인 하루는 라탄을 전문으로 다양한 공예 작업을 선보이는 핸드메이드 아뜰리에입니다.
‘엮음의 미학 – 함께엮어요’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라탄공예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하루 만에 예쁘고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라탄 재료를 이해하고

장소

대전 서구 계룡로571번길 65
산호상가 B04호
일정
4.21-2023.4.21(10:00-22: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adeinharu

알아보는 동시에 원형 바구니, 라탄 트레이, 라탄 가방, 라탄 거울 등 원하는 라탄 작품을
선택해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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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메이드인하루_테라리움

오프라인 프로그램
한국테라리움협회 교육기관인 메이드인 하루에서는 ‘작은 미니정원 테라리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테라리움은 투명한 유리병 속에 흙을 채우고 이끼와 식물을 아름답게

116 멘티아뜰리에

대전 서구 둔산로 59 1층
4.21-2023.4.21(10:00-22:00)
체험
@terrarium_haru

112 메종드실크 다옥

반려식물로도 알맞은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세요.

메종드실크 다옥은 차와 함께 차 도구를 소개하는 티하우스와 쇼룸을 겸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나무, 유리 작가가 만든 차 도구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작가들의 다기 세트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158 D동 310호
5.20-5.29(11:00-18:0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www.mentijasu.com

117 모난자기

차를 대하고 다기 사용법과 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백차, 녹차, 우롱차, 홍차,
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1길
8-6 101호
일정
4.13-12.31(12:00-18:00) *일·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기타
홈페이지 maisondesilk.com
인스타그램 @maisondesilk

보이차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세 가지 차와 계절 다식, 마음 공부를 함께 하는 차의

113 메종드아띠
장소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03 101호
메종드아띠
일정
5.20-5.29(월·목: 15:00-17:00,
금: 19:30-21:30, 토·일: 14:00-16:00)
*화·수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maison_de_atti

114 메종포슬린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귀여운 라인 드로잉으로 그린 동물을 파우치에
수놓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전공한 여성 작가들의 작은 모임입니다. 2022년 입주하게 된 서울여성공예센터는
다양한 공예 작업을 하는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모여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진행합니다. 공예주간에 준비한 ‘꽃을 담은 맛있는 그릇 이야기’ 워크숍을 통해 도자기를

마음 티코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나전칠기 쇼룸 겸 공방입니다. 공방을 꾸려가는 1인 작가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업물로

118 모리앤토

꽃과 식물을 마주하는 공간 모리앤토입니다. 모리앤토는 ‘숲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꾸몄습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나전칠기 수저 만들기와 연필꽂이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옻칠한 수저에 자개로 장식한 반짝이는 수저로 더욱 근사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체험 수업을 통해 손끝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유약 처리한 도자기에 포슬린 전용 안료로 그림을 그려 나만의 그릇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그림을 그린 도자기는 고온의 가마에서 소성한 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자기 위에 그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접시나 머그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나만의

115 메탈룸

메탈룸은 핸드메이드 주얼리, 금속 제품을 제작합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주얼리부터

장소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7가길 12 1층
일정
5.1-5.31(11:00-18:00)
*토·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oriandto

119 모우재

멋진 그릇을 완성해 보세요.

금속 오브제, 배지, 인센스 홀더, 명함꽂이 등을 작가가 직접 손으로 두드리고 톱질하여
수업을 통해 금속공예를 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준비한 ‘나만의 실반지 만들기’ 클래스에서는 해머링, 은땜, 줄질, 폴리싱 등 주얼리
제작 기법으로 은반지를 제작합니다.

만들고, 꽃 그림까지 더해 더욱 맛있는 식탁을 완성해보세요.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꽃과 식물의 향기를 즐기며 편안함을 주는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프렌치 플라워 미니 센터피스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플로럴폼을 활용해 디자인하는 프렌치 스타일의 돔형 꽃꽂이로,
꽃에 높낮이를 주어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는 수업입니다.

중당 정범진 선생(전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2021년에 세운 기념관이자 도서, 필통, 서화를
전시하는 문방구 전시장입니다. 1층에는 고려와 조선조 선현들의 문집 등 약 4000권의
서적과 60년간 수집한 600여 점의 각 나라 필통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평소

장소
일정
유형

경북 영주시 줄포길 77-14
5.21-5.29(*월 휴무)
전시

120 몽가모실

제작합니다. 또한 금속공예 원데이 클래스, 정규반, 취미반, 창업반 등 다양한 금속공예
서울 강동구 성안로 35 1층
5.1-5.31(11:00-19:00) *토·일 휴무
체험
metallum.modoo.at

≪안녕? 난 실로 만들어졌어≫ 전시에서는 동물자수를 비롯해 그동안 작업한 약 50가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407호
일정
4.18-5.31(10:00-16:00) *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monanjagi

서울 강동구 고덕로 266
고덕역대명벨리온 506호
일정
5.1-5.31(10:00-20:00) *토·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aison_porcelain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바늘을 사용해 천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한땀 한땀 내 손으로 직접 수를 놓아 완성한

공간입니다. 모난자기는 도자기를 통해 그릇, 소품, 액세서리 등을 체험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장소

그릇이 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포슬린 페인팅 –
장소

프랑스자수 작업을 하는 류성아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 겸 숍입니다. 프랑스자수는 실과
결과물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와 뿌듯함을 선물합니다. 공예주간 동안 진행하는

배치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관상용 미니 정원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고,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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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명사들에게 받은 서화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스토리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굿즈로 표현하는 몽가모실입니다. 몽가모실
공방에서는 다양한 몽가모실의 캐릭터 인형과 굿즈, DIY 인형 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레이저 커팅된 MDF 나무를 조립해 원하는 컬러로 색칠하고 오브제를

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4층 418호
일정
5.21-5.29(월-금: 18:00-21:00,
토·일: 11:00-14:00) *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monggamosil.modoo.at
인스타그램 @monggamosil

만드는 ‘미니어처로 꾸미는 나의 책생 공간’ 프로그램과 뽀글이 원단으로 토끼나 곰 얼굴을
바느질하고 안에 삑삑이를 넣어 소리도 나는 인형 키링을 만드는 ‘동물 얼굴 키링’ 프로그램을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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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몽가타

오프라인 프로그램
몽가타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인 등나무를 활용한 라탄공예를 전시, 판매하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몽가타만의 라탄공예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나도

126 무올

장소
일정

대전 유성구 계룡로16번길 6 2층
5.20-5.29(월, 금-일: 10:00-21:00,
화-목: 14:00-21: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mangata.studio

볼 수 있습니다. 라탄을 엮으면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소중한 나만의 공간에

122 무든 가죽공방

장소

플라워를 함께 제공하는 수업으로, 디자인은 기본 틀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둘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좋은 품질의 가죽과 재료, 도구를 구비하고 그에 맞는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가죽

127 무지개공방

개인 작업과 체험,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방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대용량 드리퍼 핸드

공방입니다. 디자인, 패턴, 봉제, 마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손으로 합니다. 무든이 준비한

서울 마포구 망원로 55-3 2층
4.4-10.23(월-금: 11:00-20:00,
토: 11:00-19:00, 일: 11:00-18:00)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www.moodn.co.kr
인스타그램 @moodn_leathercraft

지갑을 만들며 가죽공예의 기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플랫 카드 지갑과 투포켓 지갑은

123 무버레더 가죽공방

무버레더 가죽공방은 한 가지 제품에만 집중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대전 서구 계룡로
219번길 7 1층
5.20-5.29(13:00-23:00)
체험
blog.naver.com/mornt
@moover_leather

124 무아크래프트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천연 광물로 친환경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은 미니 화병과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207호
일정
5.16-5.31(14:00-17:00) *토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00all

‘가죽공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플랫 카드 지갑, 스냅 카드 지갑, 에어팟 케이스, 투포켓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무올(mooall)은 발포 세라믹이라는 친환경 신소재와 식물을 접목해 다양한 리빙 디자인을
테라리엄 가습기, 두 가지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미니 화병에 활용한 프리저브드

라탄 작가 - 힐링 라탄 공예’를 준비했습니다. 라탄 소품 중 원하는 작품을 골라 직접 만들어

장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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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에 동봉된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며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DIY 키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이니셜 각인 무료 제공과 가죽 그립톡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소수 인원이 참여해 양질의 재료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방장이 도와 가죽공예를 배우고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가 가능한 품목과 품목별 수강료, 소요 시간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방 겸 쇼룸입니다. 이번 공예주간에서는 그동안 작업했던 자연에서
얻은 무수한 반복과 같지만 다른 형태의 세밀함을 모티브로 작업한 핸드빌딩 오브제와

모든 클래스는 퀄리티를 위해 1:1 또는 2:1 소규모로만 진행합니다.

페인팅 체험’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초벌 도자기에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단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과 도자기에 예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한 추억 만들기

장소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37-14 102호
일정
5.20-5.29(수·금·토: 13:00-18:00)
유형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_rainbowceramics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128 미래의감성

서양 매듭인 마크라메 스튜디오입니다. 마크라메 수업을 진행하며, 모자와 가방, 인테리어

장소
일정

충남 서산시 번화1로 16 1층
5.20-5.29(10:00-17: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future_of_gamsung

129 미묘한

화병을 선보이는 ≪무아지경≫ 전시를 진행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도자기와 금속을

소품까지 마크라메 작품을 둘러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쇼룸을 함께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9mm 청키 실로 만드는 ‘청키 인디언 리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원하는 컬러의 매듭으로 리스 작품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완성한 리스는 현관에 걸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복습 키트를 구매하면
집에서 다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아름답고 묘한 한국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통 디자인 굿즈 브랜드입니다. 전통
한지의 항균성과 내구성을 높인 한지 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가죽 굿즈를 공예주간 동안 15%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지역과 전통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장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890번길 33 1층
5.17-5.29(월-토: 13:00-18:00,
일정
일: 13:00-19:00)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moicraft.official

이용하여 접시와 커트러리로 구성된 디저트 식기 세트를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경북 경주시 쪽샘길 6
5.20-5.29(월·화·목·금: 12:00-20:00,
토·일: 11:00-20:00) *수 휴무
유형
마켓
인스타그램 @mimyohan_official

굿즈를 만나보세요.

125 무앙서각공방

서각 작가 정정호가 운영하는 공방 겸 갤러리입니다. 2020 공예주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130 미미손

라탄 공방 미미손은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전등갓부터 가방, 트레이, 바구니는

활동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2022 공예주간에서는 나만의 접기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목선반 기계와 목선반 칼로 접시 모양과 형태를 디자인한 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46
4.11-5.31(10:00-17:00)
전시, 체험
blog.naver.com/soop3
@1962_j2hoo

따뜻한 느낌의 나무 접시를 만들어 홈 인테리어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물론이고 인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으로 엮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엮는
감성 클래스’ 프로그램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원데이

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척동7길 15-1 1층
일정
4.20-23.4.30(10:00-21:00) *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soomi86
인스타그램 @mimi._.son

클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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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미씽유 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섬유를 이용해 실생활에 쓰임새 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생활 예술 공방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진행하는 ‘스냅백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부재료를 응용해 무지의

136 반초갤러리

일정
유형
홈페이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46 부림창작공예촌
5.20-5.29(11:00-15:30) *월 휴무
전시, 체험
jejaksso.modoo.at

132 미요

추억을 만들고, 부림창작공예촌에 있는 공방과 갤러리를 함께 둘러보세요.

제주도 향초 & 비누 공방 미요는 피부에 순한 천연 비누를 만드는 ‘제주풍경비누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식물성 오일과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는 CP천연비누를 만들어봅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서울 금천구 탑골로8길 21
5.2-5.23(월: 14:00-16:30)
전시, 체험
www.banchogallery.com

137 배스랩

제주 제주시 구남로4길 8-1 1층
5.20-5.31(16:00-18:00) *토·일 휴무
체험
smartstore.naver.com/miyocandle
@scent_miyo

133 미티테이즈
장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23 1층
일정
5.20-5.29(11:00-17:00)
*화·토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mititeiz_office

134 바느질 아뜰리에

풍경디자인비누 등 한 가지 디자인을 선택해 1kg의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비누와
달리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며 보습력이 뛰어난 CP비누를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들어보세요.

한복과 복주머니, 무대 소품을 주로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정기적인 클래스와 전시를
엽니다. 이번 공예주간에는 작년 청사초롱 모티브로 제작한 ‘미티롱’에 이어 2022년
호랑이해에 맞추어 미티롱에게 호랑이 가면을 씌운 ‘미티호롱’을 소개합니다.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청사초롱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작고 아늑한 바느질 작업실입니다. 도로록 도로록~ 재봉틀 사용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가방,
쿠션 등의 소품을 만들며, 사브작 사브작~ 손바느질로 바늘 방석, 조각보 등 우리나라 규방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10
상가 2층
일정
5.16-5.29(10:30-13:00) *월·수·금 휴무
유형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blog.naver.com/banugil
인스타그램 @banugil_atelier

재봉틀 사용법을 배우고 에코백 또는 주머니를 만들어볼 수 있으며, 마켓에서는 헤비

135 바룸

바룸(baroom)은 전통 섬유공예 바느질 작업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복 담은 주머니’

캔버스 숄더백, 미니 에코백, 파우치, 패브릭 바구니, 장바구니 등을 선보입니다.

라는 이름의 특별한 바느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대적인 전통 원단으로 바룸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38다길 34 지하 1층
5.20-5.28(화·토: 10:30-13:00,
금: 18:00-20:30)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borisubojagi_baroom

외도래, 귀도래 등 간단한 전통 매듭을 활용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방 공예와 바느질
관련 소품도 판매 예정입니다.

차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천연 수제 비누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느린마을 막걸리로 비누를 만들어보는
‘막걸리 비누 만들기 체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막걸리 비누는 일반 비누와는

서울 중구 을지로18길 10 203호
5.20-5.29(토: 10:00-19:00,
일: 10:00-22: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0770220211
인스타그램 @bath.lab

만드는 천연 수제 비누 클래스는 공예주간 기간에만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제작한 비누는

138 매듭공예 배키맴

전통매듭은 꽃과 생명,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끈 하나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305호
5.20-5.29
체험, 교육/강연
baeky.modoo.at
@baekymaem

139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작업실에서 4주간 숙성 후 배송해드립니다.

공예입니다. 배키맴은 누구나 쉽게 즐기는 매듭 놀이가 되길 바라며 매듭을 바탕으로 제품
제작, 교육, 연구하는 공방입니다. 배키와 마음 담은 매듭으로 함께 놀아 보아요. 맴은 마음,
매듭을 뜻하여 배키의 마음 담은 매듭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격조와 품격을 알리기 위해 2014년에 설립한 1종 전문 박물관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장신구) 김영희 선생이 설립한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은 김
영희 선생의 작품으로 조선 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궁중 장신구의 복원, 복제한 작품과 문양을

장소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일정
5.20-5.29(10:00-18:00) *월·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bkjm.modoo.at
인스타그램 @bkj_museum

140 보들 핸드메이드
조이 인형 공방

디자인한 복주머니 2종(두루주머니, 귀주머니)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기본 바느질과 도래,
장소
일정

준비했습니다. 보이차 생차, 보이차 숙차, 백자, 홍차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은 다구를 이용한

장소
일정

작품과 기초 프랑스자수법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에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장소

금으로 만든 차 도구를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반초공감’에서 차를

차원이 다른 촉촉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자랑하며 세정력 또한 뛰어납니다. 막걸리로

단색 솔리드 비누, 2~4층의 층비누, 비누 조각을 이용한 테라조 비누, 간단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국내 최초 칠보공예 갤러리로 한국 전통 칠보와 현대 칠보, 그리고 반초 디자이너가 은과
매개로 차와 칠보공예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반초공감 차와 칠보 체험’ 프로그램을

스냅백 또는 티셔츠를 리폼하고 디자인해 나만의 모자를 만들어봅니다. 체험을 통해 즐거운
장소

147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응용한 현대 창작품이 주를 이룹니다. 2022 공예주간에 진행하는 ‘천연 원석 장신구 만들기’는
한국 전통 패물에 사용한 원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직접 다양한
원석을 만져보고 장신구를 만들면서 원석 고유의 색과 원석의 색상 배합 방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들 핸드메이드 조이는 인형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보들'이 손수 만든 봉제 인형과
DIY 키트, 그림을 활용한 소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좋은 소재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만듭니다. 2022 공예주간 프로그램으로 ‘토끼와 버섯 펠트

장소
일정

서울 노원구 동일로176길 21 1층
5.24-5.29(화·수: 10:30-12:00,
목: 15:00-15:30, 금: 15:00-16:30,
토·일: 14:00-15:3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bodlehandmade
인스타그램 @bodlebodle

브로치 원데이 클래스’를 특별 할인가에 진행합니다. 레이저 커팅으로 재단된 펠트로 토끼
브로치 1개, 버섯 브로치 1개, 총 2개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간단한 바느질 후 목공 풀로 붙여
완성하는 수업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48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141 보자기연 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보자기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다른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품과 다양한 보자기 매듭을 전시하고 보자기 포장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146 북촌 작은 쉼터 갤러리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33
상가동 208호
일정
5.2-5.31(월-금: 15:00-17:00,
토: 13:00-17:00) *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bojagi_yeon

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보자기를 구매하는 분께는 자체 제작한 소창 주머니에

142 보호리카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아트워크와 워크숍을 운영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담아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을
배워보세요.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고 친환경 재료인 수성 레진을 이용하여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계동2길 11-9
5.10-5.30(10:00-17:00) *월 휴무
전시
www.koreabojagiart.com
@korea_bojagi_art

147 북촌목공예공방

작은 화분을 2개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2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용산구 소월로38길 30 1층
5.23-5.27(11:00-16:00) *토·일 휴무
전시, 체험
www.boholica.com
@boholica

143 봄봄공방
장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02번길
30 601호
일정
5.20-5.29(10:00-18: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sepirino0486
인스타그램 @love.bombom

144 봄의 언덕에서 기다리다

선물로 증정합니다.

가죽공예와 마크라메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 동안만

148 북촌전통발효공방

참여할 수 있는 가죽공예와 마크라메 공예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가죽공예 원데이 클래스는
데일리 백 만들기와 핸드폰 가방 만들기 두 가지가 있으며,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는
화분을 걸 수 있는 월행잉 플랜트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원단을 페인팅과 누빔으로 새로운 원단으로 재탄생시켜 가방, 지갑, 소품으로
제작하는 섬유공예 브랜드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424호에 입주해 있으며 4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6길 12
5.20-5.27(10:00-17:00) *화 휴무
전시, 체험
namoosory.modoo.at
@shin_min_woong

빚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5-12
5.20-5.29(11:00-17:00) *월·화 휴무
체험
bukchonbitdam.modoo.at
@kasma373

149 북촌한옥청

5월 31일까지 1층 공예 마당에서 진행하는 ≪크래프트 박스≫ 전시에 참여합니다.
장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424호
일정
5.20-5.28(12:00-17:00) *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기타
홈페이지 blog.naver.com/dongeune94
인스타그램 @spring_wait_

전시에서는 ‘그리고 누빔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누빔 제작 과정과 제품을 소개합니다.

145 부산시공예품전시판매장

부산광역시공예협동조합은 1962년에 설립한 곳으로 무형 문화재를 비롯해 부산시 공예 명장

2022 공예주간 기간 동안 전시 관람 후 424호에 방문하면 더욱 다양한 공예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 공예 분야 장인 1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역 전통성이 깃든 공예품 개발, 전시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지하1층
5.20-5.29(9:30-17:00) *일 휴무
전시, 마켓
busancrafts.com

낯선 전통과 일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공예 문화와 부산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접수받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유미선, 김경남, 홍지연,
임혜은, 최진화, 송은지 등 6명의 작가가 3일간 릴레이 전시를 펼칩니다.

북촌목공예공방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북촌목공예공방에서는
한옥에 전시된 한국 탈에 관한 이야기와 작품을 볼 수 있으며, 나무를 이용해 만드는
‘나무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팔각 소반 만들기, 젓가락 만들기, 호패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 발효 공방으로 전통 누룩을 이용한 발효 수업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계절 전통주와 다양한 발효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누룩을
이용한 건강한 발효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에 준비한 ‘전통 발효 비누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6개월 이상 발효시킨 발효제를 이용해 나비, 연꽃 등 다양한 문양의 천연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로구 가회동 언덕에 위치한 북촌한옥청은 북촌에서는 보기 드문 120평(약 400㎡) 규모의
넓은 한옥입니다. 안채, 문간채, 행랑채, 앞마당 등에서 연중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지는데,
2022 공예주간 기간에는 김미주·유하나·이은경 작가의 전시 ≪화(和): Find Your Place≫가

장소
일정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29-1
5.24-5.29(화-토: 10:00-18:00,
일: 10:00-17:00) *월 휴무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feel.glass
인스타그램 @verrevie

개최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질인 도자와 유리를 이용해 작업을 지속해오는 작가들이

150 붓터치캘리그라피

붓터치캘리그라피의 공간은 먹 내음을 머금고 글씨를 쓰며 한국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판로 사업과 공예 관련 공모전을 주관합니다. 부산시공예품전시판매장에서는 익숙하지만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모임입니다. 북촌 작은 쉼터 갤러리에서 열리는 ≪2022 봄이오다≫ 전시는 매년 협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에는 구파발 본산대놀이를 전시하며,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클래스에 참여하는 분께는 만든 화분에 키울 수 있는 바질 키트를

한국보자기아트협회는 보자기 문화를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한 보자기 아트 작가들의
진행하는 정기 행사입니다. 한국보자기아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원데이 클래스는 클래식 모드, 캐주얼 모드 중 선택해 보자기 매듭 시연을 보고 직접 만들어
장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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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채로운 공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공간입니다. 붓펜을 활용해 향초 꾸미기를 하는 캘리그래피 1일 체험을 21일과 28일에
진행합니다. 공예주간 동안 다양한 수묵 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하고, 이곳을 방문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B동 216호
5.20-5.29(14:00-16:00)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blog.naver.com/miz1dodo
@solin_calligraphyer

모든 분께 시연해줍니다. 체험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는 가훈을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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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비갠후우드워크

오프라인 프로그램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근처에 위치한 가구 공방입니다. 목공을 취미로 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워 시작하기가 망설여지는 분들께 목공 원데이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소반(미니

156 삼세영

장소
일정

서울 송파구 새말로6길 16 지하1층
5.20-5.29(월·금: 10:00-19:00,
토·일: 10:00-14:00) *화·수·목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beganhoo.com
인스타그램 @beganhoo_woodwork

구성한 수업입니다. 3시간 내외에 미니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152 비밀상점

작고 소소한 취미를 위한 1인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강릉바다 캔들 방향제

157 상원미술관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맑고 푸른 동해의 강릉 바다를 닮은 캔들은 방향제로도 활용할

서울 종로구 평창44길 2
5.11-5.29(10:00-18:00) *월 휴무
전시
www.samseyoung.com
@samseyoung_artmuseum

수 있는 비밀상점의 시그너처 제품입니다. 클래스는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며 1인 2개를 각각
강원 강릉시 명주로 26-1 1층
3.23-12.31
체험
blog.naver.com/giogioo

153 비아크래프트317
장소
일정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5.1-5.28(화-목: 10:00-12:00,
금·토: 14:00-17:00) *일·월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viacraft_art

154 비푸머스

다른 디자인과 컬러, 향으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각자 개성과 취향을 담은 캔들 방향제를
만들어보세요.

텍스타일 디자인 스튜디오 비아크래프트는 부드럽고 유연한 실의 다양한 색과 독특한
질감을 활용하여 일상과 생활에 감성을 더하는 작업을 선보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섬유공예로 ‘풍경종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직조공예 위빙 기법을 사용해
제작하며, 천천히 쌓여가는 실과 은은한 종소리를 내는 풍경종을 만들면서 평온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황동 종 또는 투명하게 반짝이는 유리 종을

일정
유형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3길 23
102호
5.20-5.29(11:30-20:30)
체험

155 빕이디밥이디부

서울 종로구 평창31길 27
4.26-5.28(10:30-17:3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교육/강연
www.imageroot.co.kr
@imageroot_

158 새활용공예뜰이응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경남 거제시 진목1길 85 2층
5.20-5.29(10:00-16:00) *일 휴무
체험, 마켓
@oioio_2019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쌈지길 1층
4.1-5.31(10:30-20:30)
체험
vipvapv.com
@vipvapv

독특한 공간도 함께 즐겨보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03년 개관한 공예와 디자인 전문 미술관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맞춰 공예 소장품
전시부터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전통 공예 및 현대 공예 작품을 만드는 체험까지 ‘생활 속의
시각예술 기획자 분야의 성공적인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전통 한지 폴딩을 이용한 LED 무드등 만들기, '미술관에서 즐기는 초록 힐링:
나만의 디지털 미니 정원'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응’은 봉제, 퀼트, 라탄, 마크라메, 양말목 등 섬유공예 전문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동안 원데이 클래스로 라탄 트레이 만들기, 마크라메 미니월행잉 만들기를
파격적인 수업료로 진행합니다. 간단한 등공예 기법과 서양매듭 기법을 익히고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들며 공예의 즐거움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향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브랜드입니다. 공예주간에 진행하는 ‘향수 원데이 클래스’는
전문 조향사의 추천으로 200여 가지 향료 중 니즈에 맞는 향을 선택해 직접 특별한 나만의

159 샤이닝페터

유리를 하나하나 자르고 연마해 납땜하는 스테인드글라스 작가가 진행하는 ‘샤이닝페터
원데이 클래스’는 스테인드글라스로 선캐처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아홉 가지 도안에서 선택해
진행하며, 금액을 추가하면 자유 도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크기가 가로세로 11cm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31길 21 1층
4.22-5.31(14:00-19:00)
체험
www.smartstore.naver.com/
shiningfeather
인스타그램 @shiningfeather_official

이내로 8~9조각으로 유리를 직접 자르고 연마한 후 동테이프를 감아 납땜하여 다양한

따라 합성 향료를 추가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마법 봉을 들고 신데렐라의 마법 주문 ‘빕이디밥이디부!’를 외치면, 내가 그린 그림이 오븐

160 서교작업실

세 명의 작가가 작업하는 도예 공방입니다. 도자기 마켓 ‘오월의 그릇’에서는 서교작업실

나눠 기본적으로 80여 가지의 조합 향료와 30여 가지의 천연 향료를 이용하며, 난이도에

속에서 춤을 추며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신합니다. 빕이디밥이디부는 마법 같은 체험을
하는 그림 공방입니다. 마법 종이(슈링클스)에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그림 조각을 만들고,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2022 공예주간에는 점·선·면을 기본으로 삼아 작품을 만드는 작가 4명의 전시

예술, 공예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큐레이터, 예술 교육자,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향을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조향 경험이나 개인의 니즈, 사용 향료에 따라 A, B, C 클래스로
장소

삼세영(三世孾)의 삼세(三世)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영(孾)은 어울림을 의미합니다.

≪The Basic≫을 개최합니다. 김기드온, 신상원, 이정, 조은우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삼세영의

테이블)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는 짧은 시간에 가구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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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한 장식 조각을 더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봅니다. 아이도 어른도
설렘 가득한 마법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리 컬러가 매력적인 스테인드글라스를 완성합니다.

작가들과 양구백자연구소 작가들이 합동 마켓을 엽니다. 고운 백자 그릇부터 거친 석기로
제작한 오브제까지 각자의 색채가 담긴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소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길
37-11 1층
일정
4.29-5.1(금-일: 10:00-19:00)
유형
전시, 마켓
인스타그램 @seogyo_studio

152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16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오프라인 프로그램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 공예 창업가, 시민 등 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예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여성 공예가들의 53개 점포형 창업실, 공예 마켓,

166 세라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4.16-12.10(10:00-21:0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seoulcraftcenter.kr
@seoulcraftcenter

162 서울클레이

레진공예, 업사이클링 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의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창작
프로그램 ‘클래스 공작소’를 상시 진행하며, 시민들의 공예 문화 향유를 위해 최소한의
재료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클레이는 작가 문혜주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이며 소규모 도예 클래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2022년 3월 용산구 서계동에 문을 열었으며 미술이나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104나길 29 1층
일정
5.20-5.29(금-일: 10:30-21:3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seoulclay

매달 다른 아이템을 선정하여 한 달에 4일간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5월에 화분과

163 성북선잠박물관

선잠단과 선잠제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자 건립한 박물관입니다. 선잠단은 양잠의 신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성북구 성북로 96
5.20-5.29(10:00-18:00) *월 휴무
전시
museum.sb.go.kr
@seonjam_museum

164 세계골프역사박물관

화분 받침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정규반 수업은 도예의 기술 및 이론 수업, 작가
워크숍을 병행합니다.

서릉씨를 모시고 한 해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선잠제를 시행한 공간이며 선잠제는
왕실 의례 중 하나로 음악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선잠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보존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전시를 진행합니다. ≪성북선잠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누에치고 비단짜기≫에서는 선잠, 양잠, 직녀를 주제로 다양한 그래픽과 영상 자료를
통해 양잠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슈페리어가 골프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4년 3월 20일 아시아 최초로 개관한
골프 박물관입니다. 골프의 기원을 비롯하여 세계 골프의 역사와 한국 골프의 100년사를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트윈스타
일정
5.20-5.29(10:00-19: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ceradol.mokpo

찢거나 오리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들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167 세라믹엔

도자기 공방 세라믹엔은 다양한 도자기 기념품 제작과 외부 출강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일정
유형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8
지하 2층
5.20-5.29(10:00-18:00)
*토·일 휴무
전시
blog.daum.net/golfmuseum

165 세계민속악기박물관

기증품에 이르기까지 150여 평에 약 500점의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파주 헤이리에 개관한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악기 박물관으로, 전
세계 120개국에서 수집한 2000여 점의 악기와 민속자료를 소장·전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3길 9-5 102호
일정
4.1-5.31(10:00-17:00) *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cregirl
인스타그램 @ceramicn

제작한 고래 시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등록한 선착순 10분께는 도자기

168 세령

3대째 이어온 공예품 전문 공방으로 전통 금속공예품과 모던 액세서리를 판매합니다.

장소
일정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1층
5.20-5.29(월-금: 10:30-20:00,
토·일: 10:30-20:30)
유형
마켓, 기타
홈페이지 seryung8.com
인스타그램 @seryung.korea

169 세센티르

일정
유형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63-26
5.1-11.30(10:00-17:30) *월 휴무
전시, 체험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보고, 박물관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보며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 같은 지터류 악기를 살펴보는 ≪악기동물원≫ 전시와 악기 만들기 키트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자석 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순은 및 순금, 보석 등 고급 소재를 활용하고, 한국적인 디자인과 전통 기법을 사용한 문양과
조각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예품을 제작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함께 독특한
개성까지 갖춘 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센티르는 “모퉁이에서 순간을 느껴라”라는 글귀처럼 사소한 순간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공유하고자 하며, 캔들을 비롯한 위빙 소품 등 핸드메이드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합니다.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태피스트리 월행인 만들기’ 클래스를

장소
일정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58 1층
5.1-5.31(월-금: 10:00-21:00,
토·일: 12:00-21: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se_sentir__

진행합니다. 'Find Your Own Color!'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무드와 컬러로 한줄 한줄 실을

170 세시 작업실

오선주, 정지원, 최문정 세 도예 작가가 함께 꾸린 작업실입니다. '세시'에는 '셋'이, 하루 중

악기를 통해 지구촌 곳곳의 역사와 음악 문화를 체험하고, 신기한 악기를 관람할 수
장소

진행합니다. 이번 2022 공예주간에는 손으로 빚는 도자기 핸드빌딩과 초벌기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핸드페인팅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방에서는 작품을 판매하며, 세라믹엔에서

장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9세기 골프 클럽부터 잭 니클라우스의 기증품, 최경주·박인비 선수의
장소

할인 가격으로 다양한 도예 체험을 진행합니다. 전사 머그컵 체험, 세라믹 색종이 체험,

장소

라이프스타일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반 수업을 진행합니다.
장소

목포 도예 공방 세라돌은 공간 리뉴얼 오픈 이벤트로 5월 공예주간에 가족이 참여할 경우
물레 체험, 핸드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라믹 종이 체험은

생활 창작 프로그램 등 공예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죽공예, 섬유공예, 도자공예,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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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평안하게 집중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는 최적의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세 시', 그리고 '세밀한 시선'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 작가의 작업 공간 투어와 그릇, 화병, 오브제 등을 판매하는 마켓으로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동호로8길 19 1층
5.20-5.22(금-일: 11:00-19:00)
전시, 마켓
@3pm_studio_

구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작가를 직접 만나 어떤 과정으로 작업물이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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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171 세이지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천연 비누 공방인 세이지공방에서는 솝 마스터 작가 두 명이 제로웨이스트 수업과 디자인
비누, 입욕제를 비롯해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비누 수업을 진행합니다.

176 손끝세상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58길
23 1층 101호
일정
5.1-5.31(11:00-19:00) *토·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hwa4819
인스타그램 @sage_soap_candle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다양하고 투명한 보석 비누를 만들고, 완성 후 리본 포장으로

172 셀린의 아뜰리에

포슬린 아트와 프랑스자수를 배울 수 있는 힐링 공방입니다. 도자기나 유리에 포슬린 전용

마무리하는 수업입니다. 5월에는 ‘카네이션 플라워 비누 만들기’ 클래스를 상시 운영합니다.

안료와 전사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해 나만의 그릇을 완성하고,

장소
일정
유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46 부림창작공예촌
5.20-5.29(11:00-15:3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177 손뜨개 스튜디오
단주

프랑스자수의 다양한 스티치 기법을 이용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소품을
장소

서울 강동구 고덕로
266 506호
일정
5.1-5.31(10:00-20:00) *토·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g.celine_atelier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포슬린 아트와 프랑스자수수업을

173 소란은공방

은을 소재로 다양한 장신구를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직접 제작한

장소

울산 남구 야음로 4 상가
3층 301호
일정
5.20-5.29(11:00-14:00) *화·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soran0927

174 소랑

진행합니다.

장신구를 전시하고, 순은 장신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를 만들어보는 세 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10여 가지 종류의 샘플 중 원하는

서울 종로구 삼청로 65-4 1·2층
5.3-5.28(10:00-19:0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www.danju.co.kr
@danju_knit

178 솔예그림작업실
장소

관리를 위한 세척용품을 증정합니다.

제주 방언으로 사랑을 뜻하는 '소랑'에서 포장미학이 ‘LIFE & The Arts of Packaging’을

179 수기레더

선보입니다. ≪1°의 미학(소랑·사랑·LOVE)≫ 전시에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의
작은 패키징 아이템과 제주의 정취를 가득 담은 소랑의 어우러짐을 선보입니다. 때로는

장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삼덕로21번길 6
일정
5.11-5.22(목-일: 11:00-18:00)
*월-수 휴무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pojangmihak

패브릭으로, 때로는 종이나 끈으로,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다양한 것에 포장이라는

175 소이갤러리

역사문화 도시 나주 금성관 근처에 있는 주얼리 공방입니다. '보석 같은 그대를 위한' 지극히

작지만 큰 요소를 더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포장미학을 전합니다. 그 외 6개의
아트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으로 문소이 작가가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담아 만든 주얼리 작품을 제작하고

전남 나주시 나주로 147
5.20-5.29
전시, 체험, 기타
@soi.moon_jewellery
imsoi.modoo.at

집, 돌, 꽃, 그리고 주얼리가 함께하는 소이 정원에서 주얼리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펀칭니들 등의 다양한 기법을 감상하기 바랍니다. 자수와 라탄공예를 응용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공예주간 기간 동안 라탄 티코스터와 자개 선캐처 만들기를 원데이
클래스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붉은 구슬’을 뜻하는 단주(丹珠)는 숨가쁜 현대사회로부터 벗어나 단순하고 느린 아날로그
라이프를 지향하는 '뜨개질 & 크래프트 아트 디자인 스튜디오(Knitting & Craft Arts Design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2층은 손뜨개를 배울 수 있는 카페 공간입니다. ‘손뜨개 입문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는 공예주간 기간 동안 진행하는 1회 특강으로, 대바늘뜨기로 머플러
만들기와 코바늘뜨기로 티코스터 만들기 중 하나를 골라 손뜨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있는 실크스크린 공방입니다. ‘내 그림으로 만드는 나만의 에코백’
이라는 이름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공예주간에 방문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에코백
2종 외에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 1종을 추가로 드립니다. 실크스크린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1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준비된 4개의
에코백 중 2개를 선택해 자신만의 그림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수기레더는 가죽 소품을 만드는 곳으로 기본 소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가방과 가죽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고전진의 한옥공방과 함께하는 전시 ≪전통 속에
가죽이 스며들다≫에 초대 작가로 참여합니다. 한복과 규방공예에 가죽공예가 자연스럽게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82-2
5.20-5.29(10:00-18:00)
전시, 체험
@sugileather

180 수노리 스튜디오

전시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소이갤러리의 비밀 공간인 소이 정원을 특별히 개방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그려내는 예술 공간입니다. 정성을 담아 포근하고 따뜻한 감성을 담은 동화 같은 작품을 만나

Studio)'입니다. 1층은 다양한 브랜드의 손뜨개 실과 도구, DIY 니트 키트를 비롯해 핸드메이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경기 시흥시 배곧4로
32-29 208호
일정
5.21-5.31(12:00-15:00) *월·화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solyeprintstudio

디자인을 골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분께 은 제품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 ‘손끝세상’ 공방은 바늘을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 화이트 자수, 리본 자수, 터키 자수, 드론워크, 니들펠트, 위빙,

2022년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블링블링 보석 비누 만들기 원데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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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든 전시로, 전통과 어울리는 가족 소품을 전시합니다.

'수노리'는 손을 의미하는 ‘수’, 놀이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노리’를 합친 말로, 손으로 하는
놀이를 디자인하는 곳입니다. 나만의 한 땀으로 그리는 프랑스 자수, 곰손도 금손도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펀치니들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공예주간에는 ‘수노리의 프랑스자수& 펀치니들’

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 1007호
일정
5.21-5.29(10:00-20: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soonori_studio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쳤다면 수노리 랜드로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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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스튜디오 부여

오프라인 프로그램
20년간 비어 있던 공가를 2021년 리모델링해 재탄생시킨 부여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오픈 기념 초대전으로 섬유 작가 오명옥의 두 번째 개인전 ≪모으다_다시 피어난 조각들≫을

186 스페이스살림 스윗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76
일정
5.20-5.29(11:00-19:00)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studio_buyeo

여정도 이처럼 모이고 쌓여 하나의 인생이 됨을 섬유공예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82 스튜디오 엠엠

마크라메와 라탄공예, 두 가지를 다루는 공예 작가가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이와 함께 조각보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전시의 여운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반짝이는 내 꿈을 그리며, 드림캐쳐

장소
일정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54길 19 101호
5.1-5.31(10:00-19:00) *일 휴무
체험
blog.naver.com/studio_mm_
@studiomm_official

183 스튜디오 취연
장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지하 2814
도곡역 내 서울여성창업플라자 302호
일정
5.20-5.29(수·토: 11:00-18:00)
유형
전시, 체험, 기타
홈페이지 tchwyeon.modoo.at
인스타그램 @tchwyeon

184 스튜디오 프롬비쥬

드림캐처를 만들고, 아랫부분엔 볕에 반짝이는 크리스털, 홀로그램 등을 투명 줄에 자유롭게
매달아 나만의 반짝이는 드림캐처를 만들어봅니다. 완성된 작품은 머리맡에 두는 드림캐처,
벽 장식 소품, 창가의 선캐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 여인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천을 물들이고, 수를 놓고, 옷을 지었듯 스튜디오 취연은
비단, 모시 같은 전통 섬유에 자연 염색과 자수, 침선 기법을 활용한 공예품을 제작합니다.
이번 2022 공예주간에는 스튜디오 취연을 오픈하여 전통 공예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전통 공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직접 체험도 해보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자연의 빛깔로 마음을 잇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롱꽃 모빌 만들기’,
‘칠보문 자수 거울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이꽃 공방으로 주름지를 이용해 꽃을 피우는 종이꽃 공방과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식물 공방을 함께 운영합니다. ‘풀과 꽃’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레트로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해치 문양을 힙하게

187 슬로우2010

포슬린 작가가 운영하는 개인 작업실 겸 공방입니다. 도자기와 유리 중 선택하여 오리고,

일정
유형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37-29 1.5층
3.25-5.31 *수·목·일 휴무
전시, 체험

185 스페이스 금채

꽂고, 풀은 화분에 심어 완성한 작품은 선물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이 가득한 공간을 둘러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8년에 개관한 공예 전문 공간입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해 참신한 작품을 소개하고
중견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공예의 생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전을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9-24
5.13-5.31(11:00-18:00) *일 휴무
전시
spacekeumchae.com
@space_keumchae

선보이는 기획 전시 ≪미식공간≫을 엽니다. 김동현, 곽순화, 이규남, 주소원, 조성호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주전자, 트레이, 화병, 접시 등의 기물과 은, 주석, 옻칠을 이용한 격조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세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서 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포셀 아트 수업과 러그, 거울, 행잉 등 다양한 작품을
70개의 메리노울사를 사용해 만드는 터프팅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60여 평 규모의 넓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42 2층
5.20-5.29(월·화, 목-일: 11:00-18:00,
수: 11:00-15: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m.smartstore.com/slow2010
인스타그램 @slow_2010

작업 공간에서 답답함 없이 힐링하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188 신구대학교식물원

식물 자원 수집·연구 및 교육을 기반으로 출발한 대학 식물원으로, 식물을 사랑하는 시민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구 자곡로3길 22 315-812
5.25(14:30-16:30)
전시, 체험, 교육/강연
www.sbg.or.kr
@shingu_botanic_garden

189 실로그린 스튜디오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가드닝 클래스’에서는 신구대학교식물원에서 일하는 가드너의
생생한 정원과 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플로리스트 전공
교수진이 진행하는 플라워 디자인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실로그린 스튜디오는 실을 만지고 색을 조합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섬유공예 기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빙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소품을 만드는 위빙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핸드 위빙 틀로 벽 장식 또는 책갈피를 제작하고, 4축 직조기로 컵 받침을

장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1로 53
대경프라자 2층 201호
일정
5.20-5.29(10:00-18:00) *화·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sillogreen.com
인스타그램 @sillogreen_stuido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실을 골라 씨실, 날실을 엮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190 실천실

실천실(xilchunsil)은 '실과 천과 작업실'이라는 뜻으로, 섬유미술을 주로 다루는 정해강이

시도해왔습니다.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아름다운 식공간에 어울리는 테이블웨어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활용해 디자인한 ‘힙해치 도자기 머그컵 세트’를 소개합니다. 머그컵과 플레이트로 구성된

장소
일정

가득한 공간에서 시들지 않는 꽃과 풀로 다육이와 장미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꽃을 꽃병에
장소

패셔너블하게 접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Feel the Hip Tradition’이라는 브랜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지하 1층 C04
4.29-5.21(월·화: 10:00-16:00,
수-금: 10:00-15:00,
토·일: 10:00-20:00)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sweetdew.kr
인스타그램 @s.w.e.e.t.d.e.w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서양 매듭이라 불리는 마크라메 매듭을 이용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스페이스살림 스윗듀(Sweetdew)는 한국의 전통 문양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대와 공존하는 전통을 사람들이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유니크한

선보입니다. 깨진 조각이 모여 만들어진 토기 유물을 통해 작가는 다사다난한 우리 삶의
장소

157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며 다양한 섬유미술과 더불어 터프팅 기법을 주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터프팅
하루 워크숍’에서는 5시간 동안 터프팅 기법을 활용해 코스터 4개 세트 또는 미니 러그

장소
일정

서울 강동구 성안로 87 103호
5.1-5.31(일·월: 15:00-20:00,
금: 11:00-16:00, 토: 10:00-15:00)
*화·수·목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xilchunsil

하나를 만들 수 있으며, ‘터프팅 한 달 워크숍’에서는 매주 하루 한 번에 3시간씩, 총 4주
12시간 동안 터프팅 전반에 대해 자세히 경험하면서 더 큰 작업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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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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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191 썸머오로라

오프라인 프로그램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만 이루어진 공방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던 썸머오로라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시하고, 데코덴 탑로더와

196 아뜰리에 얀

대구 남구 중앙대로49길 92 102호
5.20-5.29(월-금: 12:00-19:30,
토: 13:00-17:00) *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summeraurora0129

장식으로 꾸미는 공예이며, 각종 파츠를 활용한 그립톡과 포토카드를 장식할 수 있는

192 쏘믹세라믹스튜디오

캐스팅 전문 공방이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도자, 유리,

탑로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귀엽고 앙증맞은 나만의 아이템을
제작해보세요.

패브릭을 주재료로 하여 전사지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방 내에 원데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84
샘터마을2단지 A동상가 213호
일정
5.1-5.31(금-일: 11:00-12:30)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ssomik.co.kr
인스타그램 @ssomik_1day

손재주가 없는 분도 전사지를 활용해 색종이 오리듯 가위로 자르고, 다양한 모양 펀치를

193 아날로그부부

아날로그부부 터프팅 스튜디오는 성영은 작가가 운영하는 섬유공예 공방입니다.

터프팅 스튜디오

장소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75 더 스텝동 B동 205호
일정
5.20-5.29(11:00-17:00) *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analogbubu.com
인스타그램 @and_et

194 아뜰리에 누벨

활용하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예주간에는 터프팅 기법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체험과 터프팅의 구성품과
섬유공예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합니다. 터프팅 체험에서는 터프팅 건과 터프팅
수직기를 활용해 원하는 모양을 직접 그리고, 간단한 조작 방법과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도구를 활용하여 직물에 원사를 터프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터프팅 스튜디오
전시에서는 터프팅 구성과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의 작업실이자 쇼룸입니다. 핸드크래프트 주얼리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온
리럽의 친환경 제품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누벨만의 감성으로 수집한 다양한 빈티지, 디자인

서울 강동구 명일로10가길
42 102호
일정
5.20-5.29(10:00-19:00) *월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atelier_yarn

건으로 탁상 거울, 액세서리 트레이를 만드는 터프팅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197 아루온공방

아루온공방은 향기를 담고 있는 캔들 공방입니다. 캔들 및 홀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서울 종로구 계동길 112 102호
5.29-5.29(12:00-19:00)
전시, 마켓
www.nousbelles.com
@Nous_belles

195 아뜰리에 앙즈

‘계동길 벨 마켓’이 열립니다. 계동길 일대의 카페, 상점, 공방 및 로컬 아티스트들이 함께
진행하며, 디제이 음악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감각적인 핸드크래프트 마켓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뜰리에 앙즈는 프랑스자수를 전문적으로 연구, 교육합니다. 전통적인 프랑스자수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도안을 활용해 프랑스자수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홀더와 티라이트 4개 만들기, 미니 케이크 캔들과 마카롱 캔들 2개 만들기, 수채화 캔들과
서울 성북구 지봉로20길 65 3층
4.4-5.31(월-수: 15:00-16:30,
목·금: 19:00-20:30, 토: 12:00-20:00)
*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aruon_candle

왁스 태블릿 1개 만들기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업 후

198 아리랑시리랑

마크라메 공예 지도사가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버밀라 마크라메

장소
일정

광주 동구 서석로 지하 56 F동 21호
5.20-5.29 (월·수·토: 13:00-15:00,
목: 11:00-13:00, 금: 15:00-17:00)
*화·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acrame_gj

199 아리아갤러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11 210호
4.18-5.29(11:00-16:00) *목·일 휴무
체험, 마켓 교육/강연
angeecole.com
@ecoleange

만들어낸 독창적인 작품은 아뜰리에 앙즈의 자랑입니다. 나의 첫 번째 프랑스자수, 자수
손수건 원데이 클래스, 리본 자수 들꽃 브로치, 하얀 장미 하트 오너먼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프랑스자수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완성된 작품을 선물 포장을 해드립니다.

아카데미 강사들과 함께 각 강사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마크라메의 기본 매듭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마크라메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원도심, 중구 은행동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전형주 선생님과
어린이 작가들의 협업 전시회 ≪마음을 담다≫를 기획했습니다. 작품 관람 후에는 직접 그린
그림으로 컵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을 담아 만드는 나만의 컵’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대전 중구
중앙로170번길 48 1층
5.1-5.31(10:00-19:00)
전시, 체험

200 아백모로

키우는 데 주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세 가지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젤 캔들

장소
일정

소품을 판매합니다. 이번 공예주간 동안은 고즈넉한 한옥들로 둘러싸인 북촌 계동길에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만든 오브제를 전시하고 배워볼 수 있는 ‘봄날의 오브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원데이

장소

클래스 존과 작업 존이 나뉘어 있어 클래스와 동시에 오픈 스튜디오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소

터프팅과 위빙을 체험할 수 있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터프팅과 위빙으로
클래스에서는 미니 베틀로 드라이플라워 월행잉과 티코스터를 짜는 위빙 클래스, 터프팅

그립톡, 니들펠트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데코덴은 휴대전화를 큐빅이나 부자재 등의
장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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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주간 중 방문하는 분에게는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휴대용 파우치를 증정합니다.

아벡모로 스튜디오는 취향과 필요에 맞춘 가죽 제품을 주문 제작하고, 일상을 더 멋스럽게
꾸며주는 가죽 작품을 직접 만드는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공예주간에는 연구를 위해
만들었던 샘플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좋은 가죽으로 만든 실용적이고 고급스러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정동길 12-10 1층
5.20-5.28(10:00-18:30) *일·월 휴무
체험, 마켓
www.avecmoreau.com
@avecmoreau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향에 맞는 가죽을 골라 필요한 소품을 만들면서
가죽공예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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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201 아줄레주

오프라인 프로그램
향기 디자이너이자 아로마 전문 관리사가 운영하는 향기 스튜디오입니다. MBTI에 나오는
성향을 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내 MBTI에 맞는 향은 어떤 향일까? 아줄레주는 단순히

206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서울 마포구 독막로15길 3-5 1층
5.20-5.29(화-금: 11:00-17:00,
토·일: 11:00-18: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azulejo_seoul
인스타그램 @azulejo_perfume

202 아차산펫자수

선호하는 향을 시향한 후 나만의 향을 조향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강아지 자수와 고양이 자수를 작업하는 쇼룸 겸 작업 공간으로 인형 등 다양한 자수 클래스를

207 어플레이트

MBTI 또는 별자리 중 테마를 선택해 50ml 향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마를 선택하지 않으면

운영합니다. 펫 자수 원데이 클래스는 2시간 동안 간단하게 수놓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경기 양주시 회암사길 11 (율정동)
05.22-05.29(09:00-17:00) *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yangju.go.kr/museum
@hoeamsajimuseum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2길 6 1층
5.1-12.31(월·수·목: 10:30-12:30,
화: 14:00-16:00, 토: 10:00-12:00)
*금·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blog.naver.com/btoolbtool
인스타그램 @bsuyoil

다양한 수를 놓을 수 있습니다. 펫 자수 전문가 클래스에서는 기초 4회, 심화 10회 수업에서

203 아트앤루프

2020년 7월 오픈한 아트앤루프 터프팅 공방은 카펫 공장 엔지니어와 지속적으로

터프팅 스튜디오

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
49 지하 1층
일정
5.20-5.29
(목-토: 10:00-17:00)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artnloop

204 아트파란

14개의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강아지와 고양이를 자수로 표현하며 배웁니다.

협업하여 터프팅의 대중화와 예술화를 목표로 초반부터 클래스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많은 분들이 수업을 통해 완성한 작품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할인된 수강료로 터프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가로세로
각각 25cm 크기로 나만의 터프팅 소품을 만들어봅니다. 100% 뉴질랜드 울사를 사용하여
초보자도 쉽게 컬러에 제한 없이 마음껏 터프팅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파란은 칠보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며, 아트파란은 한국의 전통 칠보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공예품을 만드는 칠보 공방입니다. 아트파란은 2022년 공예주간을 맞아 직접 칠보 장신구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1길 28
5.20-5.29(월-금: 11:00-17:00,
토·일: 10:00-18:00)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artparan_enamel

‘칠보공예’ 프로그램에서는 칠보 손거울과 칠보 약통, 칠보 목걸이, 칠보 장식 핀을 만드는

205 앤드바움

앤드바움에서는 2020 공예주간 기간에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합니다. 옻칠에 대한 기본 과정

세 가지 체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과 함께 국내외 유명 칠보 작가들의 칠보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제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해서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16 보라빌 601
일정
5.22-5.29(14:00-17:00) *월·수·일 휴무
유형
전시, 교육/강연
홈페이지 www.andbaum.com
인스타그램 @andbaum_official

도자기 판매와 원데이 및 정규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도자기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물레로 만드는

서울 성동구 연무장1길 18-1 2층
5.1-5.31(수-금: 15:30-17:00,
토: 13:00-18:00, 일: 13:00-14:30)
*월·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apa

색을 담아 물레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8 에마쥬공방

금속 & 칠보공예 전문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칠보의 세계를

장소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60 지하 101호
일정
5.20-5.29
(월·금·토: 14:00-16:00)
유형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emajestudio

209 에피그램

스타필드 코엑스몰점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화려한 정원으로의 초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열정 가득한 불의 작업을 통해 탄생하는 화려한 색채의 장신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피그램은 ‘사람, 공간, 일상’을 담은 의류와 리빙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은 플라워 카페 ‘엘가’와 함께 운영하는 편집숍입니다.
‘일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콘셉트로 에피그램이 제안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장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C112호
일정
5.20-5.29(10:30-22:00)
유형
마켓
홈페이지 www.kolonmall.com/EPIGRAM
인스타그램 @epigram_official

경험해보세요. 공예주간 기간에 에피그램 상품을 구매하면 10% 할인해드립니다.

210 여미다라탄

카페쌍띠에 내에 있는 카페 공방입니다. 라탄 체험과 함께 양말목공예, 자개 모빌 만들기

둘러보세요.
장소

전문 박물관입니다.

장소
일정

소품을 완성하는 칠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칠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장소
일정

재조명하고, 유물 수집·보관·연구·전시·교육 기능을 통해 박물관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함은

컬러 마블 도자기 만들기’ 워크숍에서는 전통 기법 중 하나인 연리문을 응용하여 내가 원하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길 원한다면 취미반이나 전문가반 수업에서 작품을 만들고
장소
일정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고려 말·조선 초 최대 왕실 사찰이었던 회암사의 역사와 위상을
물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해 더 발전적인 역사·문화 중심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취향에 맞는 향수를 만드는 것을 넘어 MBTI, 별자리 등 테마별 향수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장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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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할 수 있으며, 5월 한 달 ‘라탄 합판 트레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바닥 기초 작업 없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체험자가

장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22 카페쌍띠에
일정
5.1-5.31(월-금: 10:00-20:00,
토·일: 10:00-21:00)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sunnyday_soy

할 수 있는 트레이 만들기입니다. 따뜻한 차와 음악이 있는 곳에서 라탄공예를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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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여수를매듭합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
여수를매듭합니다 매듭 공방은 여수의 시화 동백꽃을 매듭한 액세서리 및 소품,
여수의 바다를 매듭한 여수바다팔찌와 발찌, 여수 밤바다를 매듭한 여수밤바다반지 등

216 예담공예

여수 여행자들이 여수를 추억하고 일상을 여행처럼 느끼게 하는 매듭 오브제를 만듭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전남 여수시 중앙로 69-1 3층
5.20-5.29(11:00-17:00) *월·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yeosuknot.official

212 여주박물관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6-12
5.7-5.28(토: 14:00-15:00)
전시, 체험
www.yeoju.go.kr/main/museum
@yjmuseum

213 연분홍공방
장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7
청실종합상가 지하 1층 7호
일정
4.1-12.31(월-금: 11:00-19:00,
토·일: 11:00-17: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lovepinkyeon
인스타그램 @lovepinkyeon.craft

214 염궁

청사초롱으로 알려진 감성 등 ‘청사초롱조명등’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장소

한지를 통해 스며 나오는 은은한 불빛으로 마음까지 치유되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좋아하는 컬러의 끈과 참 장식을 선택해 매듭 팔찌나 발찌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주박물관에서는 여주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를 이용하여 여주의 역사와 인물들을 이해하는

217 예전원

공방과 카페를 겸한 전시 공간으로 전통 보자기와 현대적 감각의 섬유 미술을 동시에

시간을 갖고자 ‘도자기 인형으로 만나는 여주의 위인들’이란 주제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연분홍공방에서는 ‘레진 공예 키링 만들기’와 ‘주얼리 공예 반지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218 오드리하우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레진 공예는 액체 형태인 레진액을 이용해 UV 램프에 구운 후 층층이
꾸며 완성하는 공예이고, 주얼리 공예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오티크(접착 점토)와

장소

스와로브스키 큐빅, 천연 자개로 만드는 액세서리 공예입니다. 우정 링, 커플링, 데일리

부산 수영구 광남로 167 1층 101호
5.20-5.29(11:00-19:00) *일 휴무
전시, 기타
@yejeonwon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37 5층
4.1-12.31(9:00-23:00)
체험

아이템, 혹은 선물하기 좋은 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유형

전남 장성의 축령산 모암지구에서 천연 염색과 숲 체험을 진행합니다. 천연 염색 스카프

219 오브제

체험과 바른 체형을 위한 노르딕 워킹, 산소 축제장에서의 해먹 체험 등 편백림이 가득한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동길 35-19
석전마을
5.20-5.25(15:00-17:00)
체험, 교육/강연, 기타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사와 숲해설사, 장성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축령산과

215 염색공방 목면가게

부여 공예마을 규암에 위치한 염색 공방으로 공예 기법과 염색 정규 과정을 배울 수

일정
유형

장성의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있습니다. 지역 내 연계 사업으로 염색 전시도 기획합니다. 2020년부터 매년 공예주간을

디 세라믹스튜디오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68
5.20-5.29(10:00-16:00) *화 휴무
전시, 체험, 교육/강연
@sungwon.song.77

반영해 폐수와 오염을 최소화한 ‘에코랩(Eco-Lab)’을 기획하여 공예 염색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성을 표현합니다.

보여주는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전통 보자기를 전시하고
수놓은 작품과 전통 보자기의 아름다운 구성과 색의 짜임새를 볼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 원예 작가, 공예 작가가 운영하는 체험형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조향 체험, 플라워 캔들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한방 탈모 샴푸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외에도 천연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심 속 공방이 되고자 합니다.

오브제 디는 슬립 캐스팅 방법으로 이중기(double layered ware)의 테이블웨어와 오브제를
제작합니다. 오브제 디 세라믹스튜디오의 상상력이 담긴 공간을 공예주간을 맞이해
오픈 스튜디오로 개방하고, 사용자에게 의미와 가치 있는 쓰임을 위한 오브제 디의

장소

경기 화성시 노작로3길 20
101호
일정
5.10-5.29(화-금: 11:00-20:00,
토·일: 11:00-19: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objet_d_

테이블웨어와 오브제를 많은 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틀을 이용한 제작 방식을

220 오브제작업실

오브제작업실은 가죽과 라탄 공예를 운영하는 공방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통해 납힐 기법 워크숍과 모사(毛絲) 중심의 사염(絲染) 워크숍을 진행했고, 올해는 트렌드를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자기를 오브제로 활용한 섬유 미술 작품도 선보입니다. 전통 보자기에 한국 전통 자수를

11월에는 원호 장군, 9월과 12월에는 이민응의 도자기 인형을 만듭니다.

자연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절 한방 꽃차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장소

한지를 소재로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 감성으로 표현한 다양한 문화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여성 기업입니다. tvN <윤스테이>에 소개되어 윤스테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일정
4.15-12.30(10:00-17: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_yedam_

여수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매듭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은 2인 이상 가능하며,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말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월과 10월에는 세종대왕, 6월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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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제작 과정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있으며, 두 가지 재료를 조합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라탄 기법과 가죽을 조합한
‘툴파우치’ 만드는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장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32
1층 104호
일정
5.20-5.29 *운영시간 상이 *월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o.__.vje

베라펠레(VERA PELLE) 협회에서 인정받은 이탈리아 베지터블 통가죽을 사용하고,
라탄의 기법인 8자걸어엮기를 활용해 모서리 4면에 가죽끈을 연결해 완성하는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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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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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221 오월의하루 공방카페

오프라인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공예 강사들로 구성된 공예인 협동조합으로, 목포 이야기를 담은 굿즈 상품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5월 공예주간에 오프라인

226 온고을공예방
(압화공방)

전남 목포시 영산로75번길 4-2 1층
4.1-8.31(10:30-18:00) *일 휴무
전시, 체험, 마켓, 기타
blog.naver.com/ssu1042
@sujin2978

222 오즈앤엔즈

앞바다에서 채취한 조개껍데기와 모래를 주제로 하는 업사이클링 레진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목포를 가까이 느껴보세요.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오즈앤엔즈에서는 주얼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만의 선캐처를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선캐처는 빛을 반사시키는 재료를 엮어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0길 17 2층
5.20-5.29(금-일: 14:00-15:00)
체험
smartstore.naver.com/odds8ends
@odds8ends_class

223 오칠구칠
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34
희망전북 101호
일정
5.20-5.29(14:00-17:00)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5797.co.kr
인스타그램 @orientalart_artist

224 오트오트

반짝이는 선캐처를 나만의 취향으로 완성해보세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51-9(교동)
4.10-12.30(월·금: 10:30-15:00,
화: 11:00-18:00, 수·목: 11:00-20: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jeonjuabhwa.modoo.at
인스타그램 @jeonjuabhwa

생활 소품을 1시간 이내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채집하고 누름한 꽃으로 세상에

227 온누리공예

온누리공예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전통 공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옻칠을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나무로 만든 전통 얼레빗에 나전을 오려서 부착하는 ‘머리카락은
소중해요, 나만의 얼레빗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나전을 오려 붙이면서
나전의 화려함을 느껴보세요.

옻칠 공예품을 제작하는 브랜드로 2022 공예주간 동안 작업실을 오픈 스튜디오로
개방합니다. 공예주간에는 오트오트의 다양한 제품을 접하고 제작 과정이나 사용하는 재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2-8
5.20-5.29(11:00-16:00)
*일·월 휴무
체험

228 온새미로공방
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6-6 1층
일정
5.20-5.30(월-수: 10:00-12:00,
목-토: 10:00-18:00) *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promise120
인스타그램 @onsaemiro_art

229 온심보자기

제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제품 판매와 함께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이화장2길 23
5.20-5.28(12:00-19:0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www.ottottcraft.com
@ottott_craft

225 오프타임

할인 행사와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옻칠 꽃 수저 받침 2개와 옻칠 젓가락을 만드는
‘옷칠 소품 클래스'와 옷칠 코스터 2개와 옻칠 포크를 만드는 두 가지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njoy and Relax'를 콘셉트로 한 자체 디자인 패브릭 제품과 국내외의 트렌디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프스타일 셀렉트 숍입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서울 성북구 보문로34가길 18
4.15-5.31(월-금: 11:00-20:00,
토: 12:00-20:00) *일 휴무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offtime.co.kr
인스타그램 @offtime_official

공예 작업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자기, 유리, 칠기, 패브릭, 가구,
금속, 그래픽 아트, 북 디자인 등 다양한 공예 디자인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준비한 ‘온누리 공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평매듭을 활용한
준비했습니다. 매듭 전문가와 함께 초보자도 쉽게 배워 따라 할 수 있는 체험 수업으로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온새미로공방은 실용적이면서도 만드는 재미와 가치가 더해진 공예를 합니다. 공예주간
동안에는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든 온새미로만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알아보고 직접 시향해 수분 크림이나 립밤을
만들어봅니다. 이번 기간에 체험에 참여한 분들은 항균 스프레이 만들기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포장, 클래스를 함께 하는 보자기 아트 전문 공방입니다. 한국보자기아트협회 소속 특별
강사가 보자기 자격증 과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엇이든 감쌀 수 있는
보자기 포장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병 등 여러 가지 보자기 원단을

장소

광주 광산구 수등로243번길
28-12 2층
일정
4.25-5.31(10:00-19:00) *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syoung3845
인스타그램 @onsim_bojagi

활용하여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다섯 가지 보자기 포장 기법을 배웁니다. 공예주간 동안

230 올리

칠보공예로 주얼리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칠보공예는 유리 재질의 색깔

팝업 스토어를 통해 국내 공예 작가를 지원하는 쇼케이스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
일정

하나뿐인 액세서리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세요.

‘긍정 인형 매듭 키링’ 체험과 한줄평돌기 매듭으로 완성하는 ‘원석 품은 매듭 팔찌’ 체험을
장소
일정
유형

옻칠 공방으로 다양한 옻칠 제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쇼룸입니다. 오칠구칠(悟漆舊漆)은

제공하여 다양한 압화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압화 액세서리 만들기’

장소
일정

만드는 소품으로 공간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빛을 받아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온고을공예방(압화 공방)은 주인장이 직접 채집하고 누름한 꽃을
프로그램에서는 머리핀,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부터 소주잔, 그립톡 같은

프로그램 '낭만항구 목포 이야기'를 통해 시원한 바다를 담은 바다 비누 체험과 목포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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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한 분께는 선물 포장을 위한 보자기를 증정합니다.

유약을 금속판 위에 올려 800℃ 고온의 가마에 구워 색을 냅니다. 2022 공예주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나만의 주얼리를 만들어보는 칠보공예 체험을 진행합니다. 칠보 반지,

장소
일정

충남 서산시 번화1로 24 1층
5.20-5.28(10:00-17:00)
*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ollee_crafrshop

유리 칠보 반지, 유리 칠보 귀걸이, 칠보 팔찌, 칠보 목걸이 등 원하는 주얼리를 선택해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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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231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점

오프라인 프로그램
올모스트홈스테이는 에피그램이 제안하는 지역에서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단순한 머무름을 너머 그 지역의 맛과 멋, 즐거움을 체험하며 일상의

236 요호공방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86
5.20-5.29(10:00-18:00)
마켓, 기타
www.kolonmall.com/EPIGRAM
@epigram_official

232 올모스트홈카페
경리단길점

하동에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에피그램 상품 구매 시 10% 할인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에피그램은 ‘사람, 공간, 일상’을 담은 의류와 리빙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237 웅촌문화체험협동조합

브랜드입니다. 에피그램 경리단길점은 플래그십 스토어이며, 올모스트홈은 에피그램에서

서울 중구 퇴계로 159-6 3층
4.12-6.30(10:00-19:00)
체험
blog.naver.com/studioyoho
@studioyoho

운영하는 체험 공간입니다. 매장 2층 ‘올모스트홈쉐어’는 에피그램이 제안하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13길 12 1층
5.20-5.29(11:00-20:00)
마켓
www.kolonmall.com/EPIGRAM
@epigram_official

233 올모스트홈카페
을지다방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창경궁로5길 8 2층
5.20-5.29(11:00-20:00)
마켓
www.kolonmall.com/EPIGRAM
@epigram_official

234 옻칠아트MO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일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콘셉트로 에피그램이 제안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보세요.
공예주간 기간 동안 에피그램 상품 구매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올모스트홈카페 을지다방은 내 집에 놀러 온 ‘좋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차 한 잔, 건강과
정성을 담은 디저트로 을지로 지역 사람들과 현재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층의 을지다락은 에피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을 소개하는 복합

일정
유형

울산 울주군 웅촌면
정주권로 344-10
5.20-5.29(월, 화, 금: 14:00-17:30)
전시, 체험, 마켓

238 웯우드스튜디오
나무반지공방

장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0
지하 1층
5.20-5.29(월-금: 17:00-23:00,
토: 11:00-23:00, 일: 13:00-23:00)
전시, 체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에피그램 상품 구매 시

일정

10% 할인해드립니다.

유형

양점모 작가의 창작 공간으로 나전칠기·옻칠공예 갤러리, 체험관, 전시관, 판매장을 겸하고

239 우물길정원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천도자예술마을 안에 자리한 작업실에서 다양한 옻칠
장소
일정
유형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99번길 51 104호
4.23-9.25(토·일: 11:00-17:00)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235 와우보

체험과 작품 구매를 할 수 있으며 옻칠로만 표현 가능한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석관중·고등학교와 가까운 돌곶이에 자리 잡은 와우보 공방은 전통 은입사 금속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실버 주얼리도 만듭니다. 우리나라 전통 상감기법인 포목상감에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8다길 32 101
5.20-5.29(11:00-20:00 *월·수 휴무
체험
www.wowbo.kr
@wowbo19

전통 매듭으로 엮은 목걸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나는 내추럴 그릇 만들기 등 세 가지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웅촌예술인협회는 다양한 공예 작업을 하는 장인들이 예술품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조각,
천연 염색, 도자, 한지공예, 목공예, 옻칠 분야 작가 30여 명이 활동합니다.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쾌적한 자연 속에서 간단한 체험과 함께
플리마켓도 즐길 수 있습니다.

웯우드스튜디오우드스튜디오는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무 반지를 만들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나무반지공방은 1980년대 주얼리 숍을
재해석한 공간으로 곳곳에 오랜 세월을 간직한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동안
2인이 함께하는 나무 반지 만들기 프라이빗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제로 운영하며,
오랫동안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줍니다.

재벌, 소성한 이천 도자기에 핸드페인팅을 하는 상회 전문 공방입니다. 도자기 인형 세라돌은
세라믹아트센터가 인형 작가와 협업한 작품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나만의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화분 형태로 된 인형 화분을 포함해 4종류의 인형을 개성 있게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11다길
41 1층
일정
5.1-5.31(12:00-18:00) *월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umulgil_ceramic_handpainting

꾸며볼 수 있습니다. 세라돌 외에 우물길정원에서 준비한 밑그림 접시에 채색하는

240 우연못

제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연못은 일상에서 마시는 차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옻칠한 은 장신구를 선보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전통 은입사로 만드는 키링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만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흙에 색흙을 섞은 마블링 접시 만들기, 흙으로

웅촌문화체험협동조합은 도자기, 천연 염색, 한지공예, 향수공예 등을 한 장소에서
장소

문화 공간이며, 을지다방과 을지다락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있습니다. 작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목칠공예를 전공했으며 약 35년간 창작 활동을 해오고

따뜻한 손맛이 살아 있는 핸드메이드 작품을 선보이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조물조물 흙으로
반지를 만들고 색칠까지 하는 도자기 반지 만들기, 흙 질감을 살려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여유를 되찾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이는 ‘집과 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올모스트홈스테이가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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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동안 예약하는 분께는 물고기 잔을
증정합니다.

티 전문 브랜드입니다. 기본적인 6대 다류의 차(싱글 티)를 소개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블렌딩 차를 제주의 특색을 담아 만듭니다. 또한 국내 도자·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제주 제주시 은수길 110 2층
일정 5.20-5.29(11:00-19:00)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wooyeonmot.co.kr
@wooyeonmot.teahouse

전시·판매하며 차와 관련한 공예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세 가지 차를 즐길 수 있는 티 테이스팅 코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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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우현

금속공예 공방

169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북촌 창덕궁 주변에 있는 작업실 겸 전시, 판매 공간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이웃에 있는
닌 가죽 공방과 작품을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246 유브로가죽공방

미아동에 있는 작은 가죽 공방으로, 한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카드 지갑을 제작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2개의 카드 칸과 뚜껑으로 구성된 지갑을 만드는 수업으로
간단하게 가죽공예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수업에 참여한 분께 동물 키링을

진행합니다. 공예품을 활용한 간단한 테이블 세팅과 사용 모습을 연출한 상태를 볼 수
장소

서울 종로구 창덕궁1길
23-1 1층
일정
5.20-5.29(13:00-18:00) *월 휴무
유형
전시, 마켓
인스타그램 @woo_hyun_jin_j.j.a

있으며, 전시된 공예품을 판매합니다.

장소

서울 강북구 도봉로45길
27 1층
일정
5.2-5.28(14:00-16:00)
*목·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ubro_leather

선물로 드립니다.

242 울산도자공예

울산도자공예·가죽공예 스튜디오는 도자공예 작가와 가죽공예 작가의 작업실 겸

247 유원지

도봉구 쌍문동과 방학동 사이에 자리한 비누 공방입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오일을 계량해

가죽공예 스튜디오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 중 2회 참여하는 클래스에서는 도자기 꽃병과 가죽 스트랩을 만들어봅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울산 남구 봉월로 167 3층 323호
5.20-5.29(10:00-16:00) *토·일 휴무
전시, 체험, 마켓
blog.naver.com/kieroe
@tuemoday

243 원주한지테마파크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4.14-12.31(9:00-17:00) *월 휴무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www.hanjipark.com
@hanji_themepark

244 웨이브우드

공예주간 동안 작품을 구매하는 분께는 컵과 접시 세트를 증정합니다.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7만여 명의 타 지역 관람객이 방문하는 한지 문화 복합 문화 공간
입니다. 다양한 한지공예와 한지 뜨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시 최대 2개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지 모빌, 한지 꽃 액자, 풍경, 손거울, 한지 부채,
한지 그림 액자, 한지 인형, 컵 받침, 사각 목걸이, 한지 꽃 디퓨저까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웨이브우드는 가구와 우든 서프보드를 제작·교육하는 우드워킹
스튜디오 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을 맞아 강원도 대표 수상 레포츠인 서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예주간에는 ‘반짝이는 나만의 원석 비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도봉구 방학로7길 41 1층
4.25-5.31(11:00-20:00) *월 휴무
체험
@yoowonji

248 유공방
장소
일정

서울 강남구 논현로6길 26 지하
5.27-5.29(금-일: 13:00-21:00)
*월-목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j.sun.k

249 유정아트 공방

'미니어처 우든 서프보드 드로잉'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아크릴 물감, 사인펜, 수채 크레파스 등
장소
일정

강원 강릉시 초당원길 17 지하 1층
일정 4.22-5.29(화~금, 일: 11:00-18:00,
토: 15:00-18: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wavewood.kr
인스타그램 @wavewood_kr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나만의 디자인 서프보드를 꾸밀 수 있습니다. 완성된

245 위시아트랩

위시아트랩은 다채로운 예술 교육과 아트 상품 제작으로 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장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09-14
수빌딩 1층 104-2호
일정
5.20-5.27(월: 19:00-20:00,
화·수: 19:00-21:00, 목·금: 16:00-18:00,
토: 14:00-18:00) *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we-c.kr
인스타그램 @we.c_art_lab

서프보드는 실내에 두면 귀여운 소품으로, 또는 차량 번호판이나 방문패, 또 캠핑장에선 텐트
문패, 여행 기념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예술 전문 인력, 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원하는 두 가지 색 흙으로 여러 무늬와 패턴을 표현하여 나만의 접시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순한 비누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오브제 역할까지 하는
원석 비누를 만들어보세요.

유(柔)공방은 목공예 분야 중 수공구를 사용해 나무를 가깝게 만지고 다루는 우드카빙
공방입니다. 나무를 손으로 깎아 유연한 나무의 물성을 느끼며 천천히 나무와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오래도록 길들여 곁에서 쓰이는 매일의 사물을 만듭니다. 공예주간 동안에는
오픈 스튜디오와 우드카빙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버터 나이프 또는 나무 숟가락을 수공구로
깎아 만들면서 천천히 나무와 교감하는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공예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휴대폰
케이스와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죽 폰 케이스,
그립톡, 팔찌, 목걸이, 장식용 북 등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휴대폰 케이스를

장소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1길 7
일정
5.1-7.15(10:00-17:00)
유형
전시, 체험
인스타그램 @kimheungsoo4477

구매하는 분께는 휴대폰 액세서리와 손잡이 끈를 함께 증정합니다.

250 이상원미술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금속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금속공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자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2022년 5월 새롭게 이전한 공간을
공개하며 공예 주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색소지 접시 체험에서는 백색 흙을 밀고 내가

만드는 천연 비누와 영롱하고 투명한 디자인의 원석 비누, 사계를 담을 수 있는 풍경 비누

그동안 공방 작가가 작업한 소품과 액세서리를 전시하며, 금속이 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전시에서는 금속공방에서 만든 세상에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강원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99
4.6-12.31(10:00-18:00)
전시, 체험
www.lswmuseum.com
@lswmuseum

단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나보세요. 원데이 클래스는 실버, 주석, 구리를
각각 주제로 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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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251 이상원미술관
도자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생활 자기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자신의 손자국과 지문으로 빚어내는 자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그동안 공방 작가가 작업한 소품을 전시하며,

256 이음

강원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99
4.6-12.31(10:00-18:00)
전시, 체험
www.lswmuseum.com
@lswmuseum

252 이상원미술관
유리공방

‘나만의 자기 만들기’, 초벌 기물이나 완성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핸드페인팅-초벌기’와
‘핸드페인팅-오븐페인팅’, 다양한 스티커와 유성 매직을 이용해 세라믹 인형에 채색하는
‘세라프렌즈’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빛깔과 아름다운 광택을 지닌 유리를 다루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유리가 변하는 과정을 함께 체험해보면서 유리의 성질을 이해하고,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퇴계로44길 28 3층
5.20-5.27(수-금: 10:00-19:30)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www.ieumm.com
@ieumm_studio

257 이한지느낌

나아가 조형예술로 확장되는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1250℃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강원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99
4.6-12.31(10:00-18:00)
전시, 체험
www.lswmuseum.com
@lswmuseum

253 이상원미술관
플라워공방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강원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99
4.6-12.31(10:00-18:00) *일 휴무
전시, 체험
www.lswmuseum.com
@lswmuseum

254 이석영 신흥상회

토치로 유리를 녹여 반지, 머들러, 키홀더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유리 공예품 만들기’,
유리를 깎아 무늬를 새기거나 물감으로 그리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체험하는
‘나만의 유리컵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피워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체험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주름지의 특성을 이용해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플라워 미니 액자 만들기, 점보로즈 만들기, 플라워 소품
(메모꽂이) 만들기, 플라워 디퓨저 세트 만들기, 플라워 리스 만들기, 플라워 조명 만들기,
플라워 화병 세트 만들기까지 꽃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청년창업몰로 평내호평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번 공예주간 기간 동안 플리마켓과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렉커토르테, 3D & 은공방,

일정
유형

경기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12
3층 303호
5.21-5.29(토·일: 12:00-18:00)
전시, 체험, 마켓

장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43-3 1층
일정
5.10-5.24(13:00-19:00) *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기타
홈페이지 www.istlab.co.kr
인스타그램 @ist__lab

이호연(以好緣)은 따뜻한 감성을 담아 도자기를 빚어 매일 같은 일상과의 인연을 만드는

장소
일정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28 3층
5.3-6.4(월·금·토: 9:00-12:00,
화·수: 9:00-18:00) *목·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yi_hoyeon

259 이화미

그 외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 자격증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곳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컬러감 있는 색상 안료로 장식한 컵,
접시 등 나만의 감성이 담긴 리빙·테이블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할인된
수강료로 클레이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접시, 키링, 화분까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공예주간 10일간 수강하는 분께는 미니 업사이클링 클레이팟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공예로 행복한 우리 동네 이화미는 천안시 청년 예술 단체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사업인 관광두레 사업에 청년주민사업체로 선정되어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공 문제를 창의 예술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Lab –

일정

분 중 추첨을 통해 이스트랩 앞치마를 선물로 드립니다.

공예품을 제작합니다. 실용적일 뿐 아니라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하고,

258 이호연

소품 만들기까지 짧은 시간에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이스트랩에서 제작한 전 제품을 착용해볼 수 있으며, 클래스를 신청한

한지공예 작가가 운영하는 체험 공방 겸 전시장으로, 전통 한지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복 입히기’와 ‘에코크래프트밴드로 바구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장소

2022 공예주간에는 핸드빌딩과 물레 성형이 가능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소품 및 가구, 창작 한지 등을 선보입니다. 공예주간에는 ‘한지 인형에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쿠키 만들기부터 금속, 가죽, 나전칠기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이자 작품을 제작하는 작업 공간이기도 하며,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드로잉과 금속공예를

전남 광양시 오류로 77
5.2-5.31(월-수, 토: 13:30-20:00)
*목·금·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인스타그램 @leefeel_hanji

유형

255 이스트랩

스튜디오로, 전시된 작가의 작업을 살펴보고 작가와 함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소
일정

오프넝, 제로웨이스트샵북극곰, 전한나전, 어화둥둥북쿠아, 홀리몰리 등의 업체가 참여해
장소

이음(ieumm)은 금속공예가의 커뮤니티 스튜디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오픈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Re-워크숍’에서는 환경을 위한

자기 제작 과정을 경험해보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흙을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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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선동길 1-20
5.20-5.26(월: 16:00-20:00,
화-목: 14:00-20:00, 금: 13:00-20:00,
토·일: 10:00-18:00)
전시, 체험, 기타

창작 거점 공간’을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매립 쓰레기인
연탄재와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도자기, 유리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ESG - 도자기 & 유리 공예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260 인사동의 봄날

천연 염색과 핸드메이드 스카프를 만드는 스카프 전문 브랜드이며, 다양한 섬유 제품의

장소

공예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 기업입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421호
일정
4.14-4.29(월·화: 12:00-17:00, 수: 15:0017:30, 목: 12:00-17:00, 금: 12:00-16:00,
토·일: 12:00-17: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insaspring
인스타그램 @lee_soo_nam

핸드메이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성 공예 창업가, 시민 등 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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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일상사물

오프라인 프로그램
일상사물은 ‘모든 물건은 삶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무를 이용해 일상에
행복한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새롭게 오픈한 공방에서 ‘나무를

266 장수거북이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26길 29 1층
5.20-5.29 *월 휴무
전시, 체험
common-object.co.kr
@common_object

262 임립미술관

나무 반지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 향기 가득한 공간에서 호두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등
수종에 따라 색도 다르고 무늬도 다양한 나무 재료를 살펴보고 생활 소품을 만들어보세요.

임립미술관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일일 미술 체험 프로그램
‘아트가든’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그리기,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경남 통영시 도남로 96-6 1층
5.20-5.29(11:00-19:00)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jangsoo_turtle

267 장원한지

만들기, 도자기 등 크게 세 종류로 이루어진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충남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
4.1-12.31(10:00-17:30) *월 휴무
전시, 체험
@limlipmuseum

263 자작나무공방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42
5.9-5.31(10:00-20:00) *일 휴무
체험, 교육/강연
@zazaknamu_official

264 작업공간 지혜
도자작업실

그 밖에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인테리어 조각품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자작나무공방은 창의적인 콘텐츠로 목공 교육을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상하고 실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목공 교육을 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공 기초를 배우는 목공기초교실을 운영합니다.

일정
유형
홈페이지

268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장소

작업공간 지혜 도자작업실은 흙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에 쓰임이 있거나 또는

269 재미난목공방

세라믹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으며, 물레를 이용한 작은 컵과 핸드빌딩으로 만드는 컵 받침,
장소
일정

경기 의왕시 민백1길 3 102호
5.20-5.29(월-목: 13:30-18:30,
금·토: 15:30-18:30, 일: 10:30-18:3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jihae_jakupsil

총 두 가지 아이템을 원하는 색으로 색소지를 만들고 연리문 기법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

스튜디오

성수동에 위치한 도자기 공방입니다. 2022년 공예주간을 맞아 물레로 토분을 직접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식물을 심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토분은 1000°C에서 완성되는, 기공이 완전히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98
지하 1층
4.23-5.31(화-금: 10:00-21:00,
토: 11:00-17:00, 일: 13:00-17:00)
*월 휴무
체험, 마켓

270 잰아틀리에

닫히지 않은 화분이라 통풍이 잘되어 식물의 과습을 조금 덜어주고, 유약을 바르지 않아
장소
일정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43-1 지하
5.20-5.29(금: 18:30-20:00,
토·일: 13:00-18:3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janjan_ceramic

자연적인 느낌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마 소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 토분을 찾아갈 때
원하는 식물을 심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테이블웨어로 티타임을 즐기면서 나전칠기 수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바다받아 #2’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한지를 이용한 한지 공예품을 제작하고 전시·판매하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한지 손거울, 미니 보석함, 필통, 액자 시계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 사용했던 조명 기구를 전시하는 등 기구 전문 민속박물관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등잔, 제등, 촛대 등 한국의
전통 조명 기구 일체를 한곳에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나만의 LED 제등’
체험에 참여하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시도 관람하고
나만의 제등을 만들어 불을 밝혀보세요.

서울에서 장인과 함께 목공을 체험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공예주간 기간에 ‘원목 소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으로 원목 도마 만들기, 우드카빙 교실, 원목 소품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참여하는 분께는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직접 나무를

장소

유형

265 잔잔 세라믹

푸른 바다를 형상화한 다기 잔을 골라 옻칠 트레이, 유기 티 스푼, 포크, 누비 차 받침

부산 중구 중앙대로 지하 17
광복지하상가 B-56호
5.20-5.29(11:00-16:00)
전시, 체험, 마켓
blog.naver.com/jwhanji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쓰임이 없어도 예쁜 것을 만들어볼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공예주간에는 ‘미니미니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공예주간 동안에는 무형문화재 장인과 현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 외에도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곡로56번길 8
일정
5.20-5.29(10:00-17:30) *월·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deungjan.org
인스타그램 @deungjan_museum

목공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공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기본 디자인으로 구성된 협탁을 같이

매 시즌 각양각색의 특성을 가진 공예 작가들과 함께 제작한 상품을 선보이는
‘바다받아#1’, 그리고 통영 대발, 소반, 나전이 전시된 티룸에서 통영 밤 바다, 노을 바다,

이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나뭇조각 열쇠고리, 나무 모빌,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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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으며 나무의 향과 소리, 촉감을 느끼고 힐링하는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강동구 성안로 엔젤공방 거리에 위치한 엔젤공방 12호점 잰아틀리에입니다. 좋은 레시피와
재료로 맛있는 요리 수업을 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베이킹, 요리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오븐에 구운 약과’ 수업을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서울 강동구 성안로 1층
5.1-5.31(11:00-19:00) *일·월 휴무
체험
booking.naver.com/booking/6/
bizes/465346
인스타그램 @jen_atelier

진행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깔끔한 맛의
약과를 만들어봅니다. 조청을 끓여 만든 청에 담가 집청 상태로 포장해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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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전주한옥마을

반지만들기솜씨당

오프라인 프로그램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금속공예 공방으로, 세공 기법을 활용해 은 장신구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은반지, 은목걸이, 은팔찌, 매듭 반지, 매듭 팔찌를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276 조개껍데기는

녹슬지 않는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65-5 1층 솜씨당
일정
5.20-5.29(10:00-18: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somcdang.co.kr
인스타그램 @somcdang

272 전통매듭공방
바닐라노트

체험 과정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달콤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통 매듭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통매듭공방 바닐라노트에서는

277 조연경 STUDIO

금속공예 기법을 사용해 은반지를 제작하고 원하는 문구를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전통 매듭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장명루 마스크 스트랩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2층
4.1-6.30 *금 휴무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native_lim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2 제2상가 2층
4.15-5.28(월-수, 금: 10:00-21:00,
금: 10:00-21:00, 토: 10:00-15:00)
*목·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link.inpock.co.kr/vanillaknot
인스타그램 @vanillaknot

등록한 분께는 전통 매듭 연습 키트를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전통의

273 정세라믹스튜디오
장소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4번길 7-8
1층 상가3호
일정
5.1-12.31(10:00-19: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jeongceramicstudio.com
인스타그램 @potterystudio_jeong

274 제니헤나

할머니 자개 장롱으로만 알았던 나전칠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키링, 그립톡, 거울,
나전칠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에 방문한 분께 나전칠기
책갈피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섬유 작가 조연경의 스튜디오입니다. 섬유의 원초적 소재인 실이나 닥섬유를 이용해 크고
작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섬유 소재를 좀 더 단단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공예주간 기간 동안 스튜디오를 오픈하여 작품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예주간에 바닐라노트 전통 매듭 정규 과정을
장소
일정

인사동 쌈지길에 위치한 나전칠기 매장입니다. 나전칠기 소품 판매와 체험을 진행합니다.
마그넷 등의 소품을 자개를 올려 자유롭게 꾸며보는 수업으로, 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에 진행하는 ‘한옥마을에서 은반지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장소

175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장소

제공하고, 전문적인 섬유 표현 기법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
중앙서초프라자
일정
5.20-5.29 *수·목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younkyungcho_

흙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색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278 주니수기공방

13년째 다양한 공예 교육을 실행해온 공방으로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교육

핸드빌딩과 마블링 중 선택해 자유롭게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핸드빌딩은 손으로 흙을 빚어 자연스러운 느낌의 도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고,

장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1팀의 프라이빗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202동 상가 319호
일정
5.9-12.30(14:00-21:00) *일·월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m.blog.naver.com/kessjjehw7
인스타그램 @junisugi1715

다양한 향을 직접 시향 체험하여 나만의 특별한 블렌딩 향수 및 조향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279 주얼리공방

마블링은 정세라믹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컬러로 만든 흙을 사용해 나만의 색이 담긴 작품을

향수 공방입니다. 아로마 디퓨저, 캔들, 석고 오너먼트까지 다양한 향 관련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블렌딩 니치퍼품 클래스’에서는 다양한 향을 시향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진행합니다.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머신 소잉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위해 ‘미싱으로
소품·의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바람개비 쿠션, 에코백, 지퍼 파우치 등 실생활에
사용하는 아이템을 미싱으로 만들어보면서 미싱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금속공예 유튜버가 운영하는 공방 및 쇼룸입니다. 쇼룸에서는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전시하며, 공방에서는 은으로 주얼리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까지 3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주얼리 체험을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장소

강원 원주시 황금로 6
센트럴스퀘어 120호
일정
5.1-8.31(11:00-19: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jennyhanna.modoo.at
인스타그램 @jennyhannawonjuu

나만의 레시피로 특별한 향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어보세요.

장소

경북 경산시 성암로 26
우방상가 21호
일정
일정 4.15-6.30(09:00-18:00)
*화·수 휴무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selina.kr
인스타그램 @selina_workroom

'Selina workroom'을 검색하면 다양한 공예 작업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275 제이미니팅룸

중구 회현동 남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공방입니다. 두 개의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280 중랑아트센터

서울여자대학교 공예 전공 학부생 2, 3학년과 섬유·도자 대학원생 및 전임 교수 40명이

손뜨개 초중급 정규 강좌, 의류 및 소품 등을 위한 고급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 밖에 초급자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수시로 운영합니다. 공예주간에는 ‘손뜨개 원데이 클래스’를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퇴계로4길 49 1층
5.9-5.28(16:00-18:00) *금·일 휴무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jamie_knitworks

진행하며, 2시간 동안 작은 손가방을 만들어봅니다.

참여한 전시를 중랑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공예의 주요소인 입체적 형태(form)와 평면적
표면성(texture), 두 가지 요소의 해석을 창작물로 만들어낸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는 사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서울 노원구 화랑로 621 조형예술관
211호 공예전공 사무실
5.18-5.27(10:00-18:00) *일·월 휴무
전시
www.swucraft.com / www.swucera.com

간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료와 기술의 결정체인 공예품에 서울여대 공예인만의
미감을 담아 선보이며, 도자와 섬유 두 가지 물성을 한 공간에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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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쥬빈스공방

오프라인 프로그램
쥬빈스공방은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로 몸을 편안하고 정신을 맑게 치료하는
아로마테라피 수업을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반려견

286 짐머만 퍼니처

장소
일정

서울 강동구 고덕로3길 9 3층 303호
5.1-5.31(화-금: 10:00-19:00,
토: 10:00-15:00) *월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jebins2016
인스타그램 @jebins2016

스프레이와 산책 후 반려견의 발을 관리해주는 발바닥 비누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아로마 제품을 만들어보세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282 증평민속체험박물관

2010년에 개관한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증평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증평의 역사와

287 창신소통공작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전남 여수시 소호7길 8 1층
5.20-5.29(10:30-18:00) *일 휴무
체험
www.zimmermann.kr
@zimmermann.kr

위해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 규방 공예, 우리 옹기에 꽃을 피우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둔덕길 89
4.9-10.30(수: 10:30-12:30,
토·일: 11:00, 15:00)
유형
전시, 체험
홈페이지 www.jp.go.kr/museum.do
인스타그램 @jeungpyeong

283 지엠아트
장소
일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53-8 1층
5.2-6.30(10:00-17:00)
*수·토·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www.gmartshop.com
인스타그램 @g.m_art_shop

284 지음규방공예

우리 전통 문양 한지 등 만들기, 우리 색(色) 도자기 그릇 꾸미기, 어울렁 더울렁 우리 전래놀이,
우리 민화를 담은 소품 만들기, 자연 소재(라탄)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엠아트는 금속공예 공방으로 연희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공방에서는 작품
전시 및 판매,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금속공예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은반지/커플링 만들기’를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손끝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해 아름다운 조각보와 아기자기한 예쁜 소품을 만드는 체험
공간입니다. 하루 수업과 취미반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규방공예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182-2 2층
5.20-5.29(월·금: 9:00-13:00,
화·목: 10:00-18:00, 토·일: 14:00-18:00)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blog.naver.com/cream0282
인스타그램 @jieum0915

모시 조각을 이어 주머니를 만들고 주머니 안에 향이 나는 포푸리나 편백나무를 넣는

285 지천옻칠아트센터

국내 최초의 지태옻칠 전문 갤러리로, 지천 김은경의 다양한 지태옻칠기와 옻칠화를 감상할

‘모시 향낭 만들기’, 모시 조각을 이어 만드는 ‘나뭇잎 컵받침 만들기’ 클래스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예술가가 1000일을 함께 연구한 결과인 새로운 옻칠을 소개하는

서울 종로구 창신6가길 47
5.21-5.28(토: 11:00-13:00)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www.jfac.or.kr

288 청아랑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10번길 53 2층 202호
일정
5.20-5.29(화: 11:00-13:00,
목: 19:00-21: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blog.naver.com/chd1986
인스타그램 @cheongarang_bo

289 청주시한국공예관
뮤지엄숍

경북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 73
5.20-5.29(10:00-17:00)
전시, 체험
www.jicheonottchil.com
@jicheon_ottchil

2022 공예주간을 맞아 '나만의 옻칠 코스터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맑고 깊어지는 옻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닷가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원하는 모양의 빵 도마와 스푼부터
접시까지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신소통공작소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예술을 배우고, 재능을 살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예술가와 기획자 및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모시와 햄프사를 활용하여 실용성과 미를
겸비한 나만의 빗자루를 엮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재료로 복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쓸어내는 빗자루를 만들어보세요.

보자기와 밀랍초, 수제 종이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택배 박스, 우유 곽,
계란 판 등을 이용한 수제 엽서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폐지 1톤으로 재생 종이를 만들면
20년생 나무를 20그루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지는 못해도 재생 종이를 만들면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역 공예 문화 산업 활성화와 작가 지원 사업, 공예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공예품과 지역 문화 특색을 담은 문화 상품을 판매합니다. 예술적, 소비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을 선보이고 공예 소비 문화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입점 공모를 통해 우수한

장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본관
일정
5.1-5.31(10:00-20:00) *월 휴무
유형
마켓
홈페이지 cjkcm.org
인스타그램 @cjcraft_museum

지역 작가 및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90 청춘목공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소목’ 숙련 기술을 보유한

상설 전시 ≪Cross: 과학자와 예술가의 옻칠 탐험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여수 바닷가로 이전해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을 주로 하며 현재는 원데이

교육, 창작, 전시, 공연, 축제 등을 진행하며,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 속 예술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위한 자격증반 수업도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모시에 향기를 담다’ 프로그램으로
장소
일정

소품부터 가구까지 목제품 위주로 만드는 공방입니다. 2009년 서울에서 시작해 2018년
클래스부터 목공 수업 정규 과정까지 다양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예주간 동안

아로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 사용하는 벌레 퇴치

장소
일정

177

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특별 할인전을 실시하며, 14개 분야의 공예 및 문화 상품을 10~40% 할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장식 전문 기업으로, ‘나무로 바꾸는 건강한 삶’을 모토로 목공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뚝딱후딱 목공으로 만나는 생활 소품’ 프로그램으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대전 대덕구 한남로67번길 9
5.20-5.29(11:00-19:00)
*토·일, 월 휴무
체험, 교육/강연
woodmakers.kr

마음에 드는 목재를 고르고, 인센스 스틱을 꽂아 향을 피울 수 있는 받침대를 제작해
가져갈 수 있는 목공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방법과 목재의 특성, 샌딩 등
기초적인 목공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178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291 충무로 가죽공방
마노랩

오프라인 프로그램
충무로에 위치한 가죽 공방 마노랩은 손바느질로 가죽 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미리 준비된 키트로 본딩, 타공, 바느질, 단면 마감 등 제품

296 킴스미 KIM'S MI

서울 중구 퇴계로32길 28 103호
3.30-12.31(월-금: 11:00-18:00,
토·일: 11:00-15: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manolab102

납작 카드 지갑, 네임태그, 필통/안경 케이스, 지퍼형 목걸이 카드 지갑, 여권 케이스,

292 취목공방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소목장 조복래 기능 보유자의 공방입니다. 2대에 걸쳐

명함 지갑, 반지갑 중 선택 가능하며, 원하는 이니셜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오는 곳으로 전통 가구 제작 방법과 기법, 그리고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3
극동빌딩 505호
5.4-5.27(12:00-17:00)
전시, 마켓
www.kimsmi.com

297 타니메리스튜디오

이번 공예주간을 맞아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 가구를 가까이에서 접해보기 바랍니다.
장소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2142
일정
5.20-5.29(10:00-18: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인스타그램 @_hyunyoungcho

293 커플링마을 광주점
장소
일정

광주 동구 중앙로 183 4층
4.26-5.29(월-금: 13:00-19:00,
토·일: 11:00-19: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couplingvillage_gwangju

294 크래프트엠 가죽공방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든 쉽게 반지나 팔찌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가지
제작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진짜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며, 반지나 팔찌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 반지와 팔찌를 기본으로 보석이나 컴퓨터 각인을 추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팀만을 위한 프라이빗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가죽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컵 받침, 키링, 카드 지갑, 접이식 명함 지갑, 여권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4길 15-1
5.1-5.31(11:00-21:00)
전시, 체험, 마켓
craftm.modoo.at
@craftm0001

295 클라우드나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9길 16 2층
5.21-5.29(일·월: 13:00-19:00,
화-금: 11:00-19: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cloudnine__studio

298 탁틸리티 스튜디오

섬유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름의 탁틸리티(tactility)는 영어로

Tactility Studio
장소
일정

서울 중구 동호로 3855.20-5.29(화-금: 15:00-20:00,
토·일: 11:00-18:00) *월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tactilitystudio.com
인스타그램 @tactility_studio

299 태미공방

촉감이라는 뜻입니다. 위빙, 마크라메, 펠팅, 터프팅 등 섬유를 재료로 하는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고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태피스트리 월행잉 또는 위빙 드림캐처
만들기, 태피스트리 위빙 티코스터 만들기, 직조 원데이 클래스, 위빙 포트 커버 원데이
클래스까지 네 가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직접 개발한 고화도 하회안료를 이용하여 제작, 판매, 레슨을 진행하는 도자기 공예 전문
공방입니다. 1250도의 높은 온도에서 소성을 마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오븐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생활 자기를 만들고, 태미만의 디자인으로 만든 작품을 선보입니다. 물레

세라믹 스튜디오 클라우드나인에서는 공예기간에 ‘봄맞이 화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300 토리네 양모펠트

참여한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작품을 만듭니다. 조소과 출신의 작가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로 형태의 제약 없이 원하는
찾아오면 원하는 형태의 그릇, 컵, 화병 등 오브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현촌3길 22-13
5.2-12.31(토·일: 10:00-17:00)
전시, 체험, 마켓
www.taemiart.com
@taemi_tk

만들어보세요. 일상생활에 공예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장소
일정

자연을 담은 도자기를 만드는 작은 공방입니다. 여행을 하며 만난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아
오브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아이디어 스케치를 들고 공방에

100개 한정으로 무료 증정합니다.

진행합니다. 흙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자신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한 화분을

다양한 액세서리로 만나보세요. 5만 원 이상 구매 시 봄봄 한복 손거울을 증정합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73 1층
4.25-5.31(월, 수-금: 13:00-20:00,
일: 11:00-16:00) *화·토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tanimerry_studio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할인 진행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방문하는 분께 가죽 책갈피를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2021년 서울관광기념품

장소
일정

지폐 및 통장 지갑을 만들 수 있는 프라이빗 가죽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공예주간 동안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한복과 우리의 전통이 일상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복을 소재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한복 무궁화 마그네틱 브로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제작 전반에 걸친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에어팟 케이스, 스냅 카드 지갑,
장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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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 참여 프로그램

체험과 도자기 핸드페인팅으로 각각 1작품씩, 총 2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도자기 공예
세트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토리네 양모펠트 공방에서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양모를 사용해 1:1 주문 제작하며
여러 가지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양모펠트는 특수 바늘을 사용해 콕콕 찔러 완성하는
니들펠트 공예로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려동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36
402-2호
일정
5.20-5.29(9:00-20:00)
유형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torynegongbang

‘토리네 양모펠트 공방’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키링, 차량용 송풍구 클립, 룸미러 액세서리,
브로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펠트 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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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301 통의동 보안여관

오프라인 프로그램
‘다 함께 차차茶’는 한국 차 생산자 및 생산 지역, 소비자, 차 문화 생산자와 동시대 공예
작가들의 차 도구 관련 공예 작업을 연계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차는 인간과 비인간

306 파미스트

서울 종로구 효자로 33
5.20-6.12(12:00-18:00) *월 휴무
전시, 체험, 교육/강연
www.boan1942.com
@boan1942

302 통인화랑

장소

관심 있는 분께 추천합니다. 공예주간 동안 클래스를 수강하는 분께는 그림을 올려놓을 수

다양한 매체로 작품을 만드는 동시대 작가들의 차 도구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예 전문 화랑이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인 통인화랑은

307 페이지룸8

페이지룸8은 전시(room)와 책(page)의 유기적이고 무한한 관계(8)을 지향합니다. 기획전을

설치된 타원의 테이블을 일종의 ‘티 플랫폼’으로 활용해 도자기, 금속, 나무, 패브릭, 유리 등

2019년 서울미래유산 화랑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화랑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 김국현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2
통인빌딩 B1
일정
5.11-5.29(화-토: 10:30-18:30,
일: 12:00-17:00) *월 휴무
유형
전시
홈페이지 www.tongingallery.com
인스타그램 @tongingallery

않은 것에 대해 허전함을 느낀 어린 시절의 고착(fixation)에서 출발했습니다. 장난감으로

303 투명을 담다

레진공예 그립톡 만들기와 레진공예 소주잔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발현된 작가의 사진을 보고 단순하게 장난감을 찾는 재미를 느끼거나 무표정 속에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11길 73-10 1층
02-732-3088
5.11-6.5(13:00-18:30) *월·화 휴무
전시
pageroom8.com
@pageroom8

308 페이퍼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지하 2층 233-234호
일정
5.20-5.29(10:00-18: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paperly.modoo.at
인스타그램 @paperly.art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비누 공방입니다. 제주 방언으로 '틈틈이'라는 뜻의 트망트망은
'공존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틈틈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트망트망에서는

309 펠롱 도채비

자연과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 비누를 만들기 위해 동물성 원료는 물론 팜유도 사용하지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강동구 동남로49길 60-11 1층
5.1-5.31(11:30-17:00) *월·목·일 휴무
체험
teumang.modoo.at
@teu_mang

305 티암트리

않고, 공정무역 인증 코코넛 오일을 사용합니다. 또한 공존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욕실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 비건 샴푸바 만들기’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영종도에 위치한 목공방입니다. 콩접시, 펭귄 잼 나이프와 포크, 인센스 원목 홀더, 원목
숟가락, 볶음 주걱까지 다섯 가지 우드카빙 클래스, 원목 플레이팅 도마, 앤티크 벽 선반

인천 중구 백운로 19 1층
5.20-5.29 *월-수 휴무
체험
@tiamtree

선택해도 동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참여하는 분께 작가가
제작한 원목 숟가락 받침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통해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을 모티프로 아트북을 만듭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일환으로 기획한 다섯 번째 전시입니다. 김가슬 작가는 프레임을 창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풍경을 판화의 판형에 담아내고, 주지훈 작가는 사진 속 주된 피사체인
꽃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프레임 앞에서 기다립니다. 판화와 사진,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가 '프레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전시를 선보입니다.

종이로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세상! 페이퍼리는 ‘paper’와 ‘lovely’의 합성어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페이퍼 아트를 지향하며, 가위나 칼이 없이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페이퍼 아트 키트를 개발하고 감성을 더해 페이퍼 아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동안 쇼룸에서는 자이언트 페이퍼 플라워를 전시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페이퍼 플라워 DIY 키트를 판매하며, 구매하는 분께는 여행 토퍼를 증정합니다.

펠롱 도채비는 수제 장신구와 제주 기념품을 만드는 공방으로 제주의 자연, 문화, 사회 현상을
담은 제품을 만듭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분께 엽서를
증정합니다. 내 손안에 들어오는 제주를 담은 작은 것들을 만나보세요.

장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45 1층
일정
5.20-5.29(11:00-18:00) *수 휴무
유형
전시, 마켓
홈페이지 www.pellongdochaebi.com
인스타그램 @pellong_dochaebi

310 포 包 : studio foh

두 가지 목공 클래스까지 총 일곱 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를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있는 데스크용 이젤을 선물로 드립니다.

≪김가슬, 주지훈 작가 2인전≫은 작가의 작품 속 드로잉 요소에 주목한 ‘쉐도우 에스키스’의
장소
전화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장소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 1동 206호
5.20-5.29(금-일: 11:00-18:00)
체험

304 트망트망

‘향기로운 아로마 텍스처 아트 페인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기분

강원 춘천시 중앙로 186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일정
4.20-12.31(월·수·금·토: 11:00-16:00)
*화·목·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farmist.co.kr
인스타그램 @farm_ist

됩니다. 2022년에는 ≪Tea Platform - 비인간 돌보기≫ 전시를 진행하며, 전시장 중앙에

작가의 ≪Childhood≫ 전시를 선보입니다. 작가의 사진은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장소

2022 공예주간에는 향기로운 아로마 아트보드 위에 색과 질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향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분,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필요한 분, 그림 그리기에

(자연과 사물)을 이어주는 미디어이며 차를 나누는 찻자리는 자연스레 하나의 플랫폼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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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작업을 하는 곳으로 5월 27일, 28일 스튜디오를 열어둡니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작가가 그동안 제작해둔 장신구과 오랜 기간 수집한 빈티지 제품 등을 특별히 선보입니다.
제품을 구경하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실 앞 숲길을 산책하며 고사리를 찾아 사진

장소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다길 10-5
상가층 03호
일정
5.27-5.29(금·토: 12:00-18:00)
유형
전시, 마켓
인스타그램 @studio_foh

찍어 오면 구매한 장신구 중 하나를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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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포슬린아틀리에

오프라인 프로그램
포슬린 페인팅은 유약 처리한 백색 도자기에 특수 안료와 오일을 믹스해 페인팅한 후 800℃
가마에 구워 만드는 예술입니다. 포슬린아틀리에는 성인 원데이 클래스, 키즈 클래스, 정규반

316 플라워걸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2길 103호
일정
5.20-5.29(13:00-21: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daegu_porcelain_susung

헤렌드, 에르메스 발콘, 코펜하겐 도자기 중 하나를 선택해 그림을 그려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312 포터리밈

갤러리밈 2층에 위치한 포터리밈(PotteryMEME)은 일상의 가치를 연출하는 공간입니다.

317 플람캔들

전통의 멋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현대 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개성 있는 작가들이 제작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00길 8 2층
5.1-5.31(10:00-19:00) *토·일 휴무
체험
town.daangn.com/bp/258903
@dress_studio_caf_

다양한 생활 자기를 판매합니다. 매월 포터리밈 소속 작가의 최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특별 전시와 함께 역량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실용성 속에 맑고 정갈한
우리 그릇의 미감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가들의 감성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제안합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313 풀짚공예박물관

풀짚공예박물관은 풀과 짚을 이용해 만든 민속 생활 도구와 공예품을 수집하고 연구·전시·

318 피스오브마인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6
1.1-5.31(10:00-18:00) *월 휴무
전시, 체험
pulzip.com
@pulzip

314 프리띵 캔들공방
& 소품샵

2022 공예주간에 방문하면 상반기 기획 전시 ≪자연과 인간의 동고동락≫을 관람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부처샘길 1-3
4.10-12.31(10:00-20:00)
전시, 체험, 마켓
blog.naver.com/sktty12
@flamme___candle

세라믹스튜디오
장소

향연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39 104호
일정
5.20-5.29(10:00-20: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peaceofmind_ceramicstudio

캔들 작가가 운영하는 공방 겸 쇼룸입니다. 프리띵은 유튜브, 디저트 캔들 전문 서적 출간,

319 필소굿캘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예주간을 통해 일상이 풀과 짚의

클래스 101 강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실용적인
향기 제품을 만드는 ‘향기로 변하는 나의 하루’ 클래스와 ‘맛있는 디저트 캔들 클래스’를

장소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21가길 4-14 1층
일정
7.1-7.31(13:00-19:00 *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홈페이지 blog.naver.com/pretthing
인스타그램 @pretthing_

진행합니다. 프리띵만의 귀엽고 키치한 작품을 제작하고 프리띵의 시그너처 포토룸에서

315 프린트베이커리

프린트베이커리는 더현대서울점에서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Language: The

더현대서울점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기간에 캔들을 구매하는 분께는 인테리어 소품을
증정합니다.

Sensory Variations≫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창작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19-5.10(10:30-20:30)
전시, 마켓
www.printbakery.com
@printbakery.thehyundaiseoul

따라 변주되는 다채로운 감각을 느껴보도록 권합니다. 입체 도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참여 작가 4인(김준성, 김호정, 박성욱, 배세진)이 기존의 도예 작업에서 느껴지는 색채의
다양성, 재료의 순수성, 형태의 서사성, 반복의 시간성 등을 평면으로 함께 빚어내며
공예적 미감과 감성을 탐구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텀블러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 기다란 끈을 활용해
크로스백으로도 사용 가능한 에코백 만들기 수업입니다.

전남 화순읍 작은 골목에 있는 캔들 숍 겸 체험을 진행하는 공방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캔들과 석고 방향제를 전시하고 있으며 구매도 가능합니다. 석고 방향제와 디저트 캔들을
원하는 컬러로 채색만 하면 쉽게 완성됩니다. 디저트 캔들은 케이크, 마카롱, 카늘레 등
다양한 디저트를 캔들로 만들어 향기가 나는 귀여운 소품으로 완성합니다.

흙으로 빚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라믹 스튜디오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행복한 경험과 함께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핸드빌딩으로 만드는 기본 클래스와 물레와 색소지까지 활용하는 자유 클래스,
두 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며, 모든 수업은 1팀씩 프라이빗 클래스로 진행합니다.

한글과 한국적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여 선물용품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2022 공예주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돌에 새기는 ‘손으로 새기는 나의 돌 도장 만들기’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칼로 돌에 새기는 연습부터 이름 디자인, 그리고 새김까지, 직접 새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55-1 3층
5.20-5.29(14:00-16:00) *수 휴무
체험, 마켓, 교육/강연
www.jeongju.kim
@jeongju.kim

320 하랑공방

매체를 하나의 ‘언어(language)’로 보고, 감상자로 하여금 입체와 평면이라는 언어의 구사에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익혔던 감각을 공방에 접목해 핸드메이드 이상의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듭니다.

만들어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석고 방향제는 마음에 드는 몰드와 향기를 고르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3 2층
5.3-5.31(10:30-18:00)
전시, 마켓
www.gallerymeme.com
@potterymeme

교육하는 곳으로 2006년 6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설립했습니다.

플라워걸은 미싱과 바느질로 만든 옷과 소품이 가득한 곳입니다.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2022년 공예주간에는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들고 싶은 에코백 만들기’ 원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예주간에는 ‘나만의 명품 도자기 만들기’를 진행하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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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도장을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내 이름에게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참여하신 분께는 고급 도장 케이스를 드립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로도 진행합니다.

도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도자기 스튜디오입니다. 도자기 체험을 비롯한 상품 판매 및 심도
있는 정규반 수업을 운영합니다. 그릇부터 오브제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에는 일요일에도 오픈하며,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를

장소
일정

서울 도봉구 마들로 597 1층
5.20-5.29(화: 10:00-21:00,
수-일: 10:00-18:00) *월 휴무
유형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parkmiyeong.creatorlink.net
인스타그램 @harang_ceramic

진행합니다. 어린이 원데이 클래스는 5~13세를 대상으로 밥그릇 또는 개인 접시를 만들고,
성인 원데이 클래스는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접시 또는 머그를 만들어봅니다.
칼라소지를 이용해 넓게 콜라주처럼 붙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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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하르르보자기

오프라인 프로그램
하르르보자기 공방에서는 보자기 아트 수업과 보자기 포장 및 사업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보자기 포장을 주제로 원데이 클래스를

326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부산 동구 망양로 978
패션비즈센터 509호
일정
4.25-5.27(10:00-11:30)
유형
체험, 마켓, 기타
홈페이지 blog.naver.com/mirunamoo1231
인스타그램 @harr_bojagi

선물 상자 포장 등을 체험해보는 수업입니다. 체험에서 포장한 선물 상자와 보자기는

322 하우투스튜디오

마크라메의 매듭법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소품과 가방을 핸드메이드로 제작해 판매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감쌀 수 있는 매력적인 보자기 아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감각을 활용해 기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8
5.3-5.28(10:00-18:0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blog.naver.com/hansam2006
@hanikhwanmuseum

327 한지와그림

마크라메의 면 로프가 아닌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실험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강동구 성안로 37 1층 102호
5.1-5.31(11:00-16:30) *일·월 휴무
체험, 마켓
blog.naver.com/goodsbys
@how_to_macrame

323 하이스페이스
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203호
일정
5.20-5.29(10:00-18:00)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hispace.xyz
인스타그램 @hispace_official

324 한국마크라메협회

장소

강동공예지원센터와 연계해 소중한 수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마크라메 액자 월행잉’

일정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유형

제품을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빛나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highlight'를 모티브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합니다.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마블 또는 테라조 무늬를 선택하여 유니크한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인센스 홀더 & 플레이트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한국마크라메협회와 버밀라 마크라메 아카데미 소속 강사들이 다양한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버밀라 마크라메 아카데미가 준비한 ‘블리스 썬캐처’,

울산 울주군 웅촌면
정주권로 344-10
5.20-5.29
(월·수·금: 13:30-17:30)
전시, 체험, 교육/강연

328 합천한의학박물관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길 42
5.20-5.28(09:00-18:00) *일 휴무
전시, 체험
hckmm.modoo.at
@hckmm2013

329 해담도예

서울 양천에서는 누에공방 김가연 강사가 진행하는 ‘꾸오레 북마크’, 서울 강북에서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31
5.20-5.29(9:00-23:00)
체험, 교육/강연
macrame.kr

325 한국미니어처
돌하우스협회

노태식 강사가 ‘노스트레스(No Stress) 팔찌’, 서울 영등포에서는 브리사 엄선희 강사가
‘모네의 시선 팔찌’, 경기 남양주에서는 손짓 김안주 강사가 ‘드림캐처 백참(bag charm)’,
전라 광주에서는 아리랑시리랑 이장순 강사가 '징검다리 팔찌’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클래스는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합니다.

한국미니어처돌하우스협회는 18년 전통의 미니어처 디오라마 건축 관련 주문 제작, 교육,
강의,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개인별 전문적인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에 맞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 IT 타워 718호
일정
4.15-5.31(월·수·금·토: 10:00-18:00,
화·목: 10:00-21:00) *일 휴무
유형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www.miniature.or.kr
인스타그램 @minimam8423

제작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미니어처 분야의 다양한 경험 및 상담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방문해서 K-미니어처의 진수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개관했습니다. 5월에는 1층에서 임의섭 도예가의 전시를, 2층에서 이순희 사진전
≪나무, 집이 되다≫ 전시를 진행합니다. ‘재벌 도자기 페인팅 – 철화백자’ 체험도
준비했습니다.

한지와그림 1, 2층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한지공예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닥섬유의
성질을 알아보고 한지로 만든 작품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지 공예품
한지의 장점과 내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인 임판규 의학박사와 선조가 수집해온 전통 한의학 유물을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도자기와 민속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운성 충돌구가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주와 한의학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의보감 속 My Universe’ 프로그램은 한방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우주와 닮은 인간의 몸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으로, 나만의 동의보감과 한방
입욕제를 만들어봅니다.

전통 도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생활 도구, 다기, 도자기를 선보이는 실내 인테리어
오브제 제작 공방입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문화의 가치를 바꾸다가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예주간을 위해

장소

광주 남구 포충로 937
빛고을공예창작촌 218호
일정
5.20-5.29(월, 수-일: 10:00-17:00,
화: 10:30-18: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haedam218

준비한 ‘만듦이 주는 즐거움- 공예에 반하다’ 프로그램에서는 도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330 해리앤가죽공방

가죽공예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대충대충’보다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재료 및 기술 지원을 안내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맞아 추억의 책걸상 가구 미니어처를
장소

박물관입니다. 선생의 도자 예술 세계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서 꼬까신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한지를 풀칠로 찢어보고 만져보면서

실용성을 더한 매듭 가방(knot bag)을 100% 수작업으로 선보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하이스페이스는 ‘highlight’와 ‘space’의 합성어로, 수성 아크릴 레진을 사용해 리빙 오브제

고(故) 석정 한익환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고인의 자택 1층을 전시관으로 개조한 작은
알리고, 많은 후학이 전통에 바탕을 둔 창조의 세계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보자기로 병 포장, 가방 포장, 원형 및 사각에 어울리는
장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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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그 느림의 시간을 즐기고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분이라면
꼭 방문해 배워보기를 추천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여러 개의 카드를 넣어도 슬림한

장소
일정

서울 관악구 봉천로 442 태정빌딩 3층
5.20-5.29(월-금: 10:00-22:00,
토: 10:00-18:00) *일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m.blog.naver.com/harryanne
인스타그램 @harryanne0929

카드 지갑을 만들어보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가죽공예의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만든 지갑을 바로 사용하는 기쁨도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186

우리집으로 가자

2022 공예주간 | KOREA CRAFT WEEK

오프라인 프로그램

331 해바바

오프라인 프로그램
해바바는 ‘요즘 것’들의 한복집으로 ‘쉬운’ 전통을 추구하며 전통을 모티브로 한 핸드메이드
굿즈를 선보입니다. 부산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 모티브 굿즈 공예 기술부터 브랜드

336 향화옻칠공방

부산 남구 수영로298번길 39-15 6층
5.22-5.29(11:00-19:00) *화 휴무
체험, 마켓, 교육/강연
litt.ly/haebaba
@haebaba_official

332 해우니

전통 모티브 키링과 마스크 스트랩 제작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금속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으로 2022 공예주간에는 금속공예의 네 가지 기술을
사용해 5~10개 정도의 레이어드 반지를 만들어보고, 그중 4개를 선택해 가져갈 수 있는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금천구 금하로1길 59
5.3-5.29(11:00-18:00) *월 휴무
체험, 교육/강연
cafe.naver.com/hongchaehwa
@hongchaehwa

337 허브앤테라피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망치질, 줄질, 톱질, 땜질 등의 과정을 거쳐 반지 형태를 만든 후
장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0-1 102호
일정
5.1-5.31(10:30-21:00)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haewoony

수평 잡기, 사포질, 폴리싱, 광내기까지 반지 만들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33 해피핑거스

금속공예 작가가 운영하는 금속공예, 칠보공예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금속공예와

금속공예공방

장소
일정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10 2층
5.20-5.29(금: 11:00-20:00,
토: 11:00-17:00)
유형
전시,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cafe.naver.com/happyfingers
인스타그램 @happyfingers.studio

334 핸드메이드연합회

칠보공예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모여 정보도 나누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익한 창작 공간입니다. 평소 수강생에게만 오픈하던 공간을
2022 공예주간에 일반에 오픈하여 공간을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금속공예와 칠보공예에 관심 있는 분 또는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 신진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좋은 인연과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핸드메이드연합회와 래인보우(來人寶遇)-칠보공예가 협업해 2022 공예주간 동안
핸드메이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칠보공예 체험을 진행합니다. 천연 가죽으로

브랜드 아로마이움을 선보입니다. 오랜 경력의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프리미엄급 아로마

338 헤윰아뜰리에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라탄 & 마크라메 공방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귀여운 라탄 팬더

장소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34 판매시설 1107호
일정
5.20-5.31 *수·목·일 휴무
유형
체험
인스타그램 @heyumatelier

339 혜인공방

드립니다.

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팬더 원목 합판을 이용해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상시 운영하는 클래스지만 공예주간 동안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참여하는
분께는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인 도자기 공방으로 2022 공예주간 기간에는 손으로 직접 빚어 그릇을 만드는 핸드빌딩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흙을 처음 접하는 분도 장식 몰드와 색소지 등 혜인공방의 색이
묻어나는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이용해 부담 없이 클래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혜인공방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유약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는 재밌는 시간을

일정

335 향기 만드는 가게

조향사 부부가 운영하는 조향 공방 겸 향수 제조 회사입니다. 향수 제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험해보세요.
유형
홈페이지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319
5.20-6.30
(화-목, 일: 10:00-17:00)
체험
blog.naver.com/cho3675

340 홍건익 가옥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향수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나에게 어울리는
향기 찾기’ 원데이 향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허브앤테라피는 자연과 사람, 동물이 아로마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천연 아로마 제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예주간에 참여하는 분께는 미세 비누 망을

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52
썬프라자 4층
일정
5.20-5.29(월·화: 11:00-18:00,
수: 11:00-17:00, 목: 11:00-13:00,
금·토: 11:00-15:00) *휴무
유형
체험
홈페이지 www.respirescent.com
인스타그램 @respirescent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오일로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아로마 제품,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다양한

세트를 만드는 수업, 화려한 칠보공예 기법인 마블 기법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수업이

장소

‘옻칠로 도자기 수리(킨츠키) 체험’을 준비했으며, 두 가지를 합친 패키지 프로그램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167번길 4 305호
4.15-7.31(월: 13:00-17:00, 화: 11:00-17:00,
수·목: 10:00-12:00, 금: 10:00-17:00)
*토·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홈페이지 blog.naver.com/2001imk
인스타그램 @herb_therapy70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9층 삼정타워
일정
5.20-5.29(월-금: 17:00-20:00,
토·일: 14:00-20:00) *수 휴무
유형
체험, 마켓,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hero202082

내용뿐 아니라 천연 향료 및 프래그런스 향료를 접하고, 다양한 시향을 통해 좋아하는 향기가

병행합니다. 주말과 평일에 옻칠 정규 수업을 열고 연 4회 체험 특강을 진행합니다.

장소
일정

팔찌를, 칠보 유약으로 보석 펜던트를 만드는 수업, 칠보공예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티스푼
장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옻칠 공방입니다. 옻칠과 나무를 주재료로 작업과 교육을
2022 공예주간에는 옻칠 체험 프로그램으로 ‘옻칠로 만드는 나만의 트레이 세트’와

개발까지 배울 수 있는 해바바 클래스도 운영합니다. 2022 공예주간을 통해 노리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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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파스텔 색감의 색소지로 자유롭게 무늬를 만들어 빈티지하고 아기자기한 그릇을
완성해보세요.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홍건익 가옥은 대문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채와 일각문, 우물,
후원이 있는 한옥입니다. 전통 한옥과 근대 한옥의 특징을 함께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상 속 즐거움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을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1길 14-4
2.4-12.31(10:00-18:00) *월 휴무
전시, 체험
remarkpress.kr
@seoul.hanok

만들어가는 리마크프레스에서 지역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예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를
기획 운영합니다. 한옥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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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그램

341 홍대앞 희망시장

오프라인 프로그램
2002년 5월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적 문화·예술 시장으로
예술이 일상이고 일상이 예술인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에서 주관합니다. 매주 금요일과

346 희세라믹

서울 마포구 홍익로 9-1 4층
3.4-12.30(금, 일: 13:00-18:00)
전시, 체험, 마켓, 교육/강연, 기타
www.rainbowmarket.kr
@gorainbowmarket

342 홍찬일조형연구소

독려하고, 그 외 작가와 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시와 워크숍, 희망책방 콘서트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시제품 제작과 문화·예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금속공예 공방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공방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한국 전통 공예 중 ‘불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칠보공예

부산 금정구 두구중리1길 35 1층
5.20-5.28(월-금: 13:00-19:00,
토: 10:00-17:00) *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blog.naver.com/handymetalsmith
인스타그램 @handy_metalsmith

손거울이나 브로치를 선택해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43 화가배

한옥에서 그림을 그리며 즐기는 드로잉 카페입니다. 도안 컬러링 수업은 상시로 진행하며,

장소

경북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51 2층
일정
5.20-5.29(10:00-22:00) *수 휴무
유형
체험, 기타
인스타그램 @hwagabae

344 화요일의아침

캔버스에 입체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백드롭 원데이 클래스는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공예주간 동안 백드롭 원데이 클래스는 수업료가 할인됩니다. 누구나 화가가 되는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도자공예 작가와 가죽공예 작가의 작업실 겸 쇼룸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다양한 작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 동안 2회 참여해 핸드빌딩으로 접시와 꽃병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흙과 유약을 사용해 손으로 만드는 수업으로

장소
일정

울산 중구 서원9길 26
5.20-5.29(화: 10:30-20:30,
수: 17:00-20:30, 토·일: 10:00-18:00)
*월·목·금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blog.naver.com/kieroe
인스타그램 @tuemoday

일상에 활기찬 색감을 더해보세요.

345 후화정원

다양한 공예를 다루는 후화정원은 클래스101에서 플라워 공예, 아이디어스에서 캔들 수업 등
온라인 교육과 동시에 공방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 빈티지
석고 트레이, 디저트 캔들, 부케 캔들/허브 가든 캔들, 보자기 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장소

대전 중구 보문로260번길 30
영광빌딩 8층
일정
4.18-12.31(10:00-20:00)
유형
체험, 교육/강연
홈페이지 huhwagarden.modoo.at
인스타그램 @huhwa_garden

원데이 체험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세라믹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공예주간 동안 화사한 봄에 어울리는

장소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39번길 4 2층
일정
5.11-5.22(수·목·토·일: 10:00-19:00,
금: 13:00-21:00) *월·화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hyii_ceramic

꽃병 페인팅 클래스’와 ‘한 송이 꽃병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347 흰여울작업실

라탄과 패브릭 소품을 만들고 클래스와 주문 제작 판매를 하는 공방입니다.

기법으로 '핸드폰 그립톡'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립톡 외에 전통 문양
장소
일정

매일 조금씩 다른 일상의 조각을 주워 모아 흙으로 빚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며, 세상에
스타일링을 도와줄 꽃병과 화분을 전시로 소개합니다. 또한 ‘나만의 공간에 어울리는

일요일 정기적으로 홍익문화공원에서 문화·예술 시장을 개최해 시민 작가의 참여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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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예주간에는 그동안 작업한 라탄 패브릭 소품과 가방을 함께 전시하며 원형 채반,
스탠드, 거울, 시계 등 원하는 소품을 만들어보는 라탄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장소

부산 남구
수영로250번길 69 503
일정
5.20-5.29(10:00-21:00) 일 휴무
유형
전시, 체험, 마켓
인스타그램 @huinnyeoul_

참여 인원에 따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니, 일상에 감성을 더하는 라탄공예를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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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프로그램

1

101박스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의 키트 전문 서비스 ‘하비인더박스’가 브랜드명을
‘101박스’로 변경하고 2022 공예주간을 맞아 ‘101박스 공예주간 온라인 기획전’을

6

다회규방(DHKB)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2 3층
5.13-6.12
마켓
www.101box.co.kr
@101box_official

101박스는 ‘모두가 크리에이티브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표 아래 공예, 드로잉, 베이킹, 가드닝,

2

2702 도자기공방

경기도 김포시 운양역 앞에 위치한 2702 도자기공방은 쇼룸과 티룸을 갖춘 곳으로 식기나

키즈 등 약 5000개의 다양한 키트를 소개합니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권 쿠폰팩을 제공합니다.

생활용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규방 공예 작업을 선보입니다. 과거 명주실을 이용했던 매듭 끈목 외에 다양한 재료와
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6 2층
일정
5.23-5.29
유형
체험, 교육/강연, 기타
인스타그램 @dhkb0904

방법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나만의 끈목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료와 도구

7

물방울처럼 퍼져나가는 술을 원형으로 형상화해 만든 자연 친화적 박물관입니다. 최대의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진행합니다. 소스 볼과 접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3

금속공예 주문 제작을 주로 하며, 이 외에도 상상 속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방입니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강구리금속공방

수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8명 이하의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youtu.be/ku6ih-B3Bes

동공예와 철공예로 매력적인 상상의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구리 놀이터 손으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41번길 5
5.20-5.29(9:00-18:00) *토·일 휴무
교육/강연, 기타
blog.naver.com/gangguri_

보는 세상’에서 생활 속 공예에 대해 소통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eE4oyxO98Bk

사용법, 다회 치는 방법까지 동영상을 보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DBpQjNd3kCwND1hENv-l4Q

술 테마 유물 전시관으로 우리 술의 과거부터 현재, 세계의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2022 공예주간에서 약 15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이 기간에 특별 구성한 원데이 클래스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0
현대센트럴스퀘어 607호
일정
5.20-5.29(10:00-19:00)
유형
전시, 체험, 마켓
홈페이지 tooley.kr
인스타그램 @2702_studio

다회는 전통 방식으로 낱실을 엮어 끈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다회규방은 다회를 기본으로
조선 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던 것에서 비롯된 전통 공예인

진행합니다. 취미 키트를 대중화시키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 약 50만 개를 돌파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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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5만여 점의 물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멀리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전시품에
장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일정
5.20-5.29
유형
전시,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sulmuseum.kr
인스타그램 @sulmuseum

담긴 술 이야기는 물론이고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술 전문 강좌 ‘랜선 투어로

8

동림매듭공방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공방으로 매듭 기능 전승자 심영미 장인과 매듭 기능 계승자 박진영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10
5.20-5.29
교육/강연, 기타
www.shimyoungmi.com
@donglim_knot_jinyoungpark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기!’까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youtu.be/

장인이 운영합니다. 노리개, 허리띠, 주머니, 선추, 유소 등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종
장식용 매듭부터 실, 끈, 장신구 등 매듭의 재료까지 전시해 두었습니다. 한옥에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유물을 비롯해 유물 재현품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 만든 창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방의 모든 것을 동영상 플랫폼에서 ‘랜선 투어로 동림매듭공방
알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둘러보세요. 2022 공예주간 기간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매듭
팔찌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youtu.be/qGB-xu6DYIk

4

공캘리그라피

≪참 쉬운 손글씨 수업≫의 저자 김상희가 운영하는 곳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손글씨를 소개하고, 캘리그래피에 활용하는 도구와 재료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9

라나돌스 창작연구소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8 1층 102호
5.20-5.29
마켓, 교육/강연, 기타
lanadolls.com
@lana_choi1229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 자격 ‘코바늘 손뜨개 인형 지도사’

10

류오동 인형 스튜디오

류오동은 인형 공예 활동과 목공예, 삽화, 텍스타일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합을

‘라나돌스 손뜨개 인형 만들기’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다

공유합니다. ‘내 손글씨 다듬기’로 시작해서 ‘나다운 손글씨 찾기’로 완성하는 손글씨 강좌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 1908호
5.20-5.29
교육/강연, 기타
m.blog.naver.com/hihi655

5

놀만

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B동 314호
5.20-5.29
마켓
normann.co.kr

일정
유형
홈페이지

비롯해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한 캘리그래피는 물론이고, 풍경 위에 직접 써 내려간
캘리그래피까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youtu.be/qnCqY9MXr_g

‘놀면서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공예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공방의
다양한 공예 클래스를 소개하는 공방 플랫폼입니다. 취미는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신념을

보면 어느새 귀여운 손뜨개 인형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이곳에서는 손뜨개 인형

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공방을 소개합니다. 목공예, 도자공예, 가죽공예, 라탄공예,
유리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원데이 클래스부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트 상품과 공예
작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 놀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키트와 오프라인 클래스 등 모든 상품을 5% 할인 판매합니다.

라나돌스는 창작연구소는 누구나 쉽게 손뜨개 인형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기초 동영상 강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 라나돌스 쇼핑몰(www.lanadolls.com)의
창작 손뜨개 인형 도안집과 DIY 키트를 10% 할인 판매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lanadolls

시도해온 인형 작가입니다. 인형을 볼 수 있는 쇼룸인 두루비 갤러리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담 리우의 인형 이야기≫는 그가 만든 인형과 소장하고 있는 인형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장소

경남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3
현대상가 202호
일정
5.20-5.29(토·일: 10:00-17:00)
*월~금 휴무
유형
전시, 기타
홈페이지 gaonline.tistory.com/469
인스타그램 @ryuohdong

새로운 형태의 인형 소설입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손 그림과 일러스트 캐릭터로 재탄생한
소설 속에 등장한 인형을 온라인으로 전시한 ≪류오동 캐릭터 인형전≫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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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듭공예 배키맴

온라인 프로그램
전통매듭은 꽃과 생명,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끈 하나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예입니다. 배키맴은 누구나 쉽게 즐기는 매듭 놀이가 되길 바라며 매듭을 바탕으로

16

소미솜씨아틀리에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305호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baeky.modoo.at
인스타그램 @baekymaem

기본 매듭과 매듭을 이용한 소품을 완성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매듭으로

12

서양 매듭인 마크라메 스튜디오입니다. 마크라메 수업을 진행하며, 모자나 가방, 인테리어

미래의감성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p6Cv8UAvHDM

소품까지 마크라메 작품을 둘러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쇼룸을 함께 운영합니다. 무료하고

작은 소품 제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강의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장소
일정

서울 양천구 오목로42길 2 201호
5.22-5.29(수·금: 14:00-15:30,
일: 10:30-12:00) *화·목·토 휴무
유형
교육/강연, 기타
인스타그램 @somisomc

녹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22일 10시 30분: 곱창밴드 만들기, 5월 25일 14시: 조리개

17

소이갤러리

역사문화 도시 나주 금성관 근처에 있는 주얼리 공방입니다. '보석 같은 그대를 위한' 지극히

충남 서산시 번화1로 16 1층
5.20-5.29
교육/강연, 기타
@future_of_gamsung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크라메 온라인 클래스 ‘감성데이 감성클래스’로 하루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전남 나주시 나주로 147
5.20-5.29
교육/강연, 기타
imsoi.modoo.at

13

보호리카

바다와 자연의 컬러와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재해석한

감성으로 채워보세요.

집, 돌, 꽃, 그리고 주얼리가 함께하는 소이 정원에서 주얼리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x5N16V61faXr_gaNzkgBQA

서피스(surface)에 집중해 제스모나이트라는 친환경 재료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핸드메이드

18

수중비행

수중비행은 손안에 들어오는 낯선 감정의 형태를 도자공예에 담아냅니다. 수중비행의 유튜브

서울 용산구 소월로38길 30 1층
5.23-5.27
마켓, 교육/강연, 기타
www.boholica.com
@boholica

화병·화분을 만드는 보호리카만의 DIY 키트입니다. ‘미니 화분 만들기 온라인 클래스’
유튜브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자신만의 컬러 감각을 담은 예쁜 오브제를 만들어보세요.
테이블 하나만 있다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고 초보도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기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EwNcGm-tGztw7HPJ8iC_JA

전시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소이갤러리의 비밀 공간인 소이 정원을 특별히 개방합니다.

채널에는 도자기 제작 영상과 일상 브이로그가 업로드됩니다. 완성된 모습만 보던 핸드메이드

오브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니 플랜트 팟’ 키트는 친환경 수성 레진을 이용해 작은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파우치 만들기, 5월 27일 14시: 인바이어스/바이어스 특강, 5월 29일 10시 30분: 지퍼 파우치

사적인 공간으로 문소이 작가가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담아 만든 주얼리 작품을 제작하고

따분할 때, 반대로 너무 바쁜 일상에 쉼이 필요할 때도 실을 엮으며 머리를 비우고 오로지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재봉틀로 의상과 소품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를 활용해 누군가에게
딱 맞는 옷, 꼭 필요한 소품을 제작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 제작, 교육, 연구하는 공방입니다. 배키와 마음 담은 매듭으로 함께 놀아 보아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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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6길 33
5.20-5.29
교육/강연, 기타
smartstore.naver.com/
flyingunderwater
인스타그램 @flyingunderwater_ceramic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수공예
제품만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에서는 작가가 다녀온 다양한
전시와 공연, 여행 등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lYpKDOrej2FDg62ZId_KZQ

유튜브 youtu.be/CzKVZadcG2w

14

상원미술관

상원미술관의 아름다운 정원을 공개합니다. 북한산 자락 아래 자리한 상원미술관에서는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개관 이래 20년을 함께한, 터줏대감과 같은 매실나무,

19

엘리어 레진 아트 공방

레진 아트 작가 엘리어가 모든 수업을 진행합니다. 투명한 레진에 넣은 재료와 방법, 작업

앵두나무, 소나무부터 정원 한편에 자리 잡은 안방마님 암탉들까지, 작지만 다채로운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종로구 평창31길 27
5.20-5.29
교육/강연, 기타
www.imageroot.co.kr
@imageroot_

정원입니다. 미술관 정원에서 한지 폴딩 기법을 이용해 한지 화단 팻말, 한지 조명 등

15

세계골프역사박물관

(주)슈페리어가 골프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4년 3월 20일 아시아 최초로 개관한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8 B2
5.20-5.29
전시, 기타
blog.daum.net/golfmuseum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공예품을 만들어봅니다. ‘숏폼 공예 클래스(마당을 나온 미술관
암탉)’ 59초 영상으로 손쉽고 빠르게 한지 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골프 박물관입니다. 골프의 기원을 비롯해 세계 골프 역사와 한국 골프 100년사를 한눈에

순서 등에 따라 수십, 수천 가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레진 아트의 매력입니다.
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0길 22 1층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blog.naver.com/ailelier
인스타그램 @aile_lier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에서는 창작품의 제작 과정을

20

고지식하고 딱딱해 보이는 옻칠을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옻칠하는 아빠’.

옻칠하는 아빠

살펴볼 수 있도록 19세기 골프 클럽부터 잭 니클라우스의 기증품, 최경주·박인비 선수의
기증품까지 150여 평(약 1600㎡)에 약 500점을 전시해두었습니다.
유튜브 youtu.be/Q7ZKu-MYepE

상상을 레진으로 표현하는 레진 아트 공방입니다. 2017년부터 레진 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lUaDPIP79bpCUC07O6RXlQ

교토 시립 예술대학에서 옻칠을 공부하고 현재는 모교에서 옻칠을 가르치는 김준래는 옻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한 옻을 소개합니다. 현대적이고 즐거운 옻을

장소

경기 김포시 금포로 1117-20
가동 1층 15호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kimjunrae.com
인스타그램 @daddy_kim_handworks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옻칠 기본 지식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기법까지 담소와 위트를 담은
옻칠 이야기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pXeJe53blSKBZWpeNlA6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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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뚜의 오늘

온라인 프로그램
유리 공방 ‘사물집’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스테인드글라스로 선캐처를 만드는 과정을
찍은 영상을 브이로그로 제작해 공개합니다. 사각사각 유리 자르는 소리, 또각또각 유리

26

한국마크라메협회

서울 중구 충무로 46-1 사물집
5.20-5.29
교육/강연, 기타
@zizuzacup

스테인드글라스 수업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유리공예를 잘 모르는 사람도 공예에 흥미를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31
5.20-5.29
전시, 기타
macrame.kr/2022craftweek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rf7knrK8ClI

한국마크라메협회는 마크라메 공예를 소개하고 마크라메 공예에 관한 역사, 지식, 트렌드
등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버밀라 마크라메 아카데미와 함께 체계적인 공예 교육으로

부서지는 소리를 담아 ASMR 같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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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검정 시험 및 전시를 진행하며 공예 아티스트와 전문적인 인스트럭터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 공예주간 기간에 한국마크라메협회와 버밀라 마크라메 아카데미
소속 강사들이 다양한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마크라메협회 전시회 랜선 투어를 통해
집에서 온라인 수업, 각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유튜브 youtu.be/beHEFXftfbE

22

탁틸리티 스튜디오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서울 중구 동호로 385-2 207호
5.20-5.29
체험, 교육/강연
tactilitystudio.com
@tactility_studio

23

톤바이림

27

황금라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장소

유튜브 youtu.be/x1tnM_fjVOA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3
테라스퀘어 716호
5.20-5.29
마켓, 교육/강연
goldrattan.kr
@goldrattan

톤바이림 밀랍 플라워 온라인 클래스는 기존의 밀랍 플라워와 달리 생화 느낌이 나는

28

희즈핸즈

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 F1149호
4.1-5.29
마켓, 교육/강연
heeshands.com

섬유공방 탁틸리티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는 위빙과 마크라메를 활용해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튜토리얼 영상이 있습니다. 위빙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편집한 짧은 영상도 종종 소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위빙, 마크라메, 직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자연스러운 밀랍 꽃을 만듭니다. 벌집에서 추출해 특유의 향과 끈끈한 점성이 있는 밀랍의

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2번길 14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class101.net/products/
eiJsxjGfM2s7tNMz5L7K
인스타그램 @toneb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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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리

특성을 활용해 생화처럼 얇은 꽃잎을 표현하고, 주름이나 곡선 등을 섬세하게 표현해 사진을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youtu.be/kDXip_DF-hU

종이로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세상! 페이퍼리는 ‘paper’와 ‘lovely’의 합성어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페이퍼 아트를 지향하며, 가위나 칼 없이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페이퍼

다양한 공예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2022 공예주간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일정
유형
홈페이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지하 2 233-234호
일정
5.20-5.29
유형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paperly.modoo.at
인스타그램 @paperly.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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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정류장

장소
일정
유형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광주 서구 천변좌로 12-16 청춘빌리지 1호
5.10-5.29(13:00-18:00) *일·월 휴무
전시, 체험, 교육/강연, 기타
www.bal-san.com
@plasticstation_balsan

있습니다. 페이퍼 플라워, 페이퍼 펫 등 페이러리에서 만든 다양한 DIY 키트를 이용하면
재단된 종이를 붙이기만 해도 입체감 있는 꽃, 공간 디스플레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능한 페이퍼 아트 DIY 키트’로 가족과

29

히소펠트

장소
일정
유형
인스타그램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90
5.20-5.29
교육/강연, 기타
@hisofelt

협업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정류장입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며,
세부 프로그램으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워크숍, 씨앗 발아 가드닝 워크숍, 플라스틱 정류장
투어, 청춘발산 자원순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나만의 살아 있는 미니 정원을 만들어보세요.

니들펠터 히소가 처음 니들펠트를 시작하게 된 건 귀여운 반려묘를 본떠 만들고

2022 공예주간에는 영상 ‘니들펠트로 동박새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히소의 니들펠트
채널에서는 니들펠트의 기초부터 튜토리얼뿐만 아니라 니들펠트 ASMR이나 니들펠트로
만든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eRfqfx0cUpc

30

db판화작업실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키링 3종, 치약 짜개 1종 중 마음에 드는 금형을 고른 뒤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사출해 완성합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할 수 있습니다. 키우기 쉽고 모양도 귀여운 다육식물과 앙증맞은 고무신, 이름표 등

양모를 이용해 포근포근, 따뜻따뜻, 귀여운 니들펠트 인형을 제작하고 있으며,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ppEf8R4Bdlo

미치는 위험성과 재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키링 또는 치약 짜개를

설명 동영상을 보면서, 또는 동봉된 설명서의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을 보면서 쉽게 따라

싶어서였습니다. 니들펠트는 다양한 섬유를 특수 바늘로 압축해 형태를 만드는 공예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플라스틱 정류장이 진행하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원데이 클래스’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고무신 미니 정원 만들기 키트는 희즈핸즈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문창의

유튜브 youtu.be/SmVy8lCWwLo

아트 키트를 개발하고 여기에 감성을 더해 페이퍼 아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장소

도시 원예 강사 희즈핸즈는 ‘자연과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모토로, 원예를 기반으로 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고무신 미니 정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보는 듯 사실적인 꽃을 만듭니다. ‘생화 같은 밀랍 플라워 만들기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간단한 꽃부터 난도가 높은 꽃까지 다양한 꽃을 만들어가면서 밀랍 꽃이 완성되는 원리와

‘온’은 백(100)의 순우리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온(100)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온라인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자연 재료를 이용해
천천히 시간을 채우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됩니다. “당신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라탄공예로 치유를 원하는 분을 위한 다양한 클래스 프로그램 ‘라탄공예, 이리
ON’을 준비했습니다.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자작나무 판을 이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만들 수 있는 '호랑이 바구니 클래스', 어디든 휴대가 가능하고 딸깍 당기면 켜지고 다시
당기면 꺼지는 원터치 조명을 만드는 ‘당기는 조명’ 클래스, 유연한 라탄의 장점을 살려 곡선
모양 화병을 만드는 '라탄 화병 클래스' 등을 유튜브 황금라탄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유튜브 youtu.be/wGli3IhoYr4

판화라는 매체를 활용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예술을 만나고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Printmaking for Everyone, db판화작업실 온라인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판화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따라

장소
일정

서울 마포구 홍익로5길 59 1층
5.20-5.29(9:00-18:00),
*일·월 휴무
유형
체험, 교육/강연, 기타
홈페이지 www.dbprintstudio.kr
인스타그램 @db_print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다 보면 예술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판화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dbprint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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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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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작업실

오브제작업실은 가죽과 라탄 공예를 운영하는 공방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가지 재료를 조합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라탄 기법과 가죽을 조합한
‘툴파우치’ 만드는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장소
일정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32 1층 104호
5.20-5.29(월, 금: 14:00-16:00,
수: 16:00-18:00, 목: 19:00-21:00,
토: 18:00-20:00, 일: 13:00-15:00)
*화 휴무
유형
교육/강연
인스타그램 @o.__.vje

베라펠레(VERA PELLE) 협회에서 인정받은 이탈리아 베지터블 통가죽을 사용하고,
라탄의 기법인 8자걸어엮기를 활용해 모서리 4면에 가죽끈을 연결해 완성하는 수업입니다.

198

우리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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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으로 즐기는 공예주간
2022
공예주간
홈페이지

공예주간과 관련된 모든 공식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전시, 체험, 마켓, 교육 등

www.kcdf.kr/craftweek

홈페이지,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예TV, 이렇게 활용하세요!

프로그램

공예 탐미 우리 시대의 공예가 자연 재료와 기술에서부터

공예주간의 모든 프로그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예TV

역대 공예주간의 메인 포스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 디자인 스토리와 행사
히스토리 또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예주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여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내 ‘공예TV’ 검색
공예의 전문성과 가치를 담은 전문 영상 플랫폼 공예TV를 즐겨보세요.
2020년에 개설된 공예TV에서는 공방, 갤러리, 학교 등 다양한 공예 현장에서

www.youtube.com/c/
korea_craft_tv

일어나는 이슈를 동영상 콘텐츠로 축적 해 나갑니다. 특히 2022 공예주간에
선정된 온라인 프로그램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예주간의 모든 프로그램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지역, 공간, 유형, 요일별로

사람과 삶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감각 탐미하기

검색해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업체의 연락처나 SNS 등 필수 정보도

반려사물 작가와 유명인의 소장 공예품 ‘반려사물’을 들여다보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속의 일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

공예 지도

공예 소리 공예로 휴식을 찾는다면?

공예주간의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고

공예가 제작되는 과정을 담은 ASMR 콘텐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찾아보세요.

공공일

공예를 하는 대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듣고
또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 알아보는 브이로그 콘텐츠

2022
공예주간
온라인 전시관
www.koreacraftweek.com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예주간은 비대면으로 공예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전시, 체험, 공간 소개 등 공예와 관련한

공예주간 SNS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제작

공예주간은 비단 ‘10일’간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2 공예주간의 이모저모와
주요 장면들,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공예주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키워드로 지금 주목해야 할 공예주간의 장면들을 만나보세요.

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공예 콘텐츠를 뽐낼 수 있는 채널입니다. 공예주간 온라인
전시관에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즐겁게 어울려보세요.

www.Instagram.com/

SNS로 공예주간 놀이에 동참하세요!

koreacraftweek

① 공예주간 SNS 팔로잉하고 최신 소식 확인하기

온라인 전시관, 이렇게 활용하세요!

② 공예주간 공식 태그 달고 소감 남기기

공예 전시

www.facebook.com/

생생한 동영상으로 비대면 전시 관람하기

craftweek

③ 공예주간의 다채로운 행사를 즐긴 후 자신의 SNS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과 소감 올리기

공예 체험
집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공방 클래스 따라하기

#2022공예주간 #craftweek2022 #우리집으로가자

공간 소개

#공예주간 #craftweek #koreacraftweek

궁금했던 공간을 온라인으로 탐방하는 랜선 나들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공예주간스팟추천
#공예행사 #공예마켓 #공예전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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