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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45
공예트렌드페어 참가부스 설명회 개최
공예트렌드페어 참가부스 설명회가 11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구성
공예트렌드페어 포스터, 초대권 배포
부스 설치 관련 주의사항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 안내
조닝 별 부스 위치 공개추첨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창신동)
지하철
6호선 동묘역 8번 출구에서 1분거리
주차장 이용요금
최초 30분 1,000원 / 초과 시 10분당 500원
* 주차비 지원이 어려우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공예트렌드페어 장외 전시 :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
손길 프로젝트는 공예트랜드페어의 장외 전시로써,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공예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손길 스팟 갤러리를 선정하여 페어 참여작가와
매칭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두번째 전시 / 갤러리도스 / 2014.9.17 - 9.23

전시명: 낯익지만 낯선 용도
참여작가: 박종덕, 이은주, 전상희, 장정은
기획의도: ‘낯익지만 낯선 용도’란 기획전을 통해 공예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매체와 장르의 구분은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다루고 있는 재료,
기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주고자 했다.

참가 갤러리 전시일정 (손길 스팟)
갤러리 보고재

LVS 갤러리

전시기간: 11.3 - 11.10

전시기간: 11.27 - 12.13

참여작가: 김선영, 김유미, 남혜주,

참여작가: 노경택

김태연, 김혜란, 선다혜,

주

오화진, 이수영, 조영미
주

소: 서울시 중구 신당동 821번지
LVS CRAFT 100-450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미지 출처: 각 갤러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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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트렌드페어 2014 주제관

공예트렌드페어 2014 라인업

큐레이터: 손문수
주제

갤러리
국내 (가나다순)

해외 (ABC순)

가모갤러리

동산방 화랑

Art Seasons Gallery, Singapore

갤러리도스

어거스트하우스

JF Chen, LA, USA

갤러리보고재

엘브이에스갤러리

Sarah Myerscough Gallery, London, UK

갤러리아트사이드

웅갤러리

Yamaki Art Gallery, Osaka, Japan

갤러리플래닛

유엠갤러리

갤러리도스

이도갤러리

금산갤러리

정소영의식기장

김재선갤러리

진선갤러리

나인갤러리

유리지공예관
통인화랑

KCDF 소식

(자세한 내용은 www.kcdf.kr 홈페이지 참조)

공예 및 디자인 분야의 창의적인 기획과 아이디어를 지닌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 KCDF 갤러리 기획전시 작가를 11월 5일까지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예 및 디자인 분야의 실험적인 기획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시지원
○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작가 경력 확대로 인한 전문가 양성

사무실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문의 :공예문화진흥팀 Tel. 02-398-7952 email. craftfair@kcdf.kr)
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길 8 KCDF ( Te.l 02-733-9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