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는 생활이다

알림1관, 알림2관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가 넘치는 핸드메이드 창작자, 창작그룹,
핸드메이드의 일상 속 실천을 돕는 도구, 재료, 출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핸드메이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특별기획전
“핸드메이드_씨실 날실”

국제회의장

SIHF2017 특별관은 엮고 푸는 헨드메이드의 세계,
"직조weaving"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씨실과 날실이
엮이는 직조의 행위 속에서 얻어지는 산물은 물건 그 자체의
속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여국가·단체 작가 소개

현재 우리 삶의 경향을 보여주고, 작업을 통한 만남으로 공동의 새로운
지향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움직임 자체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SIHF2017은 정성스런 손길과 남다른 감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조weaving”창작자를 소개합니다. 생활에서 유용한 아름다운
생활용품부터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낸 대형 타피스트리까지, 지금
특별기획전에서 “직조weaving” 경향을 넉넉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작가
하자센터_목화학교 / 성미산 학교 / 방학동 황새둥지 직조생활 / 지음 /
N12ll/ 파이브콤마 / 김성원(적정기술 연구자, '근질거리는 나의손'저자)
* 직조 전시와 체험, 워크샵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공예

도자, 금속, 섬유, 옻칠, 나무, 퀼트, 유리, 규방, 기타

리빙

테이블웨어, 홈인테리어, 가구, 식기류, 유.아동, 가드닝, 조명, 사무용품,
IT소품, 화장품, 미용용품, 향수, 네일아트, 기타

아트

그림, 조형물, 판화, 사진, 일러스트, 페인팅, 영상, 기타

패션

의류, 모자, 가방, 신발, 장신구, 시계, 에스닉, 기타

그린

리사이클, 공정무역, 오가닉, 비누&아로마, 캔들, 힐링&테라피, 기타

재료&도구

재료, 부자재, 도구, 서적, DIY kit, 기타

퍼포먼스

초상화, 캐리커쳐, Social&Public(홍보,캠페인), Live paint, 기타

먹거리

발효, 베이커리, 음료, 농산물, 기타

기타

독립출판, 디자인, 문구류, 소품악기, 놀이기구, 음반, 기타

어린이 창작공방 P-07

바우하우스 미니어처 스토리 '미니어처 만들기'
OWN U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D.I.Y KIT 프로그램'
목화송이협동조합 '면생리대 만들기'
(주)쓸모연구소 '업사이클링 목공체험 : 시계만들기'
(사)홍익예술치료협회 '칼라야 힐링하고 놀자!'
그립플레이'허공에 그림그리기! 3D펜 체험'

사회적경제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소셜벤쳐

국제관
“핸드메이드_발견과 영감”

알림1관

폴란드 M-01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Adam
Mickiewicz Institute(AMI)
마그다 필라친스카 / 자기그릇
알리샤 파타노우스카 / 홈
인테리어(자기)
하이카 / 홈인테리어(새틴 이불,베개)
베자 프로젝트 / 홈인테리어(울)
바르보르카 디자인 /
테이블웨어(리사이클, 식기)
푸렉스 / 장난감(목공)
드지우플라 프로젝트/ 장남감(목공)
팔반카 / 홈인테리어(면화)
DBWT / 홈인테리어(리사이클링)
아우미 스튜디오 / 식기류(석기)
아그니즈카 바 / 테이블웨어(유리)
우조로우 / 테이블웨어(유리)
크위트니크 / 가드닝(금속)
세바스티안 피에트키위츠 /
식기류(유리)
프라코우니아 트카니나 / 재료(면)
네츄럴 본 디자인 / 조명(금속)
카프티 / 조명(폴리프로필렌)
모든 요소 / 가구(원목)
페이지드 메블 / 가구(오크)
영국 N-01, N-02
콕핏아츠 Cockpit Arts
알린 존슨 (유리공예) 캔디스
라우(가죽공예)

공기핸디크래프트, 글자와 기록사이, 니들앤코, ㈜더페어스토리, 리블랭크,
메리우드, 목화송이협동조합,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어스맨, 에이드런
이스트인디고, 이풀약초협동조합, 제로 디자인, 종이정원(협동조합 온리,
크래프트링크, 터치포굿,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하이사이클, ㈜
한효문화재, 핸즈플러스 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공방사이

여성창업관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P-0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P-04
여성이 만드는 일과미래 P-02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P-03

카페테리아[청년+사회적기업]

BICI Coffee
자전거 모바일 커피바
Pop up coffee stall
hanging back of bicycle
facebook.com/bicicoffee

생활창작가게 KEY Café
누구나 생활창작자가 되는 곳'
창작품 샵 & Cafe
생활창작가게 KEY
www.welcomekey.co.kr

(재)함께일하는재단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N-06
네팔
굿핸즈 소셜 엔터프라이즈 / 섬유(패션)
인도
HRDF(인적자원개발재단) /
홈인테리어(조각,공예)

필리핀
익팅/ 섬유(패션)
베트남
떠헤 / 섬유(패션)

학술심포지엄
5월 2일
14:00–17:00 여성과 공예_노동, 젠더, 문화

핸드메이드국제세미나
오래된 것을 위한 새로운 것 :
5월 1일(월)
17:00-18:00 태국영국문화원의 공예현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폴란드스러운 것들. 세계도처에서
5월 2일(화)
17:00-18:00 볼 수있는 폴란드 디자인

살림터 3F 디자인 나눔관
태국영국문화원 태국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폴란드

5월 3일 (수)
11:00-12:00

핸드메이드 온라인 마케팅 전략 :
다완다 사례

태국영국문화원 N-05 ~ 13
141 소셜엔터프라이즈(목재),
복스크래프트(섬유),
플루럴 디자인(리빙), 만 크래프트(염색)

5월 3일(수)
16:00-17:00

치앙마이디자인위크 해부하기,
태국창의디자인센터 태국
태국창의발전센터의 창의전략 및 사업성과

5월 4일(목)
17:00-18:00

공예창작의 문화방랑자

하이지 홍콩

5월 5일(금)
16:00~17:00

놀이터프로젝트: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한 놀이터만들기,
재활용,친환경소재로 탄생하는 놀이터

루간주브루노 우간다

대만 N-15, N-17
국립대만공예연구발전센터(NTCRI)
키조 스튜디오 (3d/목공), 세나무
스튜디오 (목공, 금속)
홍콩 K-23,K-24,O-01,N-16
하미지 HamiiG(홍콩프리마켓),
페브세러리즈
FABcessories(악세사리),
줄라이줄라이 드림 July July
Dream(악세사리), 앱솔루트 빈티지 앤
밀즈 Absolute Vintage & Mils by
Three Artisan (안경테)
터키 K-26
체험 워크샵 : 수면위의예술_에르부,
터키쉬 캘리그라피_핫트
이란 N-18
이란 전통 수공예품
인도네시아 L-08
아믹달라 뱀부 (대나무공예)
일본 N-04
와타루 사토 (수제화)

네팔
트립티 / 오가닉 (홈인테리어)

몽골 K-21
빌리지 하우스 (전통 수공예품)

캄보디아
프렌즈 인터내셔널/ 섬유(패션)
캄보디아 반티에이 쁘리업/ 섬유 (패션)
고엘공동체 /공정무역(패션)

2017 서울 핸드메이드 포럼

태국 태국창의디자인센터(TCDC)
L-02 ~ 06
인클레이 (도자), 에이알에스
D-사인 (가죽, 문구),앙사주얼리 (
악세서리,금속,에스닉)

우간다 & 한국
제리백 / 패션(가방)

인도네시아
자바라 / 공정무역(먹거리)

알림 2관

다완다 독일

비즈니스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피드미팅
5월 2일 10:30 ~ 12:00
텀블벅, YES24, 생활창작가게 KEY
비즈니스 세미나

알림터 비즈니스 라운지

5월 3일 11:00 ~ 12:00
독일 창작자 온라인플랫폼 DAWANDA

야외/특별 프로그램

DDP 어울림광장

루간주 브루노 투싱워의 ‘우분투 네스트' 프로젝트
Ted 스피커, 에코아티스트 이자 교육자 브루노는 CNN 등 의 많은 해외 매체에서도
관심있게 다룬 사회혁신활동가입니다. 우간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제해결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놀이터 프로젝트는 놀 수있는 공간이나 도구들이
마련되지 못한 척박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해 업사이클링 공동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이= 참여”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브루노와 한국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놀이터에 참여하세요.
애프터눈 스테이지 Afternoon Stage (매일 14:00~15:00)
5월 1일 류음배, 혹시몰라
5월 2일 도마, 복태와 한군
5월 3일 유니커즈,투스토리
5월 4일 보엠, 성진영
5월 5일 로드스꼴라

5월1일 월요일
10:30 - 11:00
동대문DDP 알림터A1 입구
▲ 오프닝공연 : 에스꼴라 알레그리아
● 총감독 인사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환영사
■ 오픈 세레모니

20:00

19:30

19:00

18:30

18:00

17:30

17:00

16:30

16:00

15:30

15:00

14:30

14:00

13:30

13:00

12:30

12:00

11:30

11:00

10:30

직조워크샵
지음1

직조워크샵
지음2

국제교류의 밤

5월 1일

전시 구성

RED
400여팀의 창작자/단체/기업을 만나는
핸드메이드 생활관

BLUE
특별기획전 “핸드메이드_씨실날실”, 사회적경제관,
여성창업관 등 다양한 주체를 만날 수 있는 특별관
GREEN
“핸드메이드_발견과 영감”
폴란드, 태국, 영국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관

직조워크샵
지음1

직조워크샵
하자센터

직조워크샵
지음2

5월 2일

비즈니스 스피드미팅

애프터눈 스테이지
서울
핸드메이드
2:00~2:30 도마
2:40~3:10 복태와 한군 포럼1
학술포럼

핸드메이드 국제세미나
(폴란드 IAM재단 )

직조워크샵
지음1

직조워크샵
성미산
학교

직조워크샵
지음2

5월 3일

애프터눈 스테이지
2:00~2:30 유니커즈
2:40~3:10 투스토리

핸드메이드 국제세미나
(TCDC)

터키문화원워크샵
14:00-15:00

핸드메이드–
엮다 풀다
2017.5.1(월) — 5.5(금)
11:00 — 19: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관람안내

직조워크샵
지음1

직조워크샵
직조생활

직조워크샵
지음1

5월 4일

애프터눈 스테이지
2:00~2:30 보엠
2:40~3:10 성진영

핸드메이드 국제세미나
(HamiiG)

서울
핸드메이드
포럼2
주제포럼

폴란드워크샵
모니카

직조워크샵
김성원
생활용품으로
직조하기

폴란드워크샵
바르토즈

전시 클로징

핸드메이드 국제 세미나
(우간다 에코아티스트
브루노)

애프터눈 스테이지

터키문화원워크샵
14:00-15:00

5월 5일

www.seoulhandmadefair.co.kr

BROWN
서울 핸드메이드 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어린이 창작공방,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핸드메이드 라운지

주최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서울디자인재단
후원 서울문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협력 함께일하는재단, 아름다운가게, 빅이슈코리아, 어라운드매거진, 산돌커뮤니케이션

핸드메이드 국제세미나
(태국 영국문화원 )

터키문화원워크샵

애프터눈 스테이지
2:00~2:30 류음배
2:40~3:10 혹시몰라

전시 오픈 전시장 라운딩

개막식

SIHF2017 프로그램 일정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사무국
02-333-0310/0317
info@seoulhandmadefair.co.kr

개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