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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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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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the grand prize

가 작 | honorable mention

05 바당아이 | Badang-i (A Child of the Sea)

19 해녀의 노래 | A song of the Haenyeo
20 곱들락헌 두렁박 (테왁 단지&디퓨저) | Gobdeullakheon Durungbak (A Tewak pot & a diffuser)

우수상 | excellence award
07 ‘해녀의 밥상’ 1인 테이블웨어 세트 | A table of the Haenyeo
08 해녀 ‘아시와 테왁’ 블루투스 스피커 & 동작 LED
        The Haenyeo‘Asi and Tewak’bluetooth speaker & an automatic LED

21 몬딱 구젱기 (뿔소라 단지&디퓨저) | Monttak Gujeng-gi (a murex-shaped pot & a diffuser)
22 제주바당 애기해녀 | JejuBadang aegihaenyeo
23 해녀 보석 | Treasure of the Haenyeo
24 해녀의 꿈을 담은 홀더 | A holder filled with the Haenyeo’s dream
25 빛나는 제주 해녀 | The shining Jeju Haenyeo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10 해녀토우 무드 등 | A mood light with a Haenyeo clay doll
11 해녀의 성찬 | A banquet of the Haenyeo
12 해녀 도자기 오프너 | A ceramic opener with the Haenyeo
13    녀의 빛 | The light of the Jomnyeo
14 해녀캔들홀더 (바람+해녀+바다) | A candleholder with the Haenyeo
15 해녀 보틀 | A bottle with the Haenyeo
16 해녀 스마트폰 멀티팩 | A multi-pack for the smart phone with the Haenyeo
17 제주 해녀의 주머니 | A pocket of the Jeju Haenyeo

26 인테리어 플래그_ 해녀의꿈 (중군해녀) | The interior flag_the dream of the Haenyeo
27 프로젝트 망사리 | A project with the Mangsa-ri(basket)
28 쿰 [Kum] | kum [Kum]
29 테사리 백 | Tesari Bag
30 제주 해녀 커스텀 피규어 | The custom figure of the Haen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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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상 | the grand prize
바당아이 | Badang-i (A Child of the Sea)
바다 위에 떠있는 테왁(겉면)과 바다 속 세상의 아이로 돌아가 물질을 하는 해녀들(안면)을 양면에 그래
픽으로 표현한 양산 겸용 우산입니다. 3단 접이식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3가지 색상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디자인 및 상표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 판매가   3단 접이식 양·우산 (총길이 57cm) : 50,000원

최우수상 | the grand prize
•바당아이 | Badang-i (A Child of the Sea)

좌유정 | Yujeong Jwa | 010-9821-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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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 excellence award
‘해녀의 밥상’ 1인 테이블웨어 세트 | A table of the Haenyeo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1인 도자식기세트입니다. 해녀의 삶을 현
대백자의 빛으로 표현하고, 수납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구성품의 해체와 결합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습
니다.
예상 판매가   200,000원

우수상 | excellence award
•‘해녀의 밥상’ 1인 테이블웨어 세트 | A table of the Haenyeo
•해녀 ‘아시와 테왁’ 블루투스 스피커 & 동작 LED
       The Haenyeo‘Asi and Tewak’bluetooth speaker & an automatic LED

고용석 | Yong Seok Ko | 010-747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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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 | excellence award
해녀 ‘아시와 테왁’ 블루투스 스피커 & 동작 LED
|

The Haenyeo‘Asi and Tewak’bluetooth speaker & an automatic LED

해녀의 귀엽고 단순한 감성의 캐릭터를 활용한 블루투스 스피커와 동작 LED입니다. ‘동생’ 의 제주도 사
투리인 ‘아시’ 라는 이름을 넣어 편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아시’에서 노래가 나오면 ‘테
왁’이 볼륨에 맞춰 동작 LED가 작동되어 무드 등 역할을 합니다.
예상 판매가   아시 (13.4cm*6.5cm): 30,000원 / 테왁 (4.2cm*5cm): 20,000원 / 세트판매: 45,000원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해녀토우 무드 등 | A mood light with a Haenyeo clay doll
•해녀의 성찬 | A banquet of the Haenyeo
•해녀 도자기 오프너 | A ceramic opener with the Haenyeo
•   녀의 빛 | The light of the Jomnyeo
•해녀캔들홀더 (바람+해녀+바다) | A candleholder with the Haenyeo
•해녀 보틀 | A bottle with the Haenyeo
•해녀 스마트폰 멀티팩 | A multi-pack for the smart phone with the Haenyeo
•제주 해녀의 주머니 | A pocket of the Jeju Haenyeo

크리어아트디자인 (오재권, 부호준) | Clearart Design (Jaekwon Oh, Ho-jun Bu) | 064-747-1400 (010-3693-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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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해녀토우 무드 등 | A mood light with a Haenyeo clay doll

해녀의 성찬 | A banquet of the Haenyeo

소박하고 다양한 표정이 살아 있는 해녀를 표현한 무드 등입니다. 자연소재인 흙이 주는 따뜻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묵채색화로 해녀의 물질 모습을 그려 넣어, 해녀라는 제주의 특색 있는 문화상품으로 제작한 식생활
용기입니다.

예상 판매가   소 (20cm): 70,000원 / 대 (40cm): 180,000원 / 규격 조절 가능

김영훈 | Young Hun Kim | 010-8540-9100

예상 판매가   원형 접시 (34cm*34cm): 50,000원 / 직각 접시 (35cm*16cm): 50,000원 / 머그컵 (10cm) : 30,000원

김승자 | Seung Ja Kim | 010-318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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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해녀 도자기 오프너 | A ceramic opener with the Haenyeo
개성 있는 해녀 캐릭터가 표현된 도자기 오프너 및 자석입니다. 실용적이며 기념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
다.
예상 판매가   해녀 도자기 오프너 5종 (4cm*12cm 내외): 각 5,000원~8,000원

이진경 | Jin Kyung Lee | 010-2534-3883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녀의 빛 | The light of the Jomnyeo
홀더 안에 초를 넣어 빛을 밝혀 해녀의 상징인 붉은 태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드등 또는 티라이트
홀더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상 판매가   무드 등·홀더 (지름 15cm 내외): 30,000원

윤소이 | So-yi Yoon | 010-399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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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해녀캔들홀더 (바람+해녀+바다) | A candleholder with the Haenyeo

해녀 보틀 | A bottle with the Haenyeo

해녀와 바람 그리고 바다가 한 작품 안에 담긴 캔들 홀더입니다. 캔들에서 나오는 열에 의한 기류와 바
람에 의해 구조물이 회전하는 방식의 홀더입니다. 모빌은 해녀, 테왁, 불가사리, 문어로 디자인하였고 하
부의 컵 커버는 제주의 바다를 음각으로 새겨 넣어 구성하였습니다.

트라이탄 소재로 제작된 귀여운 해녀 일러스트 디자인의 ‘보틀’과 네오프랜 소재로 보온 효과와 결로 방
지 역할을 하는 ‘보틀 파우치’, 해녀 망태기(그물)을 재현한 ‘해녀 네트백’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예상 판매가   해녀 보틀 (7cm*20cm): 8,000원~15,000원

예상 판매가   해녀캔들홀더 (6cm*17cm): 10,000원

정안수 | Ahn Su Jeong | 010-8670-0694

김준수 | Jun-su Kim | 010-8366-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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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장려상 | encouraging prize

해녀 스마트폰 멀티팩 | A multi-pack for the smart phone with the Haenyeo

제주 해녀의 주머니 | A pocket of the Jeju Haenyeo

해녀 이미지를 표현한 그물형태의 파우치와 스마트폰 케이스 및 스마트링 제품입니다. 현대인들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로 실용성이 강조된 상품입니다.

제주 해녀의 전통 복식인 ‘물소중이’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가방입니다. 물소중이의 굴 (소중이
아랫부분) 잡기 방법을 가방 디자인에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예상 판매가   스마트폰 케이스 (7.5cm*14.3cm): 가격미정 / 스마트링 (지름 4cm): 가격미정

김지형 | Ji-hyeong Kim | 010-6564-9899

예상 판매가   제주 해녀의 주머니 (32cm*37cm*13cm): 30,000원

쥬데마르카 (조은주) | Jeu de markaa (Eun-ju Jo) | 010-669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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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해녀의 노래 | A song of the Haenyeo
해녀의 숨비 소리를 모티브로 하여 사각 불턱을 형상화한 도자 공예품입니다. 핸드폰 증폭기로 활용 가
능합니다.
예상 판매가   해녀의 노래 (18cm*4.5cm*21.5cm): 30,000원

가 작 | honorable mention
•해녀의 노래 | A song of the Haenyeo
•곱들락헌 두렁박 (테왁 단지&디퓨저) | Gobdeullakheon Durungbak (A Tewak pot & a diffuser)
•몬딱 구젱기 (뿔소라 단지&디퓨저) | Monttak Gujeng-gi (a murex-shaped pot & a diffuser)
•제주바당 애기해녀 | JejuBadang aegihaenyeo
•해녀 보석 | Treasure of the Haenyeo
•해녀의 꿈을 담은 홀더 | A holder filled with the Haenyeo’s dream
•빛나는 제주 해녀 | The shining Jeju Haenyeo
•인테리어 플래그_ 해녀의꿈 (중군해녀) | The interior flag_the dream of the Haenyeo
•프로젝트 망사리 | A project with the Mangsa-ri(basket)
•쿰 [Kum] | kum [Kum]
•테사리 백 | Tesari Bag
•제주 해녀 커스텀 피규어 | The custom figure of the Haenyeo

홍현선 | Hyun-sun Hong | 010-866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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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곱들락헌 두렁박 (테왁 단지&디퓨저)
|

가 작 | honorable mention
몬딱 구젱기 (뿔소라 단지&디퓨저)

Gobdeullakheon Durungbak (A Tewak pot & a diffuser)

테왁 (두렁박)을 모티브로 해녀들의 작업표지를 표현한 단지와 푸른색 귀갑문양의 디퓨저입니다.
예상 판매가   단지: 소 (300ml) 35,000원 / 대 (1,200ml) 50,000원 / 디퓨저 (200~300ml): 30,000원

|

Monttak Gujeng-gi (a murex-shaped pot & a diffuser)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인 뿔소라를 모티브로 한 단지와 순비기향을 첨가한 디퓨저입니다.
예상 판매가   단지: 소 (300ml) 45,000원 / 대 (1,500ml) 60,000원 / 디퓨저 (200ml): 35,000원
                    접시 (31cm*21cm): 50,000원

유천규 | Cheon Gyu Ryu | 010-2488-1500

안경희 | Kyung Hee Ahn | 010-3108-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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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가 작 | honorable mention

제주바당 애기해녀 | JejuBadang aegihaenyeo

해녀 보석 | Treasure of the Haenyeo

제주바당 애기해녀는 언글레이즈드 기법의 도자기 인형으로 핸드페인팅과 가마소성과정을 4차례 반복
하여 제작한 상품입니다. 제주바당 손뜨개는 제주바다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하였습니
다.

바다 속에서 캐 올린 보석을 표현한 도자 장식품으로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 수금 (Liquid gold) 장식을 한
상품입니다. 접시, 캔들 홀더, 향꽂이, 장신구 트레이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판매가   제주바당 애기해녀 (12cm*3.6cm*5.5cm): 55,000원 / 제주바당 손뜨개 (7cm*16cm): 미정

모습 | moseub | 010-5713-6972

예상 판매가   소라 (8cm*8cm*5cm): 20,000원 / 전복 (10cm*7cm*2cm): 15,000원
                    성게 (6cm*6cm*2.5cm): 12,000원  

김태연 | Taeyeon Kim | 010-937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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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가 작 | honorable mention

해녀의 꿈을 담은 홀더 | A holder filled with the Haenyeo’s dream

빛나는 제주 해녀 | The shining Jeju Haenyeo

물질하러 온 해녀와 푸른바다를 형상화한 도자 작품으로 티라이트 홀더 및 액세서리 홀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LED 모듈을 통해 빛을 표현하는 무드 등입니다. 터치를 통한 on/off 기능이 있으며, 4가지
컬러 표현, 3가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USB연결형, 충전형)

예상 판매가   해녀의 꿈을 담은 홀더 (8cm*8cm*5cm): 25,000원

예상 판매가   아크릴 해녀 무드 등 (11cm*14cm): 18,000원 (USB연결형) / 23,000원 (충전형)
                    액자 해녀 무드 등 (20cm*15cm*3.5cm): 15,000원 (USB연결형) / 20,000원 (충전형)
                    유리 해녀 무드 등 (8.3cm*8.3cm*12cm): 20,000원 (USB연결형) / 25,000원 (충전형)

김애리 | Ae-ri Kim | 010-2727-3940

김은영 | Eun-young Kim | 010-4151-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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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인테리어 플래그_ 해녀의 꿈 (중군해녀)
|

The interior flag_the dream of the Haenyeo

‘해녀의 꿈’은 제주 바다생물과 해녀로 디자인을 한 햇빛가리개 및 장식소품입니다. 아름답고 생동감 있
게 해녀의 시각적 효과가 부각된 작품입니다.
예상 판매가   인테리어 플래그 (75cm*106cm): 45,000원

스토리메이커 (박연웅) | Story maker (Yeon-woong Park) | 070-8871-8910 (010-5266-8910)

가 작 | honorable mention
프로젝트 망사리 | A project with the Mangsa-ri (basket)
해녀의 망사리를 모티브로 제작한 가방입니다. 여름용 (PVC재질), 겨울용 (세무 재질) 두 가지 디자인으
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상 판매가   여름용 (37cm*46cm)
                    겨울용 (37cm*30cm): 각 30,000원~40,000원

유솜이, 정은영 | So-mi Yu, Eun-young Jeong | 010-8876-1934 / 010-62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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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가 작 | honorable mention

쿰 [Kum] | Kum [Kum]

테사리 백 | Tesari Bag

제주어 ‘쿰다’(품다)에서 인용한 작품명으로 제주 바당의 넒은 품에서 대를 이어 희망을 건져 올리는 제
주해녀 공동체 문화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복주머니 형태의 소중이 디자인이 특징이며, 망사리의 그물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엠보싱 가공 원단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해녀의 물질 도구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테왁의 조형적 특징을 표현하여 가방의 외형을 디자인하고
망사리의 조형적 특징을 가죽 그물에 반영하여 이중구조의 형태로 제작하였고 가죽 및 캔버스 원단을
소재로 한 가방입니다.

예상 판매가   쿰 (49cm*33cm): 72,000원 / 대량생산 시: 52,000원

쿰 하오루 (김하영) | Kum Haoru (Ha Young Kim) | 010-3856-4504

예상 판매가   테사리 백 (23cm*16cm): 70,000원

안미화 | Mi Hwa An | 010-2269-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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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Of Jeju Haenyeo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st

공모전 수상작
가 작 | honorable mention
제주 해녀 커스텀 피규어 | The custom figure of the Haenyeo
‘까부리와 물소중이를 착용한 해녀’, ‘고무옷과 연철, 왕눈이, 오리발을 착용한 해녀’, ‘물수건과 물적삼,
물소중이를 착용한 해녀’로 해녀의상을 여러 형태로 구분하여 제작된 상품입니다. 종류는 3종류이며, 관
광 상품으로뿐만 아니라 수집용, 장식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상 판매가   제주 해녀 커스텀 피규어 (높이 4.3cm): 50,000원~60,000원

권선미 | Sun-mi Kwon | 010-5481-0078

※수상작품 무단 복제 및 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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