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상시계

<군상> 머그

지름8 cm, 높이9.5 cm

장우산

에폭시마그넷Set(2종)

<주역> 엽서북

64장의 <주역> 엽서로 이루어진 엽서북은 한 장씩 뜯어 사용할 수 있으며, 엽서와 엽서 설명 부분은 절취
선에 따라 자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엽서 설명부분은 그림의 설명과 그림, 그리고 뒷면은 엽서를
보낸 사람과 보낸 날짜를 적을 수 있으며, 책갈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연필 4자루 + 색연필 1자루 (Red)

12.5 × 15 cm, 130 페이지

동물/정물 미니노트

책갈피

스프링 수첩
스프링 노트

엽서 Set (카드 6장, 봉투 6장)

컬러링 북

컬러 연필세트

이응노 화백의 다양한 작품이 담겨있는 향이 나
는 패션 타투입니다. MSDS 성분안전성 검증필
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
합니다.

타투

고암 이응노 화백의 1980년도 접시 도안과 다양
한 동물, 정물 작품들이 프린트된 스티커로, 모조
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제품입니다.

아트 스티커

뱃지

친환경 재생지와 모조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
쇄하고 실로 제본한 미니노트 입니다.

<군상> 머그 2P Set

大 : 26 × 26 cm
小 : 20.5 × 20.5 cm

컵받침Set(6종)

<군마> 접시 (젠한국 제작)

아트액자

손거울

이응노미술관 건축물 조립모형
￦ 5,000

￦ 9,000

￦ 9,000
￦ 6,000

￦ 4,000

￦ 6,000

￦ 8,000

￦ 2,000

￦ 4,000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입힌 아트램프입니다.
밝기 조절(3단계), 깜빡거리는 불빛(Flashing),
USB케이블을 통한 전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트램프 3종 ￦ 27,000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냉 텀블러로 차망이 포
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2G 텀블러 ￦ 23,000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냉 텀블러로 활동성과
휴대성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메조 텀블러 ￦ 20,000

￦ 3,000

￦ 3,000

드로잉북

고암 이응노 화백의 <드로잉>작품
이 프린트 된 한 장씩 뜯어 쓸 수
있는 드로잉북입니다. 

￦ 7,000

군상 자수가 들어간 테이블매트입니다. 포켓형 테이블 매
트로 수저나 포크 등을 포켓에 수납하여 멋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6,000

￦ 25,000

￦ 33,000

￦ 14,000

￦ 36,000

￦ 20,000

￦ 9,000

￦ 4,000

￦ 104,000

￦ 72,000

￦ 24,000

￦ 9,500

￦ 22,000 헤어밴드 ￦ 4,900

(Pink, Blue)

(Black, Navy)

40x30cm (Indigo, Gray, Beige)

키즈 군상 자수 앞치마 Set (2종) 
(앞치마 + 토시)

군상 자수가 들어간 키즈 린넨 앞치마입니다.
60 × 60cm (끈 제외)

￦ 18,000

(Ivory, Gray)

파우치 ￦ 9,500
(Dark Brown, Red)

자동차키홀더 ￦ 33,000

군상 자수 테이블매트

군상파일에 노트를 리필하여 사용가능한 제품입
니다.

군상파일+다이어리 노트

(Pink, Mint) (Red, Blue)

문구류생활소품

(Ivory, Gray)에코백 ￦ 20,000

(Black)에코백 ￦ 9,000

Ar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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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1주년기념고암이응노도자조각전 ‘고암자유를빚다’  (2008)
Lee Ungno Museum 1st Anniversary Exhibition, ‘Goam, Kneading Freedom’  (2008)

문신- 이응노의아름다운동행 (2011)
The Beautiful Travel (2011)

텍스트가된인간 : 이응노, 줄리안오피, 소피칼 (2012)
Special Exhibition ‘Text & Human’  (2012)

이응노미술관기획전
‘조용한행동주의 : 대전아트시네마, 산호여인숙, 월간토마토, 카페비돌’  (2013)
The Silent Activism (2013)

이응노, 세상을넘어시대를그리다 (2013)
Lee Ungno, Painting the time throughout the world (2013)

고암논총02 (2013)
Goam Essays Vol. 2 (2013)

고암논총04 (2015)
Goam Essays Vol. 4 (2015)

레티나-이응노미술관 뉴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2016)
Retina-Lee Ungno Museum New Art Project (2016)

박인경 : 추상이 된 자연 (2016)
Park In Kyung : Nature in Abstract (2016)

이응노와 유럽의 서체추상 (2016)
Lee Ungno & Calligraphic Abstraction in Europe (2016)

고암논총05 (2016)
Goam Essays Vol. 5 (2016)

본 도자기는 이응노 화백과 프랑스 국립 세브르 도자기 제작소의 협업(Collaboration) 작품으로, 이

응노 화백이 1981년 디자인한 도자기 도안을 2008년 세브르 도자기 제작소 *다이안느 부서에서 제

작한 것입니다.

1964년 세브르 도자 박물관은 박물관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도자기 기술의 혁신을 위해 세르주 고

티에 (Serges Gautier) 관장을 임명하였고, 새롭게 취임한 고티에 관장은 18세기부터 내려오는 프

랑스 전통 도자기 기술과 현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응노 화백의 파리 아틀리에를 방문한 고티에 관장은 이응노 화백에게 세브르 도자기 제작을 위한

도안을 의뢰하였고, 이로써 이응노 화백과 세브르 도자기 미술학교와의 협업이 시작됩니다.

당시 제작된 협업 작품은 총 6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이응노미술관 아트숍에서 소개되고 있

는 작품은 총 10점의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으로 제작된 테이블형 접시로, 그 중 6번째

작품입니다.

프랑스 왕실을 대표하는 250여 년 역사의 세브르 도자기 제작소 기술과 세브르 만이 낼 수 있는 은

은한 푸른색 채색 기법과 흰색 유약 기법이 작가 이응노의 디자인 도안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경질

자기(硬質磁器) 작품입니다.

* 다이안느 부서 (Diane Service) :
세브르 도자기 제작소의 한 파트로

‘테이블 접시형’ 작품을 주로 제작

프랑스 국립 세브르 도자기 제작소와
작가 이응노의 만남

고암이응노, 1981, 35.5 (D) x 4.5 (H) cm,

2008년프랑스국립세브르도자기제작소제작

￦ 200,000

￦ 31,000

￦12,000

￦ 50,000

￦ 20,000

￦ 25,000

￦ 20,000

￦18,000

￦ 15,000

￦ 20,000

￦ 30,000

￦ 25,000

￦ 13,000

포스터 +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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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엽서액자

엽서 ￦ 1,000포스터 ￦ 100,000도서

Café
Pré St-
Gervais

이응노미술관 아트숍

 ‘이중그림’으로 유명한 대전출신 세계적인 작가 김동유의 예술 감각이 묻어나는

미술관 아트숍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동유 작가 커미션 워크 
카페테리아와 아트숍 인테리어를 맡은 김동유 작가는 공간의 컨셉을 ‘휴식과

햇살을 공유하는 장소’로 정하고, 목재와 회벽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전체적으 로

따뜻함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작가 김동유의 예술세계를

통해 미술관의 공간을 재해석함으로써 아트숍과 카페테리아가 휴식을 공유하는

장소를 넘어 작가의 예술세계를 사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

니다. 

판매품목

이용시간

할인

주소

Tel

엽서, 포스터, 문구류, 생활소품등

(3월 - 10월) 10:00 a.m. -  7:00 p.m. 
(11월 - 2월) 10:00 a.m. -  6:00 p.m. 
※수요일 9:00 p.m. 까지 | 매주월요일미술관휴관

이응노미술관멤버십회원 10% 할인 (도서 제외)

(35204)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 157 
157 Dunsandaero, Seogu, Daejeon 35204, Korea 

042-611-9822 

작가 김동유, 이응노를 그리다

이응노미술관 카페테리아 & 아트숍 인테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