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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5개 총 27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청호당 (박계수) 조회수641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다수 입선한 제품임

모필 - 3본세트

2014-04-16

송죽필방 (안석순) 조회수609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다수 입선한 제품임

모필 - 특대장봉

2014-04-16

송죽필방 (안석순) 조회수41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다수 입선한 제품임

모필 - 대장봉

2014-04-16

충주산방 조회수64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순수한 황토흙과 천연유약을 사용해 제조함으로써 그릇표면에서 적

당한 온도와 공기가 통풍..

도자기 - 황토 5인 다기세트 1호

2014-04-16

충주산방 조회수512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순수한 황토흙과 천연유약을 사용해 제조함으로써 그릇표면에서 적

당한 온도와 공기가 통풍..

도자기 - 황토 5인 다기세트 2호

2014-04-16

충주산방 조회수542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순수한 황토흙과 천연유약을 사용해 제조함으로써 그릇표면에서 적

당한 온도와 공기가 통풍..

도자기 - 황토 밥공기 대접세트 2호

2014-04-16

충주산방 조회수971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순수한 황토흙과 천연유약을 사용해 제조함으로써 그릇표면에서 적

당한 온도와 공기가 통풍..

도자기 - 황토 1인 다기 부부세트 2호

2014-04-16

승전도예연구소 조회수513

전국에서 질 좋기로 유명한 하동점토와 광주점토를 사용하고 있다.

도자기 - 야생화분(소분)

2014-04-16

승전도예연구소 조회수588

전국에서 질 좋기로 유명한 하동점토와 광주점토를 사용하고 있다.

도자기 - 야생화분(중분)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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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도예연구소 조회수538

전국에서 질 좋기로 유명한 하동점토와 광주점토를 사용하고 있다

도자기 - 야생화분(대분)

2014-04-16

승전도예연구소 조회수508

전국에서 질 좋기로 유명한 하동점토와 광주점토를 사용하고 있다.

도자기 - 야생화분(특대분)

2014-04-16

지석요업 조회수464

전통적인 상감기법으로 제작하며 남도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유약 등)를 사용한다.

도자기 - 버들문 청자매병

2014-04-16

지석요업 조회수535

전통적인 상감기법으로 제작하며 남도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유약 등)를 사용한다.

도자기 - 흑유 항아리

2014-04-16

지석요업 조회수471

전통적인 상감기법으로 제작하며 남도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유약 등)를 사용한다.

도자기 - 백자철재 항아리

2014-04-16

지석요업 조회수574

전통적인 상감기법으로 제작하며 남도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유약 등)를 사용한다.

도자기 - 다기세트(5조)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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