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예품은 쓰임새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야 제 가치를 지닙니다. 저희 제크래프트의 

은 제품은 쓰임에 멋이 더해진 전통문화의 가치에 현대적 기능이 더해진 최상의 

작품입니다.

좋은 쓰임을 위한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 25년. 아끼지 않고 

만들고, 사용하고, 느껴보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며 용도에 맞는 완벽한 틀을

위해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경험은 제크래프트만의 자산입니다.

25년 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齊)크래프의 비결은 모든 

디자인의 기준을 우리나라 전통의 미를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연미와 서정적인 한국 미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평범한 상차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한국 전통’의 테두리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금, 은 등의 금속 소재와 보석, 전통 매듭, 혹은 일부 오죽(烏竹)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기능성을 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齊)크래프트의 가장 대표 소재인 은(Silver)은 살균력과 향균력이 뛰어나 

안좋은 기운을 흡수해 재료 본질의 순수함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 

그대로를 담는 그릇’입니다. 건강과 삶의 본질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활기와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항상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25년간의 최상 그 이상의 공예품으로 사랑받아온 경험을 통해 은공예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옻칠, 매듭, 전통보석과의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齊)크래프트만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능과 아름다움. 그 최상의 가치 - 제(齊)크래프트











































































금속공예 작가

최인숙
최로마나

해외전시

독일 Mindelheim Museum“한국장신구전”초대전
일본 고베루브르갤러리 초대전
프랑스 국제페스티벌 한국관 초대전
한중일 금속공예작가 포럼초대 Metal art exhibition&seminar
- (Q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Young Art Taipei - Contemporary Hotel Art Fair (Sunworld Dynasly Hotel)

국내전시

가나아트 갤러리 초대전“크래프트 페스티벌 - 결혼전”
 “꽃 - 섬유와 장신구전”
 “열림 - 개안개심(開眼開心)전”
갤러리 HAND&MIND 장신구 초대전“꽃맞이”
전통 한복장신구전“옛 기억속으로”최로마나 개인전
갤러리 율 개관 초대전
크래프트하우스(전 갤러리소연) 초대전“옛 멋과 어우러진 혼례전”
목남갤러리 개인전“봄의 죽향 속으로”
아우디 AM Motors갤러리“7인의 사랑 - 나눔전”
갤러리샤뽀 초대전“늦가을의 스캔들”
 “Absolutes Good! 혼례전”
 “Gallery Chapeaux 기프트전”
 “시향(時香)전”
LVS.CRAFT“최인숙 브로치전”
민예사랑 갤러리“최인숙 브로치전”
다미안갤러리“이야기 보따리전”
정부조달 우수디자인 기획전 (서울 조달청)
SAC 참가 (COEX)
TEAWORLD FESTIVAL 참가 (COEX)
SOFA 서울 오픈 아트페어 참가 (COEX)
서울 기프트쇼 참가 (COEX)



패션쇼 및 기타활동

한복/기모노 패션쇼“여미는 옷과 푸는 옷”
서울 프라자호텔“결혼전”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 자선 한복쇼”(인터콘티넨탈호텔)
 “소아암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 자선 한복쇼” (인터콘티넨탈호텔)
제 5회 녹원회 사랑의 자선 패션쇼 (하얏트호텔)
제 1회 미시즈 월드 코리아 장신구 제작 (리버스호텔)
국립무용단“그 새벽의 땅”장신구 제작 (국립극장 대극장)
문화관광부 한국 관광상품 제작
KBS 한국 복식도감 장신구 제작
대통령 내외분 한복장신구 제작
한일월드컵 일본황실 선물 제작 (가나아트 의뢰)
김정일 국방위원장 은보석함 선물 제작 (시오리엔터테이먼트 의뢰)
롯데 에비뉴엘 명품관선정 Super Limited Edition 은기 목단문 제기세트
롯데 30주년 기념“소의 해 경품 - 황금소”제작

방송장신구 디자인 및 제작 (TV,영화)

KBS
<천명>,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대왕세종>,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장희빈>, <황진이>, <대조영>

SBS
<제중원>, <바람의 화원>, <여인천하>, <대망>

MBC
<다모>, <주몽>, <궁>, <인어아가씨>

JTBC / tvN
<궁중 잔혹사 - 꽃들의 전쟁>, <삼총사>

아리랑TV 
<국악 프로그램 진행자 박칼린 한복 장신구>, 
<Arts Avenue‘쓰임과 꾸밈의 조화, 전통 장신구’편>

영화
<사도> (2015), <봉이 김선달> (2015), <불꽃처럼 나비처럼> (2009)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