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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Ph. D) / SO-I.MOON 대표 / 동신대학교 겸임교수(보석귀금속학과)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부회장 / 제 12
회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 / 저서, 주얼리디스플레이(석정원 공저) / 2013 한국브랜드 & 엔터테이먼

트 엑스포(KBEE), 영국, 런던 / 2012-2013 청와대 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 2010 G20 영부인을 위한 포멀 스타일 갈라 (영국) 

/ 2003-2005. 영국왕립미술대학(RCA) 미술학 석사졸업(런던)

문소이

Moon,
So I

황금시대의 귀환 (Retro to golden era)

35x37x17mm / 14k YG, Diamond, Amethyst / 2014

現) 골드뱅크 대표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광주 지부장 / Master Valuer 주얼리 가치 평가사 / 2013 청와대사랑채 ‘주

얼리 문화展’ 전시 / 2012 GOOD DESIGN 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 / 2011 WFDP 세계패션대상 포멀스타일 갈라

쇼 / 2010 G20영부인을 위한 Formal Style Gala(인도네시아) 선정 / 광주전남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심사위원 / 전남 기능경기

대회 심사위원(보석가공) / 서울디자인한마당 ‘Best of Best Jewelry Design’ 전시

김미란

KIM,
MI Ran

대문

35x37x0.5mm / 14k YG, Blue diamond, Jade / 2014

現) 공학박사(Ph.D) / 캐럿-투 대표 / (주)시스템 주얼리 디자인 연구소 대표이사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 2014  제1회 

코리아승마페스티벌 에뀌따전 LOVE HORSE 런칭전시 / 2012-2013 "청와대 사랑채 주얼리 문화展” 작품전시 / 2010 “제12회 대한민

국 디자인대상” 대한민국 산업포장훈장 수훈 / 2010 “G20 First Lady를 위한 Formal Style Gala” (이탈리아 영부인을 위한 주얼리) 작

품발표 / 2000-2013 (총14회) 우수산업디자인(GD) 선정 및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 1991-2014 SBS, KBS, MBC 드라마 및 아나운

서 장신구 제작 / 1989-2014 영국전시/프랑스루브르전시/미국뉴욕보석쇼/홍콩보석쇼/일본보석쇼/한국국제보석쇼/KJDA협회전 전시

박은숙

PaRK,
Eun SooK

한국의 아름다움 (Beauty of Korea)

42x31x10mm / 18K gold, Diamond, Ruby, saphaire / 2014

현)“ㅇ”름 art gem 디자인연구소 대표 / 주얼리 디자이너, 한국공예디자이너협회 국제초대전 30개국 문화교류전 ( KM Art Center 
Gallery) 2014 / 미국 초대개인전 (jewelers, VA,U,S,A) 2014 / 영국 한류상품전 참가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 2013 / 청와대 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참가 (2회) 2013. 2012 / G20 영부인을 위한 Formal Style Gala쇼 참가(프랑스 영부인을 위한 주얼리) 2010 / 대한민국 

미술대전 디자인부문 수상 및 전시 2010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수상 및 전시 2005 / 우수산업 디자인 상품선정 (Good Design) 

수상 및 전시 2004 / 한국공예대전 3회 수상 및 전시 2003. 2002. 2000

박양화

PaRK,
Yang Hwa

상모(Twirl)
35x37x47.5mm / 18K Gold, Diamond (W. B), Enamel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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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주)금부치아 귀금속제조업체 대표 / 現 대한민국 귀금속공예 명장 / 現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이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상품디자인 박사수료 /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장 역임 / 서울시 우수기업 ‘하이서울’ 선정 업체/ 2014 한국보석

디자인공모전 심사장 / 2013년 우수디자인(GD)디자인 상품 선정 / 2012년 우수디자인(GD)디자인 상품 선정 심사위원/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심사위원

오효근

oH,
HYo KEun

Korea Masterhand
25x25x3mm / 14k gold /2014

現) TRESOR　Jewelry Design 대표 / (주)AP Technologies 연구소 연구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 국가공인

보석감정사 / 개인전(7회) / 단체전(100여회) / 1994~2013 홍익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건국대학

교, 장안대학교 출강 / 1987~1994 (주)오리엔트시계 귀금속사업부 주얼리디자이너 / 198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

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애란

SEo,
aI Ran

한글II
40x45x7mm /14k White &Yellow Gold, Diamond /2014

유진주얼리 대표 / 한국귀금속디자인협회 부회장 / 2013-2014 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부문 심사의원 / 2013 Korea Design 

- Brand Expo 2013 in Louvre 프랑스 루브르 한국디자인엑스포 / 2012-2013 청와대 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 2012 GOOD 

DESIGN '중소기업청장상'수상 / 2011 WFDP 세계패션대장 포멀 스타일 갈라 / 2011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상 / 2010 G20 영

부인을 위한 포멀스타일갈라 / 2008 GIA 협회전 '한밤의 오페라'

이화영

LEE, 
Hwa Young

한국의 춤(나빌레라)

40x30x5mm / 18K gold, Black  and  White Diamond / 2014

現) YOON 조형연구소 대표 / 개인전 및 국제초대전 29회 / (뉴욕, 헝가리, 중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 / 2015광주유니버

시아드」명예홍보대사 / 전남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 성신금속조형회 회장 / 「전남공예협동조합」이사 / 광주·전남여성벤처협

회 이사 / (사)한국미술협회원 / 광양보건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윤경아

Yoon,
KYung a

음양의 태극

30x30x15mm / 18k gold.silver.Dia.ruby. Sapphire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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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RIMM GIOIELLI 대표/ 디자이너 / GIA G.G. / 1989 이화여대 동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졸업 / 2014 제13회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

전 금상 – 중소기업청장상 / 2013 제 9 회 국제귀금속장신구대전 특선 / 2013 GOOD DESIGN AWARDS / 2008 제 27회 대한민국 미

술대전 디자인 부문 특션 / 2008  제 7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금상(특허청장상) / 2005, 2001 일본 -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컨테스

트 4개부문 수상 / 2001  홍콩- 씨그니티 아시안 패싯 어워드 수상 / 2006~2014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전 전시

채림

CHaE,
RIM

단청 (丹靑)

30x40x25mm / 18k Yellow Gold, Amber, Coral, Jade, Seed Pearl / 2014

現) 수리트리 대표 /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이사 / Representative, Suri Tree Executive, Korea Jewelry Design Association / 

2014년 4월 ‘국제 주얼리 디자인’ 대상 수상 / 2014 ‘ 아시아 태평양 미술 대상전’ 미술문화상 수상 / 2014 ‘ 아시아 태평양 미술 대상전’ 

우수상 수상 / 2013 디자인&품질 관련 우수업체 선정 / 2012-2013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참여 / 2012 주얼리 산업부문 대한민

국 혁신 한국인 & Power Brand 선정 / 2011-2014 코엑스 주얼리페어 참여 / 2003 ‘쿨 주얼리’ 오픈

정순희

Joung,
Soon HEE

마주보고 귀기우려 소리내라

40x30x18mm / GOLD(75%), Diamond, Pearl / 2011

stamp c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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