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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가만드는추억의값어치, ‘이근규주얼리’

한국귀금속기술경기대회 대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
세계장애인기능올림픽 금메달.

주얼리업계에서 권위 있는 모
든 대회의 최고 상 타이틀을 가
지고 있는 이가 있다. ‘이근규
주얼리’의 이근규 대표이다. 이
외에도 이근규 대표는 국내 여
러 기술대회 및 공모전에서 10
여개의 상을 수상했다.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고집하는
이근규 대표는“내가 만든 작품

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본인의 이름으로 브랜
드 명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이근규 대표는 각오대로 디자
인부터 제작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주얼리를 만
들어 낸다.

““주주얼얼리리는는 단단순순한한 계계산산적적인인
가가치치를를 넘넘어어서서 한한 사사람람의의 추추
억억을을 선선물물하하는는 것것입입니니다다..””

이근규 대표는 본인은 주문제
작 형식의 작업을 주로 한다며

누군가에겐 한 낱 유리조각일
지라도 어떤 이에겐 소중한 추
억의 보물일 수 있기에 그 추억
의 값어치를 최대한 존중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다고 말했다.

제품 완성도에 대한 욕심 때문
인지 이근규 대표는 30여 년간
귀금속 세공을 해왔음에도 다
양한 금속과 표현기법을 연구
하기 위해 늦깎이 만학도로 부
산대 일반대학원 조형학과 금
속전공을 수료했다. 

현재 대학원에서의 배움을 토
대로 주전자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하동에 있는 쌍계명차 본점에
입점하고 있다.
이근규 대표는 개인 기술을 넘
어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연마한 기술
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자 노
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주주얼얼리리를를 판판매매하하는는 것것은은 참참
행행복복한한 일일입입니니다다.. 주주얼얼리리는는
가가족족,, 연연인인,, 부부부부 또또는는 자자기기

자자신신에에게게 선선물물할할 수수 있있는는 아아
주주 좋좋은은 품품목목이이며며 ((그그것것을을
받받아아든든)) 고고객객들들의의 행행복복한한 표표
정정을을 보보면면 저저 역역시시도도 행행복복해해
집집니니다다..””

이근규 대표는 고객과 함께 상
의해 만들어가는 주얼리이기에
행복감이 더 크다고 말한다. 1
년 전 고객 한 분이 다시 찾아
와‘여기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라는 말을 했다며 당시 이야기
를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억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고자 하는, 선
물하는 이들의 행복을 항상 빌
어주는 이근규 대표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을 완성도로써
보여주고자 한다.

‘이근규주얼리’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132-2에 위치
해 있으며 블로그(https://blog
.naver.com/lgg3041)를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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