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8회 전국찻사발 공모대전 심사 결과

제18회 전국찻사발 공모대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찻사발축제의 기획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제17회 전국찻사발 공모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1. 심사위원

2. 제18회 전국찻사발 공모대전 수상작 : 총 68점

성명 소속 비고
박종훈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안홍관 김해도예협회 이사장

이학천 대한민국 도예명장

김영길 부산시 무형문화재

상명 접수번호 주소
대상 214 대구광역시 동구
금상 246 대구광역시 중구
은상 308 경북 문경시
동상 219 경북 경주시
동상 224 충북 보령시

장려상 217 경북 문경시
장려상 25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려상 273 경남 밀양시
장려상 3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려상 316 경북 문경시
특선 207 경북 문경시
특선 267 대구광역시 달성군
특선 298 경기도 이천시
특선 320 경북 성주군
특선 325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선 33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선 200 광주광역시 북구
입선 201 경기도 이천시
입선 202 경기도 이천시
입선 204 경남 양산시
입선 205 경남 양산시
입선 2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선 225 경기도 용인시
입선 228 경북 상주시
입선 230 경북 상주시
입선 231 경북 김천시
입선 232 경북 김천시
입선 234 경북 김천시
입선 235 경북 김천시



※상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금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향후일정
  - 시상일자 : 미정(추후 통보예정)
  - 전시 및 도록제작 : 미정(추후 통보예정)

4. 문의 : 문경도자기협동조합(054-572-5253)

입선 2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선 23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선 2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선 243 전북 남원시
입선 245 전북 남원시
입선 249 전남 순천시
입선 257 경기도 이천시
입선 258 경기도 이천시
입선 259 경남 창녕군
입선 26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선 26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선 26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선 26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선 269 경남 밀양시
입선 270 경남 밀양시
입선 271 경남 밀양시
입선 276 경북 구미시
입선 279 경남 양산시
입선 2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입선 285 전남 곡성군
입선 286 광주광역시 동구
입선 291 경기도 군포시
입선 29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선 297 경남 김해시
입선 299 경기도 고양시
입선 310 제주특별자치도
입선 311 경남 김해시
입선 314 경북 문경시
입선 318 전남 담양군
입선 319 광주광역시 서구
입선 322 경남 창녕군
입선 323 경남 창녕군
입선 32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입선 326 경북 경주시
입선 327 경남 김해시
입선 330 충남 서산시
입선 331 충남 서산시
입선 333 경남 김해시
입선 335 부산광역시 금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