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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도예의숲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시설

장애인 생산품이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 2조 2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복지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생산물을 뜻합니다.

천마도예의숲은?
작업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며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다양한 직업생활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고자 합니다.

천마도예의숲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기관 현황
• 기관명칭 : 천마도예의숲
• 소재지 : 부산서 서구 천해로 7번길 55-10
• 사업종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시설신고 : 1999년 7월
• 대표자 : 원장 황 소 인

채용 자격
•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출퇴근 가능자

채용 절차
• 훈련생 모집
• 초기 면접 선발테스트
• 신입훈련생 실습
• 훈련생 선정
• 신입훈련생 교육 및 수습
• 직업훈련계약서 체결

천마도예의숲 연혁
1988년 07월 천마재활원 제1 보호 작업장 준공 및 개원
1999년 07월
		
		

시설명칭 및 시설장 변경
시설명칭 - 천마보호작업장
시 설 장 - 황소인

2000년

보건복지부평가 ‘우수직업재활시설’ 선정

2003년 07월
		

보호 작업장 증축 및 준공
시설명칭 - 천마보호작업시설

2004년 10월

시설명칭변경 - 천마도예의 숲

2006년~

기장군 청소년 수련원 도예체험 진행

2008년 04월

보호 작업장 3관(가마실) 증축 및 준공

2010년 07월

보건복지부 인증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지정

2011년~

천마초등학교 평생교육원 진행

2012년~
		

수영구 청소년 동아리 “with clay” 진행,
수영구 청소년 문화존 도예체험 진행

2013년 05월

기관연계형 직업훈련 교육 협약식

2014년 05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등록(VMS)

2015년 10월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자동문,논슬립공사)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평가 “우수직업재활시설” 선정

2017년 06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

주요 사업 안내
보호고용 사업 도자기 제작, 단순하청 작업
직업지원서비스 사업 직업준비 및 직업수행적응 지원, 개인 사회생활적응지원,
작업능력향상 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도예체험 사업
외부자원개발사업 기관연계형직업재활사업 , 장애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

납품실적
납품처

품명

납품처

품명

국무총리실

감나무부부잔세트

부산서구보건소

도라지뚜껑머그잔

한국은행부산지점

도라지뚜껑머그 2P SET

부산광역시 시의회

감나무부부잔세트

부산광역시 남구청 평생교육원

허브엽찻잔

동명대학교 사회교육원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분청연꽃간편다기세트+차탁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동백부부잔 세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라지 2인머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백자연꽃3인다기세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분청연꽃간편다기세트+차탁

부산지방공단 spo1

백자연꽃5인다기세트

한강수력본부

야생화 엽찻잔 3P SET

에어부산(주)AIRBUSAN

도라지 부부잔 세트

포항해양경찰서

감나무 1인다기 + 차탁

한국거래소(KRX)

홍화1인 다기세트+차탁

서해지방해양경찰서

감나무 1인다기 2P SET

동해화력발전소

산딸기 찬기세트

부산동부경찰서

감나무1인다기

(주)한국중부발전

보라꽃시계

인제국유림관리소

홍화1인다기 2P SET

고리원자력발전소

도라지일인다기잔

영월국유림관리소

도라지 2인머그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딸기 부부잔 세트

제주 세관

도라지뚜껑머그세트

서천화력발전소

감나무부부잔

도라지 뚜껑머그 SET

부산 대학병원

산딸기 찬기세트

부산세무사회

감나무1인다기잔2P SET

울산 대학병원

감나무 1인다기 + 차탁

전북서부지방산림청

감나무 부부잔 세트

부산 의료원

산딸기샐러드볼 + 찬기 대

TBS(교통방송)

분청연꽃 5인다기 세트

부산 시청 건설본부

산딸기엽찻잔 2P SET

마사회(KRA)

도라지 뚜껑머그 세트

부산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송도 100주년 기념패

부산공동모금회

도라지뚜껑머그 2P SET

수상경력
수상연도

대회명

수상내용

2017

제12회 국제장애인도예공모전

입선

2015

제10회 서대문장애인도에공모전

입선

2013

제8회 서대문장애인도예 공모전

은상

2012

제7회 서대문장애인도예 공모전

특선

2010

제20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공예부문

입선

2010

제5회 서대문장애인도예공모전

특선

2007

제2회 서대문장애인도예공모전

동상

2007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공예부문 특선

2005

영남 정신지체인경진대회

목공부문 금상/도예부문 은상

2005

부산 장애인경기대회

도예부문 금상/은상

초충도 4인 머그

〔 잔 90×90 〕

노루귀 / 모란 / 꽃잔디 / 할미꽃
가격 : 48,000원 (구성 4p)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로써 화사한 꽃과 나비를 조각하여 표현한 초충
도 작품입니다. 다양한 구성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충도 2인 머그

초충도 2인 머그

〔 잔 90×90 〕

〔 잔 90×90 〕

노루귀 / 꽃잔디
가격 : 24,000원 (구성 2p)

할미꽃 / 모란
가격 : 24,000원 (구성 2p)

초충도(草蟲圖)
조선시대의 여류화가인 신사임당의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하여 그린 초충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분청사기의 노루귀꽃,모란꽃,꽃잔디,할미꽃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새겨저 고전미와 운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마 초충도(草蟲圖) 작품

허브엽찻잔

〔 잔 80×80 〕

가격 : 18,000원 (구성 3p)
로즈마리, 장미허브, 캐모마일 문양을 그린 작품이며
다용도로 사용할수있는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도라지 2인 머그

감나무 2인 머그

〔 잔 85×90 〕

〔 잔 85×90 〕

가격 : 12,000원 (구성 2p)

가격 : 17,000원 (구성 2p)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청초한 도라지꽃문양이
아름다움을 주며,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로써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산딸기 2인 머그

〔 잔 90×75 〕

가격 : 10,000원 (구성 2p)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으로
자연미를 담았으며, 파도를 닮은 너울 곡선이 화려함을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상품명

백자 산딸기 부부잔

박스 구성

가격

잔 2p
7,000X2=14,000
받침 2p

22,000원

4,000V2=8,000

잔 5p
〔 잔 90×75 / 받침 140×25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으로
자연미를 담았으며, 파도를 닮은 너울 곡선이 화려함을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7,000X5=35,000
받침

55,000원

5p
4,000X5=20,000

백자 도라지 부부잔
잔 2p
8,000X2=16,000
받침 2p
〔 잔 110×60 / 받침 150×25 〕

26,000원

5,000X2=10,000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청초한
도라지꽃문양이 아름다움을 주는
세련되고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분청 감나무 부부잔
잔 2p
9,000X2=18,000
받침 2p
〔 잔 110×60 / 받침 150×25 〕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로써 수려한 감나무 조각으로
멋스러움을 더한 작품입니다.

6,000X2=12,000

30,000원

상품명

박스 구성

가격

홍화 부부잔
잔 2p
9,000X2=18,000
받침 2p
〔 잔 110×60 / 받침 150×25 〕

30,000원

6,000X2=12,000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아룸다움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로써 화사한 홍화문양으로
멋스러움을 더한 작품입니다.

동백 부부잔
잔 2p
9000X2=18,000
받침 2p
〔 잔 95×75 / 받침 145×25 〕

30,000원

6,000X2=12,000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붉은
동백꽃으로 자연미릉 담았으며,
세련되고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도라지 다용도 필통

필통 1P
8,000×1P=8,000
〔 90×105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청초한 도라지꽃 문양으로
자연미를 담은 실용적인 제품으로
학교나 회사 관공서 등의 기념품으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8,000

상품명

박스 구성

백자 도라지 일인다기

잔1p - 8,000
망1p - 3,000

가격

13,000원

뚜껑1p - 2,000

잔 1p - 8,000
〔 잔 85×90 / 망 85×60 / 뚜껑 100×15 〕

망 1p - 3,000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청초한 도라지꽃문양이 아름다움을 주며,
잔,망,뚜껑으로 구성되어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뚜껑 1p - 2,000

분청 감나무 일인다기

16,000원

차탁 1p - 3,000

잔 1p - 10,000
망 1p - 3,000

15,000원

뚜껑 1p - 2,000

〔 잔 85×90 / 망 85×60 / 뚜껑 100×15 〕

잔 1p - 10,000
망 1p - 3,000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로써
잔,망,뚜껑으로 구성되어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홍화 일인다기

뚜껑 1p - 2,000

18,000원

차탁 1p - 3,000

잔 1p - 10,000
망 1p - 3,000

15,000원

뚜껑 1p - 2,000

〔 잔 85×90 / 망 85×60 / 뚜껑 100×15 〕

잔 1p - 10,000
망 1p - 3,000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로써
잔,망,뚜껑으로 구성되어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뚜껑 1p - 2,000
차탁 1p - 3,000

18,000원

상품명

백자 도라지 뚜껑머그

박스 구성

잔 1p - 8,500
뚜껑 1p - 1,500

가격

10,000원

잔 2p
〔 잔 85×105 / 뚜껑 95×15 〕

도라지꽃 그림이 은은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백자자기로
넉넉한 사이즈와 뚜껑과 받침 겸용으로
실용성을 높인 작품입니다.

백자 도라지 엽찻잔

8,500×2=17,000
뚜껑 2p

잔 3p
6,000×3=18,000

〔 잔 80×80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청초한 도라지꽃문양으로
자연미를 담았으며, 작고 아담한 크기와 가벼움으로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입니다.

백자 산딸기 엽찻잔

20,000원

1,500×2=3,000

18,000원

잔 5p
6,000×5=30,000

30,000원

잔 3p
6,000×3=18,000

18,000원

〔 잔 80×80 〕

잔 5p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으로 자연미를 담았으며, 작
고 아담한 크기와 가벼움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입니다.

6,000×5=30,000

30,000원

상품명

백자 산딸기 2인 반상기

〔 밥그릇 120×60 / 국그릇 145×60 / 찬기소 140×35 /
찬기 종지 100×30 / 잔 90×80 / 받침 140×15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이 돋보이는 식기로
밥그릇,국그릇,찬기,커피잔까지 실용적이고 깔끔한 상차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산딸기 찬기

박스 구성

가격

밥그릇 2p
9,000×2=18,000
국그릇 2p
10,000×2=20,000
찬기 小 3p
5,000×5=15,000
종지 2p
2,000×2=4,000
커피잔 2p
7,000×2=14,000
받침 2p
4,000×2=8,000

79,000원

산딸기 찬기 大 - 12,000
산딸기 찬기 中 - 7,000

24,000원

산딸기 찬기 小 - 5,000

〔 찬기大 190×40 찬기中 160×35 찬기小 140×35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이 돋보이는 찬기 시리즈로
다양한 크기별로 준비되어 있어 상차림이 훨씬 쉽고 깔끔해 집니다.

산딸기 찬기 中
5p - SET

35,000원

7,000X5

산딸기 주발세트
밥그릇 2p
9,000×2=18,000
국그릇 2p
〔 밥그릇 120×60 국그릇 145×60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이 돋보이는
밥그릇,국그릇으로 상차림을 멋스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000×2=20,000

38,000원

상품명

박스 구성

가격

산딸기 샐러드볼
산딸기 샐러드볼
SET - 2p

30,000원

15,000×2=30,000
〔 220×50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화사한 산딸기 문양이 돋보이는
샐러드 볼을 이용하면 손님상을, 더욱 멋스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청 연꽃다기

분청연꽃간편 SET
다관 1p - 25,000
다기잔 3p

40,000원

5,000×3=15,000

〔 5인 다관 180×90/ 숙우 130×80/ 잔 80×45 〕

전통미와 고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분청사기로써
수려한 연꽃 조각이 하나하나 정성껏 새겨져 고급스러움과 운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백자 연꽃 다기

〔 3인 다관 160×80 / 숙우 115×65 / 잔 80×45 〕
〔 5인 다관 200×90 / 숙우 130×80 / 잔 80×45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수려한 연꽃 봉우리 문양이 단아함과 세련미를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분청연꽃
5人용 다기 SET
다관 1p - 25,000
수구 1p - 15,000
다기잔 5p
5,000×5 = 25,000

65,000원

백자 연꽃 3人용 다기
다관 1p - 18,000
수구 1p - 10,000
다기잔 3p
4,000×3=12,000

40,000원

백자 연꽃 5人용 다기
다관 1p - 22,000
수구 1p - 13,000
다기잔 3p
4,000×5=20,000

55,000원

상품명

박스 구성

가격

나무좌대 1p
오동나무상자 1p
도자기기념패 1p
(전사비별도)

50,000원

나무좌대 1p
오동나무상자 1p
도자기기념패 1p
(전사비별도)

70,000원

나무좌대 1p
오동나무상자 1p
도자기기념패 1p
(전사비별도)

30,000원

분청모란기념패

( 220X220 )

전통미를 느낄수 있는 분청사기로써 수려한 모란 조각을 정성껏
새겨져 고급스러움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기념패입니다.

분청인화기념패

( 280X280 )

전통미를 느낄수 있는 분청사기로써 인화문이 정성껏 새겨져
고급스러움과 운치를 느낄수 있는 기념패 입니다.

칼라사진기념패

( 245X245 )

단아한 고백자 바탕에 희망하는 칼라 사진을 바탕으로 기념문구를
넣을 수 있어 그 의미가 배가 되는 칼라 사진 기념패입니다.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천마도예의숲에서는 외부사업체로부터 하청작업을 받아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하고 간단한 반복작업이 가능하므로 하청작업을 맡길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작업 : 포장 / 단순조립(단순작업)
- 문의 : 천마도예의숲 ☎ 051)246-4084

도예체험신청 받습니다.
-흙과 마음껏 친해 질 수 있는 시간!
예쁜 머그컵도 만들어 보고 , 빙글 빙글 물레체험도 즐겨봐요

기업체 워크샵,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단체도예체험이
가능합니다.
도예체험비 : 1인당 12,000원 / 출장도예체험비 : 1인당 15,000원
도예체험 소요 시간 : 2시간
내용

세부 내용

일일도예 체험활동

과자접시만들기, 컵만들기, 빙글빙글 물레체험,채색체험,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장기도예 체험활동

정원10-15명,1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다양한 도자기
제작을 즐길수 있습니다.

www.chunmavrc.com

개인 및 단체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나 CMS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후원이 아니더라도 성금이나 물품도 커다란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11-9357-00 (예금주 : 천마도예의 숲)

www.chunmavrc.com
후원금 전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마도예의숲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시설
부산시 서구 천해로 7번길 55-10 천마도예의숲

Tel : (051) 246-4084

Fax : (051) 245-4084

www.chunmavr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