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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화공간  

‘논밭예술학교’ 
www. 논밭예술학교.kr 

친환경·유기농가게  

‘농부로부터’ 
www.fromfarmers.co.kr 

핸드메이드 체험공방 

‘작가공방일하자’ 
www. ilhaza.kr 

생태가게 

‘지렁이다’ 



 Manpower 

㈜ 쌈지농부 창업주 
 

- 현 (주)쌈지농부 고문 
- 환경부 우수도서 ‘농부로부터 (궁리)’ 저자 
- 전 (주) 쌈지농부 대표이사 
- 전 (주) 쌈지 대표이사  
- 전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이사 
- 전 한국패션협회 이사 

 

<주요강연> 
 

- 서울시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초청강연 / 에코라이프 

- 농협중앙회 / 농업박물관 초청강연 / 농사가 예술입니다. 

- 서울시 / 서울농업박람회 2012 - 시티팜토킹콘서트 / 농사가 예술이다 

- 농업기술센터 강연 (충주, 화순) / 농사가 예술이다  

- CBS / 세상을 바꾸는 15분’ - 생긴대로 

- 녹색연합 / 그린컨퍼런스 ‘전환의 상상력’, / 농사가 예술이다 

- NHN (네이버) / NHN NEXT 특별강연 / 농사가 예술입니다.  

- 희망제작소 / 1004클럽 초청강연 / 마을이 희망이다 

- 농촌진흥청 / 초청강연 / 농사가 예술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 EVOLUTION FOR REVOLUTION / 농사가 예술이다  

- 희망제작소 / 창조적인 예술농사의 현장을 가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 초청) / 쌈지농부 천호균 대표의 기발한 농사 이야기 

-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연말포럼 / 농사 예술 

- 서울시 / 건국 60주년 기념강연, 세종문화회관 / 미래와 만나다 

천호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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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power 

아트디렉터 : 이진경  

- 1967년 서울 출생. 1991년 덕성여대 서양학과를 졸업.  

 KIAF, CoCa, In the Loop, 금호미술관, 관훈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도쿄 현대미술

관, 예술의 전당, 성곡미술관, 미술회관 등에서 여러 번의 단체전을 가졌다. 2002년부터는 쌈

지길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며 쌈지길의 심볼과 공간 디자인은 물론 서체까지 개발. 한국적이

고 예술적인 쌈지길 이미지를 기획하고 완성하였다. 

대표이사 / 아트디렉터 : 천재용  

- 1977년 서울 출생. 1999년 뉴욕 School Of Visual Art 졸업.  

 ㈜쌈지 아트마케팅을 총괄 지휘. 특히, 매장 공간을 통해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과 교류하며 다

양한 예술적 감성을 표현했다. 현재는 ㈜쌈지농부의 대표이사이자 아트디렉터로 경영과 예술, 

그리고 농부와 농사, 친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활동한다. 헤이리예술마을의 지렁이다, 논밭예술

학교, 농부로부터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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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발주처 

서울농부의시장 – 직거래장터  서울농부의시장 기획, 운영 2012/6 ~ 11 서울시 

노들텃밭 아트컨설팅  노들텃밭 B.I 개발 및 경관 조성 2012/5 서울시 

경주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  디자인기획, 실행 2011/4~11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종합보고회 2011  기획, 무대 및 전시물 제작, 2011/12/19~12/23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사업, 굳지않은떡   브랜드 네이밍, B.I 디자인. 디자인 개발 2011/8/3~2011/10.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물도 관광지원사업 
 대물도 당금마을, 대항마을 인포메이션 센터  
디자인컨설팅 및 리모델링 

2011/12~2012/5 (사)문화다움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농가맛집)  브랜드 이미지 개발 2009/11/2~12/1 농촌진흥청 

서울 명동 농촌 여성 창업제품 홍보관 
 홍보관 네이밍, B.I 디자인, 공간 디자인,  
 운영 대행 

2009/12/17~12/27 (사)생활개선중앙회 

충북 시골아줌마 손맛솜씨  책자 컨텐츠, 디자인, 제작 2009/12/18~2010/2/2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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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evements.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농가맛집) 

서울 명동 농촌 여성 창업제품 홍보관, ‘지렁이다’ 운영 

충북 시골아줌마 손맛솜씨 / 충북농업기술원 

우리는 어린농부 예술가 / 경기문화재단 

전통 한정과 ‘사이좋게’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8 



  Achievements. 

2012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의 해 :  

광화문농사로 

노들텃밭 

세종문화회관 야외전시 
 ‘이제는 농사다’ 

2012’서울농부의시장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아래 사업 
들에 아트/디자인 컨설팅, 정책 자문 및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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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텃밭 



 /  Exhibition 

2012 서울농부의시장 

서울농부의시장, '맛있게 먹겠습니다' 는 서울 및 인근의 도시농부와 지역의 친환경 농부
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술가,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장터이자 축제입니다.                      주최: 서울시 / 주관: 쌈지농부,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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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hibition 

2102 쌈지사운드페스티벌 

 국내 최장수 음악 축제인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맛있게 먹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친환경 문화 축제로 거듭났다. 작년 남양주 세계유기농대회에서 펼쳐진 13
회의 슬로건이 '농부로부터'임을 감안하면, 자연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키워내 결실을 맺
는 농사 안에서 예술적 가치를 찾아내려한다.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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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hibition 

쌈지농부 장터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하늘광장에서 펼쳐진 농부장터. 
예술마을의 농부장터로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친환경워크샵, 재활용나눔)을 함께  
진행하고 풍성한 문화 공연과 병행함.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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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hibition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 

쌈지농부관 :  ‘시장’을 모티브로 예술작품과 농산물 그리고 쌈지농부의 문화상품을 
함께 전시하며, 작품이 시장에 있거나 농산물이 갤러리에 있는듯한 모습을 연출하여  
‘농사는 예술이다’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대적 미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농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사함. 

2008.10 

13 



핵심 인적자원 

아트디렉터: 이진경, 천재
용 

㈜ 쌈지농부 창업주 
 
- 현 (주)쌈지농부 고문 
- 환경부 우수도서 ‘농부로부터 (궁리)’ 저자 
- 전 (주) 쌈지농부 대표이사 
- 전 (주) 쌈지 대표이사  
- 전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이사 
- 전 한국패션협회 이사 

 

이진경 - 1967년 서울 출생. 1991년 덕성여대 서양학과를 졸업.  

 KIAF, CoCa, In the Loop, 금호미술관, 관훈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도쿄 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성곡미술관, 미술회관 등에서 여러 번의 단체전을 가졌다. 2002년부터는 쌈지길의 아

트디렉터로 활동하며 쌈지길의 심볼과 공간 디자인은 물론 서체까지 개발.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쌈

지길 이미지를 기획하고 완성하였다. 

천재용 - 1977년 서울 출생. 1999년 뉴욕 School Of Visual Art 졸업.  

 ㈜쌈지 아트마케팅을 총괄 지휘. 특히, 매장 공간을 통해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예

술적 감성을 표현했다. 현재는 ㈜쌈지농부의 대표이사이자 아트디렉터로 경영과 예술, 그리고 농부와 

농사, 친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활동한다. 헤이리예술마을의 지렁이다, 논밭예술학교, 농부로부터의 이

미지를 완성하였다.  

<주요강연> 
 
- 창조적인 예술농사의 현장을 가다, 희망제작소(박원순 상임이사 
초청)  
  쌈지농부 천호균 대표의 기발한 농사 이야기 
- ‘세상을 바꾸는 15분’, CBS - 생긴대로 
-그린컨퍼런스 ‘전환의 상상력’, 녹색연합 - 농사가 예술이다  
- 초청강연, 농촌진흥청 - 농사가 예술이다 
- EVOLUTION FOR REVOLUTION, TEDxEHWA - 농사가 예술
이다  
- 연말포럼,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농사 예술 
- 건국 60주년 기념강연, 세종문화회관 - 미래와 만나다 

창업주: 천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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