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ST LINE-UP

2kz

<INNER PIECE> , <illust book>, 엽서, A4포스터, 패브릭 포스터외 기타.

A°(dorothy)

손글씨, 핸드커팅으로 제작된 아트북, 포스터 액자, 뱃지, 거울, 스템프

A°(so)

<랄라라>, <좋아요> 외 아트북 4종, 캘린더, 스티커, 스템프 등

Another place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시계추 외 다수, 천 포스터, 엽서 등

cucurrucucu

<stone 돌> <berlin 베를린> <flower 꽃> 돌배지, 포스터 등

DDOLMIHOUSE

일러스트북, 포스터, 엽서, 스티커 등

Fingerlan.D(googu/captainsol) 머_무르다, 엽서. 떡메모지. 스티커. 버킷리스트. 도자기
BAMHEE

기억잡기, 달의정원, 소녀와 강아지 엽서

KURUMI

포스터, 엽서세트, 그리고 캐리커처

limil

Crackle Crackers, 별세계 서곡, Raising Dream 외 포스터, 엽서, 스티커, 카드

옥님의 달

콩심기, 복호박, 보리, 잡곡밥

On paper (지은아)

옛날 어린이, 포스터북, 그림원화, 엽서

On paper (민들레)

꿈속에서, 너와나의 ㄱㄴㄷ, Dark room

On paper (이사람)

<무제>, <--->, 스티커

ON/OFF
(dalo, sujan, eomju, heehee)

그림책, 엽서, 포스터, 패브릭 <ON/OFF>

OOO

도트 기반의 포스터, 스티커 등 지류 굿즈

pangtoopool

할머니의 산책, 끄적거린 일기 한번 보시겠어요?, 굿즈, 캐리커처

parismoon

With my trip

philic (필릭)

독립잡지 philic, 엽서, 마스킹테이프, 스티커

PIOONG STUDIO

리소인쇄 Zine,그림책,엽서,포스터

pits

<보통의 우주여행자>, <F>, 리소프린트 엽서, 포스터, 스티커 등

plan earth

tree have feelings, 그림엽서, 포스터

The Kooh

괴초록, 잃어버린 조선의 부적들, 백수의 권
무엇보다 책방 & 머쓰앤마쓰 드로잉 에세이 , 있어서 없어서 ,엽서, 화투 등
UYADA STUDIO(우야다 스튜디오) <어쩌면 황금기> 팝업북, 우야다 할매 할배 엽서, 스티커 팩 등
오미연

<주인공 없는 각본>,<슬립>,<시대여행-포스터>

공가희

<어떤, 여행>, <My Travels>, <어떤, 시집>, 시, 엽서, 피크닉 매트

그노

너와 함께한 시간, guno, 일러스트 엽서, 스티커 시리즈, 떡메모지, 양모펠트 인형

그림그리는mk

<아이 엠 그라운드>, 엽서, 스티커, 자기소개 드로잉(무료 인물 드로잉)

윰토끼

<나만 창피한 거 아니죠?> , 주머니 파우치, 스티커

킴버튼

나는 비록 회색도시의 좀비일 뿐이지만, 엽서, 스티커

긍정연

맞아요, 그 올리브, 스티커, 수제노트 등

김도이

<나무에게>, <자기성실성 연구소>, 그래픽 노블

김유체

공무원의 시작 <망나니의 난>

김쟌

엽서, 포스터, 스티커 등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아트상품

김정인

나를 앓던 계절들, 스티커 등

채샘

<도박중독자, 나의 오빠>, 투명 포토카드

남수

우리는 이제 친구도 될 수 없을 거야, 케이크의 기록, 시선의 끝 엽서북

늘오늘

<이미지세탁>, <주책>

시육

<시육1, 2 >, 포스터, 엽서, chakhanchuck 티셔츠, 캐리커처

다소프로젝트

매일의 메일, 초단편소설 4편

다이스타

결혼 따윈 등

디자인 이음

청춘문고, 이음문고, 휴먼 매거진 bear 등

똔또

TOKYO CUP, 계란책, 엽서, 에코백 등

위브어랏

cat marches club,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포스터, 7 steps knitting

라잇요라이프
리리파크

월간책장 스티커, 메모지,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폰 케이스, 그립톡
<주민 센터 요가, 우리결혼의 방법>, 키링, 브로치 등, 캐리커처
unnatural(포스터 사진 매거진)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포스터, 키링

말앤북스

큐레이션 도서 및 문구류

몽땅연필

제 3언어, 신문, 엽서, 포스터,

문보우

<pinksnowman: 분홍털보의 사랑이야기>, 엽서, 에코백, 꼴라쥬 초상화 워크숍

뭔가

상념지 <뭔가>, <몇 번의 출근이 남았을까>, 동명이인 인터뷰집, 굿즈

미래책방

다양한 삶의 시도나 시각이 담긴 독립, 기성 출판물의 책과 굿즈

민물

<와유, planet cam> , <요괴록, name card holder>, <Pages?>, <0.00002>

바앙

포스터, 엽서, 스티커 팩, 유리잔

박지연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베어 허그>, 그림엽서, 안아주는 곰 그리기

별일있지

<잔이 비었는데요>, 캘리그라피 엽서 (도서 구매 시 무료 증정)

보라차

<누가 뭐래도 술이 너무 좋아>, 엽서와 스티커

북극서점

슬로보트 1집 섬광, 큐레이션 도서, 해외 아트북, 굿즈 등

북앤드로잉

<세상을 바라본 여행드로잉> <11번째 방콕> <1년의 책방>, 에코백 등

브로코리숲

Elephant, 엽서, 스티커, 메모지, 패브릭인형, 패브릭포스터

비생산편집부

<비생산 창간호 : 일>, 마스킹테이프, 메모지 세트, 패브릭포스터 등

빠니르마담(lala.b)

인도음식 같이 드실래요? 인도 손수건, 노트 동물 드로잉 작업물

살롱드북

주인장이 선정한 테마도서 '블라인드북'

살리다x스페인책방

스페인필름 시리즈, 행여혼신, 사진엽서, 책갈피

램(lamb)

삼각구도(이지현/이보람/류미현) <이것은 유럽 여행책이 아닙니다> , 굿즈 '소주잔'
새벽고양이

프로젝트 메이지 10종, 나는 눈탱이로소이다, 어른의 혼잣말, 시편지 등

서점안착+호미사진관

독립출판물, 엽서, 포스터, 스티커 등 굿즈, 사진촬영(포켓인화)

서정하

독립출판물_2cut, 실크스크린 굿즈, 포스터 및 엽서

서지희

<Wer ist Berliner?>, in der U-bahn, 아시아 식당, Biermann, 굿즈 등

소우주

몽상집, How to make my universe, 포스터, 엽서, 스티커, 일러스트 키링.

소일 프로젝트

요가를 주제로 한 스티커, 엽서, 마스킹테이프, 패브릭포스터, 소책자

송호

31세 송은혜, 패브릭 포스터, 월간 송호 1호, 2호,3호 , 그래픽 노블 2n18

심심스튜디오

<심심X앙꼬>, <앙꼬, 자?><여름의 그림자>, <가을의 그림자>, 굿즈

스튜디오 티끌

이 나이에 이럴 줄은, 매일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 죄송한 초상화, 십이간지 엽서 등

스펙타클워크

<서울보다 멀고 제주보다 가까운 인천의 카페들>,
<서울보다 멀고 제주보다 가까운 인천의 창작자들>, 굿즈 등

시 뱉는 아이

초코는 내 고향, 포스터, 엽서, 마스킹테이프

시와

제주도는 가고 싶고, 운전은 못 하고, 탐라일기, 핸드 바인딩 공책 등

신조원

<나는 이 지도에서 어디쯤 있나요?>

아드헤

82.7, 엽서학개론, 엽서 : 사랑의 순간

아래

still here, SUMMERY, 리소프린팅 엽서 3종, 실크스크린 엽서 2종, 포스터

아로새김

<말하지 못한 건, 들어주지 않아서>, 책갈피, 유리컵, 떡메모지 외

아스터로이드북

달그락 마을의 군밤소동, 바람개비 문, 핸드메이드 손뜨개 인형 등

아파트먼트

<사과를 깎는 방식> <Bread and Butter>, 키링, 스티커, 아트 포스터

아바

<책가도>, <수호신도감>, <할로윈>, <마약토끼>, 리소 프린팅, 굿즈 등.

야옹서가

<고양이를 찍다>, <고양이 순살탱>,<고양이, 내 삶의 마법>, 키링 등

에디시옹 장물랭

르 데생, 새내기 유령, 하루의 설계도, 달과 경찰

에이치h

방에서콕! 치앙마이 , less but enough, everyday caterday, 굿즈 등

엠프티폴더스

아카이브북, 도감, 가이드북 등 독립출판, 월간서가 큐레이션북(DIY 키트)

엥기

지붕 위 삐롱커피1 ,2, 리소 포스터, 스티커

열매하나

<이파브르의 탐구생활> <안녕, 동백숲 작은 집> <나를 지켜준 편지> 등

영향력/밤의출항

영향력 12호 및 과월호, <우리는 우리가 읽는 만큼 기억될 것이다> 등

오,하루

버섯소녀, 삼색가게 ,시절그림, 농부와 댕댕이 굿즈, 고양이 시간 엽서 등

오하이오

오하이오 일러스트 엽서, 스티커, 포스터

우리나비

7층,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 가족의 초상, 시간을 지키다 등

우세계

일상의 살인, 유감의 책방, 캐서린666 등

운이운아

왕관의 비밀, 엽서, 떡메모지, 북마크, 스티커

젬마

스페인여행 이미지북 The pieces of memory, 필름사진엽서, 에코백, 파우치 등

호와

그림책 '계절상점', 엽서, 스티커, 핀 버튼

유야

<유언으로 나마, 유언으로 남아>, <가장 오래된 기억을 말해주면 돼요> 등

유희정

<그깟 뿌리염색을 하지 않아도>

윤에디션

<엄마의 선물>, <빛을 비추면>, <친구에게> , 손거울, 머그컵, 2020 달력

이런모임

우리 예쁜 강물아!, 사막에 누워 별을 봐야지, 치앙마이 그림일기, 굿즈 등

이모양

<싫은소리>, <말대꾸 연습장>, 마스킹테이프, 스티커, 캐리커처 등

이상예

weightless drawings

이삼공피

그림책, 아트포스터(종이&천), 엽서

이소

손바닥 드로잉 진

이혜진(김민아)

The little my cats, lee hyejin, YeNew, kim mina , 카드, 엽서 등

장채영

아일랜드 유학생 27인 인터뷰집 <지금 여기, 더블린 사람들처럼>

읽앍

<새싹들이다> <감사합니다 조던>, <세상만사 그런대로>, <어느 장단에 춤을..?>

정재은

장난감 같은 우울증 에세이 <정재은 셋>, 약봉투 메모 등

조현진

식물문답, 엽서, 포스터, 떡메모지 등

질문서점 인공위성

블라인드 북, 질문엽서, 질문이 공전하는 시간 : 질문테이프, 책갈피

책방 사춘기(다랑)

그림책, 천 포스터 등 소량 굿즈

최은경

<A1;one>, 팀얼론, <맥주를 마셔도 사람이 죽지 않는 소설>, 맥주 코스터 등

최솔

오헬렌&최솔 앨범 OH

출판정언

그래픽 노블 <부드러운 뿔>, <증기> 스티커와 금형 뱃지, 그림책 제작 이벤트

카우진

유리컵, 에코백, 파우치, 티셔츠, 마스킹테이프

커넥티드 북스토어

청계당, 큐레이션 북 등

코피루왁

저 청소일 하는데요? , 분리배출카드, 나만의 쏘울푸드 , With my friend

콘그레이(CONEGREY)

<오-디너리 라이프>, <조립식 요리>, <포토부스> 등

클래색책방

실수 오답노트, 여행하다 만난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들

토시기(최경식)

매일그림매일일기, 우리가 슬쩍 본 도시 포틀랜드 시애틀 등

통통배

<돌잡이 때 내가 잡은 건 연필이 아니었는데> <일반일 출입금지>

파라그래프

작은 책과 제작 노트 그리고 제주 관련 상품들

프루스트의 서재

시모임을 통해 만든 수제본 문집 <시들시들> 및 독립출판물

하영

산책의 순간들, 걷는 마음, 엽서와 스티커

한아

섬을 위한 여행, 일러스트 및 사진엽서, 재생소재 제품

한타스

2호<흔들리고 있어>, 3호<그래서 그랬고 그랬어>, 4호<혼잣말이 웅성웅성>

현단

<MORT>, <별들이 춤을 추고, 밤이 창문을 범람할 때>, 엽서, 무지공책 등

한별(한솔X은별)

흐르는 물결을 가만히 안았다, transparent, 마음귀, 반지 만들기 등

홍지혜

L부인과의 인터뷰, 작은 플립북 제작예정, 포스터, 엽서, 뱃지 등

훈빛

지극히 개인적인 20대, 애착하는 제주, 엽서와 포스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