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금속경제신문』 38국내뉴스2019년 4월 15일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서애란)가‘2019 (사)한
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
展(이하 협회 회원전)’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한
다.

올해 26회째 개최되는 협회 회
원전은 대한민국‘보석 산업의
메카’인‘익산 보석박물관’의
초청전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의 주제“Re-Born”은
‘재탄생’, ‘다시 태어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보
석의 재탄생’이라는 의미도 내
포하고 있다. 

전시 관계자는“‘Re-Born’이라
는 공통된 주제를 토대로 귀금
속이라는 주재료와 다양한 보
석을 사용하여 창의성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54명의 디자
이너들이 또 다른 보석의 재탄

생에 의미를 두고 주얼리 디자
인의 표현 영역을 넓혀보고자
했다.”고 전시에 대해 설명했
다.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는 귀금속보석산업의 일부분인
창작활동을 통한 디자인개발은
물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제품개발과 국제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한민국 귀금속보석디
자인산업과 귀금속업계의 발전

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사
단법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
의 귀금속보석디자인단체이다. 

협회는 국내외의 귀금속산업분
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
는 실무자와 교육기관의 전공
관련학과 지도자 및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디자
이너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강민경 기자

2019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회원展
Re-Born, 보석의재탄생

- 5월12일까지접수, 5월25일시험실시-

생활안전협의회, 창립15주년기념식및간담회개최

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회장 남강
우, 이하 생안협)가 창립 15주년을 맞이
해 지난 3월 28일 종로아트리움호텔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간담회’를 가졌
다.

이날 행사에는 남강우 회장을 비롯한 회
원, 김원태 서울혜화경찰서장, 전영준
종로구의회 의원, 위탁협력업체 ADT캡
스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남강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 15

년간 우리 회원들이 종로 귀금속 단지
내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 목
표를 가지고 희생과 봉사를 한 결과, 이
제는 종로를 넘어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
민국 최고의 민간자율지킴이가 됐다. 15
주년을 여러분과 함께해 기쁘게 생각하
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원태 서장은“경찰만으로 모든 치안을
완수할 수는 없다. 생안협이 종로귀금속
단지 치안을 굳건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올해부터
종로3가 치안센터에 2명의 사회복무요
원을 배치하고 종로5가 파출소의 순찰을
더욱 강화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복
경찰도 배치했다. 시민협력 치안으로 가
장 안전한 귀금속상가를 구축해 경제발
전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1부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영출
제7대 회장과 장주석 위원이 서울혜화경

찰서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과 정남
수 ADT캡스 본부장이 생안협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부 간담회에서는 전영준 구의원과 김형
선 ADT캡스 실장의 인사말과 함께 국이
중 초대회장이‘협의회 15년 성과와 앞
으로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경찰과 ADT캡스와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생안협은 지난 2003년 범죄로부터 안전
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민간 자율방범대
의 필요성을 인식한 업계 종사자들이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
건 아래 모여 토론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2004년 7월 15일 종로경찰서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 강민경 기자

제25회주얼리마스터시험4월30일원서접수시작

(사)한국보석협회 주얼리마스
터분과(위원장 이우나)가 실시
하는 제25회 주얼리마스터 2급
자격검정시험이 오는 5월 2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 등
지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보석협회 홈페이지
(www.kgta.co.kr)와 우편을 통
해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주
얼리 마케팅, 보석감별 및 감
정, 주얼리 디자인, 귀금속 및

보석가공 등으로 구성되어 1차
객관식 5지선다형, 2차 과목통
합 서술형으로 나뉘어 각각 1시
간씩 진행된다.

2급 자격시험은 업계 종사자 및
관련대학 학생 등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으며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에게는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진
다. 25회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은 6월 3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얼리마스터는 2008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으로 등
록(제2008-0522호)된 시험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환경 및
주얼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
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을 통한 주얼리 산업을 육성시
키며 건전한 소비 활동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 문의: 02-744-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