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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라르손(Lisa Larson: 1931~ )은스웨덴출신의도예가인동시에디자이너이다.
1953년대학졸업후스웨덴의세계적인 디자이너스티그린드베리(Stig Lindberg)가설립한도자기회사구스타브스베리(Gu
stavsberg)에예술감독으로입사하여 세라믹디자이너로활동을시작했다. 그녀는이곳에서26년동안근무하면서동물시리
즈를비롯한약 320 종류의작품을 개발했고, 스웨덴을대표하는도예디자이너로인기를얻게된다. 1979년퇴사후프리랜서
디자이너로활동하던 1992년, Keramik Studio Gustavsberg를설립했으며, 전통적인도자기제조방식을고수하면서도부
드러우면서도특유의풍부한표정을 표현하는동물시리즈와 소박하고따뜻한표정을가진조각상등을발표했다. 
리사의작품들은본국스웨덴,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전세계에서도예작품및다양한상품디자인으로개발되어판매되고있다.

리사라르손의딸요한나라르손(Johanna Larson)은일러스트레이터로, 어머니의작품을모티브로한아트워크들을개발했다.
북유럽모녀의부드럽고따뜻한패턴과색의결합으로탄생한독특한아트워크는세계시장에다양하게상품화되고있다.

리사라르손(Lisa Larson)



Keramik Studio Gustavsberg의숙련된장인들은리사라르손특유의디자인을유지하면서
몰드를통한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작품을양산하고있으며원작품의변함없는기품을전세계에전달하고있다.

<ABC Girls Series> <All World Children Series> <Little Zoo Series>

리사라르손(Lisa Larson)의 도예 작품



그녀의 딸인 요한나라르손이개발한일러스트는리사라르손의작품이가진부드럽고따뜻한느낌을그대로갖고있
다. 또한 깔끔하면서눈에띄는원색을사용하여북유럽감각을살린것이특징이다.

리사라르손일러스트중가장많은사랑을받는시리즈는 ‘Cats’, ‘Dogs’ 그리고 ‘Baby Animals’이다.
특히 ‘Baby Animals’는 10마리아기동물들의성격과 특징을살린컬러와디자인으로유명하며
특색있고귀여운 아트워크들로전세계사람들의마음을사로잡았다.

리사 라르손(Lisa Larson)의 일러스트 시리즈 I



<Retro Baby Animals>

리사라르손(Lisa Larson)의일러스트시리즈 II

<Lillazoo(Baby Animals) Series>



<‘Sketches’>

리사라르손(Lisa Larson)의일러스트시리즈 III



리사라르손(Lisa Larson) 상품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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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라르손(Lisa Larson) 공예품 레퍼런스



<Baby Number Book> 출판사: Powershovel books (일본)
리사 & 요한나 라르손의 첫 그림책으로, 유아의 숫자 발달을 돕기 위해 숫자에 맞추어 리사 라르손의아트워크를 사용했다.

<Baby Colour Book> 출판사: Powershovel books (일본)
리사 & 요한나 라르손의 두 번째 그림책으로, 유아의채색 발달을 돕기 위해 컬러에 맞추어 리사 라르손의 아트워크를 사용했다.

리사라르손(Lisa Larson) 출판



<Night cat>
리사 라르손과 요한나 라르손이공동 작업한 동화책으로, 인기 캐릭터인 고양이 ‘마이키’가 주인공이다.
마이키와다른 고양이들이펼치는 밤의 세계가그려져 있다.

<Busy dog>
리사 라르손과 요한나 라르손이 공동 작업한 두번째 동화책이다. 강아지 캐릭터 ‘밥’이 동화의 주인공으로, 파수꾼의 일을 하거나
새를 돕고, 때로는 사람들과 놀아준다.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바쁘게 보내는 밥의 모습을 재미있게그린 따뜻한 작품이다.

리사라르손(Lisa Larson) 출판



리사 라르손 라이선싱 문의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SMC)

리사라르손(Lisa Larson) 관련 정보

리사 라르손 공식 홈페이지
lisalarsonsweden.com

리사 라르손 온라인 스토어
lisalarson.myshopify.com

리사 라르손 일본 홈페이지
lisalarson.jp

smckorea.com
E-mail.info@smckorea.com
Tel. 02-463-6132

http://lisalarsonsweden.com/
http://lisalarson.myshopify.com/
http://lisalarson.jp/
http://sm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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