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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도록은�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개최된�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국제공모전을�기념하여�제작되었다.

2.� 작품의�수록�순서는�주요�수상작과�입선작을�구분하여�안배하되,�

� 작가�영문이름�성의�알파벳�순서를�기준으로�하였다.

3.� 한글�외�표기는�외래어�표기법을�따랐으며,�실제�독음과�차이가�있을�수�있다.

4.� 작가�및�작품의�모든�정보,�작가노트는�작가가�제공한�자료를�기본으로�하였다.�

5.� 작품의�규격�단위는�cm로�하고,�가로(W),�세로(D),�높이(H)�순으로�표기하였다.

6.� 작품의�개수와�크기가�다양한�경우,�작품을�진열하였을�때의�전체�면적을�표기하였다.

7.� 도록에�수록되는�언어는�국문과�영문을�기본으로�하되,�일부�작가명과�기관명에�� � � �

� 한하여�해당�현지�언어로�병기하였다.�

8.� 제10회�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2019�국제공모전�수상작가�7인에�대한�

� 2019�국제공모전�심사위원의�심사평이�수록되었다.�

Editor’s�Note

1.� ��This�catalogue�was�published�in�conjunction�with�the�exhibition�

� International�Competition�of�the�Korean�International�Ceramic�Biennale�2019�held�

� at�Icheon�World�Ceramic�Center.

2.� Works�are�divided�into�two�groups�of�prize�winners�and�honorable�mentions�and�

� listed�in�alphabetical�order�of�artist’s�family�name.

3.� Foreign�language�names�given�in�Korean�alphabet�followed�the�rules�of�foreign�

� language�orthography�of�the�Korean�government.�

4.� Text�about�the�artist�and�work�of�this�catalogue,�and�artist’s�statements�were�edited�

� based�on�the�information�given�by�artists.

5.� The�unit�of�dimension�of�the�work�is�‘cm’.�The�indication�of�size�follows�width(W),�depth(D),�height(H).

6.� In�case�a�work�which�is�composed�of�many�pieces�and�has�various�sizes,�

� the�displayed�size�is�given.

7.� Korean�and�English�are�used�as�official�language,�excerpt�for�names�of�artists�and�institutes.�

8.� The�seven�reviews�of�the�awarded�artists�written�by�the�KICB�2019�

� International�Committee�members�are�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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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 Hara

Claudia Hart, Kimi Kim

Michael Hatch

Makoto Hatori

Sue Havens

Steven Heinemann

Heidi Hentze

Marie Hermann

Peter Hiemstra

Trey Hill

Peter Hoogeboom

Johnathan Hopp

Ashley Howard

Chih-Chi Hsu

Hai Ying Hu

Jaewon Hwang

Jihye Hwang

Masanobu Ido

Barry Jackson

Jaenyoung Jang

Hojeong Jeong

Zhenhua Jin

Helen Johannessen

Peter Johnson

Ian Jones

Francoise Joris

Qwist Joseph

Jihee Jung

Brigitte Jurack

Mehmet Fatih Karagül

Zsófia Karsai

Cecil Kemperink

Marja Kennis

Sun Kim

Hyeryung Kim

Yoojoo Kim

Beomsang Kim

Aeyoung Kim

Junmyoung Kim

Jeeah Kim

Juree Kim

Sangho Kim

Ruth King

Atsushi Kitahara

Tabawebbula Kivubiro

Bradley Klem

Anna Dorothea Klug

Ljubica Knezevic

Adam Knoche

Ipek Kotan

Ihor Kovalevych

Magdalena Kucharska

Maria Kuczynska

Ryan Labar,

Lut Laleman

Lucile Sciallano,

Ben Landau (Alter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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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14경기도지사 축사 014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제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세계 

각국의 모든 예술가분과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지난 10년간 다채로운 작품 세계와 현대도예의 예술적 

성취를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국제공모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1개국의 예술가 300명이 함께하여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빛내주셨습니다.

세계도자예술의 흐름과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 

아름다운 도자 작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도자예술과 

전 세계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모든 

예술가분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대한민국과 해외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세계 도자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Congratulatory Remarks 015

Greetings. As the governor of Gyeonggi-do Province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2019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ICB). I would also like to convey my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the artists from across the globe who participated in 

the KICB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o all the people who contributed to 

making this international event possible. 

Over the past decade, the KICB International Competition has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glimpse the multifarious worlds of art and the artistic 

accomplishments of contemporary ceramics. This year’s edition of the 

competition was the largest ever, with 300 artists from 41 countries significantly 

enriching the Biennale. 

It is my great hope that stunning ceramic works will become widely recognized 

around the world beyond Korea through the 2019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trends 

and development in the global ceramic arts. Furthermore, I anticipate that the 

Biennale will contribute profoundly to the advancement of ceramic arts and 

culture in the global community. 

Once again, congratulations to everyone on the opening of the 2019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and to all the winners of the competition. I hope 

that KICB can further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hub for ceramics by gathering 

artists from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Jae-myung Lee 

Governor Gyeonggi-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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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주요 행사인 국제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10회를 맞이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세계 도예계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는 

중요한 국제예술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간 비엔날레는 도자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각계의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며,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세계도자예술의 현재와 미래지향점을 모색하여 담론을 생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주요 전시인 국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다양하고 색다른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세계의 모든 작가분들과 어려운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모든 재단 직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도자예술의 미래를 이끄는 

예술 현장으로서 지속적인 교류의 플랫폼이 되길 희망합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위원장

대표이사 인사말 017

It is our great pleasure to hos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he 2019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ICB), a major event of this Biennial. 

Celebrating its tenth edition this year, KICB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art and culture event with considerable recognition 

from the global ceramics community. Over the past decade, the Biennale has 

been dissolving boundaries and expanding the sphere of ceramics through 

multifaceted, experimental efforts that have inspired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from diverse fields. It has moreover succeeded in exploring and 

identifying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and sparked discourse on 

the ceramic arts. It is both a pleasure and an honor to be able to display the 

selected works of extraordinary diversity and originality from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main exhibition of the Biennale.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to the jury. I am also thankful to the staff of the Korea Ceramic Foundation for 

their efforts in organizing and actualizing this event. I hope that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ill serve as an active art event and a platform 

for continuous exchange that drives the future of the ceramic arts. 

Yun Choi 

President

Korea Ceramic Foundat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2019 KICB

President’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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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작

Tip Toland

Wookjae Maeng

Aneta Regel

Jeongwon Lee

Tsuyoshi Hotate

Inchin Lee

Christina Liu

Ibrahim Said

팁 톨랜드

맹욱재

아네타 레겔

이정원

호타테 츠요시

이인진

크리스티나 리우

이브라힘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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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B 2019 025024팁 톨랜드 Tip Toland
대상  Grand Prize  /  미국  USA

025

세 점의 자화상 : 〈짜증〉은 미국 민주주의의 부패에

대해 무력한 불신에 관한 나의 감정을 요약한

것이다. 〈미용실〉은 자녀의 창의성을 북돋기 위하여 

미용실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어릿광대〉의 역할은 광대가 속하고 있는 문화권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 자신의 뮤즈에 따라 때로는 

멍청하고, 때로는 현명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역할을 

한다. 

Three Self Portraits : Tantrum sums up 

my feelings of helpless incredulity at 

the corruption of American democracy.

Beauty Parlor is a portrait of what we 

do to make ourselves subjects for the 

creative life of children. Fool varies roles 

in different cultures. Sometimes, the fool 

is clueless, sometimes wise, sometimes 

entertaining, following their own muse.



KICB 2019 027026026팁 톨랜드 Tip Toland 027KICB 2019

짜증 2017, 석기점토,�페인트,�색파스텔,�머리카락

Tantrum 2017, Stoneware,�paint,�chalk�pastel,�hair

122�×�101�×�86



KICB 2019 029028028팁 톨랜드 Tip Toland 029KICB 2019

미용실 2017, 석기점토,�페인트,�색파스텔,�머리카락

Beauty Parlor 2017, Stoneware,�paint,�chalk�pastel,�hair

56�×�41�×�56



KICB 2019 031030맹욱재 Wookjae Maeng
우수상 표현부문  Excellence Prize Ceramics as Expression  /  한국  Korea

031

〈비밀의 정원〉은 인간중심적으로 변화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의 관계와 현실, 

그리고 이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생명들이 불편한 

환경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감추어진 불안한 이상으로 표현된다.

Secret Forest is a story about the 

relation-ship, reality, and ideals of 

various lives living in a human-centered 

environment. The appearance of various 

kinds of life that exist and do not exist 

in harmony with the uncomfortable 

environment is expressed as an uneasy 

ideal hidden in our indifference.



KICB 2019 033032맹욱재 Wookjae Maeng

비밀의 숲 2015-2019,�도자,�종이,�철사

Secret Forest 2015-2019, Porcelain,�paper,�wire�

170�×�170�×�240



KICB 2019 035034아네타 레겔 Aneta Regel
우수상 표현부문  Excellence Prize Ceramics as Expression  /  폴란드  Poland

035

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형상 또는 물체를 

모방한 추상조각 작업을 한다. 또한, 폴란드 

공산정권 말기의 복잡한 현대사를 겪은 세대로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변형, 갈등, 사람과 사회가 

변화해 가는 양상에 주목한다. 여러 겹의 유약을 

발라 반복과정을 거쳐 점토만이 아니라 화강암 등 

바위조각도 사용하여 표면의 변화와 복잡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Aneta Regel creates abstract sculptures 

imitating humans or objects found in 

nature. Belonging to the last generation 

who can vividly remember the post-

communist era in Poland, the artist is 

interested in transformation from one 

state to another, conflicts,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people and society. 

She creates change in surfaces and 

intricate textures by repeatedly drying 

and re-firing her works made of clay and 

stone and coating them with multiple 

layers of glazes.



KICB 2019 037036아네타 레겔 Aneta Regel

“감히 당신이” 2018, 석기점토,�자기점토,�암석�물질�

“Would you dare” 2018, Stoneware,�porcelain,�rock�materials

60�×�32�×�75

우석(雨石) 2018, 석기점토,�자기점토,�암석�물질�

Raining Stone 2018, Stoneware,�porcelain,�rock�materials

70�×�40�×�80



KICB 2019 039038이정원 Jeongwon Lee
우수상 생활부문  Excellence Prize Ceramics for Use  /  한국  Korea

039

입체를 이루는 점, 선, 면과 같은 기본구성요소를 

연장하거나 제거하여, 주어진 기본형을 새로운 

형태로 변환한다. 한 공간 안에 배열되어 수축과 

팽창의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기물들이 새로운 선과 뜻밖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순간, 나는 각 개체들의 공간 ‘사이Between’에 

‘너머Beyond’를 섬세하고 다양한 도자 작업과정을 

통해 배치하고자 하였다.

By extending or removing basic elements 

such as dots, lines, and planes that 

constitute three-dimensional objects, 

I transform the original basic form into 

a new form. As the various forms of 

objects, which show the opposite move-

ments of contraction and expansion, are 

arranged in one space to create new 

lines and unexpected spaces, I tried to 

place the beyond through delicate and 

various ceramic work processes between 

the spaces of each individual.



KICB 2019 041040이정원 Jeongwon Lee

리폼드_리니어시리즈 2019, 흰�자기점토

Re-Formed_Linear Series 2019, White�porcelain

9�×�9�×�17 / 12�×�12�×�16�/�9×�9�×�19

10�×�10�×�21�/�11�×�11�×�16�/�11�×�11�×�22

사이, 넘어 2019, 흰�자기점토

Between, Beyond 2019, White�porcelain

19�×�19�×�17�/�10�×�10�×�10�/�14×�14�×�15

19�×�19�×�19�/�16�×�16�×�12.5



KICB 2019 043042042호타테 츠요시 Tsuyoshi Hotate
우수상 생활부문  Excellence Prize Ceramics for Use  /  일본  Japan

043

표면 질감의 상이성,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 두 

종류의 곡선을 사용한 형태 등의 구성요소들을 

대비시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의 전통 도자기 기법을 이용해 

다음 시대까지 이어질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 

I expressed “light and shadow” by the 

contrast of the component such as the 

difference of the texture of the surface, 

the contrast of white and black, and the 

form using two kinds of curves. I would 

like to create innovative works that will 

be carried over to the next era using 

traditional Japanese pottery techniques 

that have a long history.



KICB 2019 045044

빛과 그림자 2019,�석기점토,�색슬립�상감

Light and Shade 2019, Stoneware,�Colored�slip�inlay�

11�×�11�×�9 / 11�×�11�×�9 / 16�×�16�×�6 / 14�×�14�×�8 

빛과 그림자 2018,�석기점토,�색슬립�상감

Light and Shade 2018, Stoneware,�Colored�slip�inlay�

53�×�53�×�22

빛과 그림자 2017,�석기점토,�색슬립�상감

Light and Shade 2017, Stoneware,�Colored�slip�inlay�

35�×�35�×�30

빛과 그림자 2019,�석기점토,�색슬립�상감

Light and Shade 2019, Stoneware,�Colored�slip�inlay�

35�×�35�×�35



KICB 2019 047046

입 선 작

안톤 알바레스

엘리자 아우

백경원

딜런 벡

일로나 브로에셀리스케

웨슬리 브라운

최성재

주 팡이

켄 이스트만

캐시 에터만

응고지 에제마

마이클 플린

하시모토 토모나리

킹 훈데크핀코우

로렌 칼만

베스 케이틀먼

매트 켈러허

쿠로카와 토루

안드리이 키리첸코

이예림

이가진

이정미

클레어 린드너

마츠나가 나오

월터 맥코넬

오기노 유리

박성욱

박서희

이리나 라즈모프스카야

케이트 로버츠

노기쁨

엘크 사다

앨리슨 쉥스

타니구치 아키코

브루스 테일러

베아트리스 반 리히덴

슝 카이보

Anton Alvarez

Eliza Au

Kyungwon Baek

Dylan Beck

Ilona Broeseliske

Wesley Brown

Sungjae Choi

Fangyi Chu

Ken Eastman

Kathy Erteman

Ngozi Ezema

Michael Flynn

Tomonari Hashimoto

King Houndekpinkou

Lauren Kalman

Beth Katleman

Matt Kelleher

Toru Kurokawa

Andrii Kyrychenko

Yehrim Lee

Kajin Lee

Jeongmee Lee

Claire Lindner

Nao Matsunaga

Walter McConnell

Yuri Ogino

Sungwook Park

Seohee Park

Irina Razumovskaya

Kate Roberts

Gippeum Roh

Elke Sada

Alison Shanks

Akiko Tanig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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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B 2019 055054안톤 알바레스 Anton Alvarez

점토를 주입한 후 3톤짜리 압출기로 뽑아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내가 고안한 

이 기계를 통해 예술가가 아닌 기계의 통제 하에 추상적 작품이 만들어진다. 손으로 흙을 빚거나 

틀을 사용하는 과거의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예술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대도예계의 모습을 반영한다.

This ceramic piece was produced by use of a 3-ton clay extruder. Alvarez, 

the artist, designed and built the extruder himself so that anyone could 

create an abstract form created under the control of a machine. Replacing 

the conventional production method of building by hand or molding by digital 

technology, this work reflects the realm of contemporary ceramics today, 

which is expanding the domain of ceramic art.

스웨덴 , 칠레  Sweden, Chile

0306181800 2018, 색자기점토,�Coloured porcelain

32 × 33 × 75

2801191210 2019, 색자기점토,�Coloured porcelain

57 × 44 × 28

2405181105 2018, 색자기점토,�Coloured porcelain

36 × 33 × 45



KICB 2019 057056엘리자 아우 Eliza Au

성스러운 건축물, 특히 이슬람 사원과 고딕 성당의 패턴 양식을 참조한다. 나는 디지털 기법을 

활용해 이러한 문양들을 반영해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동시대에 맞는 작품으로 결합하는데 

관심이 있다. 내 작품의 핵심은 고독에 대한 탐구와 건축양식에 녹아있는 문양들을 나의 작업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In my work, I reference pattern motifs from sacred architecture, in particular 

Islamic mosques and Gothic cathedrals. I am interested in adapting and 

modifying these patterns by digital means and slotting and combining them 

in ways that reference contemporary times. The main focus of my work deals 

with the search for solitude and how patterns within architecture facilitate 

this experience.

캐나다  Canada

변화 2016, 석기점토

Gradient 2016, Stoneware

25.5 × 25.5 × 33

구멍이 있는 육면체 2018, 자기점토

Slot Cube 2018, Porcelain

20 × 20 × 20



KICB 2019 059058백경원 Kyungwon Baek

내 작업 방식은 손으로 흙을 쌓고 꼬집으면서 ‘기(器)’를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이고 일상적인 

‘기’의 형태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형태를 적극적으로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비일상적이고 낯선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내 작업을 한데 모아 보면 부드러운 재질과 눈에 익숙한 형태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곧 다소 생경한 형태를 발견하면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게 된다.

My work is hand built vessels, ranged from tableware to sculptural vessel. 

I make pots based on traditional and ordinary figures expanding my work into 

an unusual area by aggressively transforming the form. Grouping my works 

give the comfortable feeling because of its familiar texture and form, but the 

audience can also be surprised by this unfamiliar looking vessels.

한국  Korea

단상들 01 2019, 혼합점토

Thoughts 01 2019, Mixed clay

20.4 × 13 × 12

보어부 성(城)에서 2019, 혼합점토

Borreby Castle 2019, Mixed clay

14 × 10 × 6.2

자넷 05 2019, 혼합점토

Janet 05 2019, Mixed clay

24.1 × 7 × 6.5

분할 23 2019, 혼합점토

Divided 23 2019, Mixed clay

26.5 × 8.7 × 6.3



KICB 2019 061060딜런 벡 Dylan Beck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및 자연경관에 대한 해석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이다. 우리는 지도, 이미지, 

사진, 탐험 등을 통하여 풍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작품은 지형을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해 

풍경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are inspired by the natural world and human 

intera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We try to understand 

the landscape by mapping, imaging, photography, and exploration. 

This body of work is a representation of the ways landforms are exaggerated 

in an attempt to communicate about and understand the landscape.

미국  USA

불의 호수 2018, 테라코타,�유리

Lake of Fire 2018, Teracotta, glass

25 × 23 × 15

삼출물 2018, 석기점토,�테라시질라타

Exudate 2018, Stoneware, terra sigillata

20 × 33 × 23



KICB 2019 063062일로나 브로에셀리스케 Ilona Broeseliske

나는 순은 또는 금으로 상감한 다양한 형태의 섬세한 도자 작품을 제작한다. 일본의 미시마 기법을 

연구해 〈빛을 발하는 상자〉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본 연작은 정교하고 단단한 광택 자기 작품들로, 

보석류처럼 가공되어 돌과 같은 느낌을 준다. 작은 조각을 수작업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섬세하게 제작하였다.

I create ceramic works made of different pieces of porcelain inlayed with 

either solid fine silver or solid gold. The sculptural boxes ‘Lightning Box’ 

is a contemporary outcome of her research on the Mishima, Japanese 

pottery technique that originated from buncheong ware dating to the 14th-

15thcentury in Korea, the early Joseon period. ‘Lightning Box’ is an intricate, 

solid, polished porcelain work, hand-built from tiny pieces.

네델란드  Netherlands

빛을 발하는 상자 2017, 자기점토,�순은�상감

Lightning Box Series 2017, Porcelain, silver inlay

12 × 12 × 12

빛을 발하는 상자 2017, 자기점토,�금상감

Lightning Box Series 2017, Porcelain, solid gold inlay

11 × 11 × 11



KICB 2019 065064웨슬리 브라운 Wesley Brown

나는 물질성과 역동성으로 오브제를 만든다. 나의 작품은 투쟁, 시련, 승리를 기억하는 과거의 

창작자들이다. 내 작업과정의 유연성과 직접성으로 인해 나는 부드러운 점토에서 오는 움직임과 

느낌을 불변의 도자기로 변형시킬 수 있다. 내 작품은 정제되지 않은 삶의 본질에 말을 건넨다. 

I build objects with physicality and dynamism. My works are markers of the 

passage of time memorializing struggle, trial, and triumph. The malleability 

and immediacy of my process allows me to transfer movement and 

impression from soft clay into immutable ceramics. My sculptures speak 

to the unrefined nature of life.

미국  USA

기념비 10 2019, 흑색�석기점토

Monument 10 2019, Black Stoneware

58 × 53 × 81 

기념비 12 2019, 흑색�석기점토

Monument 12 2019, Black Stoneware

68 × 68 × 68 



KICB 2019 067066최성재 Sungjae Choi

반복적인 작업과정 속에서 일상의 시간, 삶의 흔적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의 어우러짐과 

자연스러운 색 층의 깊이감이 더해져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추상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러한 

색상의 조화는 팽창하는 부피의 형태감과 어우러져, 오랜 세월을 머금은 강렬한 생명의 소리처럼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In a repeated process of work, unexpected harmony, like moments and traces 

of everyday life, and the depth of a natural layer of colors are revealed as 

a beautiful and exuberant abstract image. The harmony of colors and the 

voluminous shape approach to us like a sound of powerful life that endures 

many years.

한국  Korea

생의 소리 2019, 석기점토,�테라�시질라타

Life Sound 2019, Stoneware, terra sigillata

700�×�120�×�50



KICB 2019 069068주 팡이 Fangyi Chu

이미지를 읽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연연하다기보다는 그림의 시적, 상상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것은 회화를 분석할 때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Image reading does not dwell on existing knowledge, but instead focuses 

upon the poetic and imaginative elements of pictures, allowing us to 

investigate innate human ability in conducting subsequent pictorial analysis.

대만  Taiwan

이미지 읽기 2017,�석기점토,�캔버스�보드

Reading Image 2017, Stoneware,�canvas�board

400 × 240 × 20



KICB 2019 071070켄 이스트만 Ken Eastman

내가 작품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형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나는 

건축가인 동시에 화가가 된다. 나는 색조와 색상에 대한 탐구는 물론이고 형태와 구조도 다룬다.

Part of the reason for making is to see things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to build something that I cannot fully understand or explain. Working with 

ceramics, I can be both builder and painter; I can handle shape and structure 

as well as explore tone and colour.

영국  UK

그녀의 작업 2019, 석기점토

Stuff she does 2019, Stoneware

29 × 27 × 45

더 가까이 2019, 석기점토

Distance coming closer 2019, Stoneware

29 × 33 × 53



KICB 2019 073072캐시 에터만 Kathy Erteman

나의 작업은 도자 전통과 미니멀리즘과 추상표현주의에 기초하여 기형을 탐구한다. 나의 목표는 

질감과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표면효과를 통해 구분되는 양식을 만들기 위해 작품에서 절제와 

즉흥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Following ceramic traditions and art movements of minimalism and abstract 

expressionism, my work is a formal exploration of the ceramic vessel. I aim 

for a balance between restraint and spontaneity in my practice to achieve 

articulate form activated by its surface treatment, where texture and color 

become integrated within.

미국  USA

쪽빛 용기 2018, 석기점토

Indigo Scrim Vessel 2018, Stoneware

74�×�27�×�46

화강암 무늬 용기 2018, 석기점토

Granite Vessel 2018, Stoneware

40 × 22 × 43

황토색 용기 2018, 석기점토

Ochre Bucket Vessel 2018, Stoneware

40 × 24 × 33



KICB 2019 075074응고지 에제마 Ngozi Ezema

〈심연을 잇다〉는 상처받은 기억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치유적 설치작품이다. 나는 함께 나누고 

회복하는 이 치유의 퍼포먼스에 관람객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The installation ‘Connecting Deep’ is therapeutic and for proper closure of 

a traumatic memory. I invite the audience to participate in the performance 

of a healing rite as we share and heal together. 

나이지리아  Nigeria

심연을 잇다 2018,�테라코타

Connecting Deep 2018, Terracotta�

122 × 183 × 213



KICB 2019 077076

내 작품은 세라믹이나 포슬린의 시각적 형태에 대한 표현을 탐구하는 나의 사고 과정을 드러낸다. 

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매료되어, 작품의 원천이며 영감을 주는 종교, 신화, 민속 등에 나타난 

신앙체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My work manifests my thinking process, seeking expression in purely visual 

form, predominantly in ceramic or porcelain. I am fascinated by humanity’s 

relation to nature, spending much time trying to understand human belief 

systems as represented in religions, mythologies, and folklore, which are 

sources and inspiration for my work. 

마이클 플린 Michael Flynn
아일랜드  Ireland

웃음 시리즈로부터 2018,�석기점토

From Laughter Series 2018, Stoneware

31 × 32 × 62

파란새 2015,�석기점토

Green Bird 2015, Stoneware

43 × 20 × 59



KICB 2019 079078하시모토 토모나리 Tomonari Hashimoto

나는 형태는 없지만, 인간의 의식 속에 분명히 실재하는 에너지 또는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추구한다. 점토성형, 유약시유, 초벌, 재벌 등 소성의 전체 작업과정은 나 자신 스스로의 

자아를 확립하고 내면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I seek the intangible, but something, like an energy or presence, that surely 

exists in our human consciousness. The whole process from forming the clay, 

glazing, firing, building a kiln, then again firing, sets an order to myself as an 

individual, and it, the whole process, is the time to face my inner self.

일본  Japan

무제_자기성찰_1 2018, 석기점토,�금속�산화물

Untitled_Introspection_1 2018, Stoneware,�metal�oxide

78�×�78�×�184

무제_자기성찰_2 2018, 석기점토,�금속�산화물

Untitled_Introspection_2 2018, Stoneware,�metal�oxide

85�×�85�×�110

무제_자기성찰_3 2018, 석기점토,�금속�산화물

Untitled_Introspection_3 2018, Stoneware,�metal�oxide

120�×�120�×�90



KICB 2019 081080킹 훈데크핀코우 King Houndekpinkou

나의 작품은 도자기에 대한 현대적 접근방법을 통해 모순되는 재료들과 상이한 문화가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베냉과 일본 간의 문화적 공생을 최대한 끌어내고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한 대화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Through a contemporary approach to ceramics, my work shows the beauty 

that appears when contradictory materials and different cultures blend 

together to become one. I strive to bring out the best of the cultural symbiosis 

between Benin and Japan as my contribution to the broader peace dialogue 

between nations.

프랑스  France

도가니: 백금 녹색 2019

석기점토,�플라티늄�러스터

Melting Pot-Platinum Green 2019

Stonware,�platinum�luster

26�×�26�×�20

캐빌룩스: 벚꽃들 위로 펼쳐지는 불꽃놀이 2019

석기점토,�금�러스터

Cavilux: Fireworks Over The Cherry Blossoms 2019

Stoneware,�gold�luster

30�×�30�×�20

작은 바다 거미: 나의 슬픔의 정점에서 

반짝이는 바다 2019

석기점토,�플라티늄�러스터

The Little Sea Widow: The Sea Shines at 

the Zenith of my Sorrow II 2019

Stonware,�platinum�luster

25�×�25�×�23

빛의 거미: 이 금빛 때문에 속지마세요 

이 금빛은 생각보다 더 어두워요 2019

석기점토,�금�러스터

The widow of Light: Don’t Let this Gold Fool you, 

I’m Made of Darker Colors 2019

Stoneware,�gold�luster

37�×�37�×�54.5



KICB 2019 083082로렌 칼만 Lauren Kalman

나는 도자, 금속, 섬유 등 신체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여성 신체를 이용한 

주체적인 퍼포먼스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나의 몸을 내 작품과 퍼포먼스의 장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호 교감은 이미지, 오브제, 조각, 비디오를 결합한 설치작품으로 구현된다. 

I use assertive performances of the female body in relationship to wearable 

and craft-based objects made of ceramics, metal, fiber, or other materials. For 

the majority of my work, I use my own body as the site for these interactions. 

These interactions are presented as installations combining images, objects, 

sculptures, and video.

미국  USA

공허를 메우는 기구(5) 2015 

도기점토,�전기주조로�도금한�구리,�황동

Device for Filling a Void(5) 2015 

Earthenware,�gold-plated�electroformed�copper,�brass

30�×�25�×�25

공허를 메우는 기구(30) 2017

도기점토,�전기주조로�도금한�구리,�황동

Device for Filling a Void(30) 2017 

Earthenware,�gold-plated�electroformed�copper,�brass

10�×�10�×�15



KICB 2019 085084베스 케이틀먼 Beth Katleman

나는 블랙 코미디와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로코코 시대 풍의 설치작품을 만든다. 먼저 

빈티지한 인형, 장난감, 우연히 발견한 잡동사니의 포슬린 주형을 뜬다. 그리고 작은 조각상들을 

결합하여 인간의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조명하는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I create extravagant rococo installations laced with dark humor and literary 

references. First, I cast vintage dolls, toys, and other found objects in white 

porcelain. Then I combine the figurines into surreal tableaus that shed light 

on our relationship with consumption and desire.

미국  USA

바보짓 0.75 2019, 자기점토,�철사

Folly 0.75 Custom 2019, Procelain,�wire

503�×�36�×�229

불과 얼음 2015, 자기점토,�철사,�목재,�거울

Fire and Ice 2015, Procelain,�wire,�wood,�mirror

132�×�12.7�×�170



KICB 2019 087086매트 켈러허 Matt Kelleher

도자기는 나에게 끊임없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형태, 표면, 느낌인지, 

집에서 오브제로, 도구로 혹은 이미지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나는 도자기를 만들 때, 조각을 

연상시키면서도 기능을 존중하고, 조형성을 갖추면서도 기능성이 뛰어난, 균형 있는 형태를 

추구한다. 이런 형태의 실용 도자기는 대담하면서도 멋있다.

Pottery is a continuous curiosity; how it’s made, how it feels, its shape, its 

surface, how it exists in a home as an object, or a tool, or maybe an image. 

When making pottery, I search for poised forms that suggest sculpture, 

respect utility, and perform well; they should be confident and handsome.

미국  USA

주전자 #3 2019, 콘�3�붉은�점토

Pitcher #3 2019, Cone�3�red�clay

27�×�18�×�35

주전자 #5 2019, 콘�3�붉은�점토

Pitcher #5 2019, Cone�3�red�clay

27�×�18�×�35

주전자 #11 2019, 콘�3�붉은�점토

Pitcher #11 2019, Cone�3�red�clay

27�×�18�×�35

주전자 #10 2019, 콘�3�붉은�점토

Pitcher #10 2019, Cone�3�red�clay

27�×�18�×�35



KICB 2019 089088쿠로카와 토루 Toru Kurokawa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미시적 삶과 거시적 우주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나의 작업은 

수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수학법칙을 따른 여러 패턴들이 있다. 설치작품의 

5가지 형태는 자연 철학의 순환을 상징한다.

What is universal beauty? What is the form of micro life and macro universe? 

My work is inspired by mathematics. There are different patterns that abide by 

mathematical rules such as the Mobius strip. And the five forms of installation 

symbolize the circulating natural philosophy.

일본  Japan

엉켜있는 원들 2019, 석기토

Tangled Rings 2019, Stoneware

65�×�50�×�60

무한성 2019, 석기토

Infinity 2019, Stoneware

55�×�55�×�105



KICB 2019 091090안드리이 키리첸코 Andrii Kyrychenko

나의 작품 〈껍데기〉 연작은 화병의 이미지를 “과일”의 형상으로 변형한 것으로 씨앗이 남겨놓은 

과일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생명이 없을지라도, 

이 조형물의 창조주는 생명이었다. 

In the objects, I transform the image of a vase into a form of “Fruit”. The Shell 

series is the fruit that the seeds left behind. In the structure of the shell, you 

can find traces of life. Even if the object is dead, its creator is Life.

우크라이나  Ukraine

껍데기 #6 2019, 조합토,�화장토,�금

Shell #6 2019, Chamotte�mass,�engobes,�gold

54�×�35�×�54

Q껍데기 #2 2019, 조합토,�화장토

QShell #2 2019, Chamotte�mass,�engobes

40�×�12�×�60



KICB 2019 093092이예림 Yehrim Lee

나는 일종의 ‘다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나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 동양과 

서양, 장식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그리고 영원함과 덧없는 것들 사이를 잇는 다리 말이다. 생동감 

있게 표현된 작품은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분열된 개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다른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한 문화적 변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my work is ‘building a bridge’. Bridge that connects mascu-

linity and femininity, the East and the West, decorative and functional things, 

and eternity and ephemerality. Through my work filled with vitality, I want to 

reflect the divided identities of individuals in this complex modern society, 

and talk about the cultural variations caused by contact between different 

cultures.

한국  Korea

공간 속의 혼동 #3 2018, 테라코타,�레진

Cross-Continental (con)Fusing: 

The Space Between Series #3 2018, Teracotta,�resin

104�×�104�×�53

공간 속의 혼동 #1 2017, 테라코타,�레진

Cross-Continental (con)Fusing: 

The Space Between Series #1 2017, Teracotta,�resin

122�×�126�×�103



KICB 2019 095094이가진 Kajin Lee

청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유약의 변화에서 오는 물성의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탁월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나는 도자기 고유의 신비한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요소가 

단연 유약이라고 생각해 직접 제조한 청자 유약을 두껍게 올려서 깊이가 느껴지는 맑은 청색을 

구현하고자 했다. 

By reinterpreting Goryeo celadon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modern 

times, I captured the beauty of properties brought by changes in glaze 

during the process of firing and expressed the beauty very effectively. Firmly 

believing that nothing other than glaze better reveals the mysterious beauty 

inherent to ceramics most effectively, I created a deep, clear green by 

applying thick celadon glaze of my own formulation.

한국  Korea

플루이더티 2019, 페이퍼�클레이

Fluidity 2019, Paper�clay

60�×�70�×�6

듀드랍 2017, 흰�자기점토

Dewdrop 2017, White�porcelain

27.5�×�27.5�×�11.5�/�21.5�×�21.5�×�8�/�26�×�26�×�16

40�×�40�×�18�/�26�×�26�×�16�/�25�×�25�×�20



KICB 2019 097096이정미 Jeongmee Lee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사람, 사람의 외형적 모습, 내면적 이미지를 단순한 기(그릇)의 

형태로 축약하고 싶다. 그릇의 특정 부분에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단어인, 발, 귀, 어깨, 허리 

등의 호칭을 부여한 의미를 깨달으며 기(그릇)와 사람이 관련된 오래된 은유의 이미지로 군상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군상 작업은 여러 개의 그릇이 쌓여 인물 군상이 되기도 했다가 

입체가 되기도 하는 오브제이다.

I want to encompas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xternal appearance 

and inner side of people who have lived there into the form of a simple vessel. 

I learned the meaning of names given to each part of a vessel, as we can 

see from names like ‘foot’, ‘ear’, ‘shoulder’ and ‘waist’ of a vessel, all of 

which refer to parts of the human body. I created a large group of vessels 

according to the time-honored metaphor of images of vessels related to 

humans. Vessels piled up create an image of a group of people or a three-

dimensional sculpture like a piece of fine art. 

한국  Korea

군상 4 2016-2018, 자기점토

People 3 2016-2018, Porcelain

40�×�40�×�160

군상 1 2016, 자기점토

People 1 2016, Porcelain

28�×�28�×�145



KICB 2019 099098클레어 린드너 Claire Lindner

나의 작품의 주제는 변형이다. 동물, 식물, 광물, 인간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 형태의 경계를 

이동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체와 관련된 감각을 탐구하며, 무형의 요소를 정적인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마치 모든 것은 같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을 연결한다.

The subject of my work is transformation, shifting the boundaries through 

form and movement between animal, vegetative, mineral, and human. 

I explore sensations related to the living, translating intangible elements into 

a static state, connecting with the world as if everything were made of the 

same substance.

프랑스  France

움직이는 점토 2019, 미소성�점토

Terramovere 2019, Raw�clay

292�×�93�×�75



KICB 2019 101100마츠나가 나오 Nao Matsunaga

우리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형태와 색상을 탐색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상징물과 시각적 

기표들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점과 하나의 선만으로도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름 속에서 케이크나 괴물, 그리고 언덕과 산속에서 거대한 신체의 부분들을 보기도 한다. 

내가 황홀하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임을 발견한다.

We have symbols and visual signifiers that act as signposts to navigate 

around shapes and colours that exist all around us. Just as two dots 

and a line can seem like a face, we see cakes and monsters in the clouds 

and giants body parts in hills and mountains. It is this ability to grasp objects 

from our memory with minimal help that I find fascinating and magical.

일본  Japan

단단한 게 좋아요 2018,

자기토,�폴리아세트산비닐,�모래,�연필

Good 2B Hard 2018,

Porcelain,�PVA,�sand,�pencil

60�×�60�×�8

수 많은 눈들 2015, 자기점토

The Many Eyed 2015, Porcelain

40�×�40�×�245

올려 주세요, 내려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1 2016, 자기점토

Pull up, Pull Down, 

Take Me Away 1 2016,�Porcelain

38�×�38�×�80



KICB 2019 103102월터 맥코넬 Walter McConnell

나의 작품은 우리의 문화에 의하여 정의되고 조정된 개념에 따른 자연에 대한 명상이다. 대중의 

상상 속에 깊이 박혀있는 세속적인 낙원에 대한 신화와 자연에 대한 이상향적 환영은 〈순회하는 

낙원〉과 현재 작업 중인 점토를 사용한 설치작품의 원천적 영감이 되었다. 

My work is a meditation on nature as a concept defined and mediated by the 

culture we inhabit. Mythologies of an earthly paradise and utopian visions of 

the natural world, deeply rooted and resonant in the popular imagination, are 

the original inspiration for Itinerant Edens, an ongoing series of installations 

in moist clay.

미국  USA

순회하는 낙원: 영원한 샘 2019, 미소성�점토,�목재,�조명,�폴리스티렌�

Itinerant Edens: Perpetual Spring 2019, Raw�clay,�wood,�light,�polystyrene

165�×�135�×�300�/�93�×�76�×�240�



KICB 2019 105104오기노 유리 Yuri Ogino

점토, 기법, 그리고 내 자신이 삼위일체가 되어 작품을 제작한다. 나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도자기를 선호한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나의 감정이 

창작물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조형적 형태로 드러난다.

Clay, techniques, and I become a trinity to produce a work. I prefer to work 

in ceramics to express my feelings that lie within every human being. When 

I am working with ceramics, my emotions transform as I develop my 

creations, and finally reveal a sculptural form.

일본  Japan

익살스러운 형태 1 2017, 도기점토

The Form of Buffoonery 1 2017, Earthenware

90�×�80�×�80

익살스러운 형태 2 2017, 도기점토

The Form of Buffoonery 2 2017, Earthenware

100�×�90�×�80



KICB 2019 107106박성욱 Sungwook Park

나는 작은 도자기 조각들을 이용해 작품을 완성한다. 편(片) 작업은 오래전 사금파리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조각을 이어가는 작업을 통하여 시간의 켜를 기억한다.

I work with small pieces of ceramics to produce a complete work. 

This process entails reinterpretation of fragments of ancient ceramics. 

Through the process of putting the pieces together, I become aware 

of the layers of time.

한국  Korea

편(片) - 자작나무 2019, 도자,�철

PEYON(片) - White forest 2019, Ceramic,�iron

58�×�180

편(片) - 달 2017, 도자,�철

PEYON(片) - Moon 2017, Ceramic,�iron

90�×�150



KICB 2019 109108박서희 Seohee Park

나는 그릇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물레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 이 형태들은 물레의 회전력이 아닌 손의 움직임만을 이용해 표면이 장식된다. 대칭과 

비대칭이 공존하는 기물을 통해 사물의 다양성을 탐색하고 가능성을 확장한다.

I intend to show various forms made by using wheel throwing, one of the 

traditional way of making vessel. Meanwhile, these forms are decorated 

by only using hand motion, not spinning force. Through these vessels that 

symmetrical form and asymmetrical decoration are coexist in, I explore 

the diversity of objects and expand their possibilities.

한국  Korea

백자다면주병 2019, 백색�자기점토

Polygonal Bottles 2019, White�porcelain

90�×�40�×�30



KICB 2019 111110이리나 라즈모프스카야 Irina Razumovskaya

나의 설치작품은 고고학적 상상의 산물이다. 고대 건축물 양식들을 결합시킨 나의 작품은 

과거로부터 온 그 모습을 신기루처럼 드러내며, 오랫동안 잊혀 있었던 폐허가 된 유적들의 영혼을 

불러일으켜 관람객들에게 덧없고 단순해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In her installation, Irina Razumovskaya creates a vision of imagined archaeo-

logical display. Blending together ancient architectural forms, the works reveal 

themselves as a mirage from the distant past, invoking the spirit of long-

forgotten ruins that remind us that behind the ephemeral and simple there 

are profound and abiding connections.

이스라엘 , 러시아  Israel, Russia

거석 2019, 석기점토,�자기점토

Megalith 2019, Stoneware,�porcelain

40�×�40�×�80

라피스 동부표준시 2019,�석기점토,�자기점토

Lapis Est 2019, Stoneware,�porcelain

90�×�70�×�20



KICB 2019 113112케이트 로버츠 Kate Roberts

소성하지 않은 점토 설치작품을 통해 일시적인 물질성과 구조물의 의미, 그리고 작품이 설치된 

공간에 대해 탐구한다. 이 과정은 인간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자연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앗아간다. 인간은 저항하나 결국 최종 결정권은 자연이 갖는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이클은 또다시 시작된다.

Through the creation of unfired clay installations, my practice examines the 

temporary physicality and meaning of structures and the spaces they exist 

within. This process parallels our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Nature 

bares life, nature takes life away, humanity resists, but nature in the end has 

the final say. And without question, the cycle begins again. 

미국  USA

경계들 사이에서 2019, 미소성�점토,�섬유,�낚싯대

Between Thresholds 2019, Raw�clay,�fiber,�fishing�line

740�×�400



KICB 2019 115114노기쁨 Gippeum Roh

나의 작업은 개념적 존재성과 개별성을 잊고 바라본 물체의 몸과 그것들 사이의 모양, 표면을 덮는 

그림자에서 나온다.

My work originates from bodies of objects that are observed without thinking 

about conceptual existence and their individuality, the shapes in between 

them, and the shadows cast over their surfaces.

한국  Korea

순수한 모양의 형상화 2019, 도자,�유화

The Formation of the Patterns 2019, Stoneware,�oil�on�canvas

120�×�80(회화)�/�11�×�6�×�17�/�16�×�7�×�19

13�×�8�×�31�/�16�×�6�×�22�/�39�×�24�×�56



KICB 2019 117116엘크 사다 Elke Sada

할슈타트연작은 고대유물을 표현주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품에 생명력을 주려고 손으로 

작업한 흔적들을 남겨두었다. 새들의 아름다운 깃털에서 영감을 받아 성형을 마친 상태에서 

생동감 있는 색으로 신중하고 강렬하게 표면을 장식했다.

Hallstattpieces are expressive interpretations of ancient forms. To give the 

work a vital character, I keep the traces of the hand-building process visible. 

In its raw state, I paint considerately yet forcefully with vibrant colors 

inspired by the beauty of the plumage of birds.

독일  Germany

할슈타트연작 2018, 테라�니그라,�화장토

Venellus vanellus(Hallstattpiece) 2018, Terra�nigra,�engobes

28�×�27�×�46

할슈타트연작 2017, 테라�니그라,�화장토

Emberiza cirlus(Hallstattpiece) 2017, Terra�nigra,�engobes

20�×�20�×�41



KICB 2019 119118앨리슨 쉥스 Alison Shanks

내 작품은 대중매체 속 이미지를 조각조각 분절하고 왜곡시켜서 실크스크린 인쇄한 것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 매체와 첨단 기술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조종당하고 비인간화되어가는가를 

고찰한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인공 약물 남용이 가져오는 위기에 대한 것이다. 

My work is primarily made of porcelain which is silkscreen printed with 

fragmented and distorted mass media images. It is an investigation of how 

we are manipulated and are becoming dehumanised through an over 

saturation of mass media and technology. My current focus is upon the 

crisis of the abuse of manmade drugs.

영국  UK

해체되는 두상 2019, 자기토,�전사,�금속�기계식�테이블,�로봇�및�전기�모터

Disintegrating Head 2019, Porcelain,�silk�screen�printed,�

metal�mechanised�table,�robotics�and�electric�motor

200�×�125�×�160

마약 중독자의 원자폭탄 2019, 자기점토

Atomic Pillhead 2019, Porcelain

36�×�20�×�75



KICB 2019 121120타니구치 아키코 Akiko Taniguchi

이 세상은 조금은 다른 작은 존재들의 연약한 집합체이다. 나는 많은 작은 점토 조각들로 구성된 

작품을 통하여 이런 세상을 표현한다. 소성을 마친 후 딱딱해진 점토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점이 나에게 힘과 설득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준다.

The world is a fragile gathering of small, slightly different existences. I express 

that by my work, which consists of many small parts of clay. After firing, clay 

becomes hard and cannot revert as a substance. That makes me feel strength, 

persuasiveness, and beauty.

일본  Japan

그 안에 담긴 오후 2017, 점토

The afternoon is in it 2017,�Clay

17�×�17�×�16

그날 밤의 모든 순간들 2017, 점토

All the moments of that night 2017, Clay

50�×�40�×�30

분주함 속 정적 2019, 점토

Stills of rush 2019, Clay

23�×�16�×�26



KICB 2019 123122브루스 테일러 Bruce Taylor

나의 최근 작업은 작업실에서 스케치, 이미지, 그리고 오브제를 무작위로 조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도자기의 형태는 미니멀리즘의 ‘기본구조’를 강조하는 것에 의존하는 반면, 표면에는 

리듬, 반복 및 즉흥연주와 같은 음악적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배치하여 장식했다.

My current work began with a random assortment of drawings, images, and 

objects in my studio. The ceramic forms rely on Minimalism’s emphasis on 

primary structures whereas the mark making is crafted from musical concepts 

such as rhythm, repetition, and improvisation, which have guided the 

arrangement of elements on the form’s surfaces.

캐나다  Canada

4개의 구역 2019, 도자

Four 2019, Ceramic

74�×�54�×�26

기름병 2019, 도자

Oleo 2019, Ceramic

55�×�43�×�52



KICB 2019 125124베아트리스 반 리히덴 Beatrijs Van Rheeden

내 작업은 추상적 형태, 명확한 선, 단순함을 통한 명료함으로 대변되는 네덜란드 전통 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투각 작품은 촉각적인 특징을 갖는다. 나는 구조물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불규칙성을 사랑한다.

The porcelain work has its roots in a Dutch art tradition of abstract forms, 

clear lines, and clarity through simplicity. A tactile quality is present in her 

carving pieces. She has a love of structures and the irregularities one can 

find within the structures. 

네덜란드  Netherlands

객체 2018, 자기점토

Individual 2018, Porcelain

42�×�42�×�45

구조들 2018, 자기점토

Structures 2018, Porcelain

43�×�35�×�35



KICB 2019 127126슝 카이보 Kaibo Xiong

창작에 대한 나의 철학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태도이다. 현대도자는 

창의적인 현대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낡은 표현방식에서 탈피해 전통도자의 정수를 새로운 

기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 동물과 그림자 그리고 풍경을 접목했다. 작품에 예술성을 불어넣기 위해 

흙과 미감을 조화롭게 결합했다.

Innovating and developing on the basis of tradition is my ceramics design 

philosophy. Contemporary ceramic art can be created by employing modern 

creative ideas and breaking the old manifestation mode so that the essence 

of traditional arts can be presented by new techniques. Animals, shadows, 

and landscapes are integrated. It harmoniously unites the soil and aesthetic 

taste to fill the work with artistry.

중국  China

불사조 열반 2015,�도기점토

Phoenix Nirvana 2015, Earthenware

25�×�25�×�30

태고 2017,�도기점토

Ancient Times 2015, Earthenware

25�×�25�×�30

성스러운 도시 2015,�도기점토

Saintly City 2015, Earthenware

25�×�25�×�30

짧은 머뭄 2016,�도기점토

A Short Stay 2016, Earthenware

30�×�30�×�35



KICB 2019 129128

온 라 인  참 여 작 가



KICB 2019 131130이인진 Inchin Lee

나의 작업은 내 주변 생활 속에서 오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 정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눈앞에 보이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는 상황을 연구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를 펼쳐보고자 

실험하는 작업인데,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의 작품을 포개고 쌓으면서 그 형태들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형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다.

My work begins by thinking and organizing various aspects of my life. It’s 

about experimenting my personal desire to study what’s happening every day, 

but that constantly changes little by little. By collecting and piling up a simple 

form of works, I discover another new form of structure that they produce.

특별상 표현부문  Special Award Ceramics as Expression  /  한국  Korea

Collecting & Piling 2018,�흰�자기점토,�석기점토,�철골

Collecting & Piling 2018, White�porcelain,�stoneware,�iron�frame�

400�×�500�×�500



KICB 2019 133132크리스티나 리우 Christina Liu
특별상 생활부문  Special Award Ceramics for Use  /  미국, 대만  USA, Taiwan

나의 작업은 기능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으로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나는 음식을 담는 

용기를 만들지만, 나의 작품이 단순히 쓰임새만 있는 접시나 대접은 아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식사를 위해서만 식탁에 올려지는 사치를 부르는 복잡한 작품이다.

My work is rooted in functionality, but it is not limited by it. Although the pieces 

I create are vessels for serving food, they are not simply utilitarian plates or 

bowls. They are intricate objects that invoke a sense of luxury, brought onto 

the dining table only for extraordinary meals.

페리고르 2016,�자기점토

Perigord 2016, Porcelain

9�×�8�×�10



KICB 2019 135134이브라힘 사이드 Ibrahim Said

나는 나의 문화, 즉 고대 이집트 도기와 이슬람 미술의 기하학에 뿌리를 둔 형태와 기법을 

확장시키는 데 흥미를 느낀다. 기능과 조형의 언어를 접목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의식(儀式), 뭔가를 기념하는 것, 문화적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다.

I am interested in expanding on forms and principles rooted in my culture: 

namely ancient Egyptian pottery and geometry in Islamic arts. By bridging 

the languages of function and sculpture, I hope to conjure up stories about 

rituals, memorializing, and cultural proverbs that still feel relevant. 

대중상  Viewers’ Choice Prize  /  이집트  Egypt

헌신 2018,�백색�도기점토

Devotion 2018, White�earthenware

53�×�66�×�160



KICB 2019 137136나지메 압델라이 Najmeh Abdellahi

이 도자기의 디자인은 사파비 왕조 시대의 차하르 바그(4개의 파라다이스 정원)의 상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차르바그 카페트는 파라다이스를 시각화한 것으로, 두 개의 중심축으로 

카펫의 지면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디자인 되었고, 천국의 새와 식물들의 문양을 담고 있다.

The design of wares is inspired by the symbol of Charbagh (the four gardens) 

from the Safavid period. The Chahar Bagh carpets are visualizations of 

Paradise, which their design in two main axes has divided the surface of the 

carpet into four parts, and it bear designs of paradise birds and plants.  

이란  Iran

페르시아 차하르 바그 컨셉에 기안한 도자 디자인 2018, 도자

Design of Ceramic Wares Based on Persian Chahar Bagh Concept 2018, Ceramic

100 × 100



KICB 2019 139138아담 아벨 Adam Abel

나의 예술 활동은 미디어아트와 도자예술이라는 두 예술 장르의 상호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움직임과 공간적 환상에 기초한 미디어아트는 사진, 움직임, 음향을 결합해 복합적 맥락을 

불어넣어 표면적으로는 정적인 도자기 작품에 생명력을 준다. 반면, 도자예술은 입체적 형태와 

물질적 소재를 통해 나를 현실 세계와 나의 손을 거치는 물리적 에너지와 연결해준다.

Media Art and Ceramic Art are two fields, of which mutual influences 

determine my artistic activity. The first, based on a movement and space 

illusion, allows me to revive seemingly still objects and build complex 

contexts integrating the picture, movement and sound; the second one, 

throughout three dimensional form and material, connects me with the real 

world and its physical forces.

폴란드  Poland

아난케 2018, 고운�샤모트�점토

Ananke 2018, Fine chamotte clay

266 × 266 × 150



KICB 2019 141140마리안느 에버겔 Marianne Abergel

도예작가로서 나의 작업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첫째는 공간, 비례, 비움에 대한 

추상적인 연구로 형태가 어떻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동물, 인간, 혹은 

다른 종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각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들에 접근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My work as a ceramic artist develops along two axes: firstly an abstract research 

on space, proportions, emptiness - how form can create emotions. Secondly, 

through sculptures that ques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nimals, humans, or 

otherwise, I try to show the closeness of our life essences.

프랑스  France

파란 조각 자매 2018, 자기점토

Blue Fragment Sisters 2018, Porcelain

25 × 25 × 50



KICB 2019 143142벨지안 아크바바 Belgin Akbaba

현실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현실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인가? 자연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내면의 본질을 

숨긴 채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나의 도자 작품은 자연스러운 삶의 내적 본질을 보여준다. 

The concept of reality is one of the most misleading concepts for human 

beings. What is reality exactly? Is that what we see with our eyes? Nature has 

an inner face. We live in nature with hidden inner texture. My ceramics reflect 

the inner texture of natural life.

터키  Turkey

명백한 V의 뒤에는 2018, 석기점토

Behind the apparent V 2018, Stoneware

43 × 40 × 17



KICB 2019 145144아키나가 쿠니히로 Kunihiro Akinaga

사물에 장식을 하게 되면 그것의 진실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식품을 

포장하고 장식하는 것은 소비자가 동물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장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것에서조차도 현시대의 

관념들을 발견할 수 있다.

I feel that by decorating, the truth of things gets hidden. For example, in our 

lives, the packaging and decoration of our food divert our attention from the 

death of animals. By using the concept of decorations you can find modernity 

even in something universal such as life and death.

일본  Japan

모방 2018, 석기점토

Mimicry 2018, Stoneware

100 × 89 × 140



KICB 2019 147146나타샤 알러스 Natasja Alers

나는 욕망, 고통, 긴장, 욕정, 취약성 등과 같은 감정을 포착하여 이를 작품에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무정형의 평면적 조각작품으로 이런 감정들을 재탄생시켜 인간형태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탐험하고자 한다. 나는 관람객이 나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고 시각적인 매력과 불편함을 

느끼기를 바란다. 

With my sculptures, I try to capture emotions such as: desire, pain, tension, 

physical lust, and vulnerability. By recreating these into amorphous two-

dimensional bodily sculptures, I try to push and explore the borders of the 

human form. I invite the viewer to have a close look at the works and create a 

feeling of visual attraction and discomfort.

네덜란드  Netherlands

본능적 끌림 2018, 도자

A Visceral Attraction 2018, Ceramic

159 × 47 × 8 



KICB 2019 149148다니엘 알렌 Daniel Allen

두 점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개인의 의존성(부모, 또는 직업에 대한)과 개인들 간의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춰 삶의 취약성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맹렬하지만 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관객은 작품을 보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취약성을 생각해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The diptych artwork addresses the vulnerability of life by focusing on 

dependency of individuals (on parents, on careers) and the developing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The artwork is intended to be a powerful 

but poetic look at our close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For this reason, 

it shines a light on the viewers’ own life, their own vulnerability, and explores 

the closeness of their own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they love.

영국  UK

형상의 부재 (시리즈 4.1) 2015, 자기점토

Absent Figure (series 4.1) 2015, Porcelain

40 × 50 × 75



KICB 2019 151150다리엔 아리코스키 존슨 Darien Arikoski-Johnson
미국  USA

나의 작품은 인간의 인식과 디지털 신호 처리 간에 얽혀있는 당대의 복잡한 상태를 대변한다. 나의 

작품은 인식의 파편들을 해체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각적 의식 상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인식의 과정과 기억의 형성에 관련된 현대인들의 경험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다.

My work represents the current entanglement of human cognition and digital 

processing. By dissecting and altering perceptual fragments, my work 

raises awareness of a continually altered state of visual consciousness. It 

makes reference to a shift in contemporary experience relating to cognitive 

processing and the formation of memory.

가로질러 올라가는 2018,�자기점토,�혼합매체

Ascending Across What's Pushed 2018, Porcelain,�mixed�media

14 × 10 × 56



KICB 2019 153152안나 바뒤르 Anna Badur

나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실험적인 재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나의 도자기 시리즈는 재료, 형태, 문양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나는 독특한 장식과 절제된 형태를 결합한 작품을 만든다. 결과물은 일정 부분 제작 과정의 

운에 맡긴다.

My work is based on investigating natural processes of water movements 

and experimental material research. My porcelain series are characterized 

by a fine sense for material, form, and pattern: Unique decors meet reduced 

shapes. The results are always to a certain extent left to chance: the process 

of making.

독일  Germany

썰물 2018,�자기점토

Ebbe 2018, Porcelain

120 × 120 × 5



KICB 2019 155154배세진 Sejin Bae

나의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시간이다. 나는 수천 개의 유닛을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창작한다. 모든 나의 작품은 각각의 일련번호를 지니며 이 번호는 다음 작품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는 작품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된 일련번호는 관람객들이 작품 제작과정을 

상상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Time is one of the important themes of my ceramic art. I paste thousands of 

pieces for one art work. Every piece of my work has a serial number and this 

number goes on until the next one. This process is done to record the time 

of the work. The recorded serial number will allow the viewer to imagine the 

process of work and convey the value of labor.

한국  Korea

고도를 기다리며 231465–233641 2018, 점토

Waiting for Godot 231465–233641 2018, Clay

35 × 35 × 26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157156코리 베인 Corrie Bain

나는 기형을 표현의 조각적 형태로 그리고 표면은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로 사용한다. 나는 

싸이매틱스, 현미경으로 본 씨드박스, 미생물, 꽃가루, 프랙탈 구조에서 영감을 얻는다. 씨드박스 

컬렉션은 ‘삶을 담은 타임캡슐’로 자연 순환의 시작과 끝을 묘사하고 있다.

I use the vessel as a sculptural form of expression, and the surface as a 

canvas for my drawings. I find inspiration from cymatics, microscopic imagery 

of seed pods, micro-organisms, pollen, and fractals. The Seed Pod Collection 

are ´time capsules of life´, portraying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life cycle of 

nature. 

영국  UK

소철 2018,�자기점토

Cycas Llamelae 2018, Porcelain�

20 × 20 × 20



KICB 2019 159158코즈마스 발리스 Kosmas Ballis
미국  USA

인류세란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로 묘사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를 칭하는 과학적 용어이다. 대재앙 사건들로 야기되는 인간이 

초래한 엄청난 재앙들이 내 작품의 주제이다. 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기법들은 균형과 

통제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한다.

The Anthropocene is the scientific term of our current geological epoch, 

described as the period when man’s activities started having a significant 

global impact on the earth’s ecosystems. Manmade disasters triggered by 

cataclysmic events are themes found in my sculpture. The techniques I used 

to create these works represent man’s ability to push the limits of balance and 

control.

미국가시덤불 2015,�도자

American Thorn Bush 2015, Ceramic�

18 × 16 × 20



KICB 2019 161160도리스 뱅크 Doris Bank

점토에 주름을 잡아서 아름답고 단순한 기법으로 탄생한 오브제는 보는 사람의 오감을 만족 

시킨다. 촉감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각이다. 나는 최근에 양각 질감을 높여 예상치 못한 느낌을 

주는 장식기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Folding is beautiful and simple, resulting in objects that appeal to our senses. 

The sense of touch is our most fundamental sense, and with this in mind, I 

recently succeeded in developing a décor that achieves a raised surface 

texture, giving the objects an unexpected feel. 

독일  Germany

순수 2016,�자기점토

Pure 2016, Porcelain�

27 × 23 × 10



KICB 2019 163162로니트 바랭가 Ronit Baranga
이스라엘  Israel

나는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연결해 삶과 정물 사이의 경계에 있는 비유적인 예술을 창작한다. 이 

경계에는 공존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하나로 결합해 복잡한 감정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I create figurative art on the border between living and still life, dealing with 

emotional states and relationships. This border allows me to express complex 

emotional feelings by creating sets of incompatible images combined as one.

주전자를 쥐어짜는 공허한 여인 2017,�점토

Hollowed Lady Squeezing and Pinching Kettle 2017, Clay�

25 × 30 × 60



KICB 2019 165164블라드 바사랍 Vlad Basarab

기억은 우리의 과거, 정체성, 유산과 관련된 것이다. 점토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사적인 매개체이다. 

여기에는 태고 때부터의 정보가 담겨있어서 점토를 빚어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은 마치 흙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지식,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황폐화된 과거의 유물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Memory is the link to our past, identity, and heritage. Clay is a historic instrument 

of transmitting knowledge. Because clay contains primordial information, shaping 

it is as though I am bringing back to life the ashes 

of the past, which are stored in the earth encasing memories, knowledge, 

and histories.

루마니아, 미국  Romania, USA

기억의 정원 2018,�붉은�도기점토

Garden of Memory 2018, Red�earthenware�

1500 × 400 × 100



KICB 2019 167166피터 비어드 Peter Beard

다양한 색의 얇은 점토를 겹겹이 쌓아 올려 두꺼운 질감을 가진 형태를 만든 후 유약을 발랐다.  

소성을 거친 후 완성된 표면을 갈아내어 대리석처럼 매끈한 표면 속에서 복잡한 패턴이 드러나게 

되어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변신한다. 

Thin layers of different coloured clays are built up to form a thick textured 

layer then glazed. The final surface is ground back to reveal intricate patterns 

within a silky smooth marble-like finish, which is beautifully tactile.

영국  UK

흑백 연마 용기 2018,�석기점토,�자기점토,�반자기점토

Black and White Ground Vessel 2018, Stoneware,�porcelain,�semi�porcelain�

11 × 11 × 16



KICB 2019 169168수잔 베이너 Susan Beiner

나는 인간, 동물, 식물로 이루어진 연약한 생태계가 받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나의 창작 

목적은 우리가 주위 환경을 차용하여 실내 조경을 선택하는 것처럼, 현대 공예의 물질성을 통하여 

인간과 연결된 자연 및 문화 간에 생태적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I raise concern about the effects on the fragile ecosystem of humans, animals, 

and plants. My objective is to create an ecological balance between our 

connection to nature and culture through the materiality of modern craft, as 

we choose an interior landscape from our surroundings.

미국  USA

영원한 혁명 2018,�도자,�목재

Everlasting Revolution 2018, Porcelain,�wood�

91 × 91 × 35



KICB 2019 171170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의 출현’이라 불린다. 하지만 공예기법은 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 작품의 의도는 공예를 통하여 세상을 봄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기술의 시대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alled ‘The rise of the robots’. However, the 

skills of craft are given new meaning in society.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craft to shed light on being human in the 

age of technology.

아릴드 베르그, 린다 로테, 모나 호엘, 

미미 스왕, 엘리세 쉘란 (AvArt)
Arild Berg, Linda Lothe, Mona Hoel, 
Mimi Swang, Elise Kielland (AvArt)

노르웨이  Norway

블루칼라 - 화이트칼라: 합리화 2019, 자기점토

Blue Collar - White Collar: Rationalisation 2019, Porcelain

26�×�26

1

3

5

2

4

Konkylie 2018,�도기점토

Konkylie 2018, Earthernware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2017,�자기점토,�철

Blue Collar White Collar 2017, Porcelain, iron

40 x 40 x 40

손의 리듬 2018,�도그마�다큐멘터리�영상

Rhythm of the Hands 2018, Dogma documentary film

22 min.

도트진 2017, 도자,�청바지

Dotted Blue Jeans 2017, Ceramic, blue jeans

45 x 45 x 75

1 2 3

4 5



KICB 2019 173172나타사 보야닉 Natasa Bojanic

나는 화장실을 하나의 상자와 연결시켰다. 이 상자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면서 동시에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다. 나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 상자에 인간의 신체 형상을 넣었다. 신체 부분들은 속이 비어있는 형태이며 

흰색과 푸른 색으로 맨살을 표현했다.

I connect the bathroom space with a box, an environment that isolates us, 

makes pressure on us, and it’s only our own and intimate space. I inserted the 

human figure as a message and as a representation of someone who existed. 

The body parts remain naked, white, blue, and hollow.

세르비아  Serbia

공포의 침묵 2018, 도자, 유리, 목재, 플라스틱

Silence of the Fear 2018, Ceramic, glass, wood, plastic

250 × 250 × 200



KICB 2019 175174마이클 보로닉 Michael Boroniec

〈공간 나선〉은 쓰임새가 있는 그릇에서 출발하였고, 기형 또한 그러하다. 작품은 공간 속에서 

해체되고 견고해지면서, 제작자의 흔적을 드러내고 딱딱하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는 물질은 

점토의 연약함으로 대치된다.

‘Spatial Spirals’ is a series of sculptural objects, resembling and born of 

functional vessels. Each work is deconstructed and solidified in space, 

revealing the maker’s marks and lending fragility to a material often perceived 

as hard and heavy. 

미국  USA

띠: 기다 IV 2019, 도자

Ribbon: Crawl IV 2019, Ceramic

30 × 21 × 21



KICB 2019 177176헬미 브루그만 Helmie Brugman

‘이상적인’ 어린이 형상의 몰드를 사용해 〈도자기 다비드〉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시리즈는 

다양한 마무리 작업을 거쳐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 형태들의 집합으로 발전한다. 존재의 이상화와 

창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다비드 시리즈〉에서 재현된 정체성의 

물질적 간결성이다.

A mold of the ‘ideal’ child figure allows for a series of Ceramic Davids to 

be built. This series develops into a range of identities through different 

treatments. It is the material concreteness of these identities that moves us 

whilst questioning the idealization and makeability of our existence.

네덜란드  Netherlands

검은 다비드상 III 2018, 석기점토�

The Black Davids III 2018, Stoneware

250�×�250�×�130



KICB 2019 179178마리아 브룬, 앤 도르테 베스터 (MBADV)
Maria Bruun, Anne Dorthe Vester (MBADV)

덴마크 건축가 앤 베스터와 디자이너 마리아 브룬은 2012년부터 함께 건축, 디자인,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들의 작품은 추상적이면서 기능적이며, 환경을 고려한다. 

재료와 형태의 미적인 성취에 중점을 맞추며 특히 공예적인 디테일을 강조한다.

Since 2012, Danish architect Anne Dorthe Vester and designer Maria 

Bruun have collaborated in creating objects in the cross-section between 

architecture, design, and art.  Their work often focuses on abstractions, 

functional hybrids, and on the aesthetics of materials and form in relation to 

surrounding spaces—all created with an intense focus on the crafted detail.

덴마크  Denmark

무거운 더미 2016, 압출�석기점토,�오크�

Heavy Stack (Extrude) 2016, Extruded stoneware, oak

480�×�940�×�480�



KICB 2019 181180펠루카스 필라스 부블레스 Pelucas Pilas Bubbles

사물과의 관계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역사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조각을 

재활용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The relationship with the object has reached its limit, it was inseparable and 

historical, I could not stop recycling in my sculptures.

스페인  Spain

등반가 해머 2018, 점토�

Climber Hammer 2018, Clay

38�×�38�×�60�



KICB 2019 183182앤드류 버튼 Andrew Burton

나는 기(器)를 만든다. 기의 단순한 형태를 통해 인간의 심오한 창작 활동에 대해 질문한다. 때로는 

작은 벽돌을, 때로는 거대한 점토판을 쌓아 올려 작품을 만든다. 이 작품을 통해 조각, 건축, 기능적 

형태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Andrew Burton makes vessels, but he uses this simple form to ask questions 

about the profoundly human activity of making. Sometimes built up from tiny 

bricks, other times from huge slabs of clay, his vessels in this exhibition explor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sculpture, architecture, and functional form. 

영국  UK

오랑주리 항아리 1 2018, 점토�

The Orangery Urns 1   2018, Clay

500�×�500�×�230



KICB 2019 185184앤 버틀러 Anne Butler

나의 작품에는 고고학, 지질학, 구조에 대한 관심이 투영되어 있다. 나는 주형을 뜨고, 겹겹이 쌓고, 

잘라내고, 파내는 작업을 통해 개인과 문화적 기억과의 연관성 그리고 물질, 과정, 시간의 흐름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There is much reminiscent of my interest in archaeology, geology, and 

structure in my work. Through casting, layering, constructing, fragmenting, 

and excavating, I explore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cultural 

memory as well as relationships between material, process, and the passage 

of time.

영국 UK

아날로그 2015, 파리안�자기점토�

Analogue 2015, Parian Porcelain

24�×�27�×�27



KICB 2019 187186게오르기 비에로 Georgiy Byero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이다. 인간이 자연, 식물, 동물과 맺는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한다. 이 전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연의 필수적인 일부이며 자연과 친구가 되고 

협력해야만 조화롭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The theme is ‘human and nature’. Draws attention to the different states 

of human interaction with nature, plants, and animals. My purpose of the 

exhibition is to remind people that they are an integral part of nature and 

only in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it we can be harmonious, happy, and 

healthy.

우크라이나  Ukraine

주인 2016, 내화점토

The Owner 2016, Fireclay

45(h)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189188크리스 캄포 Kris Campo

나의 작품은 추억과 잃어버린 꿈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포착한 뒤,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전달한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흔적을 남겨준다. 하지만 그것은 자서전이 

아니라 내 삶을 형성하고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하나의 패턴 조각들일 

뿐이다. 

My work is about memories and lost dreams. I capture impressions from my 

life, transmit them and place them in perspective. They leave traces of whom 

I am. It is not a biography, but merely pieces of the pattern that shapes my life 

and that I leave to the passer-by.

벨기에  Belgium

가족 2018, T�머티리얼�점토,�채색된�본차이나

Familiale 2018, T-material�clay,�Colored�Bone�China

19 × 19 × 21



KICB 2019 191190엠레 찬 Emre Can

나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도자기 형태를 만든다. 자연은 너무나 유기적이고 디지털 매체는 

너무나 인공적이다. 나의 창작 의도는 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인위적인 형태를 다양한 수작업으로 

마무리하여 유기적인 구조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공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간에 대립하는 

요소들을 포착하고 기계가 생산한 도자기 형태를 변형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As a tool to shape ceramics, I use a three-dimensional printer. While nature 

is so organic, digital media is so artificial. My goal is to transform the artificial 

forms from a machine into an organic structure with different touches, to 

capture the opposition between artificial and organic, and to deform the 

ceramic structures produced by a machine to reveal new forms. 

터키  Turkey

중동의 파란 꿈 시리즈 2018, 리모주�자기점토

Blue Dreams in the Middle East Series 2018, Limoges�porcelain

15 × 17 × 17



KICB 2019 193192알렉산더 실락 Alexandre Cealac

사라져가는 단순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명한다.

Give light to the fading simplicity and natural beauty.

프랑스  France

소녀와 나무늘보 2017, 점토

Girl with a Sloth 2017, Clay

24 × 20 × 68



KICB 2019 195194찬 치만 Chiman Chan

내 작품은 원통의 윗면과 옆면의 그림이 바로 연결되면서 원통형 도자기 내부에 기하학적 모양이 

생성된 것을 보여준다. 나는 원통이 갖는 3D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실감 나는 착시현상을 위해 

깊이감을 추구한다.

My works show geometrical figures that appear inside the ceramic cylinder 

when the paintings on the top and on the side of the cylinder join in a straight 

line.  I use the 3D feature of the cylinder to suggest the sense of depth for a 

more convincing visual illusion.

홍콩  Hong Kong

실린더 속 실린더 2017, 자기점토

Cylinder in Cylinder 2017, Porcelain

20 × 20 × 12



KICB 2019 197196천 광후이 Guanghui Chen

나의 작품은 도자기라고 불려 왔던 것들을 해체하고, 혹은 후세에 기억되기 위해 작품에 서명을 

남기는 예술가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의 시각에서 나온 작품은 점토와 불이 

만나 저절로 만들어진 토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실체는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풍화되고 끊임없이 형성된 것으로 최후의 

시간개념을 담는 용기가 된다. 

My work is considered to dissolve what has been named as ‘ceramics’ or 

to dissolve the existence of the artist who was understood to have made 

and have signed his or her name on the work afterwards. The work from my 

vision is clay works that are clay and fire self-forming containers. This body 

of work is not only to remember events, but also to dismantle oneself. It’s 

also an object that has been weathered and constantly formed, and the body 

becomes a container in the last concept of time. 

중국  China

부동하는 바위 (파랑) 2017, 도자

Floating Rock (blue) 2017, Ceramic

80 × 60 × 40



KICB 2019 199198천 루한 Ruhan Chen

〈물결〉 : 이번 연작의 영감은 ‘물결’이다. 나는 단단한 도자기에 부드러운 물결무늬를 가져 와서 

일상용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접시와 컵 바닥의 곡선이 서로 맞물려서 사용하는 

이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사용감을 선사한다. 하늘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그러데이션이 잔잔한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TIDE> : The inspiration of this series is a ‘tide’. I hope hard ceramics can 

present the changes of soft waves, which could make everyday utensils more 

interesting. The bottom curves of the plates and cups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giving users a more stable experience. The gradual change of 

azure blue brings a touch of serene beauty.

중국  China

밀물과 썰물 2018, 자기점토

TIDE 2018, Porcelain

21 × 12 × 8



KICB 2019 201200지엔 즈다 Chih-ta Chien

두세 개의 원뿔 모양으로 기본구조를 만든 후, 이를 결합해 다양한 풍경들을 만든다. 풍경은 

분리된 형태로 만들어 모아놓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에 따라 원래의 독립적인 풍경들이 

시각적으로 겹쳐 보이는 효과를 안겨다 준다.

I deliberately use two or three cone-shaped bodies as the basic structure, 

and then combine them to form different landscapes. Since the landscapes 

are separately formed, different viewing angles give the original independent 

landscapes different visual overlapping effects. 

대만  Taiwan

내면의 방황 I 2016, 조각용�점토,�화장토

Internal Roaming I 2016, Sculptural clay, Engobes

150 × 150 × 58



KICB 2019 203202조광훈 Kwanghun Cho

나는 인간의 이면에 감춰진 욕망, 이상과 현실의 교차점에서 밀려오는 상실감과 불편한 감정들을 

얼굴이 가려진 인물들을 통해 작품으로 풀어냈다. 동물을 암시하는 마스크나 재해석한 의복으로 

인물의 성격을 설정하고, 주로 손의 형태를 결합해 기호의 요소로 사용했다. 또한 사회의 권력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종교 조각의 형태를 응용하였고 인물의 배치를 통해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I explored hidden desire, sense of loss and discomfort encountered at the 

crossroads of the ideal and reality, and other uncomfortable feelings through 

masked human figures in my works. I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s 

by using masks connotative of animals or reinterpreted clothes. I mainly 

combined shapes of hands, which I used as an element of signs. In order to 

express the power structure of society, I adopted a form of religious sculpture. 

I wanted to show an atmosphere like a scene of a play by arranging human 

figures.

한국  Korea

수영 시리즈 2018, 석기점토,�슬립,�금,�은

Swimming series 2018, Stoneware, slip, gold, silver

120 × 120 × 160



KICB 2019 205204최민희 Minhee Choi

나의 작업은 삶에 있어서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 희망, 혼돈, 환희, 열정 등 다양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러한 심상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들의 반복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나의 

작업은 마음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며, 계획적인 동시에 우연적인 즉흥이다.

My works begin with a variety of emotions such as anxiety, hope, chaos, 

passion, which everyone experiences in life. I visually express this aesthetics 

by the repetition of connecting lines. These various lines and sides become 

three-dimensional and gradually expanded by repeatedly connected and 

tangled. My work follows the shape of my mind, which is a deliberate and 

coincidental improvisation.

한국  Korea

DAMI 1824 2018, 혼합실크

DAMI 1824 2018, Mixed silk

50 × 50 × 7



KICB 2019 207206최챈주 Chanjoo Choi

나는 도자기를 베이스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도자기를 전공했지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주로 다양한 정신병과 신드롬을 

주제로 한다. 대표작인 공존 시리즈는 기물의 앞면과 뒷면을 활용하여 해리장애를 은유적이고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I draw and make installations using ceramics as a medium. I majored in 

ceramics, but I use a wide range of materials for my work to express the 

theme of my work effectively. I mainly address subjects about mental illness 

and syndromes. In my major work, Coexistence series, I used the front 

and back sides metaphorically and connotatively to express the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한국  Korea

공존#5 2018, 도자

Coexistence#5 2018, Ceramic

150 × 60 × 62



KICB 2019 209208앤 크리스티안센 Ane Fabricius Christiansen

나는 점토와 유약으로 실험적인 작업을 하며, 작품은 터지고, 흘러내리고 무너진 형태를 보여준다. 

즉, 도자기를 지질학적이며 해부학적 연구 관점에서 접근한다. 작업 과정과 기법을 통해, 신체와 

자연에 강하게 몰입하면서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민감한 형태를 드러낸다. 

Ane Fabricius Christiansen works experimentally with clay and glaze material. 

It bursts, drops, and erodes. Her approach to ceramics associates with a 

research field that is both geological and anatomical. Through the work 

process and methods, abstract, complex, and sensitive formations arise with 

strong attachment to body and nature.

덴마크  Denmark

형성 #2 2018, 석기점토,�테라�시질라타

Formation #2 2018, Stoneware, terra siggilata

70 × 7 × 20



KICB 2019 211210

한국의 전통 문양인 구름은 나의 최근 작업의 모티브이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 형태를 참조하면서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구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문화 

내적 또는 외적 소속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

In his current work, he references traditional Korean cloud motifs and 

pottery shapes while juxtapos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through his vivid 

imagery. The clouds represent a phenomenon that is constantly in flux and 

corresponds to his own questions of belonging within or outside the culture.

새뮤얼 정 Samuel Chung
미국  USA

운경(雲景): 통로 2017, 자기점토

Cloudscape: Passage 2017, Porcelain

58 × 20 × 29



KICB 2019 213212레이 처치 Ray Church

나는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서 영감을 얻어 오늘날의 정치적 쟁점들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든다. 

역사적 장면을 도발적인 현대사회 이야기로 대체한다. 이 작품의 장식기법, 형태, 문양이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곧 그 안에는 어두운 주제가 숨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Taking classical Greek ceramics as his inspiration, Ray Church satirizes 

political issues of today. The artist replaces historical scenes with provocative 

contemporary narratives. The style of decoration, shape, and patterns are 

easy for us to look at because they are so familiar, until we recognize the dark 

subject matters within. 

영국  UK

대형 무기 2018, 도자

Big Weapons 2018, Ceramic

79(h)



KICB 2019 215214안토넬라 치마티 Antonella Cimatti

‘가벼움’이라는 주제를 도자기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벼움’은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끼는 무게 모두를 의미한다. 나의 작품은 대부분 설치작품으로 작업이 놓일 

공간들을 유희적 공간으로 상상한다. 그 공간 속에서 관람객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한다.

My objective has been to create lightness in ceramics, not only regarding 

weight but also visually. A large part of my work is dedicated to installations, I 

like to play with the spaces in which my pieces are going to be inserted, and I 

like to create a connection with the viewers.

이탈리아  Italy

나비 2018, 자기점토,�특수�아크릴�수지,�필름

Butterflies 2018, Porcelain, plexiglass, digital print film

240 × 150 × 20



KICB 2019 217216조슈아 클락 Joshua Clark

나는 피상적인 이유로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 우리가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것들에 흥미가 있다. 현실은 단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 온전히 손에 넣을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다. 누군가는 예술작품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져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작품이 이해되기를 바란다.

I am interested in the things that capture our attention for superficial reasons, 

but which continue to haunt us for reasons we cannot quite put our finger on. 

A reality that can only be approached but never fully grasped, and while no 

concrete meaning is possible, one can orbit close enough to the work of art 

to come away with something meaningful. This is how I wish my works to be 

engaged.

미국  USA

감독 2018, 도자,�레진,�철재

Herr Direktor 2018, Ceramic, resin, steel

38 × 25 × 121



KICB 2019 219218우루슬라 코만되르 Ursula Commandeur

나는 자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색다른 관점을 전달하며,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요소들로 작업한다.

It delivers a different view on nature shown in an additional way to work with 

many similar elements.

독일  Germany

매듭 2018, 자기점토,�철사

Burls 2018, Porcelain, wire

500 × 500 × 200



KICB 2019 221220알렉산드라 코프랜드 Alexandra Copeland

나는 항상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곤 한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 꽃, 곤충, 새, 해양생물들을 

보면 그 이상한 형태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 조합을 기록하고 싶어진다.  때로는 내 손이 이들을 

관찰하는 눈을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은 절묘한 순간이 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를 자극한다. 

I have always drawn and painted. People with their human foibles, flowers, 

insects, birds, and marine life move me to record their strange shapes and 

unlikely color combinations. Occasionally, there is a sublime moment when 

the hand seems to obey the eye observing the object. That moment is what 

spurs me on. 

호주  Australia

오징어 2018, 자기점토

Squid 2018, Porcelain

35 × 35 × 45



KICB 2019 223222리사 크레스키 Lisa Creskey

나는 조각과 설치 작품을 통하여 점토라는 매체의 시각적 스토리텔링 잠재력을 탐구한다. 자연, 

역사, 시간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며 인류와 환경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들 주제 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I explored hidden desire, sense of loss and discomfort encountered at the 

crossroads of the ideal and reality, and other human feelings through masked 

human figures in my works. I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s by using 

masks connotative of animals or reinterpreted clothes. I mainly combined 

shapes of hands, which I used as an element of signs. In order to express the 

power structure of society, I adopted a form of religious sculpture. I wanted to 

show an atmosphere like a scene of a play by arranging human figures.

캐나다  Canada

선셋 크루즈 2018, 콘�6,�콘�10,�자기점토,�청자

Sunset Cruise 2018, Cone 6, Cone 10, porcelain, celadon

100 × 50 × 100



KICB 2019 225224클레어 커닌 Claire Curneen

나는 인간성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구상 조각을 만든다. 상실, 고통, 희생, 부활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 흰색 포슬린을 손으로 빚어 만들고 때로는 푸른색이나 황금색이 

가미되기도 하는데, 그 반투명의 깨지기 쉬운 포슬린의 물성은 인간이 처한 상태와 경험에 대한 

은유이다.  

Claire Curneen creates figurative sculptures that poignantly reflect on 

humanity.  Universal themes of loss, suffering, sacrifice, and rebirth underpin 

her works.  Hand-built in white porcelain, sometimes with touches of blue or 

gold, their translucent and fragile qualities offer metaphors through which we 

can consider the human condition and experience.

아일랜드  Ireland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2017, 자기점토

Over My Dead Body 2017, Porcelain

30 × 42 × 76



KICB 2019 227226파울로 시프리아노 Paulo Cypriano

나는 인간의 이면에 감춰진 욕망, 이상과 현실의 교차점에서 밀려오는 상실감과 불편한 감정들을 

얼굴이 가려진 인물들을 통해 작품으로 풀어냈다. 동물을 암시하는 마스크나 재해석한 의복으로 

인물의 성격을 설정하고, 주로 손의 형태를 결합해 기호의 요소로 사용했다. 또한 사회의 권력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종교 조각의 형태를 응용하였고 인물의 배치를 통해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I explored hidden desire, sense of loss and discomfort encountered at the 

crossroads of the ideal and reality, and other human feelings through masked 

human figures in my works. I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s by using 

masks connotative of animals or reinterpreted clothes. I mainly combined 

shapes of hands, which I used as an element of signs. In order to express the 

power structure of society, I adopted a form of religious sculpture. I wanted to 

show an atmosphere like a scene of a play by arranging human figures.

브라질  Brazil

해바라기 2017, 석기점토

Girassol (with bowl) 2017, Stoneware

30 × 27 × 29



KICB 2019 229228그렉 달리 Greg Daly

나는 집과 작업실을 오갈 때 그림자와 빛의 강도가 계속해서 변하는 풍경을 본다. 안개와 비와 

흐르는 구름 사이로 파고드는 빛, 구름 위의 빛줄기, 일출 때의 빛, 해 질 무렵의 빛, 석양, 달빛, 

자욱한 빛, 해 지는 순간의 열기, 대지와 하늘을 일순간에 변화시키는 후광. 이 모든 것이 내 작품의 

반짝이는 러스터 표면에 담겨있다.  

In my environment, there are constantly changing shades and intensities of 

light as I go between my home and studio: light through mist, rain, clouds - 

passing, light on clouds, first light, sunset, fading light, moon light, dust, heat 

and the moment the sun goes down, that after-glow that changes for just a 

moment the land and sky. This is reflected in my lustrous surfaces. 

호주  Australia

여우비 2018, 도기점토,�러스터,�비스무트,�코발튼웨어

Sun Shower 2018, Earthenware, lustre glazes silver, bismuth, cobalthenware

30 × 30 × 45



KICB 2019 231230샬리니 담 Shalini Dam

나는 표면 아래 감춰져 있는 모순, 이중성에 관하여 탐구한다. 알아보기 쉬운 안내판, 상징물, 형태 

등을 이분법적으로 병치시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표면의 교묘한 처리는 이미지의 일부만 

특정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점토의 표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착시현상을 

연출했다.

Through my work, I’m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the dualities that lie 

hidden under the surface. I use easily recognizable signs, symbols, and forms 

and juxtapose them in a dichotomous manner to raise these questions. This 

surface manipulation creates an optical illusion by making only part of the 

image visible from a particular angle, and animating the surface of clay.

인도  India

모든 이가 빗속에서 춤을 추지는 않을 것이다 2018, 테라코타

Not Everyone will Dance in the Rain 2018, Terracotta

152 × 152 × 243 



KICB 2019 233232힐데 앙엘 다니엘센 Hilde Angel Danielsen

〈부러진 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들의 단순성과 복잡성에 대한 것이다. 내가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시간, 전이, 동작, 공간, 변화이다. 은유법과 문자 그대로의 해석, 다의적 

의미를 이용한 예술과 공간적 표현을 창조하고자 한다.

Broken Circle is about the simplicity as well as complexity of decisions in our 

everyday life. Themes that recur often in my work are time, transitions, motion, 

space, and change. Creating art and spatial expressions using metaphors as 

well as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word and its multifarious significance.

노르웨이  Norway

또 다른 벽 혹은 축구장 점수판 2010, 도자

Another Wall or a Footballscore 2010, Ceramic

25 × 900 × 240  



KICB 2019 235234조쉬 드위즈 Josh Deweese

항아리 작품을 한데 모아 놓으면 그 형태의 넉넉함과 표면의 매력이 드러난다. 항아리 표면을 싸고 

있는 짙은 나뭇재 유약은 3차원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사용되어 고혹적인 표면을 보여준다. 

To show a grouping of jar forms, expressing a sense of generosity in the 

form and attraction in the surface, with seductive surfaces of rich wood-fired 

glazes used to paint three-dimensional images that wrap around the forms. 

미국  USA

큰 채색자기 2015, 석기점토

Large Covered Jar 2015, Stoneware

53 × 48 × 69



KICB 2019 237236딩 자웨이 Jiawei Ding

나는 빛을 이용해 백자가 지닌 반투명성의 미학과 잠재력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중첩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도자기의 두께를 변형해 가면서 각기 다른 음영의 패턴을 추측해 나간다.

By using the light, I attempt to find the aesthetic and potential of translucency 

of porcelain. I take ‘superposition’ as the theme of my work, in which the tiles 

can change their thickness and assume different shade patterns.

중국  China

그림자 2018, 자기점토

Shadow 2018,  Porcelain

20 × 20 × 11



KICB 2019 239238딩 유위 You-Yu Ding

작품의 형태는 창작과정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변형된다. 작품을 공개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기록하는 것이며, 나는 도자기 창작을 통해 전통공예의 예술 형태를 다시 발견해 보고자 한다. 

공예는 더 이상 실용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고 기록할 수 있다.

Through the experience and history of the process, it is transformed into the 

form of the work. Showing objects that record modern society, I hope to find 

the art form of traditional crafts again through ceramic creation. Crafts no 

longer have just a practical function, but can also tell and record the present 

time.

대만  Taiwan

현대화-가족구성 2018, 도자

Modernization-Family Structure(distanced) 2018, Ceramic

144 × 55 × 32



KICB 2019 241240동 예원 Yewen Dong

나는 기억의 추상적 특성을 클레이 드로잉 설치 작업을 통해 관객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과 ‘사건’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I hope to invite the viewer to experience these ‘moments’ and the 

‘happenings’ that arise and fade through the duration of the clay drawing 

installation, like the abstract nature of memory.

중국  China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야단법석.3. 2017, 미소성�붉은�점토

Much Ado About Nothing.3. 2017, Unfired red clay

340 × 172 × 1



KICB 2019 243242마이클 둘란 Michael Doolan

나는 어린 시절의 이미지와 오브제들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가정의 안과 밖에서 만나는 생활의 경험을 즉물적이기보다는 좀 더 깊게 

깨닫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My work aims to provide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immediate 

experience of social life both outside the confines of the home and from 

within the interior of the domestic setting, with a new consciousness based 

on the rediscovery of images and objects of our own childhood pasts.

호주  Australia

꽃, 덤퍼 2017, 도자,�목재,�철재

Flower, Thumper 2017, Ceramic, wood, steel

35 × 38 × 58



KICB 2019 245244클레망틴 두프레 Clementine Dupre

유형 또는 무형의 공간에 대한 해석의 제안, 건축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경험, 이를 통해 원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나의 작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공동(空洞)과 움직임이 중심 

개념인 구조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자기를 빚고 성형하며 재고한다.

Providing an Interpretation of tangible or intangible space, experiencing our 

interaction with architecture and, hence, the bringing of archetypes to the fore 

are equally fundamental principles guiding the work of Clémentine Dupré. She 

shapes, assembles, and rethinks ceramics in order to create architecturalized 

spaces, where void and movement are central notions.

프랑스  France

표상 2018, 석기점토

TYPOLOGIE 2018, Stoneware

300 × 28 × 200



KICB 2019 247246엘리스 이래츠 Elise Eeraerts

나는 공간 개입에 몰두해 여러 영역을 다룬다. 내 작품은 인간의 건축양식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  나는 흙이 벽이 되거나 진흙이 벽돌로 되는 것처럼 자연 경관에 기초한 

물질적 변형을 탐구한다.

I am a multidisciplinary artist concentrating on spatial interventions. Often, my 

work is meant to be a conduit for interrelating human construction and nature. 

I explore material transformations that originate from the landscape, such as 

soil becoming a wall or mud becoming a brick.

벨기에  Belgium

불타는 덩어리 & 회귀하는 부피 2018, 

미소성�점토,�소성�점토,�사진,�비디오

Burning Mass (Blocks) & Recursive Volumes 2018, 

Raw clay, fire-hardened clay, photograph, video

325 × 100 × 245 



KICB 2019 249248에글 에이니키테 나르케비체네 

Egle Einikyte-Narkeviciene

예술가로서 나는 항상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을 관찰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관계들과 이런 관계들이 가져온 결과들, 즉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허영심, 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적 안정감과 평화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끊임없는 열망 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As an artist, I have always observed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It‘s 

important for me to reveal their complex relationships that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and the outcomes of these relationships: people‘s 

egocentricity, vanity, and need for incarnation, as well as their constant desire 

to regain internal structured order and peace.

리투아니아  Lithuania

블루 벨벳 2018, 석기점토,�화장토,�금속

Blue Velvet 2018, Stoneware, engobe, metal

70 × 17 × 61



KICB 2019 251250알렉산드라 엥헬프리트 Alexandra Engelfriet

나는 실내 설치작업과 야외 대규모 설치작업을 할 때 전신을 사용해 점토 덩어리를 성형한다.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나와 흙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점토를 늘리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나의 신체가 깊게 각인되어 점토라는 물질의 특징인 가소성이 

있는 그대로 표현된다.

In my indoor installations and monumental works on outdoor locations, I form 

masses of clay with my entire body. By working in rhythmical absorption, an 

intimate relation takes shape between experience and earth. Stretching and 

tearing, deep imprints of body parts, express the plasticity of the material in 

all its rawness.

네덜란드  Netherlands

대담하고 부드럽게 2018, 영상

Fortiter et Suaviter 2018, Film

14 min. 54 sec.



KICB 2019 253252헤더 메이 에릭슨 Heather Mae Erickson

이 작품의 제작 배경 중 하나는 대학원 시절부터 나의 개인적인 연구의 촉매제가 되었던 개인의 

사상과 손으로 만든 오브제에 대한 기대, 완벽함, 불완전함, 그리고 수작업의 한계 등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의도된 완벽한 불완전함’을 암시하고 강조하는 작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One aspect of this body of work has to do with an individual’s thoughts and 

expectations of handmade objects, perfection, imperfection, and limitations 

of the hand that have fueled my personal research since graduate school. 

There is a residue of the mark of the maker and hints and highlights ‘intended 

perfect imperfections’ such as we see in nature.

미국  USA

완벽한 불완전 컬렉션 2018, 자기점토,�백금�러스터

Perfect Imperfection Collection 2018, Porcelain, platinum luster

121 × 243



KICB 2019 255254몰튼 뢰브너 에스파센 Morten Løbner Espersen

나는 이 전시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객을 만나고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My goal is to reach a new audience and get worldwide attention by being part 

of this exhibition.

덴마크  Denmark

공간공포 2016, 석기점토

Horror Vacui 2016, Stoneware 

50 × 50 × 55



KICB 2019 257256심챠 이븐-첸 Simcha Even-Chen

나는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시각적 의미를 안겨주는 ‘자유로운’ 3차원의 입체공간과 

2차원의 기하학적 표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내 작품은 찌그러짐, 움직임, 색상, 패턴, 

유동성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텅 빈 이미지) 간의 문제를 다룬다.

Simcha Even-Chen i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hree-

dimensional space and two-dimensional geometric surfaces, giving visual 

meaning without restricting the movements. Her artworks deal with the 

questions of new inter-space (void image) created by the collapse, motion, 

color, patterns, and fluidity.

이스라엘  Israel

움직이는 굴곡 2018, 페이퍼�자기점토

Folding in Motion 2018, Paper porcelain 

35 × 90 × 20



KICB 2019 259258이프랏 이알 Efrat Eyal

나의 예술적 언어는 예술과 도자기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형식적인 관례, 이미지, 우상, 상징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회 및 젠더 문제와 관련지어 현대적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수정해가며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도자기의 특징을 부각시켜 재료적인 표현의 발전 

가능성을 넓혀 나가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My artistic language is based on the deconstruction of formal conventions, 

images, icons, and symbols from the history of art and ceramics, and their 

reassembly in contemporary contexts relating to social and gender issues.

I seek to broaden the possibilities of material expression by accentuating its  

possibility of fixing and rebuilding, that allows new growth and development.

이스라엘  Israel

지평선 2018, 도기점토

Skyline 2018, Earthenware

115 × 15 × 33



KICB 2019 261260라즐로 페케트 Laszlo Fekete

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만든다. 평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 조용한 것, 그리고 아주 

‘불안해 보이는 것, 흉측한 것’들도 만든다. 첫 번째 유형의 작품은 자연 안에서 탄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나 자연오염과 같은 인간계에서 속한 것들이다. 

I make very different types of works: Peaceful, ‘beautiful’, quiet ones and 

really ‘unquiet, ugly’ ones as well. The first type of works is generated in 

nature, the second one much more in the human world, in human activity: In 

history, in the pollution of waters and soil, etc.

헝가리  Hungary

나의 구원자-부모님을 추모하며(홀로코스트 메모리얼) 2014-2018, 자기점토

To the Memory of my Mass Life-Saver Parents (Holocaust Memorial) 2014-2018, Porcelain

150�×�95�×�280



KICB 2019 263262라파엘 페레즈 Rafael Perez

나는 팽창성과 불활성이라는 대립되는 물성을 가진 점토로 조형작업을 한다. 소성을 거친 

최종 결과물은 소성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나는 불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즉,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불은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불과 나는 하나의 팀이다.

I work my sculptures with two pastes: one of them expands and the other 

one is inert. With them, the works before the firing are radically different to the 

final result. I try to keep a balanced relation with the fire. I mean the fire has 

to work by its own as I do, but finally we are a team.

스페인  Spain

일시정지 2017, 제작점토

Pause 2017, Personal clay

35 × 40 × 32



KICB 2019 265264미라이 메흐멧 폰타넬리 Miray Mehmet Fontanelli

나의 작품은 도자의 물질성을 탐구한다. 나는 재료, 형태, 질감, 색상의 무한한 가능성과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에 매력을 느낀다. 내가 만드는 작품들의 형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과 모양을 떠올리게 한다. 

My work explores materiality. I am fascinated by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the material, its form, texture, and colours, and how far I can take them. The 

forms which I make allude to everyday objects and shapes.

영국  UK

흑색 토기 2 2018, 흑색�점토

Black Clay Pot 2 2018, Black clay

35 × 35 × 15



KICB 2019 267266제니퍼 포스버그 Jennifer Forsberg

나는 주로 작품의 재료와 형태 그리고 표면이 언어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나는 

관객이 말과 글이 아니라 육체적 감각으로 이해하는 소통을 추구한다. 오브제와 재료는 그 자체로 

이성적 이해와 감각적 인식 사이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 

I am primarily interested in how material, form, and surface act as language. 

I seek a dialogue with the viewers’ physical understanding of my work that 

bypasses spoken and written communication. The object and the material 

itself have intrinsic potential to provide a transition between rational 

understanding and sensory knowledge. 

스웨덴  Sweden

지조(地租) 2017, 도자,�은접시

Land Tax 2017, Ceramic objects, silverplates

300 × 500



KICB 2019 269268안나 프로인틀리히 Anna Freundlich

나는 주위 환경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으며 가장 완벽한 형태를 찾는 것에 집중한다. 나는 

기능적이고 재생산이 가능한 생활 도자기를 제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아이템이 

색다르고 독특한 작가의 흔적을 담고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In my work, I often inspire myself with the environment. I focused on finding 

the most perfect form. On the one hand, I created the functional, repeatable, 

industrial product; on the other, I wanted each item to be different and the 

unique, containing the artist‘s footprint.

폴란드  Poland

얽힘-작가, 형태, 우연 2019, 도자

Kinked-Artist, Form, Coincidence 2019, Ceramic

120 × 100 × 40



KICB 2019 271270마이클 후지타 Michael Fujita

내 작품의 출발점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 경험이다. 다양한 과정, 재료, 그리고 

시간이라는 요소를 통해 시각적 순간들은 오브제로서 새로운 의미와 정체성을 갖는다. 

색은 나의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정된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는 다채롭고 명랑한 

모습으로 바꿔놓는다.  

Visual instances trigger personal interest and curiosity, which serve as 

beginnings of pieces. Through various processes, materials, and the element 

of time, visual moments take on new meaning and identity as objects. Color 

plays a critical role in my work, transforming assumed identity further into a 

playful offering of my perception.

미국  USA

쌓기 2018, 도자

Piling 2018, Ceramic

5 × 30 × 54



KICB 2019 273272마리아 가즐리 Maria Garzuly

언제나 새로운 것, 점점 커져가는 감탄과 경외감으로 마음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 자주, 꾸준히 

그것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반짝이는 별들로 수 놓아진 저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 같은 

것들을 말이다.

Two things fill the mind with ever new and increasing admiration and awe, the 

more often and steadily we reflect upon them: the starry heavens above me, 

and the moral law within me.

헝가리  Hungary

운석 3 2018, 도자

Meteorite 3 2018, Ceramic

15 × 5 × 30



KICB 2019 275274캐롤린 젠더스 Carolyn Genders

나는 비대칭, 리듬, 균형에 대해 질문하고 연구하며, 점토의 촉각성과 질감의 가능성을 통해 

대담하고 조형적인 용기를 만든다. 내 작업의 본질은 형태, 붓놀림, 색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완성된 작품은 점토의 물질성과 표면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결합된 것이다.

Genders creates bold, sculptural vessels, questioning and investigating 

asymmetry, rhythm, and balance while celebrating the tactile and textural 

possibilities of clay.  The essence of her practice is the relationship of form, 

brushstroke, and colour. Finished pieces unite the physicality of working with 

clay with the potential of the created surfaces. 

영국  UK

흑 & 백 추상 I 2018, 도기점토

Black & White Abstraction I 2018, Earthenware

33 × 22 × 44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277276샤논 고프 Shannon Goff

나의 작업은 추상성을 담고 있으며 드로잉에 기반을 둔다. 내가 만드는 조각은 단순히 생각을 

끄적거리는 낙서에서 시작해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병폐를 직면하게 된다. 격렬하게 

스케치를 하면서 우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과 혼란을 어떻게 파헤쳐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깨닫게 

된다.

My work embraces abstraction and is heavily rooted in the practice of drawing. 

Sculptures began innocently like a meditative doodle until colliding with the 

current events and ills of contemporary society. Drawing out loud aids me in 

understanding how best to navigate the beauty and chaos of the world around 

me.

미국  USA

메다마산 너머 세 개의 달 2017, 도자,�펠트

Three Moons Over Medama Yama 2017, Ceramic, felt

20 × 25 × 28



KICB 2019 279278조디 그린맨 바버 Jody Greenman Barber

위험성과 실험성을 동력으로 삼는 나의 작업과정은 다학제적이다. 나는 기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도전적이고, 아름답고, 혼란스럽고, 거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춤과 즉흥성을 결합한 

추상조각은 정서적으로 충만하다. 그것들은 신체의 움직임을 반향하면서 율동감을 도자기로 표현한다. 

Driven by risk and experimentation, my process is multi-disciplinary. I strive to 

create works that are technically and conceptually challenging, beautiful, chaotic, 

and wild. Integrating dance and improvisation, these abstract sculptures are 

emotionally charged. They echo movement in the body and 

are expressions of rhythmic sensations in the ceramic form.

캐나다  Canada

예! 2016, 자기점토

Yeh! 2016, Porcelain

34 × 20 × 40



KICB 2019 281280메테 마야 그레게르센 Mette Maya Gregersen

나는 작품을 통해 재료와 사유의 관계를 탐구하려 한다.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정해진 공간 내에서 형태에 표현되는 것일까? 각 오브제는 점토에 담긴 내적인 대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In my work, I aim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and thought. 

How the structural connection between mind and matter can reflect the shape 

within a defined space.  Each object is a response to an internal dialogue 

reflected and molded in clay. 

덴마크  Denmark

파도의 중간에서 2017, 석기점토,�자기점토

In Between Waves 2017, Stoneware, porcelain

35 × 35 × 15



KICB 2019 283282킴 하버스 Kim Habers

시각예술가인 나의 작품은 언제나 스케치로부터 시작하는데, 두 곳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자기 스케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케라플렉스(Keraflex: 

도자기 재료의 일종으로 세라믹과 기타 단단한 물체를 접합하는 접합체 계열)’라는 새로운 도자기 

재료를 실험했다. 건조된 도자기 페이퍼는 손이나 절단기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나 

도예가의 노련한 손기술이 없어도 나의 선 드로잉을 3차원의 도자기 오브제로 옮길 수 있었다.

As a visual artist who always starts working from the drawing itself, we 

have been able to produce porcelain drawings over the course of two 

residencies. Throughout these work periods I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a new ceramic material called Keraflex. This dry porcelain paper can be cut 

by hand and cutting machines and therefore makes it possible to transform 

my line drawings into three dimensional ceramic objects without making use 

of 3D printing techniques and keeping an eye on the handmade feeling and 

craftsmanship of the ceramic world.

네덜란드  Netherlands

무제 2017, 자기점토

Untitled 2017, Porcelain

78 × 96 × 18



KICB 2019 285284한아람 Aram Han

나의 작업은 물이라는 소재를 담는다. ‘물의 흐름과 고임’이라는 컨셉으로, 물의 순환작용을 

순간 포착하여 그 유기적인 형태를 세라믹으로 미니멀하게 나타낸다. 동양철학에서 물은 지식을 

의미하며, 그 지식을 대변해주는 것이 책이라 생각해 물의 흐름과 지식의 흐름은 일맥상통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것의 끝없는 영속성을 표현한다.

My work contains the subject of water. With the concept of ‘Water flows 

and Still water’, the organic form is minimized in ceramics by capturing the 

moment of water circulation. In oriental philosophy, water means knowledge, 

and a book represents that knowledge. So it expresses the endless 

permanence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flow of water and knowledge have 

a thread of connection.

한국  Korea

비블리오보르텍스 2019, 흰�점토

Bibliovortex 2019, White clay

210 × 210 × 15



KICB 2019 287286하라 나오 Nao Hara

예술작품을 통해 소통하여 국경을 초월해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예술작품의 존재 목적이다. 

예술작품은 한 공간에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마주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미소가 피어나고, 이 미소의 수만큼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 goal of the artwork is to become good friends over the border by talking 

with the artwork. This piece can enjoy the interaction with other countries’ 

people to share space. Smiles are born, as many as the number of people 

encountered, and people will be happy as much as the number of smiles.

일본  Japan

기쁨에 겨운 2018, 자기점토

Overjoyed 2018, Porcelain

80 × 80 × 180 



KICB 2019 289288클라우디아 하르트, 킴미 킴 Claudia Hart, Kimi Kim

〈플라워 매트릭스〉는 손으로 직접 빚은 도자기, 벽지와 카펫 등 패턴으로 채워진 실내장식을 통해 

가상현실 공간을 실제 세계로 끌어들인다. 스마트기기에서 〈룩킹 그라스〉가 업로드되면 관객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기념비적인 규모의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다. 

The Flower Matrix is a VR environment that can be accessed through 

a physical gallery filled with hand-thrown paper porcelain ceramics, 

wallpapered and carpeted, covered with decorative patterns that are actually 

codes triggering. Through a smart devices, one views animations also seen at 

monumental scale inside a virtual-reality headset installed at its heart.

미국, 한국  USA, Korea

플라워 매트릭스 2017, 

페이퍼�자기점토,�도자접시,�AR�어플리케이션

The Flower Matrix 2017, 

Paper porcelain, ceramic plates, custom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가변설치



KICB 2019 291290마이클 하치 Michael Hatch

나는 가우디의 늘어진 체인 모델 작품과 유사한 쇠사슬 모양으로 아치 형태를 만들어 유약을 

입힌 도자기 사슬들을 걸어 가마에서 소성한다. 유약이 도자기 사슬들에 스며들어 하나의 견고한 

구조물이 되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는다. 나의 목표는 다양한 색과 유약의 현상을 실험해 조형물의 

규모와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I hang glazed porcelain chains in the kiln so that they form catenary arches 

similar to Gaudi’s hanging models. The glaze melts and fuses the chain-links 

together into a rigid self-supporting structure that is then flipped right side 

up. My goal is to continue to expand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is body of 

work while experimenting with a variety of colors and glaze phenomena. 

캐나다  Canada

매달린 모형 3 2018, 자기점토

Hanging Model 3 2018, Porcelain

50 × 92 × 60



KICB 2019 293292하토리 마코토 Makoto Hatori

외부인식은 완성된 형태에 대하여 확실치 않은 여러 자극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물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비(非) 객체적인 물체는 덧없는 대상 위에서 태어나 그것과 공존하며 격앙된 

바깥세상으로 뻗어나간다.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의되지 않은 것을 능동적으로 포착하고, 

외부의 요인들과 동기화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체는 생동하는 물질성의 미학적 표현이다. 

External recognition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with other stimulating elements 

that are unsure of the completed form. The non-object-like object, ‘as it 

is’, is born on an ephemeral subject, coexisting with it, reaching far into 

the exasperated outer world. Actively capturing the unmade and undefined, 

synchronizing with others, and becoming a constantly changing body is an 

aesthetic expression of vibrant physicality.

일본  Japan

상태 (01-30-1) 2018, 도자,�철,�종이

A State (01-30-1) 2018, Ceramic, iron, paper

130 × 120 × 14



KICB 2019 295294수 헤이븐스 Sue Havens

최근 나는 기존의 종이 작업에 도자기를 접목하여 작품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상용품과 

무늬 장식의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뉴욕, 플로리다부터 터키까지의 나의 여정을 담고 있으며, 

회화와 조각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I have recently expanded my practice to include ceramics, which are a 

direct extension of my previous paper constructions. These works embody 

my journey from New York to Florida and to Turkey, and are influenced by 

everyday objects and patterns, demonstrating the interplay between painting 

and sculpture.

미국  USA

벽돌과 모르타르(요새) 2017, 점토,�목재,�종이

Brick and Mortar(Fortress) 2017, Clay, wood, paper

193 × 76 × 327



KICB 2019 297296스티븐 하이네만 Steven Heinemann

나는 유기 물질인 점토가 자연계와 문명세계, 그리고 지질학적 시간뿐만 아니라 역사적 세계와 

긴밀히 연결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리적 사실들은 나에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간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시사해준다.

I have come to recognize that clay, as an organic material with a long history 

of human use, can offer a substantial link to both the natural and cultural 

worlds, to historical as well as geological time. To me, the physical facts 

suggest diverse opportunities for considering relationships among seemingly 

disparate things. 

캐나다  Canada

변화상태 #1 2017, 디지털�비디오

Alteredstates #1 2017, Digital video

16min



KICB 2019 299298하이디 헨세 Heidi Hentze

나는 도자 재료, 전통적인 판성형 기법, 내가 써온 기술, 도자예술에 대한 현재의 인식, 이 모든 

것에 도전하고자 한다. 건축과 기리가미(切り紙, 종이 오리기)에서 영감을 받아, 점토판을 자르고 

붓으로 섬세하게 슬립을 발라 결합해서 종이처럼 얇은 기하학적 형태를 구축한다. 

I aim to challenge; the ceramic materials, the traditional slab-building 

technique, my own skills, and the current perception of ceramic art.  Inspired 

by architecture and kirigami, I build paper thin geometric constructions in 

porcelain slabs, cut by hand and meticulously assembled with brush and 

slurry. 

덴마크  Denmark

병렬배치된 호기심 캐비닛 2017, 자기점토,�자연물

Knolling Cabinet of Curiosity 2017, Porcelain, nature objects

112 × 68 × 14



KICB 2019 301300마리 헤르만 Marie Hermann

나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생활용품과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런 관계는 상상일 수도 있고 실재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지와 의미로 자리잡는다. 나는 관객이 작품과 자신의 생활을 연결 지어 보고 사물과 기억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접해보기를 바란다.

My work is informed by the objects of everyday life. I derive meaning from the 

way we unconsciously create relationships between domestic objects as we 

go on with our daily lives. These relationships can be imaginary or actual, yet 

they settle in our mind as images and meanings. I want the viewer to relate to 

their own life and make connection to the way we interact with objects and 

memories.

덴마크  Denmark

네가 해방될 때, 그 견고한 공간  2018, 자기점토,�실리콘

The solid space, as you unloose 2018, Porcelain, silicone

42 × 23 × 78 

Photo credit: Clare Gatto



KICB 2019 303302피터 하임스트라 Peter Hiemstra

나는 시각예술가로서 시각적 서사를 만든다. 이 서사는 재치와 기이함, 정직함과 연약함 사이에 

있다. 이 예술세계는 고유한 법칙, 가치관 그리고 진실을 반영한다.

Peter Hiemstra is a visual artist who creates image stories. The visual 

narratives often keep the middle between witty and bizarre, honest and 

vulnerable. His world responds to his own laws, values, and truths.

네덜란드  Netherlands

그린 마날리시 2018, 도자

Green Manalishi 2018, Ceramic

21 × 17 × 56 



KICB 2019 305304트레이 힐 Trey Hill

나무 형태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적 석조 조각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오브제들의 추상형태이다. 

종종 이 조각을 나무로 된 단 위에 올리는데, 이것은 위에 얹어진 무겁지만 연약한 조각을 눈에 

띄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객의 눈은 조각상에 집중되고 하단부의 지지대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 나무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탐험이자 축하이다.

The tree forms are abstraction of similar objects found on historical Greek and 

Roman stone sculpture. At the foot of these stone pieces often lie a tree, an 

unnoticed support for the heavy yet fragile figure above. The viewers eye is 

drawn to the carved figure and the underlying support often goes unnoticed. 

The tree forms are an exploration and celebration of the unseen.

미국  USA

시초 2018, 도자

The Beginning of Sight 2018, Ceramic

76 × 36 × 167



KICB 2019 307306피터 호헤봄 Peter Hoogeboom

현대 보석세공을 공부한 후, 1995년부터 내 작업에 도자기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각 시리즈마다 

나는 소성을 거친 점토를 이용해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특히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해 목걸이에 필요한 속이 빈 요소들을 복제할 수 있었다.

Trained in contemporary jewelry, I started applying ceramics in my work in 

1995. With each series, I try to find new ways of making fired clay wearable as 

body ornaments.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method of slip casting enables 

me to replicate the many hollow elements needed for my neckpieces.

네덜란드  Netherlands

희생 1 2017, 도자,�고무,�나일론,�은

Sacrifice 1 2017, Ceramic, rubber, nylon, sliver

24 × 21 × 3



KICB 2019 309308조나단 호프 Johnathan Hopp

나의 창작 의도는 점토를 사용하여 수공예 작업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의 의미, 

도자기 고유의 독특한 도구 사용과 과정단계를 거쳐 개성 있는 표현이 발전되는 것, 그리고 단지 

여러 개의 반복생산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몰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My objectives are: To talk about what it means to be working with clay 

digitally, as opposed to manually. To talk about the development of personal 

language through unique tools and processes. To talk about how molds can 

be used creatively, not just for repeated production of multiples.

이스라엘 , 독일  Israel, Germany

바이너리 어시스턴트 2018, 석기점토

Binary Assistant 2018, Stoneware

19 × 19 × 30



KICB 2019 311310애슐리 하워드 Ashley Howard

나는 동아시아 도자와 수공예적 도기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기를 만든다. 의식용 

기물(器物)과 기물이 놓이는 공간, 거기서 행해지는 의식에 흥미를 느낀다. 나의 작품은 언제나 

음악, 명상, 무상함에 관한 것이다.

Ashley Howard produces porcelain vessels informed by a dialogue between 

Far-Eastern and more homespun pottery traditions. He draws on his interest 

in ritual vessels, the spaces they occupy, and the ceremonies that surround 

them. Music, meditation, and transience are constant themes.

영국  UK

310

구름 위 2018, 자기점토

Above the Clouds 2018, Porcelain

100 × 100 × 32

311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313312쉬 즈치 Chih-Chi Hsu

가상과 현실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그 안의 모든 관계 좌표를 다시 정립한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감성적인 

인식과 이성적인 의식 사이에서 ‘스마일 커브’와 선이 만들어 내는 표면의 긴장감이 유선형의 하얀 

섬으로 된 연작에서 뒤얽힌다.

In the process of discerning the virtual versus the real, we constantly 

reposition ourselves in the quadrant of life and redefine all our relation 

coordinates within it. The curve of the smile and the surface tension of the 

lining are intertwined into a series of flowing white islands,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rational consciousness, loaded with the weights of life and 

embracing the changes.

대만  Taiwan

완전한 제로의 솔직함 18-8  2018,�흰�석기점토

The Candidness of Absolute Zero 18-8  2018, White�stoneware

85 × 39 × 50



KICB 2019 315314후 하이잉 Hai Ying Hu

작품의 평가과정은 관람객의 배경지식에 따라 작품을 느끼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사실상 그들과 

나는 다른 공간에서 하나의 창작물과 연결되는데 이는 마치 나와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The process of appreciating is the process of feeling and judging, and it relies 

on the background of audiences. They are virtually involved in the same 

creation with me in a different space, just like having an in-depth dialogue 

with me. That is what I expected.

중국  China

풍경 2018,�도자

Landscape 2018, Ceramic

56 × 56



KICB 2019 317316황재원 Jaewon Hwang

일상과 상상이 혼재된 공간 즉, FFanG‘s World를 통해 잠시 상상의 여행으로 이끌고자 한다. 

또한 상상 세계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일상과 상상을 넘나드는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단순한 

일상과 반복되는 생활에 익숙해진 관객에게 상상의 즐거움을 전달한다.

I intend to invite the audience to a journey of imagination through FFanG‘s 

World, which is a space where daily life and imagination are mixed. Through 

my work that expresses imaginary world, daringly crossing daily life and 

imagination, I also want to give the audience the pleasure of imagination as 

people are accustomed to the same simple repetitive life.

한국  Korea

FFanG's World 2018,�석기점토

FFanG's World 2018, Stoneware

52 × 37 × 86



KICB 2019 319318황지혜 Jihye Hwang

나는 ‘해림’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해림海林〉은 한자 바다 해 海와 수풀 림 林의 

합성어이다. 육지에서 나무들이 모여 식물공동체인 ‘숲‘을 이루듯이, 본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바다 숲‘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The title of my work is ‘Haelim‘. Haelim is a compound word of Chinese 

characters; Hae means sea and Lim means forest. On the land, trees form the 

forest. Likewise, Halim contains the wish that the objects I created to gather 

and form the ‘Sea Forest‘.

한국  Korea

해림 2018,�페이퍼클레이,�금

Haelim 2018, Paperclay,�gold

190 × 120 ×20



KICB 2019 321320이도 마사노부 Masanobu Ido

나는 디자인, 예술, 공예 등과 같이 현존하는 개념들의 경계에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의 감정과 정신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삶과 문화처럼 보이는 것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나는 그곳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려 

노력한다.

I feel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ression of the future at the boundary of 

existing concepts such as design, art, and crafts. It is also a chaotic beauty 

between invisible things such as people’s emotions and spirit and visible 

things such as life and culture. I am trying to build my own world there.

일본  Japan

피보나치 꽃 2018,�반자기점토

Fibonacci Flower 2018, Semi�porcelain

38 × 38 × 19



KICB 2019 323322베리 잭슨 Barry Jackson

어떤 물건이 미래 또는 과거로부터 시간여행을 왔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은 우연히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호수에서 발견되었다. 어딘가 낯익지만 무언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것의 과거 

또는 미래시간에서 문화적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과거인지 미래인지 모를 시간의 모호함이 때맞춰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Imagine an object that has travelled through time, from the future or past. It 

is recovered by chance, from the bed of a dried out lake. It is familiar but 

just beyond recognition. What was or will be its cultural significance? The 

ambiguity of its place in time serves as a timely reminder!

호주  Australia

밤이 오다�1 2017,�점토

Night Cometh 1 2017, Clay

14 × 64 × 20



KICB 2019 325324장재녕 Jaenyoung Jang

간결한 형태는 언제나 본인 작업의 중요한 요소이다. 미묘하게 태토의 구성성분을 달리한 

작품들은 은은한 색조의 변화를 일으키며 섬세한 감각을 전달한다. 정제된 형태에서 출발하여 

유려한 외곽선과 깨끗한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미니멀한 느낌의 오브제들은 조금씩 다른 

비례로 크기에 변화를 주어 인간군상을 표현한다. 이에 희망이란 ‘빛’을 더하면 도자기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네 모습을 비추어 낼 것이다.

Simple shape has always been an essential element of my work. Each of my 

vessels is made of clay with slightly different composition of minerals, and 

this creates changes in subdued colors and delivers delicate feeling. My 

work starts with understated shape and is completed with elegantly flowing 

silhouettes and clean surfaces. These minimalist objects of slightly different 

sizes are grouped together to express a group of people. If ‘light’ symbolizing 

hope is added to this work,the ceramic vessels will reflect us standing in 

different shapes. 

한국  Korea

Blossom 2018,�흰�점토

Blossom 2018, White�clay

100 × 100 × 100



KICB 2019 327326정호정 Hojeong Jeong

나의 작업은 물의 물질적 속성에서 발현되는 이미지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물이라는 물질을 

통해 상상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자 한다.

I strive to re-discover the image present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I aspire to invoke the imagination of us living modern times by imagining 

through the substance called water and showing new images.

한국  Korea

빨간 흐름 2017,�자기점토

Redflow 2017, Porcelain

1000 × 180 × 150



KICB 2019 329328진 전화 Zhenhua Jin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와 마주한다. 이것은 때로는 질서정연하게 때로는 뒤죽박죽 

얽혀 있다. 허무감을 전달하고자 모호한 방향감각을 공간 속 빛과 그림자의 굴절을 통해 표현한다.

There are a variety of choices in our life, and they are intertwined in-order and 

out-of-order. Ambiguity in the sense of direction is expressed through the 

refraction of light and shadow in space, conveying a sense of nihilism.

중국  China

지향 2018,�자기점토

Orientation 2018, Porcelain

500 × 500 × 250



KICB 2019 331330헬렌 요하네센 Helen Johannessen

나는 도자의 표면과 순수 조형적 형태에 집중하며 작업한다. 2D와 3D를 이해하고 그사이의 

물질적, 시각적 변화에 대해 탐구하는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아, 점토에서 환상적이고 그래픽적인 

미학을 추구한다. 

I work with porcelain surface qualities and fine sculptural form; illusionary 

and graphical aesthetics in clay, influenced by artists who explore perception, 

physical, and optical shifts between 2D and 3D. 

영국  UK

이행 2018,�파리안�자기점토

Transition  2018, Parian�porcelain

250 x 150



KICB 2019 333332피터 존슨 Peter Johnson

디지털 렌더링 기법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형상화한 후, 손작업으로 수천 개의 작은 도자 부품을 

이어 작품을 만들었다. 이 조각들은 소성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두껍게 칠한 유약의 무게에 억눌려 

변형되어 아름다움과 붕괴에 관한 대화를 유도한다.

The goal of the exhibition would be to showcase a series of sculptures that 

are uniquely constructed from digital renderings and fabricated by hand using 

thousands of small porcelain components. These sculptures are distorted 

in the firing process or under the weight of a thick fluid glaze to craft a 

conversation about beauty and collapse.

미국  USA

상승하는 모든 것은 수렴되어야 한다 2018,�자기점토,�목재,�합판

Everything that Rises Must Converge 2018, Porcelain,�wood,�laminate

76 × 63 × 104 



KICB 2019 335334이안 존스 Ian Jones

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작가마 소성 과정을 탐구한다. 5, 6일 동안 섭씨 900도의 온도로 

구우면서 재와 점토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나는 일본 가마쿠라시대의 시가라키 도기와 

모모야마 시대의 이가 도기의 표면에서 영감을 받는다. 

My work explores long wood-firing, the interaction between ash and clay 

in kilns fired to temperatures of Cone 12 for periods of five or six days. I 

am inspired by the surfaces of the works from Shigaraki and Iga from the 

Kamakura and Momoyama periods in Japan.

호주  Australia

화병 2015,�석기점토

Vase 2015, Stoneware

320 × 240(W×D)



KICB 2019 337336프랑수아즈 요리스 Francoise Joris

흙덩이에 색을 입히는 연리문(Nerikomi) 기법을 사용해 자연에 대한 나의 시선을 표현하였다. 

나의 작품은 현실의 허구이자 재해석일 뿐이다. 나는 빛과 절묘한 구조를 얻기 위해 정교한 색조의 

파인 포슬린 리본을 결합해 성형한다.

Coloring in the mass, Nerikomi technique, each experience is an opportunity 

to express my vision of nature. My work is only invention and interpretation 

of reality. I shape and assemble fine porcelain ribbons in delicate shades to 

obtain light and ethereal structures.

벨기에  Belgium

감정 2018,�페이퍼클레이

Emotion 2018, Paperclay

19 × 15 × 14



KICB 2019 339338퀴스트 조셉 Qwist Joseph

나의 작업은 위험, 실패, 작품 재창조의 순환과정이다. 나는 생각이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포착하기 위해 내 직감을 따른다. 찰나의 순간을 영구적인 물질로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My practice is a cycle of risk, failure, and reinvention. I follow my gut to 

capture how a thought transitions into the world. Freezing these ephemeral 

moments in permanent materials allows me to create a connection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미국  USA

새장이 없는 2015,�도기점토,�목재,�철재

Cageless 2015, Earthenware,�wood,�steel

120 × 36 × 84



KICB 2019 341340정지희 Jihee Jung

민화의 익살스러움과 쉽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현대의 미감과 어울리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식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작업하고 있다.

I think folk painting’s humorous and easy-and-simple beauty has enough 

characteristics that can match the modern taste. So I work on the visual 

pleasure of decorating as the best value.

한국  Korea

책가도 2016,�흰�자기점토

Scholar's Accoutrements 2016, White�porcelain

50 × 100(W×D)



KICB 2019 343342브리지트 유라크 Brigitte Jurack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서로 다르면서도 닮았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나는 모방을 통해서 기다리는 모양의 원숭이와 젊은이의 모습으로 먹고, 앉고, 잠자는 세계를 

상기시켰다. 이 조각상은 동물과 인간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 공존하는 세계를 

상상한다. 

“Look at us - can’t you see that we’re different and like you?” 

Through mimicry, I conjure up a world of eating, sitting, and sleeping; waiting 

monkeys and young people. These sculptures imagine a world in which 

animals and people live side by side in a sustainable and peaceful world.

독일  Germany

협잡 (파트3) 2018,�도자,�중고가구

Monkey Business (part3) 2018, Ceramic,�second�hand�furniture

500 × 500 × 250



KICB 2019 345344메흐메트 파티 카라글 Mehmet Fatih Karagül

나는 도자기를 빚을 때 고대 도시 트로이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내 작품은 구성주의 접근법으로 

만들어졌다. 고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나의 조각 작품의 핵심 요소이다. 나는 

특히 내가 사는 곳의 환경 가치를 조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의 나의 작품은 시간에 대한 

저항의 표현을 주제로 삼았다.

I am inspired by the ancient city of Troy when shaping my ceramic designs. 

I have a constructivist approach. Antiquity of Anatolian origin is the main 

factor in my sculptures. I especially include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where I live in my studies. In my last period, the themes were expressions of 

resistance against time.

터키  Turkey

계층화 2018,�석기점토

Stratification 2018, Stoneware

59 × 20 × 25 



KICB 2019 347346소피아 카르사이 Zsófia Karsai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이 오브제에 이끌려 작품을 바라본다면, 이 작품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 

하려는 생각의 속도를 늦추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 침묵하려 하는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If we allow ourselves to be led, these objects will enable us to slow our racing 

thoughts and to sense the power of active silence.

헝가리  Hungary

한 쌍 2018,�석기점토

Pair 2018, Stoneware

40 × 20 × 14



KICB 2019 349348세실 켐페링크 Cecil Kemperink

‘움직임’은 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핵심 영역이다. 작품을 움직이면 형태, 공간, 소리 및 느낌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작품들이 춤을 추고 그 순간을 즐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Motion’ is a key part of the expressiveness of my sculptures. Moving the 

sculptures leads to an ongoing change in shape, space, sound, and feeling. 

Listen, see, feel, and experience what happens when the sculptures dance 

and enjoy the moment.’

네덜란드  Netherlands

상상 2017,�도자

Imagine 2017, Ceramic

38 × 38 × 210



KICB 2019 351350마르야 케니스 Marja Kennis

나의 창작 의도는 관람객이 조형물의 모든 세부적인 존재들을 경험하도록 유도하여 도자기가 

시간을 화석화하는 재료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흙에서 인생을 포착하고, 

동물, 타일, 혹은 상이한 문화적 상징의 흔적들로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The goal is to show the work to a large public and make them experience the 

presence of all details in the sculptures and make them aware of the qualities 

of ceramics as a material to create fossilizsations of life in time. I hope it 

opens up possibilities to capture life in clay and transform the imprints in 

animals, tiles, or different cultural symbolic shapes.

네덜란드  Netherlands

길을 잃은 새들, 낙하 2018,�자기점토

Lost Birds, Falling 2018, Porcelain

43 × 55 × 18 



KICB 2019 353352김선 Sun Kim

어느 날 문득 사물이나 행위 하나가 자신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할 때가 있다. 나에게는 

할머니와 바다, 그리고 바느질이다. 할머니의 바느질 하는 모습은 바늘이라는 붓과 실이라는 

물감으로 천에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바늘은 천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고 

물결처럼 흔적으로 남은 실의 형상은 어린 내게 흥미로운 일이었다.

One day we are struck by some thing or action that brings back certain 

memories. For me, these are my grandmother, the sea, and needlework. The 

act of my grandmother’s needlework was like painting on fabric, with the 

needle as paintbrush and threads as paint. As a child, it was interesting to me 

that the needle was not staying in the cloth, but escaped that spot, leaving 

behind the thread’s figuration like the trail of a wave. 

한국  Korea

꿰다, 엮다�VII 2017,�흰�자기점토,�실

Threading,Weaving VII 2017, White�porcelain,�thread

480 × 200



KICB 2019 355354김혜령 Hyeryung Kim

나는 주위에 있는 환경과 경험을 주제로 삼고 그것들을 손의 감각을 이용해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혹은 지극히 평범하고 익숙하게 

지나쳐 버렸기에 인식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이런 일상적인 날들을 주제로 삼아 작업하는 것은 

이를 접하는 이들에게 내가 느꼈던 평범한 날의 특별함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My work is based on surroundings and experience, and I embody those by 

using sense in my hands. Everyone goes through it, but they don‘t pay much 

attention, since it is so normal and familiar. The reason why I stick daily life as 

a theme because I wanted to convey the specialness that I felt about these 

ordinary day to those who will face my artwork.

한국  Korea

Structural Bonding _ 122016  2016, 도자

Structural Bonding _ 122016  2016, Ceramic

110 × 65 × 5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357356김유주 Yoojoo Kim

그릇은 한 번 깨지면 쓸 수가 없다. 깨지지 않더라도 금이 간 도자기는 다시 붙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 사이하고 똑같다. 나의 작품은, 늘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지는 ‘관계  맺기’에 관한 생각과 

자세를 이야기한 것으로 한 개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해 본 시도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A bowl can no longer be used after it is broken. Even if it is not broken, pieces 

of cracked pottery do not stick to each other again. This is also tru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My work talks about my thoughts and attitudes 

about ‘making a relationship,’ which always seems to be a difficult challenge.

한국  Korea

무제 2016,�종이,�잉크

Untitled 2016, Paper,�ink

57 × 74 × 3.5



KICB 2019 359358김범상 Beomsang Kim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인식할 때가 많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예품’이야 말로, 보다 근본적으로 예술, 그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는 내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People often perceive ‘art’ as a complicated concept. However, I think ‘crafts’ 

that people can easily see in their life can help people to encounter the 

fundamental art and its beauty. I hope people can feel the beauty in a easy 

and comfortable way in their everyday life through my work.

한국  Korea

연필꽂이 2018,�흰�점토

Pencil Case  2018, White�clay

72 × 72 × 100



KICB 2019 361360김애영 Aeyoung Kim

나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다양한 형태와 구조는 다양한 스토리나 풍경을 

상상하게 한다. 힘들지만 나는 이 과정을 즐기며 입체에 드로잉 하는 매력에 빠졌다. 관람객들도 

내 작품에 그려진 그림을 단순히 장식으로만 생각하며 감상하지 않고,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며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

I like painting on ceramics. Various forms and structures of ceramics allow me 

to imagine diverse stories and landscapes. It is not easy though, I enjoy this 

process and I am captivated by this drawing on the three-dimensional figure. 

I hope the audience  enjoy the drawings by finding hidden stories, instead of 

observing it as a simple decoration.

한국  Korea

피봇 시리즈_레드 2018,�백자,�안료

Pivot series_red 2018, Porcelain,�ceramic�color

40 × 40 × 45



KICB 2019 363362김준명 Junmyoung Kim

사물이나 대상들에는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기능화된 것들과 개인적인 역사가 담겨있다. 

고정된 인식을 해체하고 다른 의미로 재해석하며 시각화한다. 이는 곧 ‘물리적 아카이빙’이다.

Socially meaningful and functional and personal histories are embodied 

in things or objects. I disassemble the stereotype, and visualize it by 

reinterpreting in different ways. This is ‘physical archiving.’

한국  Korea

수석콜렉션 2018,�도자

 Collections 2018, Ceramic

480 × 30 × 185



KICB 2019 365364김지아 Jeeah Kim

나는 흙과 철망을 결합해 작품을 만든다. 나의 이런 표현방식은 유기적인 흙이 무기적인 철망을 

통과하는 순간에 생기는 흙의 표정을 살린 것이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생명체의 이미지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감 적인 면도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 use a technique of welding clay and wire mesh. This method of expression 

reflects the expression of soil that occurs when organic soil passes through 

inorganic wire. The image of life that I want to express not only includes visual 

aspect, but also tactile aspects. So more diverse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I hope my work can give the audience a chance to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life’ once more.

한국  Korea

태동 시리즈 2018,�도자,�철망

Movement Series 2018, Ceramic,�wire�mesh

180 × 180 × 10



KICB 2019 367366김주리 Juree Kim

우리는 장소를 삶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장소는 땅 위에 있다. 흙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땅에 설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다. 모든 장소는 역사, 문화, 추억들을 담고 있다. 내 

작업의 매 순간은 한 장소의 외양, 그 역사, 그리고 그 장소의 흙 위에 축적된 문화일 수도 있는 

건물들을 재현하는 끊임없는 과정의 일부이다.

We can’t separate places from life, all of which are on the ground. Soil literally 

allows people to stand on the ground and sustain their lives. And every place 

is full of history, culture, and memories. Every moment of my work is part of a 

constant process of recreating the appearance of a place, its history, and the 

culture that may be accumulated on the soil of that place. 

한국  Korea

팔콘공장 2017,�흙,�물

Falcon Pottery 2017, Soil,�Water

270 × 60 × 55



KICB 2019 369368김상호 Sangho Kim

텅 빈 공간에 특정한 사물이 놓이면 그 공간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은 시각적, 감성적으로 

작용하는 유의미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것은 사물과 그 주변을 둘러싼 공간이 서로서로를 

해체하고 포용함으로 가능해진다. 작품의 외형에서 오는 함축된 이미지와 최소화한 표현들로 

궁극에는 정적인 공간연출이며, 고요한 공간 속 대상과의 조응(照應)으로 작은 울림의 표현들이다.

An empty space is no longer empty when a specific object is placed in it. 

The space is now recognized as meaningful space visually and emotionally, 

which is made possible when the object and its surrounding space share and 

embrace each other. The connotative images and minimal expressions of the 

exterior of the work are ultimately about static display in the space. They are 

expressions of small resonances corresponding to the object in quiet space. 

한국  Korea

공간 - 생성 2015,�석기점토,�판금

Space - Create  2015, Stoneware,�Sheet�metal

240 × 360 × 240



KICB 2019 371370루스 킹 Ruth King

내 작업은 대비되는 요소들을 탐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성을 주는 

판 성형기법을 토대로 한다. 나는 도자기를 정확히 계산된 점토판으로 구축하고, 변수를 줄이려고 

형판을 사용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구조, 용량, 균형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The foundation of my work is slab-building giving flexibility to explore 

contrasting elements and solve structural problems. Although my pots are 

constructed from calculated sections of soft slabs and I use templates to 

define certain parameters, there is freedom within this process to express 

preoccupations with structure, containment, and balance.

영국  UK

혼파이프 2017,�석기점토

Hornpipe 2017, �Stoneware

520 × 210 × 180



KICB 2019 373372키타하라 아츠시 Atsushi Kitahara

나는 몰딩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와 미를 추구한다.  몰딩 기법은 대량생산에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물레 작업, 판 성형 등과 같이 몰딩 기법이 

아닌 다른 기법이 전형적인 도자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몰딩 기법을 이용한 형태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I am pursuing the form and aesthetic which are made by molding technique. 

Molding technique can be regarded as a tool of mass production. From my 

experience, people tend to suppose that other techniques such as throwing 

and slab building are typical of ceramics. Through the exhibition of my works, 

I would like you to recognize the speciality and possibility of form by molding 

technique. 

일본  Japan

힐끗 머그 2017,�자기점토

Glimpse mug 2017, Porcelain

11 × 8 × 8



KICB 2019 375374타바웨블라 키브비로 Tabawebbula Kivubiro

내 작품은 우리 인간, 환경, 식물, 동물, 영적 세계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우리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우리 주위의 인간, 동식물 사이의 시각적, 감각적 유사성과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My work explores the nexus between us, the environment, flora, fauna, and 

the spirit world. I explore relationships between the visible and invisible, the 

material and spiritual, and between us and them. As a result, my works reflect 

visually and sensually similarities between humanity, flora, and fauna around 

us and the relationships therein.

호주  Australia

생강 강황 인삼 2017,�석기점토

Ginger Turmeric Ginseng 2017, Stoneware

45 × 36 × 50



KICB 2019 377376브래들리 클렘 Bradley Klem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의해 정의되어 온 지질학적 시대에서, 우리 지구는 모두를 

위해 끝없이 변화한다. 나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환경오염의 영향에 초점을 둔 오브제를 만든다.

In a geologic epoch that has been defined by the dominant influence of man 

over the environment, our planet is changing forever and for everyone. I make 

objects that address this influence focusing on the impact of our pollution.

미국  USA

쓰레기 호리병 2018,�자기점토

Garbage Gourd 2018, Porcelain

53 × 25 × 25



KICB 2019 379378안나 도로테아 클룩 Anna Dorothea Klug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상상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파편만 보일 뿐이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분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창작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내 작업의 중요한 

매체는 도자기이며, 그림도 그린다. 조각상을 만들고, 설치를 통해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준다. 

나는 잠재의식을 묘사하는 사진을 찾고 있다.

I imagine and think of creating a world. Only its fragments are visible. 

I tell stories about feelings and atmosphere. Creatures are showing up. 

My working material is ceramics. I also draw. I build sculptures and 

create a world for them in installations. I am looking for pictures depicting 

subconscious feelings.

독일  Germany

다른 세계의 새로운 사자들 2017,�도자,�목재

New messengers from the world behind 2017, Ceramic,�wood

300 × 300 × 100



KICB 2019 381380류비차 크네제빅 Ljubica Knezevic

내 작품은 현대 첨단기술 시대의 도예와 디자인 사이에 있는 유동적인 경계를 고찰한다. 도자기는 

종종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다른 재료나 예술 장르와 결합해 예술적 경험을 위한 새롭고 현대적인 

틀을 제공한다. 동시에 도자라는 전통적인 매체의 경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하고 있다.

The work of art examines the fluid boundaries between the ceramic art and 

design in the time of modern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Ceramics is changing and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and branches of 

art, often in unimaginable relations, providing a new, modern framework 

for artistic experience, also unforeseeably expending the conventional 

boundaries of media.

세르비아  Serbia

정보사회 2017,�자기점토,�나무액자

The Information Society 2017, Porcelain,�wood�frames

250 × 200 



KICB 2019 383382아담 크노키 Adam Knoche

나는 단단한 오브제를 만들기 위해 분쇄된 점토 파우더로 몰드를 만들고 가장 높은 온도로 

소성하여 작품을 만든다. 참가했던 호주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간 중 지역 원주민의 납골당을 보고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2012년부터 가루 점토를 사용한 원료와 소성 기법을 연구해왔다.

I create my work using pulverized powdered clay formed into molds and fired 

to peak temperatures to insure a solid object. This method was conceived 

during my residency in Australia when I experienced an Aboriginal ossuary. I 

have been researching materials and firing technique using powdered clays 

since 2012. 

미국  USA

충적토 2018,�자기점토,�테라코타,�현무암

Alluvium 2018, Porcelain,�terracotta,�basalt

61 ×  41 × 46



KICB 2019 385384이펙 코탄 Ipek Kotan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형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조각 형태의 용기에 대한 

사랑이 내 작품의 원천이다. 나는 이러한 형태가 형이상학적으로 상징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캔버스와 프레임으로써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미니멀리즘적인 표현을 탐구하고자 한다.

My work stems from a visceral need to create sculptural objects out of natural 

materials and a love of the sculptural vessel form. I’m interested in what this 

form represents metaphysically and use it as a canvas and a frame in which I 

explore modern and minimalist expression. 

터키  Turkey

조각적 그릇�#35 2015,�리모주�자기점토

Sculptural Vessel #35 2015, Limoges�porcelain�

12 × 3(W×D) 



KICB 2019 387386이호르 코발레비치 Ihor Kovalevych

나는 석기점토나 자기점토로 판 성형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흰색유약을 즐겨 쓴다. 

규칙성과 균형이 잘 잡힌 불규칙성은 나의 작업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된다. 내가 태어난 도시의 

고대 건축물은 나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안겨준다.

I create my works from slabs of stoneware or porcelain clay. I like to use white 

color of glaze. Regularity and well- balanced irregularity is a principle for me. 

Ancient architecture of my native city very much impressed me in my works.

우크라이나  Ukraine

함께 2018,�석기점토

Together 2018, Stoneware

103 × 61 × 63 



KICB 2019 389388막달레나 쿠차르스카 Magdalena Kucharska

나의 작품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약을 입히지 않은 유기체적 형태와 오묘한 색상은 

동·식물의 세계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다. 내 작업의 주된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며 순수한 형태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Magdalena Kucharska’s works are strongly connected to nature. Natural 

non-glazed material, organic shapes, subtle colors are very much inspired by 

the world of flora and fauna. The main aim of the artist is to design and create 

simple and pure forms for everyday use.

폴란드  Poland

블러버 2019,�도자

Blubr 2019, Ceramic

60 × 30 × 12



KICB 2019 391390마리아 쿠진스카 Maria Kuczynska

나는 사람의 형상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는다. 신체에 대한 나의 해부학적 지식과 고대 

예술품에 대한 사랑은 내가 이 형상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가장 섬세하면서도 나의 

감정에 반응하는 요소인 청동, 작은 크기의 도자기, 그리고 포슬린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든다. 

관람객들이 이러한 조각 창조 과정에 참여하며 나의 감정에 공감했으면 한다.

The human figure is an inspiration for my sculptures. Knowledge of anatomy 

and love for the art of our past helps me create my image of Man. I sculpt 

in bronze, small scale ceramics and porcelain – the most sensitive and 

responsive to my emotional mode of working. My intention is to make viewers 

share my emotions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my sculpture creation.

폴란드 , 호주  Poland, Australia

에트루리아의 토르소 2015,�자기점토

Etruscan Torso 2015, Porcelain

14 × 17 × 32



KICB 2019 393392라이언 라바 Ryan Labar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작품들과 한 자리에서 나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조화를 이루며 현대 도예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I would like to show a sculptural piece of mine in conjunction with superb 

works around the world. The work, collaboratively, will act in concert to 

orchestrate a contemporary voice of ceramics.

미국  USA

포용 2017,�자기점토

Embrace 2017, Porcelain

73 × 31 × 68



KICB 2019 395394룻 레일만 Lut Laleman

강렬한 검은색과 연약한 흰색 사이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오브제를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이 오브제에 현란한 시각적 요소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 주는 

깊이, 빛과 그림자 그리고 매우 세심하게 쌓아 올린 거미줄 형태의 격자 구조가 가져오는 효과는 

필수적이다. 

Between intense black and fragile white, the search for an object in its 

purest form goes on. The objects don’t need the flashy visual culture, but the 

effects of depth, light, and shadow and gossamer lattice structures with great 

sensitivity and stratification that slowly reveal their secrets are essential.

벨기에  Belgium

삼각형의 꽃 2017,�자기점토

Flower Trigonal 2017, Porcelain

30 × 30 × 15



KICB 2019 397396루실 사이알라노, 벤 란다우(Alterfact)
Lucile Sciallano, Ben Landau(Alterfact)

이 스크린은 CAD, 3D프린팅, 로봇공학으로만 가능한 새로운 유기적 하이테크 언어의 출현에 

초점을 맞춘 설치작품 〈Ornament is Fine〉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400개의 마름모꼴 타일로 

되어 있으며, 손으로 타일을 실크로 묶어서 만들었다. 

This screen is part of an installation called ‘Ornament is Fine,’ which focuses 

on the emergence of a new organic high-tech aesthetic language only made 

possible by computer aided design, 3D printing, and robotics. This piece is 

composed of 400 hatched tiles, hand tied together with silk.

프랑스 , 호주  France, Australia

블루 스크린 2018,�도자,�중질�섬유판,�명주실

Blue Screen 2018, Ceramic,�mdf�backing�board,�silk�thread

180 × 180 × 5



KICB 2019 399398스테파니 랑가드 Stéphanie Langard

영혼 안에서 감정 혹은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 나의 조각들은 그 안의 추상적인 개념에 

실재하는 형태를 부여한다. 한 개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완벽성, 우연성, 그리고 실패가 진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즐긴다.

Creating (e)motion within souls. Her sculptures give tangible form to the 

abstract concepts that live inside them. Thinking that pieces are stronger 

together than alone can tell a better story. She likes playing around with 

perfection, accidents, failures in which there is a true kind of equilibrium.

프랑스  France

실패와 성공 2018,�흑색�사암,�백색�사암,�목재

Failures and Achievements  2018, Black�Sandstone,�white�Sandstone,�wood

40 × 25 × 8



KICB 2019 401400조세핀 메테 라르센 Josephine Mette Larsen

나는 작업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도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나의 작업에서 반복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여, 내가 너그러움과 통찰력을 갖게 하는 부분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점토라는 

매체 사이에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밀고 당기는 이 과정은 도예가로서 나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만든다.    

I believe in process. I value this entirely forgiving and insightful segment that 

recurringly takes place in my ceramic-based practice. A mental and physical 

push and pull between myself and the material, clay - the process is where 

my experience of being a craftsman becomes richer.

미국, 덴마크  USA, Denmark

문턱 2018,�도자

Threshold 2018, Ceramic

51 × 13 × 141  



KICB 2019 403402이지숙 Jisook Lee

책가도 형식의 부조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작업하는 도예가로서의 일상을 표현한다. 흙을 다지고 

두드리며 작업하지만, 흙은 언제든지 휘고 갈라지는 성질을 드러낸다. 그러면 다시 갈고 메워 본래 

만들고자 했던 면과 선을 찾아간다. 흙을 다루는 도예가의 치밀함과 인내심으로 채워지는 시간, 

작업의 산물, 그리고 그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도예가의 서재가 만들어진다.

My work expresses my everyday living as a ceramic artist constantly studying 

and working to recreate two-dimensional traditional paintings in books and 

scholars’ paraphernalia as relief carving. Beating and kneading clay reveals 

its properties. It bends and can crack at any time. Then, I rub and fill in the 

cracks again and continue my search for the lines and planes I intend to 

create. Time filled with the elaboration and patience of a potter dealing with 

clay and labor are all combined to create a potter’s library.

한국  Korea

정물도-총균쇠 2017,�자기점토,�합판

Still Life - Guns, Germs, and Steel 2017, Porcelain,�laminated�wood

97 × 97 × 6



KICB 2019 405404이기자 Giza Lee

다른 형태의 병들이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동일한 색채로 면적을 이룰 때 보이는 전체적 이미지의 

다양함을 표현하려 했다.

Different types of bottles shows the diversity of the whole image as they are 

seen when the area is consist with the same color in a square frame.

한국  Korea

형형색색의 병-1 2016,�카올린�점토,�흑색�점토,�색�점토

Colorful Bottles-1 2016, Kaolin�clay,�black�clay,�colored�clay

20 × 15.5 × 170



KICB 2019 407406이반디 Bandi Lee

나는 동시대적 감성의 백자를 표현한다. 선(禪)과 미니멀리즘의 동서양 미학을 바탕으로 순백과 

기하학적 요소를 접목하여 건축적이고 조각적인 용기를 제시한다.

I express the white porcelain that has the contemporaneous sensitivity. Based 

on the Eastern and Western aesthetics of line and minimalism, pure white 

and geometric elements are combined to present architectural and sculptural 

vessel.

한국  Korea

엣지 오브 화이트 2017,�흰�자기점토,�금

Edge of White 2017, White�porcelain,�gold

30 × 28 × 26



KICB 2019 409408이경아 Kyounga Lee

나의 작품은 분할과 접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면과 각의 구분이 확실한 각형을 수평, 수직, 사선 

등의 방향으로 분할 후 색을 첨가한 접합으로 기능성, 조형미, 확장성을 표현했다.

My work can be summarized as ‘partition’ and ‘connection.’ Faceted vessels 

which have clearly divided sides and angles are partitioned horizontally, 

vertically, or obliquely and then color is applied to each section. All combined, 

the vessels show functionality, formative beauty, and possibility for expansion.

한국  Korea

맞닿음O-I  2018,�도자

ConflationO-I 2018, Ceramic

120 × 40 × 30



KICB 2019 411410이일렬 Ilryul Lee

상이한 흙의 표정과 성질에 대해 나는 언제나 생과 사, 따뜻함과 냉정함, 순환하는 물질의 

양상이나 존재에 대한 물음 등을 연상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경계」가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경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어놓은 라인일 뿐, 자연계에서는 하나의 상태나 변화일 뿐이지 

않을까? 

Different appearances and properties of clay conjure up life and death, 

warmth and countenance, and circle of life of materials and questions about 

existence. There are many ‘boundaries’ in this world. But isn’t it that the so-

called ‘boundary’ is nothing but a line we have drawn in our world and that it 

is merely a state or a change in the natural world? 

한국  Korea

경계 2018,�석기점토

Versatile 2018, Stoneware

500 × 500 × 15



KICB 2019 413412이창화 Changhwa Lee

접시는 음식을 격조 있게 담아내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전통적인 생활용품이다. 또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 그 품질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청중의 몫이다. 아름다운 접시는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해 접시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A dish is a traditional item used for such purposes as simply serving food 

in an elegant manner. Also, being beautiful itself, it is up to the audience 

to accentuate its quality by imagination. The beautiful dish stimulate the 

audiences’ imagination so that they can gain more attention of themselves.

한국  Korea

청화접시 2017,�백자토

Blue and White Pocelain Tray 2017, White�Porcelain

78 × 90 × 2



KICB 2019 415414이해정 Haejeong Lee

점,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테이블웨어를 만든다. 멀리서 보면 단순히 

미니멀리즘에 집중한 테이블웨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이 유약의 두께 

차이로 인해 은은하게 드러난다. 서양의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동양의 절제미를 표현한 

나의 작업은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 make tableware using geometrical elements such as dots, lines, and planes. 

Although the vessels seem to be simple and minimalist tableware from a 

distance, the lines crossing vertically, actually, reveal elegant silhouettes 

coming from variations in thickness of glaze. My work shows the understated 

beauty of the East using slip casting technique from the West and is 

influenced by modernist architecture. I intend to expand my vessels into a 

variety of forms.

한국  Korea

선으로부터 시리즈 모스에디션 2017  2017,�자기점토

From a Line Series Morse Edition 2017  2017, Porcelain

500 × 200 × 160



KICB 2019 417416루스 주 시 리 Ruth Ju-Shih Li

나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 추상을 결합하여 하나의 글로벌 언어로서 정체성의 문화적 합류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반복되는 모티브는 시간, 삶, 죽음, 정신적인 것의 역설과 관련하여 자아의 

연약한 본성에 대한 명상이다.

Li is a Taiwanese-Australian artist whose ceramic works combine traditional, 

modern, and abstract forms in order to examine the cultural confluence of 

identity as a global language. A recurring motif is her meditation on the fragile 

nature of self in relation to the paradoxes of time, life, death, and spirituality.

호주  Australia

머나먼 기억 속의 정물 2019,�점토,�전통�화분�받침대,�물,�목재�박스

Still Life From a Distant Memory 2019, Clay,�traditional�plant�stand,�water,�wooden�box

Variable(가변설치)



KICB 2019 419418린다 라이튼 Linda Lighton

나는 유기적인 형태를 통하여 성과 관능에 초점을 두는 작품을 만든다. 나는 미국 총기 폭력의 

본질적 측면인 권력, 성별, 욕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혐오스럽고 유혹적인 폭력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한다. 나의 작품은 여성적이며 남성적이고, 아름답고 폭력적이며,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것들의 조합이다. 

Through organic forms, my work focuses on sex and sensuality. Now, I’m 

questioning power, gender, and desire; integral aspects of US gun violence. 

I want to capture the repellent and seductive nature of violence. They are a 

combination of the feminine and masculine, beautiful and violent, natural and 

artificial.

미국  USA

원인과 결과 2015,�도자

Cause and Effect 2015, Ceramic

24 × 23 × 26



KICB 2019 421420리비오 비고 릴리 Livio Viggo Lilli

나의 관심 분야는 모래 주조기법이다. 모래 주조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기법으로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석기점토로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한다. 각 작품은 유일한 것으로 같은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작품은 전기가마에서 1,260℃로 소성하였다.

My focus area is the sandcasting technique. This i s a time-consuming and 

complex method which cannot be explained with few words. I slipcast with 

stoneware clay, and each work is a unique piece that cannot be re-produced. 

The work is fired to 1260 degree Celsius in an electric kiln.

노르웨이  Norway

산호 nr.2 2018, 석기점토

Coral  nr.2 2018, Stoneware

18 × 43 × 25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423422림 상춘 넬슨 Lim Sang Choon Nelson

‘시간’은 삶의 척도로서, 모든 감정과 느낌을 뚜렷이 보여준다. 도예가로서 나는 시간에 민감하다. 

내가 원했던 온도로 작품이 구워지는 그 순간, 그것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내 

작품은 멈춰진 그 시간을 탐구한다. 그것은 기억의 은유로서 일생 동안 모두 기억된다.

‘Time’ is a measure of life, and a clear evident of all emotions and feelings. As 

a ceramist, I am sensitive to time. My work explores the moment where time 

is frozen and when the work is fired to the desired temperature that makes it 

irreversible to its original state. It is a metaphor of a memory is preserved and 

all be remembered once in a lifetime. 

싱가포르  Singapore

기억의 구조물 2017,�자기점토,�쇠줄

Construction of Memories (Structured) 2017, Porcelain,�metal�wire

160  x 160 x 180



KICB 2019 425424임희영 Heeyoung Lim

전통춤 승무를 모티브로 인생을 생각하며 작업을 한다. 살면서 느끼는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을 곡선을 이용해 작품에 담아내면서 나의 상처는 대부분 정리되고 잊힌다. 작품이 내게는 

내면 치유의 과정이다.

My work is about my life, and I am inspired by the traditional Buddhist dance. 

While I express the happiness, sorrow, anger, and joy I have had in my life by 

curved lines in my work, deep scars inside me disappear and are forgotten. 

Working on ceramics is a healing process for me. 

한국  Korea

희로애락�NO.1 2018,�자기점토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NO.1 2018, Porcelain

40 x 22 x 20



KICB 2019 427426타일러 로츠 Tyler Lotz

나의 조각은 자연적인 풍경과 조정된 풍경 모두에서 영감을 받아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시간, 

경험, 그리고 욕망이 혼합된 상태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캐스팅과 손 성형기법을 혼합한 나의 

작품은 조작되고 허구로 만들어진 오브제와 환경의 감수성을 갖는다. 

Influenced by both natural and mediated landscapes, my sculpture can elicit 

a single place and time or an amalgam of time, experiences, and desires. 

Incorporating both casting and hand forming techniques, the sculptures have 

the sensibility of synthetic, fabricated, and built objects and environments.  

미국  USA

진운산 2018,�도자,�에폭시

Jinyun Mountain 2018, Ceramic,�epoxy

46 x 40 x 10



KICB 2019 429428프랑크 루이스 Frank Louis

지난 25년간 나는 다양한 물질을 실험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해왔다. 특히,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 

물질이 단단한 도자 작품이 된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나의 작업은 방대한 범위의 현상을 제시하며 

다양한 연관성을 제안한다.

During the last 25 years, I have worked with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in an 

experimental way. Especially the transformation from the malleable material to 

the petrified in the ceramics fascinates me. The works provide an enormous 

spectrum of manifestations and offer a great variety of different associations.

독일  Germany

뭉게구름 2017,�석기점토,�금속

Cumulus Humilis 2017, Stoneware,�metal

450 × 300 × 26



KICB 2019 431430캐서린 로바트 Cathérine Lovatt

기하학적 도자 형태는 식탁, 촛대, 꽃병, 또는 장식품과 같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조각적 

오브제들을 만드는 데 있어 나의 작업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 작업은 평범한 일상적 행위를 

강화하는 조각적 오브제의 서사가 되며, 우리가 사물의 단순함에서 그 성질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한다. 

Geometric ceramic forms are my basic starting point for creating these 

sculptural objects that in one way or the other refer to everyday ‘things’ like a 

table, a candleholder, a vase, or a centerpiece. ‘Gathered collages’ became a 

story of sculptural objects that enhance our little daily rituals, and help us to 

rediscover the quality in the simplicity of things.

벨기에  Belgium

모여있는 콜라주 2018,�석기점토

Gathered Collages 2018, Stoneware

102 × 30 × 74



KICB 2019 433432마 후이위안 Huiyuan Ma

‘도자’ 시리즈는 내가 3년 동안 그릇을 만들어본 경험과 경덕진의 일상적인 그릇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으로 도공의 현재 생활상을 재현했다. 이 작품들이 전하는 것은 정화의 힘이며, 이 힘은 깨끗하고 

소박하며 이 도시의 온도가 있는 것이다.

The porcelain series is based on my three-year experience in making ware 

and the everyday image of Jingdezhen‘s ware. The display of one vessel is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porcelain maker‘s current state of life. These works 

convey a purifying power that is pure and simple and has the temperature of 

the city.

중국  China

도자�No.31 2017,�도자

Porcelain No.31 2017, Ceramic

38 × 38 × 7



KICB 2019 435434살리나스 마카레나 Salinas Macarena

내 작업은 태초, 신비함, 원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나는 작품에서 원시성과 근원, 순수함의 

관계를 포착하고자 한다. 나는 본질에 대한 탐구로 작품에 얽힌 기호와 상징, 코드의 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I try to start from the beginning, from the mystery, from the primordial in an 

attempt to capture in each sculpture a relationship with the primitive, with 

origin, purity. Through my sculptures, I intend to develop a language of signs, 

symbols, and codes that bind with sculpture on a trip to the essential.

칠레  Chile

통합 2018,�석기점토,�목재,�구리

Unity 2018, Stoneware,�wood,�cooper

56 × 48 × 20



KICB 2019 437436이자벨 매케이 심 Isabelle Mackay-Sim

신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서도 신체를 떠올리게 하는 5점의 대형 추상 조각이다. 겹쳐져 

불룩한 부분은 관객에게 비만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비참한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사탕을 

연상시키는 파스텔 색상으로 유약을 입힌 표면은 부드럽고 달콤해 보인다.

A group of five large abstract figurative works that evoke the body without 

directly depicting it. These works will have voluminous bulges that fold 

over each other, evoking a corpulence intended to confront the viewer. In 

opposition to this abjection, the glazed surface will be smooth and sugary, in 

pastel colours that recall confectionaries.

호주  Australia

덩어리 2018,�도자

Lumps 2018, Ceramic

14 × 23 × 18



KICB 2019 439438조셉 마드리갈 Joseph Madrigal

나의 작품은 습관적이고 육감적이며 성적인 요소들을 통해 기억과 신체적 경험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육체와 오브제는 생활공간과 상상의 공간에서 충돌하며 확장한다. 또한, 재료와 

오브제를 통하여 이동, 하락, 압축의 순간을 포착한다. 

My work explores the complexity of memory and bodily experience through 

habitual, sensual, and erotic connectivity. Body and object collide and 

expand in both lived and imagined space. The work locates moments of shift, 

slippage, and compression through material and object.

미국  USA

무제 4 2018,�자기점토,�플라스틱

Untitled 4 2018, Pocelain,�plastic

23 × 41 × 21



KICB 2019 441440모니카 마티카노바 Monika Martykanova

나는 3D 프린트 기술과 전통적인 수공예로 생산된 방식을 결합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는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3D 프린터가 인쇄하는 유사한 질감을 손으로 재연하는 독자적인 

기법을 개발했다. 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기술의 시대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뛰어난 

기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I am inspired by 3D printing and combining it with traditional and manual 

production. Instead of using a 3D printer, I developed my own technique to 

manually create similar texture 3D printer creates. The point is to show the 

importance of the human element and abilities in this time of technology.

체코  Czech

3DIY�그릇�no.1 2018,�자기점토

3DIY  bowl no.1 2018, Porcelain

30 × 30 × 15



KICB 2019 443442파트리샤 마토 모라 Patricia Mato-Mora

내 작품은 주어진 공간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에서 출발한다. 나는 작품을 통해 주관적, 때로는 

공감각적인, 문제의 공간에 대한 소통을 한다. 또, 선택한 재료의 물질성이 연출하는 형태를 통해 

공간을 유기적으로 장악한다. 결과적으로는 조각인 내 작업은 기념비적인 규모이며, 나의 신체와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 사이에서 나는 물리적으로 도전하고 신체의 교감에 몰입한다.

Patricia‘s sculptures depart from a subjective observation of a given space. 

Through them, the artist communicates a subjective, often synesthetic, 

reading of the space in question. She colonizes spaces organically through 

a physical shaping of a chosen materiality. Her resulting sculptures are 

monumental in scale, challenging her physically and precipitating a bodily 

engagement between her body and the space she is working in.

스페인  Spain

수생유인원 2017,�석기점토,�나일론

Hydroanthropozoa 2017, Stoneware,�nylon

Variable(가변설치)



KICB 2019 445444알렉산드라 맥커디 Alexandra McCurdy

‘엮어서 만든’ 나의 도자기 상자들은 자전적인 것으로 도예가, 아내, 엄마, 할머니로서의 살아가는 

나의 현재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나의 작품은 석사학위 연구의 결과로 직물도상학과 직물도식 등 

직물에서 영향을 받았다. 

My ‘woven’ porcelain boxes are autobiographical, reflecting my ongoing life 

as a ceramist, wife, mother, and grandmother. All of my work is influenced by 

textiles, their iconography and symbols, as a result of my MFA thesis research. 

캐나다  Canada

언제나 앞으로, 뒤로는 절대 2017,�자기점토,�라피아,�석류석

Forwards Ever, Backward Never 2017, Porcelain,�raffia,�garnet

11 × 11 × 11



KICB 2019 447446디어드리 맥로플린 Deirdre McLoughlin

나의 작업은 내가 모르는 어떤 형태를 발견하거나, 또는 부단히 숭고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어떤 형태를 좀 더 다듬어가는 여정이다. 〈워터워크스〉는 물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나 역시 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킨다.

My adventure is to find a form I don’t know or refine one I’ve met before in a 

constant search for the sublime. Waterworks are inspired by my daily cycle 

alongside water, and I am reminded that I too am made of water. 

아일랜드 , 네덜란드  Ireland, Netherlands

워터워크스 2018,�도자

Waterworks 2018, Ceramic

28 × 34 × 32



KICB 2019 449448크리스핀 맥날리 Crispin McNally

상상하면 마음속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점토는 이런 생각을 단단한 형체로 실현해주는 

물질이다. 여러 가지 색의 백자토를 쌓아서 덩어리로 만들고 이 덩어리를 횡단면으로 잘라 패턴이 

노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잘린 단면들이 작품을 형성한다.

Imagination enables us to compose designs in our minds, and clay is the 

substance that turns these notions into solid form. Designs are formed from 

assembling individual pieces of stained porcelain into blocks. These are cut in 

cross-sections to reveal patterns. These slices form the body of the work.

영국  UK

분홍 검정 화병 2018, 자기점토

Pink and black vase 2018, Porcelain

8 × 8 × 22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451450헨니 마이어 Hennie Meyer

점토 작업은 나를 사유하게 만든다. 점토 자체가 나에게는 원초적인 영감이다. 점토로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나는 3차원 형태의 

반복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공간과 그를 둘러싼 빈 공간에 매료된다. 

Working with clay allows me to think. The clay itself is my primary inspiration. 

The process of actively making and interacting with the material creates new, 

original, and exciting ideas. I am fascinated by multiples and the negative 

spaces created by the repetition of three-dimensional forms.

남아프리카공화국  Rep. of South Africa

콜로세움이 아니다 2018,�흑색�도기점토,�화장토

Not the Colosseum 2018, Black�earthenware,�engobe

53 × 41 × 30



KICB 2019 453452틸만 마이어-파예 Tilmann Meyer-Faje

우리는 대량생산된 제품들로 둘러싸여 있다. 심지어는 건축가와 디자이너조차도 자동화된 

시스템의 실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작품에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미 고안된 물건들의 

제작에 초점을 맞춰 산업공정을 탐구한다.

We are surrounded by manufactured products. Even architects and designers 

are little more than executors of automated structures. I really wonder how 

we can actually create something ourselves. That is why I research industrial 

processes in my work, focusing on the execution of preconceived objects that 

signify this mechanical world.

독일  Germany

바나나증기선 2019, 점토

Bananendampfer 2019, Clay

104 x 31 x 31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455454모린 밀스 Maureen Mills

도자기 형태는 소성 과정에서 층이 생겨난 표면과 각자의 서사에서 유사한 경험을 끌어내는 

문자와 무늬를 통해 관람객과 연결된다. 나의 그릇 형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심지어 비밀이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고 공유하는 이야기들의 은유로써 활용된다. 

Ceramic forms engage the viewer using layered surfaces in the wood firing 

process, incorporating text and pattern to create a synonymous experience 

through individual story telling. My vessel form is utilized as a metaphor for 

the stories each of us holds and shares, both public and private, or even in 

secret.

미국  USA

접힌 요변자기 형태 2018, 석기점토

Folded Yohen Form 2018, Stoneware

25 × 18 × 18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457456매튜 미트로스 Matthew Mitros

감상주의와 키치의 교차점에 있는 나의 소품은 대중문화, 건축, 자연 미학에 경의를 표한다. 

추상조각과 오브제는 자연적인 것과 기계화된 것 간의 절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대변한다.

At the intersection of sentimentalism and kitsch, Mitros’ small scale 

assemblages pay homage to the aesthetics of pop-culture, architecture, 

and nature. His arranged abstractions and collaged objects are informed 

by a desire to illustrate the sublim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and 

mechanized.

미국  USA

컵6 2018, 도자, 혼합매체

Cups 6 2018, Ceramic, mixed media

100 × 100 × 36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459458다니엘 몰리노 Daniel Molyneux

구상과 추상의 법칙을 탐구하면서 나는 기하학의 소통 범위, 명쾌함, 단순함과 급작스러운 심오한 

복잡성에 매료되었다. 기본적인 형태들의 결합에 기초한 조각들을 제작하면서 나는 형태와 형태가 

갖는 더 보편적인 성질들을 통하여 나의 작품이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Examining the grammar of form and abstraction, I’m fascinated by the 

extent geometry communicates, its directness, its simplicity, and its sudden 

profound complexity. By generating sculptures based on combinations of 

elemental shapes, my aim is for the sculpture to resonate through both its 

formal and more universal qualities.

미국  USA

데우스 엑스 마키나 2017,�도자,�놋쇠,�은

Deus Ex Machina 2017, Ceramic,�brass,�silver

74 × 61 × 33 



KICB 2019 461460문다운 Dawoon Moon

선조들의 재치에 영감을 받아 자연으로 가기 위한 수단의 도자기를 만든다.

Inspired by the wit of our ancestors, to make ceramic as a means of getting to 

nature.

한국  Korea

산 2018,�혼합백색점토,�철�성분�점토,�산화물

Mountain 2018, Mixed�white�clay,�iron�clay,�oxide

50 × 50



KICB 2019 463462문병식 Byungsik Moon

선, 색, 조형이라는 요소로 전통의 미와 현대의 조화를 표현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 선은 부드럽고 

여유 있는 곡선과 강하고 경직된 직선의 조화를 통해 정교하고 입체적인 효과를 얻고자 했다. 색을 

단순화해 원재료의 기본적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백자의 소박함과 

담백함을 강조하기 위한 형태로 고려했고 단순한 선을 나타내고자 했다.

I have striven to express traditional beauty in harmony with modernity using 

such elements as line, color, and shape.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gentle, relaxed curved lines and powerful, rigid straight lines, I wanted to 

get exquisite and three-dimensional effect. I used a monochrome tone for 

the surface to reveal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raw material. The 

shape of this vessel focuses on the simplicity and elegance of Joseon white 

porcelain with a subdued silhouette.

한국  Korea

선을 그리고 깎다 2018,�백색�점토

Line and trimming 2018, White�clay

33 × 33 × 25



KICB 2019 465464마이클 무어 Michael Moore

최근 들어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점토로 만들고 싶은 대상도 마찬가지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교차하며 일어나는 아이디어의 상충에 대해 고민한다.

Recently, everything changed, including what I want make in clay. I thought 

about this collision of ideas, where everything intersects in one place and 

time.

아일랜드  Ireland

교차 2019,�석기섬토

Intersect 2019, Stoneware

34 × 20 × 44



KICB 2019 467466무카이 야스오 Yasuo Mukai

이 작품을 통해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라. 다 함께 평화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라.  

Throughout the work, be aware of the world’s connection. Share prayers for 

peace together.

일본  Japan

휴식 2017,�점토

Relax 2017, Clay

20 × 30 × 35, 18 × 32 × 39



KICB 2019 469468로나 머피 Lorna Murphy

눈물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이 안으로 스며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어떤 눈물은 

마음의 구조를 드러낸다는 걸 깨닫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작품은 눈물의 시적 

형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In contemplation of a tear, it does not take long to slip inside one.  Nor 

does it take long to realise that when a certain tear is being shed, an inner 

architecture unfolds.  This body of work seeks to give expression to a poetic 

architecture of tears.

아일랜드  Ireland

문제의 핵심 2018,�석기점토

The Heart of Matter 2018, Stoneware

40.5 × 121 × 30 



KICB 2019 471470폴라 머리 Paula Murray

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부서지기 직전의 상태인 작품을 통해 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상처가 가치 있고, 감각적이며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I am concerned about the condition of our hearts. In bringing these vessels 

to the brink of destruction I am searching for meaning in the suffering that 

surrounds us. I have come to believe that meaning must come from how we 

respond, transforming injury into something worthy, sensuous and beautiful.

캐나다  Canada

너는 나 2016,�자기점토,�알루미늄,�모슬린

You Are Me 2016, Porcelain,�aluminum,�muslin

335 × 335 × 100



KICB 2019 473472아르니 내들러 Arny Nadler

나의 작품은 인간의 형태를 탐구하며 불분명하게 변태하는 신체를 탐구한다. 결과적인 형태는 

종종 영웅적인 동시에 터무니없다. 그들은 신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대응 시스템을 

무시한다. 나는 균형에 저항해 위태로움을 추구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신체의 온전함에 대한 

기대에 도전장을 낸다.  

My work explores the predicament of the human form and investigates the 

body in a state of ambiguous metamorphosis. The resulting forms are often 

simultaneously heroic and absurd—they acknowledge the limitations of the 

body and flout conventional response systems. By working against symmetry 

and toward precariousness, I challenge the expectations of wholeness for the 

body.

미국  USA

최초의 산물�No. 8 2017,�도자

Firstling No. 8 2017, Ceramic

79 x 48 x 39



KICB 2019 475474남정택 Jeongtaek Nam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거워하며 몸에 익숙한 그릇과 재미있는 형태, 이 두 가지 주제로 작업한다.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만드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작업을 존중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작업의 과정을 쌓아 가려한다. 

Enjoying the process of creating by hand, I am working on two topics; vessel 

that is familiar to the body and an interesting form. Through repetitive acts of 

creating, modifying, and re-creating I respect my own work, I wish to build a 

process of humble and sincere work.

한국  Korea

BOTH 2015,�백색�사암,�금

BOTH 2015, White�sand,�gold

30 × 12 × 8



KICB 2019 477476나라기노 요시코 Yoshiko Naragino

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탁월함, 행복, 넘치는 활력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다양한 

생물체, 사건, 문양 등을 인용하여 사람의 키보다 높은 조형물을 제작한다. 나의 작품은 환상 

같지만, 어디선가 보았던 풍경과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다.

The consistent theme of my work is ‘to express brilliance and happiness, the 

joy of overflowing vitality.‘ I quote various creatures, events, patterns, etc. to 

create a solid object that exceeds our height. It looks like a fantasy, but you 

can feel scenery and stories you saw somewhere.

일본  Japan

호랑이 향로 2017, 백자토

 Tiger's incense burner 2017, White clay

15 × 15 × 17



KICB 2019 479478프레데리케 자이트 나룸 Friederike Zeit Narum

나는 작품을 통해 정지된 움직임 또는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 등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아내려 노력한다. 나는 직관에 따라 작품에 접근한다. 나에게 공예와 삶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In my work, I seek a spontaneous expression. Freezing the movement, 

continuously changing like a flowing river. I approach my work in a intuitive 

state of mind. My craft and life are the vehicles that carry me through. 

독일  Germany

그들을 내려다보는 섬 5 2018, 점토

Looking Down at Them Islands 5 2018, Clay

17 × 31 × 27



KICB 2019 481480우 자하오 Ka Ho Ng

내 작품은 나의 시간과 인생을 지탱하는 용기(容器)와 같다. 작품들은 내 행동의 기록이다. 나의 

타임캡슐이며 내 삶의 일부이다. 빈 공간에서 새어 나오는 빛 줄기, 빈 공간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내가 만들어낸 비움은 무념무상의 기도이다.

My artworks are like my vessel to hold my time and life.  They are the records 

of my action.  They are my time capsule and fragment of my life. The light in 

the empty space, the water sound from the empty space, and the emptiness I 

created are my objectless prayer.

홍콩  Hong Kong

감지할 수 없는 영역 2017, 도자,�LED�테이프,�물

Imperceptible Realm 2017, Ceramic, LED tape, water installation

400 × 400 × 250



KICB 2019 483482일레인 응 Elaine Ng

나의 작품은 장소의 물리적, 심리적 구조, 특히 장소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과 재료를 

탐구한다. 내가 제작하는 오브제와 설치작업은 재료적, 개념적, 시적 관찰의 결과물이다. 내가 

발견한 미묘한 차이를 담고 있는 나의 작품은 마음이 산책할 새로운 길들을 보여준다.

My work explore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uctures of site, 

particularly the patterns and materials that help us to define place. The 

objects and installations I create are the result of material, conceptual, and 

poetic investigations. They share the nuances I discover, offering new ways 

for the mind to wander.

미국  USA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2018, 미소성�점토,�분필,�벽돌과�건축�잔해들

The Map is Not the Territory 2018, Unfired clay, chalk, found brick and construction remnants

245 × 640 × 259



KICB 2019 485484사라 니시카와 Sara Nishikawa

이 작품은 디자인의 역설인 ‘성공적인 디자인은 사물의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상에 

스며든다’라는 합의를 탐구한다. 나의 작업은 간과된 일상의 사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친숙함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조명하는 것이다. 

The work explores the paradox of design such that an understanding of 

successful design is an object that performs its function and blends into the 

ordinary. The objects highlights and questions the familiar by putting focus on 

the overlooked ordinary objects.

미국  USA

버터 홀더 #1 2018, 테라코타

Butter Holder #1 2018, Terracotta

45 × 12 × 15



KICB 2019 487486도로테아 놀드 Dorothea Nold

나의 작품은 물리적, 사회적 공간의 변형을 다룬다. 제작 상의 한계와 품질을 염두에 두면서 전용, 

개조, 출현, 붕괴되는 과정의 건축양식들을 도출해 낸다. 따라서 나는 재현, 변형, 전승된 모습을 

통해 어떻게 형태와 구조가 만들어지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My work deals with transformations of physical and social spaces. Trying 

on constructional limits and qualities, I modify architectural forms to draw 

processes of appropriation, conversion, appearance, and decay. Thereby, I 

interrogate how forms and structures, through which the built environment is 

reproduced, transformed, and handed down, shapes and affects.

독일  Germany

짐 2018, 도자,�금속

Cargo 2018, Ceramic, metal

520 × 220 × 60



KICB 2019 489488제인 노버리 Jane Norbury

나와 점토와의 관계는 대단히 육체적이다. 점토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어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인 형태를 만든다. 나는 애초에 우리가 바다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몸의 

대부분이 액체인,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동체임을 상기시키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My relationship with clay is very physical, pushing from the inside out, to 

create abstract forms that appear to have an inner life. I seek to reach 

something quite archaic, a reminder that we once emerged from the sea and 

are still mostly liquid, fluid beings remaining in constant motion.

영국  UK

케올레5 2017, 도기점토

Queule5 2017, Earthenware

67 × 37 × 105



KICB 2019 491490트루데 웨스트비 누르드마르크 Trude Westby Nordmark

나의 작업은 독특한 입체적 비구상 오브제들을 리드미컬하게 반복 결합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동물계부터 건축까지 자연의 많은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각각의 시스템은 

각종의 독특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 섬세하게 조율되어있다.

My work is based on rhythmic repetitions and combinations of unique, three-

dimensional nonfigurative objects. I find my inspiration in nature’s many 

systems and structures, from the animal kingdom to architecture. Different 

systems are composed of a variety of unique components, carefully arranged 

to avoid total chaos.

노르웨이  Norway

녹다 I 2017, 자기점토,�목재

Melting I 2017, Porcelain, wood

45 × 45 × 50



KICB 2019 493492오종보 Jongbo Oh

나는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물성과 전통적인 이야기를 예술 그 자체로 봐주기를 바란다. 

도자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 우리의 정서적인 ‘美’에 대해 고민하며,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과 속성을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드로잉으로 기록을 남기려한다.

I have a purpose to encourage appreciators to see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raditional stories of ceramics as art itself, I record and leave as a drawing 

of themes of ‘life‘ on the human emotions and about attributes of modern 

society, the history and stories of Korean ceramics, and the contents of 

beauty standards to suit our emotions.

한국  Korea

스크래치 항아리 2019, 도자

Scratch Jar 2019, Ceramic

52 × 52 × 54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495494오향종 Hyangjong Oh

일반적으로 보기 흉하다고 하는 작품을 전시해 그와 반대되는 아름다운 작품을 상상하게끔 

해보려 한다. 흉하다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되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존재 

한다. 인간도 예술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와 반대되는 무언가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다.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 더럽고 깨끗하고....

I will display the artwork that is generally considered an ugly work, so that it 

can makes to imagine beautiful works that are the opposite. What is ugly does 

not exist alone. Only when there must be something beautiful against it. The 

more we do artistic activities, the more we will continue to create something 

against them. In a way, not doing artistic activities can be doing true arts. 

Everything is relatively exist. Good and bad, long and short, dirty and clean....

한국  Korea

사이 2018, 옹기�점토

In Between 2018, Onggi Clay

300 × 700



KICB 2019 497496오지은 Jieun Oh

내 작품은 탄화규소를 포함한 흙과 유약을 개발하고 활용해 작업하는 연구다. 규산의 운모형 

크리스털 때문에 반짝임이 있으며, 회색의 다양한 채도를 끌어낼 수 있다. 회색은 조용함ㆍ무(無) 

등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시각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이를 

이용해, 선명한 색의 점토를 이용해 유용한 현대적 모형의 디자인한다.

This study is about developing clays and glaze including silicon carbide and 

making ceramic works with using them. It resembles glittering rocks which 

contains mica type crystal, it can develop light grey clay to deep dark clay. 

Gray color reminiscent of quiet and nothing, also used to express a visually 

sophisticated atmosphere. With using it, I design modern shape useful 

tableware combine with vivid colored clay. 

한국  Korea

노이즈드 시리즈-병 2017, 백색�자기점토,�실리콘�카바이드

Noised series-bottles 2017, White porcelain, SiC

20 × 20 × 50



KICB 2019 499498오이시 사야카 Sayaka Oishi

나의 작품의 주제는 ‘장식’이다. ‘장식’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장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나의 작품 안에서 인간의 몸, 식물, 동물 외에도 무기질 등 다양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다신교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The subject of my work is ‘decoration’. I understand ‘decoration’ enables me 

to express indescribably complicated emotions, and it is indispensable to 

human beings. There are various pieces, human body, plants, animals, and 

also inorganics in mine. That is the reason why I have grown up in polytheistic 

circumstances.

일본  Japan

하야사수라히메-관용- 2017, 도자,�유리

HAYASASURAHIME-leniency- 2017, Ceramic, glass

45 × 45 × 90



KICB 2019 501500백은하 Eunha Paek

우리 인간의 선입견에 따라 사물들은 의미와 생명력을 갖게 된다. 나는 작품을 통하여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경계에서 내러티브를 만들고, 비탄과 희망을 익살스럽게 풀어나간다.

Objects are given meaning and life by our preconceptions. My work uses this 

potential to construct narratives on the precipice of the familiar and strange; 

to explore grief and hope with humor.

한국  Korea

휘감긴 형상 2017, 도자,�금속,�폴리머클레이

Coiled Figure 2017, Ceramic, metal, polymer clay

13 × 9 × 30



KICB 2019 503502데바시스 팔 Debashis Pal

이 작품은 명백히 실제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도자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성 과정은 작품의 표면에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차원의 결과물을 탄생시킨다.

Obviously, it is a real play of chemistry. I believe that all the elements 

of ceramics assume new characters through burning in fire. Those new 

dimensions come as a reaction of the process that changes the surface of my 

art work, like my installation ceramic sculpture ‘Journey in Fire-21.’

방글라데시  Bangladesh

불길 속 여정 21 2017, 석기점토

Journey in Fire 21 2017, Stoneware

50 × 45 × 195



KICB 2019 505504박정근 Junggun Park

나는 사물에 인간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는 산업화로 인해 

대중화된 대표적 사물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소재이다.

I think that an object reflects what we think and how we have lived. Being 

a representative object popularized and brought by industrialization, an 

automobile is a subject bespeaks of modern life in that it makes human life 

affluent and dangerous at the same time. 

한국 Korea

길들인 괴물 1821 2018, 도기점토,�화장토

Tamed Monster 1821 2018, Earthenware, engobe

35 × 50



KICB 2019 507506박종진 Jongjin Park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의 깊이’에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그와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수행한 

조형적 실험은 많은 가능성으로 다가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물성을 찾아가고 

있다.

Isn’t it that humans respond to ‘depth of time’ by instinct? Based on this 

assumption, I conducted experiments on forms, from which I found many 

possibilities for my work. I still make attempts in many ways in search of new 

properties of clay.

한국  Korea

예술적인 지층_W1-10C4-1R4 2018, 자기점토,�종이

Artistic Stratum_W1-10C4-1R4 2018, Porcelain, paper

25 × 20 × 22



KICB 2019 509508박준상 Joonsang Park

대치되는 두 가치의 관계를 동물과 기계의 병합된 모습으로 표현하여 진정한 상생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I create sculpture using ceramics as material. I want to pose a question on a 

truly win-win situation by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nflicting 

values as a combined form of animal and machine.

한국  Korea

생물학명 2017, 도자

Scientific Name 2017, Ceramic

170 × 62 × 160



KICB 2019 511510모니카 파투진스카 Monika Patuszynska

재료를 다루는 작업과 재료의 본질을 파악하는 작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매개체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예가에게, 사고란 실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도된 사고는 더 이상 사고가 아니지 않은가? 의도된 사고는 기법이 된다. 나는 사고를 길들이는 

예술가이다.

Direct contact with the medium is essential as it is all about balancing 

between maintaining the control and letting be in an attempt to capture the 

true nature of the material. In our culture, an accident is considered an error. 

However, the tamed accident is not an accident any more, is it? It becomes a 

technique. I am an accident tamer.

폴란드  Poland

계보학 시리즈에서 2018, 자기점토

From the Genealogy series 2018, Porcelain

140 × 20 × 30



KICB 2019 513512수잔 필립스 Susan Phillips

나는 평면과 기하학적 추상을 시각적 언어로 사용하여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전체 

속에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 백자토로 단순한 형태의 조형을 만든다. 여기엔 빈 공간이 있고 빛을 

통해 주위 환경과 소통한다.

I employ planar form and geometric abstraction as a visual language with 

which to explore compositional relationships. With the aim of finding unity 

within the whole, I create simple constructed sculptures in porcelain that draw 

on direct use of void space and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through light.

영국  UK

08-2017 2017, 자기점토

08-2017 2017, Porcelain

28 × 8 × 13



KICB 2019 515514조셉 핀츠 Joseph Pintz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부분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나의 작품은 미니멀한 형태와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나의 작업은 관람객이 천천히 그리고 더 세심하게 작품을 보게 만든다. 

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효율성보다 미적 경험의 가치를 강화하게 된다. 

In contrast to the majority of images that bombard us every day, my forms are 

minimal and achieve an unadorned simplicity. These objects force the viewer 

to slow down and pay closer attention. This dialogue reinforces the value of 

aesthetic experience over efficiency. 

미국  USA

벽돌 둥지 그릇 2017, 도기점토

Brick Nesting Bowls 2017, Earthenware

12 × 12 × 30



KICB 2019 517516줄리 프로진, 제시 맥 린 (Julie & Jesse)
Julie Progin, Jesse Mc Lin (Julie & Jesse)

우리는 디자인, 공예, 순수미술을 넘나들며, ‘기능’을 시각적 담론의 명목으로 삼아 작업한다. 

예술과 디자인 교육 덕분에 우리는 개념적이고 감정적인 서사들을 세심한 도예기법에 접목할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문화적 풍경에서 받은 영감을 프로젝트에서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반영한다.

Our practice straddles between design, craft, and art using function as 

a pretext for visual discourse. Having trained in art and design allows us 

to bridge conceptual and emotional narratives with meticulous ceramic 

techniques. We adopt a unique approach to each project, inspired by the 

resources of its cultural landscape.

스위스 , 미국  Switzerland, USA

데자비에, 시리즈 03, 01 2018, 자기점토

Deshabille, series 03, 01 2018, Porcelain

85 × 57 × 72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apple
스티커 노트
apple에 의해 설정된 Accepted



KICB 2019 519518미할 푸친스키 Michal Puszczynski

흔히 누군가 또는 무언가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점토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에게는 자신의 손이 뿌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의 손을 통하여 점토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작품을 창조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뿌리인 손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만 당신의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It is often said that someone or something has strong roots. If you work with 

clay, your hands are your roots. It is through your hands that you draw energy 

out of clay, they supply and feed your work. Only through everyday practice, 

these roots can bring strength to the development of your creativity.

폴란드  Poland

거대한 2015, 석기조형토,�하석�섬장암

Massive 2015, Stoneware grog clay, nephelin sienite

100 × 70 × 157



KICB 2019 521520메레트 라스무센 Merete Rasmussen

나는 추상 조각작품을 만든다. 나는 면이 이어져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는 연속적인 

표면이라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오목한 면들이 볼록한 형태로 이어지고, 내부와 외부의 

공간이 형성되는 조형미가 내 마음을 움직이며 계속해서 다양하게 탐구하고 표현하게 만든다.

I work with abstract sculptural form. I am intrigued by the idea of a continuous 

surface, with one connected edge running through the whole form; concave 

shifting to convex surface; inner/negative space - these form expressions 

appeal to me and result in my continual exploration and expression in 

different variations.  

덴마크  Denmark

계속되는 빨강 2018, 석기점토

Continuous Red 2018, Stoneware 

44 × 65 × 55



KICB 2019 523522엔리크 페레살바 레드 Enrique Perezalba Red

나는 나의 ‘비전’과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작품을 만든다. 무엇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이기에 예술은 흔히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감각적인 경험이다. 나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 make art to share my visions and obsessions with others. Art is a sensorial 

experience that very often cannot be explained plainly, because what arouses 

us will never stop being a mystery. I do not think art can change the world, but 

it can change how we see and understand it.

스페인  Spain

동서의 만남 2018, 자기점토

East Meets West 2018, Porcelain

60 × 80 × 19



KICB 2019 525524마이클 라이스 Michael Rice

나는 특정한 문화나 장소에 속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조각, 표면, 직물을 창작한다. 나는 최소한의 

재료를 최대한 활용한 형태와 적용해 시각적으로 충격적이면서도 익숙함을 주는 미적감각을 

추구한다.

In my work I’m creating sculptures, surfaces and textures that are difficult 

to date to a specific culture or place: my aim is that the aesthetic is visually 

striking but also has a familiarity because of the form and application that 

make the most of the least materials.

아일랜드  Ireland

코리올리 2017, 도기점토

Coriolis 2017, Earthenware 

20 × 55 × 52



KICB 2019 527526아만다 살로프 Amanda Salov

나는 순간의 특성 또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순간의 개념, 즉 일시적이며 연약하고 덧없음을 

탐구한다. 점토처럼, 이 순간들은 때로는 조형적이며, 힘과 특성을 변화하며 반투명하고 얇게 

뻗어나가는 듯하다.

Amanda Salov is an artist whose work examines the qualities of a moment, or 

the idea of a moment in physical form: temporal, fragile and fleeting. These 

moments, like clay, are plastic sometimes they seem to stretch translucent 

thin, changing in strength and quality.

미국  USA

숨 죽이는 2017, 자기점토,�놋쇠

Holding Ones Breath 2017, Porcelain, brass

100 × 7 × 30



KICB 2019 529528파우스토 살비 Fausto Salvi

내 작품은 대부분 대형 마욜리카(majolica: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에서 발달한 도자기)도자기로 

전통과 현대양식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때때로 도자기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표현한다. 상이한 문화권을 여행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을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Fausto Salvi works with majolica, often in large scale, looking for a dialogue 

between old and contemporary styles. Trying to express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his work evolves sometimes through other 

mediums than ceramics. Travelling and deepening other cultures is the engine 

of his work.

이탈리아  Italy

수리학(水理學) 2017, 도기점토

IDRAULICA 2017, Earthenware

34 × 34 × 50



KICB 2019 531530사토 치에 Chie Sato

도자기 제작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I want to share time with people whom I meet through creating ceramics.

And I hope to develop myself as a person.

일본  Japan

이동하는 큰 파편1 2016, 고령토

Moving Rubble Large1 2016, China clay

55 × 30 × 27



KICB 2019 533532모니카 쉐델-뮐러 Monika Schödel-Müller

나의 작품을 ‘협잡꾼’에게 바친다. 나는 ‘협잡꾼’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협잡꾼’을 좋아한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내 영혼을 

다독이는 초월적인 영향력, 매개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나는 이를 흡수하고 

오브제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최대의 예술적 자유다.

My work is dedicated to the ‘trickster’. I like that a ‘trickster’ is able to 

look into different kinds of worlds and dimensions that are hardly available 

to humans. In the process of creation, I feel like a medium, transcending 

influences which touched my soul. Mentally, I absorb and transmit them into 

the object. A maximum of artistic freedom.

독일  Germany

현인... 협잡꾼 가족의 일원 2019, 석기점토

The Sage... Members of the Trickster Family 2019, Stoneware 

50 × 25 × 48



KICB 2019 535534석창원 Changwon Seok

현대인은 빠르게 발전해가는 문명의 이기와 구속 속에서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그 속에 매몰되어 

있다. 하지만 고정관념의 틀과 자신이 제한해 놓은 한계를 타파하였을 때 이성과 감정, 정신과 마음, 

선과 악 등이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서 존재하며 ‘나’의 본질과 자아를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People in modern society benefit from the rapidly proliferating modern 

inventions and their control and are buried in such inventions at the same 

time. However, when you break from conventional perception and the limits 

set by yourself, you can see the essentials of ‘I’ and the conscious ‘I’ and 

recognize that rational thinking and emotions, mind and heart, and good and 

evil all of which don’t exist in a dichotomous way but in one world.

한국  Korea

아브락삭스-help me up.Ⅱ 2017, 석기점토

Abraxas-help me up.Ⅱ 2017, Stoneware 

59 × 33 × 95



KICB 2019 537536마이라 세르지오, 마리 일세 부랑쥐, 엘레나 후르토바 

Mayra Sergio, Marie Ilse Bourlanges, 
Elena Khurtova

우리는 <더 축축한>이라는 명칭 하에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조각, 판화, 설치작품 연작을 만들고 

있다. 각기 다른 매체에 함유된 수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작업을 

모았다. 물질적이고 개념적인 접근방법으로 이 작업은 물질의 시간성을 통한 변형과 그로 인한 

손실의 상반됨에 대해 탐구한다. 우리는 물질의 본질, 즉 흙의 순수한 진수(眞髓)를 찾고자 한다. 

We develop series of transient sculptures, prints, and installation, grouped 

under the title ‘Wetter than Wet.’ The polymorphous elements explore 

wetness and clay, condensation and landscape, distillation and thoughts, 

drops and circulation. In a material and conceptual manner, ‘Wetter than Wet’ 

explores the paradox between transformation and its inherent loss, through 

temporality of materials. 

브라질 , 프랑스 , 러시아  Brazil, France, Russia

더 축축한 2018, 미소성점토,�유리,�가마�선반,�전열판

Wetter than Wet 2018, Raw clay, glass, kiln shelves, electric heat plate

38 × 60 × 87



KICB 2019 539538강소청 Jiang Shaoqing

음영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백자토와 투명한 단색조의 청자유약을 사용해 기물의 표면에 상이한 

깊이를 만들었다. 자연에서 가져온 따뜻한 질감을 표현한 기물에 다양한 색상의 모래를 깔아 

위대한 인류문화 유산인 청자가 자연의 혜택과 깊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Making different depths on the surface of the celadon porcelain created 

by using the white porcelain clay and utilizing the green glaze in simple 

transparent tone to create the shadow effect placing the celadon porcelain 

on the warm textured and colorful sand taken from nature and to express the 

fact that celadon porcelain which is a great heritage of humanity is deeply 

connected to the gifts provided by nature. 

중국  China

녹색과 백색 청자의 내적 아름다움 2019, 자기점토,�모래

Inner Beauty of the Green and White Celadon Porcelain 2019, Porcelain, sand

5 × 5 × 6



KICB 2019 541540아룬 샤르마 Arun Sharma

이 전시의 목적은 인간관계와 연약함, 상실에 관하여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goal of the exhibition is to display these photographs that visually talk 

about human relationships, fragility, and loss.

미국 USA

(비)구성 시리즈-무제 I 2018, 사진

(De)Composition series-Untitled I 2018, Photograph

152 × 14



KICB 2019 543542아비탈 쉐퍼 Avital Sheffer

인간의 형태와 자연계에 내재된 생식과 억제라는 개념이 창작의 동인이 된다. 용기 형태에서 

기능성, 신성함,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신화와 언어가 

투사된 이것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다.    

Notions of fecundity and containment intrinsic to the human form and the 

natural world animate the making of my ceramic vessels. The embodiment 

of utility, divinity, and beauty in the vessel form is as ancient as human 

consciousness. Projected through mythology and language, it is an endless 

source of inspiration.

호주  Australia

알다바 III & 파수꾼 VII 2017, 도기점토,�화장토

Aldaba III & Sentinel VII 2017, Earthenware, engobe

65 × 20 × 65



KICB 2019 545544스 촨펑 Chuan Feng Shih

나의 작품 〈군소〉 시리즈는 ‘성적 욕구’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자간 연애’, ‘성에 관련된 특정 

서비스’ 산업과 같이 금기시 되는 주제를 탐구한다. 나의 작품은 우리 모두는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My art series, ‘Sea Hare’, focuses on the theme of ‘sexual desire’ and 

explores taboo subjects such as ‘polyamory’ and the ‘special service’ industry. 

My work highlights that we all have sexual desire that we should not be 

ashamed of and instead should utilize towards self-development and self-

actualization.

대만  Taiwan

군소-QQQ 2018, 자기점토,�실리카�겔

Sea Hare-QQQ 2018, Porcelain, silica gel

50 × 50 × 45



KICB 2019 547546신경희 Kyunghee Shin

차의 색, 향, 미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백자를 선택하고, 백자에 깃든 아름다움과 편안함으로 

한국의 미를 갖춘 차 도구를 완성시키고자 했다. 순백자 다기 표면에 수를 놓듯 조각한 꽃문양은 

우리 전통사찰의 꽃살문을 모티브로 삼아 표현했다. 꽃살문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담아내는 

차와, 차를 우리는 사람의 귀한 마음을 담아내는 차 도구를 만들고자했다. 

The white porcelains were chosen carefully to serve the purpose which was to 

reserve the beauty, the culture, and the flavor, scent, and color of the natural 

tea. The tea wares were made with one philosophy in mind. It is to intertwine 

the beauty in Korean culture with the beauty of calmness in white porcelain.

한국  Korea

백자양각모란문다기세트  2018, 백색�점토

Whiteporcelain_Teapot 2018, White clay

30 × 30 × 30



KICB 2019 549548아디나 솔로모노비치 Adina Solomonovich

나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루기 위해서, 나는 점토를 사용하면서 내 삶과 

나의 존재를 고민해본다. 나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취는 항상 나의 예술의 주춧돌이 되어왔다.

I explore myself through the clay; examine my life and my being, using 

the material to deal with the thoughts that arise in my mind during life. My 

preoccupation with my inner world has always been the basis of my art. 

이스라엘  Israel

꿈꾸는 2016, 도자

Dreaming 2016, Ceramic

50 × 40 × 30



KICB 2019 551550송인호 Inho Song

나의 주된 작업 주제는 상상 속 동물이다. 이번 작업은 한국의 전통인형 꼭두를 모티브로 했다. 

꼭두는 사람 모양의 해학적인 목각인형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망자의 즐거움을 나누고 

고통을 위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꼭두를 인물 대신 상상 속의 동물들로 재구성하여, 

인간의 탐욕을 풍자하고 인간 외 다른 생명체의 존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My works’ theme is imaginary animals. This work’s motif is a Korean 

traditional funerary figure, Ggokdu is a witty human shaped wooden figure, 

which is known as to take a role in sharing the happiness with the passed 

ones and relieving their sorrows, coming and going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world. I wanted to recreate the puppets into imaginary animals 

instead of characters, satirizing human greed and representing the dignity of 

other creatures besides humans.

한국  Korea

꼭두 시리즈 31 2018, 점토

Kkokdu series 31 2018, Clay

24 × 14 × 44



KICB 2019 553552에이미 송 Amy Song

단순한 형태의 기물을 가마 안에 넣어 소성하면, 불은 탄소를 작품 표면에 잡아두는 일, 점토에 

함유된 철분을 드러내는 일, 천연 유약을 틈 사이에 고이게 하는 일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작업을 

스스로 한다. 내 작품은 손으로 잡았을 때 기물과 교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The firing process takes my simple forms and does a lovely job of doing the 

rest— trapping carbon on the surface, highlighting the iron present in the 

clay, or pooling natural glaze in a crevice. Held by hand, my work is created to 

bring a joy to the interaction.

미국  USA

양념통 2017, 비믹스�클레이

Oil and Vinegar Cruets 2017, B-Mix

26 × 9 × 20



KICB 2019 555554비푸 스리비라사 Vipoo Srivilasa

나는 대중이 나와 함께 작품을 생각하고 협력해서 완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작품,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작품 제작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내 

작품이 양방향 교류와 효과적으로 공동의 사유를 집적하는 매개체가 되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화합하기를 바란다.

I want to produce artwork that not only allows opportunities for the general 

public to create, collaborate, and complete the work with me, but also create 

work that raises the question of what is important in life. By opening up my 

process of creation to others, I hope that the artwork will become a means 

of two-way exchange and effectively communal thought which could bring 

people together in an unexpected way.

호주  Australia

평화의 왕 2017, 자기점토

King of Peace 2017, Porcelain

26 × 20 × 59



KICB 2019 557556마드흐비 수브라흐마니안 Madhvi Subrahmanian

나는 싱가포르와 인도 뭄바이를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철새 같은 내 생활에서 

비롯되는 기회와 도전, 그리고 달라지는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제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변화하게 되었다. 나의 작품에서는 배양, 성장, 이동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I live between two urban spaces: Singapore and Mumbai. My practice has 

been inspired and altered by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my migratory 

life, as well as limitations brought by changed circumstances. Incubation, 

growth, and movement find repeated expression in my works.

인도  India

지구의 속삭임 2017, 석기점토,�벽돌,�움직이는�조명,�음향

Earths Whispers 2017, Stoneware, brick, moving light, sound

243 × 182 × 304



KICB 2019 559558다카가키 아츠시 Atsushi Takagaki

자연에서 생겨난 재료로 만들어지고, 공간을 포용하기도 하고, 숭고함을 보여주는 도예에 의한 

유일한 표현방식은 어떤 연령, 어떤 문화적 유산, 혹은 어떠한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세월의 

시련을 견디고 움직일 수 있는 있는 아름다움이다. 

Only way of expression, by ceramic arts of wild materials and the space 

inclusive, of the manifestation of the sublime – a beauty that can stand the 

tests of time and the power to move, no matter the age, heritage, or creed.

일본  Japan

흑/적 2016, 제작점토

GenKaku 2016, Originally blended clay

28 × 18 × 56



KICB 2019 561560모모코 타케시타-킨 Momoko Takeshita-Keane

내 작업의 핵심은 자연의 과정을 신뢰하고 예술가로서의 나의 통제력을 일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작품은 부분적으로 나의 디자인이며, 부분적으로 자연의 결과물이다.

A fundamental aspect of my work is to trust in the processes of nature and 

abandon some of my control as an artist so that the work is partly my design 

and partly the result of nature.

일본  Japan

포옹 4 2017, 도자

Embrace 4 2017, Ceramic

33 × 30 × 25



KICB 2019 563562탄 단우 Dan Wu Tan

도자기는 시각적 언어와 형태를 전달해주는 매개물이다. 매개물인 도자기의 언어는 작품의 개념을 

어느 정도 표현한다. 매개물 자체의 언어적, 문화적 힘은 작품의 활력을 배가시킨다. 

Material is the vehicle of visual language and form. To some extent, material 

language expresses the concept of work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power of 

material itself can extend the vitality of works.

중국  China

선의 도시 2 2017, 자기점토,�목재

Linear City 2 2017,  Porcelain, wood

330 × 360 × 1



KICB 2019 565564타나카 테츠야 Tetsuya Tanaka

나는 도예로부터 현대미술에 접근하려한다. 우리는 도예가로서 용기를 만든다. 나는 비가시적 

물체 혹은 형태나 부피가 없는 물체를 위한 용기를 만든다. 〈카가야키(KAGAYAKI)〉는 몸통을 

반투명 점토로 만들고 안쪽에는 LED조명으로 빛을 내는빛 또는 광선을 담는 용기다.

I am trying approach contemporary art from ceramic art. We, as potters, make 

vessels. I am making vessels for things invisible or things without shape and 

volume. KAGAYAKI is a vessel of lights or rays. I made the KAGAYAKI body 

with translucent clay, and I illuminated it with LED lighting from inside.

일본  Japan

빛나는 기(器) 2015, 반투명�점토,�LED�조명

KAGAYAKI(輝器) 2015, Translucent clay, LED light

36 × 36 × 288



KICB 2019 567566타시마 히로츠네 Hirotsune Tashima

나의 조부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에서 소방관으로 일하셨다. 바나나는 의복이나 상황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일본인이고, 노랗게 보이지만 영어로 말한다. 나는 노란 원숭이 대신 

킹콩이 되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자. 

My grandfather was a fire-fighter in Hiroshima during WWII. The banana is 

considered to be like a cloth or situation. I am Japanese. I look yellow, but 

I speak English. Instead of a yellow monkey, I became King Kong. Let us 

understand other cultures for world peace instead of using force.

일본, 미국  Japan, USA

노란 바나나 콩~B-29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2017, 석기점토

Yellow Banana Kong~B-29 All You Need is Love 2017, Stoneware

43 × 43 × 61



KICB 2019 569568조 테일러 Jo Taylor

화려한 석고 천장과 같은 장식적 건축 요소들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 몸짓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함, 그리고 공간, 구조, 장식물 간의 대화가 그것이다. 나는 형태와 

문양을 재해석하고 물레 작업과 수작업을 결합하여 독특한 현대 도자 조각을 만든다.

Decorative architectural features such as ornate plaster ceilings inspire 

me: the sense of gesture, drama of shadow, and dialogue between space, 

structure, and ornament.  I reinterpret the forms and motifs to create unique 

contemporary clay sculpture, combining the potter’s wheel and hand building 

techniques. 

영국  UK

합일 vi 2015, 자기점토

Confluence vi 2015, Porcelain 

35 × 19 × 44



KICB 2019 571570안니카 테더 Annika Teder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재료와 사람의 손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나는 자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영감을 받는다. 나는 지점토가 지닌 다양한 장식성과 강한 표현성에서 영감을 

받는다.

Making ceramics involves an interaction between matter and the human hand. 

I’m drawing inspiration from endless variations of natural forms. I’m inspired 

by the wide variety of decorative and accentuated expressive possibilities of 

the paper clay.

에스토니아  Estonia

들판 2015, 자기점토,�흑색�샤모트

FIELD 2015, Porcelain, black grog

50 × 100 × 30



KICB 2019 573572실뱅 띠루앙 Sylvain Thirouin

나의 작품은 공예, 더 광범위하게는 전통과 우리 사회의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나는 고고학을 

제안하기 위해 공예가의 사회적 위상과 과거의 공예기법을 계승하기를 주장한다. 

My work draws on craftsmanship, and more broadly on tradition and 

knowledge in our society. In order to suggest archaeology, I claim the social 

position of a craftsman and the maintaining of obsolete techniques.

프랑스  France

부부싸움 장면 2016, 자기점토,�찬장

Scene de ménage 2016, Porcelain, dresser

150 × 70 × 196



KICB 2019 575574로저 트라이아스 Roger Trias

과거에 기술설계자로 일하면서 나는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의 형태와 질감, 물체가 작은 요소의 

합이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졌다. 나는 이러한 관심사를 조각에 적용했다. 공간 안에서 동일한 

요소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Working as a technical architect in a past life I was interested in the shapes 

and textures of materials that we humans have created. I was interested by 

the idea of objects being a sum of small elements. Today, the same applies to 

my sculptures. The same element repeated again and again in space giving 

you endless possibilities.

스페인  Spain

핑크1801 2018, 석기점토

PINK1801 2018, Stoneware

60 × 60 × 55



KICB 2019 577576지브 츠파티 Ziv Tsfati

나의 작품들은 매우 개인적이며 비유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한다. 각각의 이미지는 이야기의 

통로이자 문이다. 이미지들은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복잡한 코드와도 같다. 나는 이 이미지들을 

‘개인적인 아이콘들’이라 부르고 싶다. 이미지들이 동시에 합쳐질 때 삶의 여정을 묘사한다.

My works are very personal. I use figurative images. Each image is a portal, 

a door to a story. They are like a code that holds within the whole and it’s 

complexity. I like to call them ‘PERSONAL ICONS.’ When they are joined 

together, they describe a life’s journey.

이스라엘  Israel

돌파 2017, 도자

Breaking Through 2017, Ceramic

44 × 48 × 5



KICB 2019 579578츠리 미츠호 Mitsuho Tsuri

나는 도자기가 설화와 같다고 믿는다. 도자기는 언제 어딘가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난날의 순간들과 

일상의 흔적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나의 작품을 통하여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나의 작품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 believe that ceramics are like folk tales. They have a role in conveying moments 

of passing days and the residue of daily life by people who lived somewhere 

and sometime. I hope to take over the role today through my work. I would be 

pleased if you could imagine the stories of someone else’s life.

일본  Japan

뱅글뱅글 2017, 도자

KURUKURU 2017, Ceramic

16 × 16 × 20



KICB 2019 581580안젤리카 투리미에로 Angelica Tulimiero

독립적인 보편적 언어를 창조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델에 따라 나의 연구는 구조와 텍스처의 

고된 놀이를 통해서 이 형식의 의사소통을 흡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상에서 이끌어내긴 

했지만 나의 창조물은 우리의 세계와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원자를 언급하고 있다.

Guided by the patterns present in nature, that create an independent universal 

language, my research focuses in absorbing this form of communication 

through a laborious play of structures and textures. Though drawn from 

imagination, my creations reference our world and the atoms of which it is 

composed.

이탈리아  Italy

세포#3 2019, 석기점토

Cell#3 2019, Stoneware

37 × 14 × 32



KICB 2019 583582안네 튀른 Anne Turn

나의 작품은 일어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붉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떤 것은 그저 기적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It is about things that cannot happen but still do.  We do not know, why.  Let 

us leave some things a miracle, like red rain.

에스토니아  Estonia

붉은 비 2018, 페이퍼클레이,�유리

RED RAIN 2018, Paperclay, glass

300 × 300 × 200



KICB 2019 585584우메모토 코우세이 Kousei Umemoto

도자기는 고온에서 연소된다는 것은 세라믹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나는 내 생산물을 소성한 

결과물로 표현하고 싶다. 유약 흐름의 표현은 세라믹스의 가장 큰 매력이다. 나는 그 표현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를 원한다.

Ceramics is fired at high temperature. That is the greatest feature of ceramics. 

I want to make expressions obtained by firing my own production. Expression 

in which glaze flows is the greatest attraction of ceramics. I want the viewer to 

feel the flow of time with that expression. 

일본  Japan

색의 흐름 2016, 자기점토,�에나멜�

Flowing Colors 2016, Porcelain, enamel

111 × 21 × 5



KICB 2019 587586라인힐더 반 그리에켄 Reinhilde Van Grieken

나는 단지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점토를 사용하고, 무의식적으로 모순된 형태의 형상들을 찾는다. 

3차원으로 감정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소통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예술은 

언어이다.

I use clay merely as a means to communicate. Unconsciously, I look for 

shapes with contradictions. Translating and conveying emotions in three 

dimensions. Communication is important, is relief. Art is a language.

벨기에  Belgium

구름 2018, 석기점토

CLOUDS 2018, Stoneware

51 × 32 × 60



KICB 2019 589588유디트 바르가 Judit Varga

나는 점토를 사용하여 형태, 표면, 색깔, 질감 사이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몸부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요소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한다. 자연은 어울림을 갈망하고 

균형 속에서 번성하지만, 불협화음과 충돌의 요소들도 자연을 이루는 필요조건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With clay, I emphasize the constant drama and struggle between form, surface, 

color, texture, and how the passing time has an effect on all of these. Nature 

yearns for harmony, thrives on balance, but feeds on energy which needs 

dissonance and conflict. 

헝가리, 미국  Hungary, USA

파란 꽃 2018, 흑색�석기점토,�슬립

Blue Flower 2018, Black stonware, slip

24 × 26 × 26



KICB 2019 591590프루든스 베너블스 Prudence Venables

완성된 오브제는 과거를 잊은 채 너무도 순진하게 서 있다. 포슬린의 반투명함, 가장자리를 따라 튕기듯 

춤추는 빛, 손길을 부르는 부드럽게 녹을 듯한 몸체, 실패의 좌절감까지도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나를 

댄스의 마법으로 초대한다.

The made object stands so innocently, oblivious to its past. The translucency of 

porcelain, the light dancing on the sprung tension of a rim, the softly melting body 

inviting touch, even the frustration of failure – all this and more continues to invite 

me to the magic of the dance.

호주, 영국  Australia, UK

에스메의 화장대 2017, 자기점토,�구리,�은,�실

Esme's Dressing Table 2017, Porcelain, copper, silver, thread

140 × 140 × 21



KICB 2019 593592마리아 블란디 Maria Vlandi

나의 작품은 다양한 크기의 점토덩어리로 구성된다. 이 점토덩어리는 재난을 당하여 파괴된 채로 

방치된 고대 사원 또는 조각들의 잔해들을 상기시킨다. 나는 이처럼 방치된 파편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과거에 뿌리를 두면서 나만의 현대적 관점이 담긴 작품을 보여주려 한다. 

My work is composed of large masses varying in size. These recall the remains 

of ancient temples or pieces of statuary following disasters, abandoned 

in surroundings. I build a new these unutilized fragments into a unified 

composition. My intention is to create work rooted in the past, but having my own 

contemporary view.

그리스  Greece

병치 2018, 석기점토

JUXTAPOSITIONS 2018, Stoneware

122 × 40 × 180



KICB 2019 595594카롤린 바흐터 Carolin Wachter

이 백자 실린더는 순수해 보이고, 미니멀 하고, 금욕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단지 여기에 놓여 있는 

하나의 형태만으로 보이는가? 여기서 선과 면, 절제와 움직임, 방향성과 광대함 간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몸짓 언어가 형태를 가진 언어로 변하는 것이다. 내면으로부터 성장한 형태가 하나의 관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

The white porcelaincylinder. Puristical, minimalistical, stoical? Or just a form, just 

here? The relation of line and surface, austerity and movement, direction and 

vastness is experienced. Body language is changed into form language. 

A form, grown up from inside, looking for a point of view.

독일  Germany

이글루 2019, 자기점토

IGLOO 2019, Porcelain

260 × 260 × 130



KICB 2019 597596완 리야 Liya Wan

내가 사용한 작품의 재료 자체에서 나온 결과는 나에게 그 어떤 이론보다 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 

그 어떤 이론보다 재료 자체에서 오는 결과를 더 신뢰한다. 최근 수년간 나의 작품은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에서 얻은 깨우침, 그리고 소성이 끝난 후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For me, the results from the materials themselves in my works are more real and 

more credible than any theory. My work in recent years has been focused on the 

enlightenment that comes from natural materials and the results of my works after 

firing.

중국  China

융합 4 2018, 도자

Fusion 4 2018, Ceramic

18 × 17 × 10



KICB 2019 599598왕 위저 Yuzhe Wang

생활도자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획기적인 디자인의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는 

도예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생활 도자의 4가지 요소인 ‘형태’, ‘장식’, ‘기능’, ‘독창적인 재료’를 최고 

수준으로 완벽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도예가는 선진 의식을 갖추고 전통적 개념에 도전장을 내밀고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Innovative design of everyday ceramics requires designers to examine the 

connotation of innovative design from a brand-new perspective. With advanced 

consciousness, designer has to challenge traditional concepts and meet the 

needs of the times, not only to master the material of ceramic technology, but to 

also have a solid foundation of painting, modeling, and profound cultural heritage, 

in the shape, decoration, function, material to break through and innovate, and 

achieve the highest state of perfect combination of the four. 

중국  China

게으른 개 2017, 도자

Lazy Dog 2017, Ceramic



KICB 2019 601600플로르 위드마 Flor Widmar

이번 전시의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인간이 만든 길가의 기념물들로 주목시켜  어떻게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사적이며 섬세한 구조물들이 제작되는지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The goals of the exhibition are to bring people‘s attention to the roadside 

memorials that people create and how these very personal and delicate 

structures are created out of grieving pain and sadness.

미국  USA

실 묶기 2017, 자기점토

Binding Threads  2017, Porcelain 

15 × 7.5 × 5



KICB 2019 603602우 웨이핑 Wei Ping Wu

전시를 통해 우리는 작가의 예술적 창작에 대한 관점을 더 깊게 살펴볼 것이고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의 사상과 문화의 접목을 증진할 것이다. 

In form of exhibition, we will further explore the artist’s artistic creation 

perspective and promote the integration of tradition and contemporariness, 

Eastern and Western thought, and culture.

중국  China

MI(고요)-1 2015, 도자

MI(谧)-1 2015, Ceramic

25 × 25 × 17



KICB 2019 605604슈 시유안 Shiyuan Xu

내 작품은 나의 재해석을 통해 숨겨진 세계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드러내며, 자연의 미시적 현상에서 

영감을 받는다. 나의 개인적인 서사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삶 자체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반영하는 

진화하는 구조로 엮는다.

My work is inspired by microscopic phenomena in nature, with my reinterpretation 

revealing the beauty and diversity of the hidden world.

I weave my personal narratives into the evolving structures that reflect my 

understanding of nature, and the complexity and delicacy of life itself.

중국  China

분열#3 2017, 자기점토�페이퍼클레이

Fission#3 2017, Porcelain Paperclay

23 × 30 × 33



KICB 2019 607606야마다 히로유키 Hiroyuki Yamada

나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존재를 인식할 때 중력이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체를 

인식할 때 중력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상식을 뒤집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마트에 흔히 있는 무를 

중력을 무시하고 본다면, 그것은 신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특별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I have to think about existence. When a person recognizes existence, there is the 

theory of gravity. If gravity is neglected and it recognizes an object, it becomes 

a god-like existence that has reversed common sense. If a daikon radish in a 

supermarket is commonplace, ignoring gravity, does it become a god? And does 

it turn into a special being?

일본 Japan

숲 속 핵무기 2016, 도자,�목재

Nukes in the Forest 2016, Ceramic, wood

150 × 150 × 160



KICB 2019 609608유정현 Jeonghyun Yoo

나의 작업은 점, 선, 면의 기본 조형 원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형태로 확장하며, 각각의 개체들이 모여 

형성하는 리듬감의 변화에 주목한다. 〈무궁화 시리즈〉는 꽃의 조형성을 재해석하고 단순화시키거나 

기타 요소를 첨가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킨다.   

I use dots, lines, and planes as basic formative elements, which expand into 

three-dimensional form. All the while, I pay attention to changes in rhythmic 

movement created by a group of individual objects. My Mugunghwa Incense 

Burner series reinterpreted and simplified the formativeness of a flower and 

added other elements to develop into various forms.

한국  Korea

무궁화 향로 2018, 도자

Mugunghwa Incense Burner 2018, Ceramic

60 × 50 × 20



KICB 2019 611610유충식 Choongsik Yoo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분노, 나약함에 의한 이 감정들은 오랜 시간 나를 옭아맸다. 떨쳐낼 수 없었던 

이 감정들이 내 작업의 모티브이며 이는 반인반수의 괴물로 형상화된다. 민낯을 가리기 위해 뒤집어쓴 

짐승의 머리는 숨기고자 했던 괴물의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For many years, I had been consumed with such feelings as shame and anger 

and obsessed with my weakness. These feelings I could never be free from 

became inspiration for my work, created in a form of a monster with an animal 

head. When the head of the beast is put on to mask this bare face, the monster I 

sought to hide is only revealed even more plainly in all its nakedness.

한국  Korea

Weak Man 2018, 석기점토

Weak Man 2018, Stoneware

30 × 33 × 71



KICB 2019 613612윤성호 Seongho Yoon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된 인공구조물을 모티브로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美를 찾아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각기 사물이 가지는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Man-made structures abandoned around us in our everyday living are the motive 

for my work. I strive to find the beauty hidden behind them and reflect on values 

inherent to each thing through my work.

한국  Korea

P20120828 2012, 도자

P20120828 2012, Ceramic



KICB 2019 615614윤솔 Sol Yoon

깨어지고 결합하고, 다시 흩어지고 모이고, 변화하는 혼돈 속에 작업의 핵심이 있으며, 그것은 크고 

작은 구체들을 분해하고 다시 붙여나가 다양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다. 가장 

완벽하고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명제, 이 매력적인 역설은 너무나 

익숙한 이 동그란 모양을 내가 늘 쓰다듬는 이유이다.

The essence of my work lies in the chaos of being broken, united, dissected, 

combined, and altered. This is a very interesting process to get diverse output by 

disassembling various spheres and assembling them again. The proposition is 

that the most perfect and simplest geometric form embraces more than anything 

else. This charming paradox is the reason that I caress this sphere, with which I 

am so familiar all the time.

한국  Korea

공간의 변주 2016, 자기점토

Variation of Space series 2016, Porcelain

60 × 55 × 50



KICB 2019 617616윤주철 Jucheol Yun

나는 현대 도자를 위한 한국적인 색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 초반부터 끊임없이 ‘한국적인 

색은 무엇인가’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우리나라 전통 도자의 하나인 분청사기의 귀얄기법에서 

‘첨장’이라는 장식기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I have strived to discover truly Korean color for contemporary ceramics.  Since 

early 2000, I have continually asked myself what Korean color is, and I deviced 

a decorative technique that I call ‘cheomjang’ stemmed from brushed slip 

decorative technique used for buncheong,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ceramics. 

한국  Korea

백색 첨장(尖裝) 2018, 자기점토

White Cheomjang 2018, Porcelain

300 × 300 × 33



KICB 2019 619618장 밍 Ming Zhang

마치 한 장의 커다란 인쇄물을 찍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사이즈의 점토 표식을 조합해 2차원 코드를 

만든다. 점토 표식에 조명을 비추면 바닥에 다양한 크기의 2차원 코드가 투영된다. 관람객은 

정보를 찾기 위하여 작품과 소통할 수 있다. 마침내, 시간, 자연 그리고 인위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점토 표식들은 파괴된다. 이때, 작품은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 우리는 전통과 현대성을 어떻게 

정의할까? 

Seals by assembly, make sealing muds into many different sizes of two-

dimensional codes, like a big print. When the sealing muds are illuminated by light, 

different sizes of two-dimensional code projections are formed on the ground. 

Viewers can interact with the work to find their own information. Finally, with time, 

nature, and man-made power, the sealing muds are destroyed.  At this time, the 

work posed a question to the viewer: How do we define tradition and modernity?

중국  China

봉인 2018, 점토

Seals 2018, Clay



KICB 2019 621620존 루이스 짐머만 John Louis Zimmerman

자연 보호보다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나는 이 질문을 강조하고 

살펴보기 위하여 뚜렷한 대조 기법을 적용한다. 점토는 지구 표면의 부서진 잔여물로, 물리적, 개념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앞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What are the consequences to prioritizing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over preserving the natural world? I utilize sharp contrasts to highlight 

and examine  this question. Clay, the broken down remnants of the Earth crust, 

holds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power and aids this questioning process.

미국  USA

지질구조형태 3  2018, 붉은�점토,�금�러스터

Tectonic Regime 3 2018, Red clay, gold luster

55 × 38 × 40



KICB 2019 623622나탈리야 주반 Nataliya Zuban

나는 시각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나의 작품은 자연적 

환경과 도시적 환경이라는 대조되는 두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이 이들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I am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the impact of visual environment on the people‘s 

behavior and mentality. In my works, I consider two bifronted types of visual 

environment: natural and urban and how a person can interact with them.

우크라이나  Ukraine

숲 2017, 샤모트�점토

Forest 2017, Chamotte clay

160 × 400 × 300



KICB 2019 625624다비드 진다 Dawid Zynda

나는 창의력을 발휘할 때 단순한 시각적 행위에 이끌린다. 나는 예술작품과는 대치되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물을 통하여 나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변화가 나타난다. 이미지들의 결합만이 최종적인 작품을 완성한다. 

In my creativity, I am guided by a simple act of vision. The way I see the reality 

that surrounds me goes through a mechanically repeated structure on the 

opposite of the artwork. Limitations of the technique cause the movement over 

time. Only combination of images gives the final work.

폴란드  Poland

밤과 죽음의 자매 2016, 자기점토

Sisters Night and Death 2016, Porcelain

37 × 2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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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th Schwartz

-  USA / Professor Emeritus, New York University

-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2014- ),

 representative for USA and Canada(2012) 

-  Head juror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of the 

 10th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9

Frédéric Bodet

-  France / Former Curator at Cité De La Céramique, 

 Sévres et Limoges(Sevres National Museum for Ceramics)

-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of the 7th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3

-  Assistant curator at Musée des Arts Décoratifs in Paris(1999-2012)

Janet DeBoos

-  Australia / Ceramist, Emeritus Fellow of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ounci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Council(IAC), Representative for Australia, New Zealand and 

 South Africa(2012- )

 Rosy Greenlees 

-  United Kingdom / Executive Director of the British Crafts   

 Council(2006- )

-  Awarded an Order of the British Empire(2017 New Year’s Honours)

-  President of World Crafts Council

쥬디 슈왈츠

-  미국 / 뉴욕대학교 명예교수

-  국제도자협의회(IAC) 부회장(2014- ), 미국·캐나다 대표위원(2012)

-  2019년 제 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장

프레데릭 보데

-  프랑스 / 전) 세브르 국립 도자기 박물관 큐레이터

-  2013년 제 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  파리 장식예술박물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1999-2012)

자넷 드부

-  호주 / 도예가,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  국제도자협의회(IAC) 호주·뉴질랜드·남아프리카 대표위원(2012- )

로지 그린리스

-  영국 / 영국공예청장(2006- )

-  대영 제국 훈위 수훈(2017)

-  세계공예협회 대표

2019년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KICB 2019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Misun Rheem 

-  Korea / A member of Korean Craft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  Former Director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KCDF) 

 Craft Division

-  Former Director of Clayarch Gimhae Museum

 Kazuko Todate

-  Japan / Professor at Tama Art University（多摩美術大学 教授）

-  Former Chief Curator of Ibaraki Ceramic Art Museum

-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of the 9th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7

Guangzhen Zhou

-   USA / Council Member of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IAC), 

Representative for China(2014-)

-  Guest Professor, Shanghai Institute of Visual Arts, China(2009- )

-   Juror of the Big Fish Small Pot; International Small Teapot 

 Competitions, USA(2004–2012)

 Yun Choi 

-  Korea / President of Korea Ceramic Foundation

임미선

-  한국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  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공예본부 본부장

-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가즈코 토다테

-  일본 / 타마미술대학교 교수

-  전) 이바라키도자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    2017년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광센 쪼우

-  미국 / 국제도자협의회(IAC) 중국 대표 위원(2014- )

-  중국 상하이미술학원 객원교수(2009- )

-  큰 물고기 작은 항아리, 찻주전자 국제 공모전 심사위원(2004-2012)

최 연 

-  한국 /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632 633KICB 2019



KICB 2019 635634Commentaries on the Award Winning Artists

팁 톨랜드는 예술가이자 철학자, 심리학자, 윤리학자이며 현자(賢者)

이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내적 혼란과 취약성을 기꺼이 내보임으로써 

관객을 매혹시킨다. 팁 톨랜드는 뛰어나게 훈련되고 숙련된 예술가로서, 

그의 재능을 그가 가진 비상한 능력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 능력은 그가 인물을 매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묘사해내는 

것인데, 그 묘사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솔직하며 직관적이어서, 관객이 

작품에 몰입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팁 톨랜드의 극사실적 인물상은 

에로틱한 면도 있고 부분적으로 기괴하기도 해 인간조건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표현하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짜증〉은 무력감 때문에 신경질 나고 절망하며 분노와 

염증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 홧김에 베개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인물을 묘사한다. 즉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몸은 나이 많은 여성이지만 작품에서 

표현된 감정은 세월을 초월하여 젊든, 나이 들었든 우리 모두가 분노와 

무력감을 경험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톨랜드에게 작품과 작가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동일한 하나이다. 그는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감정적 반응을 관객과 공유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말하자면 그는 실존주의자로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용실〉에서 그의 얼굴은 

내적인 즐거움을 보여주며 남들의 관심 속에서 치장하며 보살핌을 

받는 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톨랜드는 손녀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행복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이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미용실〉에서 그의 얼굴을 

보면, 소중하게 보살핌받고 치장 받는 것에 대한 내면의 기쁨과 완전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어릿광대〉를 보면서 우리는 집단적 정신세계에 

대한 또 다른 낯익은 모습을 경험한다. 이 <어릿광대>는 불신감, 당혹감, 

난처함을 표현하고 있다. 어릿광대는 바보 모자의 새로운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끼 귀가 달린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긴 막대기를 

귀 가까이 들고 있다. 마치 막대기가 그에게 그가 알아두어야 하는 

이야기를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당황스러운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릿광대>를 통해 우리는 

집단의 정신에 대한 친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어릿광대>의 

표정은 불신, 당황, 당혹감 중 하나이다. 그는 토끼 귀가 달린 익살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다. 마치 막대기가 그가 알아야 할 것을 속삭이는 것처럼 

그것을 귀 가까이에 대고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바보 모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품은 장난 스러우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당혹감을 가지고 있다.

팁 톨랜드의 손작업은 그가 작품에서 표현하려 한 경이롭고 지친

쥬디 슈왈츠

Tip Toland is a multitude of beings - an artist, philosopher, 

psychologist, ethicist, and sage. She is willing to expose 

and reveal her personal turmoil’s and vulnerabilities in 

ways that leave the viewer spellbound. Extraordinarily 

trained and skilled, she is an artist who has the capabil-

ity to match her talent with an uncanny ability to portray 

the figure in ways that are so compelling, so honest and 

recognizable that she captures a universality that leaves 

the viewer transfixed with empathy and understanding. 

Her hyper-real figures, partly erotic, partly grotesque con-

vey universal truths about the human condition and we 

are transformed.

“Tantum”, for example, portrays a person who is so 

frustrated, desperate, angry, disgusted and stymied by 

feelings of helplessness that in a fit of rage and exaspera-

tion, she rips up a pillow. Act out or go mad seems to be 

the message here. While the body is that of an older wom-

an, the emotions expressed transcend time -young or old 

we have all experienced fury and helplessness. For Toland, 

there is no separation between the art and the artist. They 

are one and the same. She is not afraid to share her com-

plex emotional reactions to negative aspects of the social 

condition. For want of a better term, she is an existential-

ist - revealing personal turmoil in an attempt to resolve 

inner conflicts. In “Beauty Parlor”, her face reveals inner 

joy and utter satisfaction of being pampered, primped and 

cared for. Toland reveals that it is a memory of having her 

granddaughter “play” with her hair as she just sat back 

and enjoyed the experience in sublime repose. In “Fool” 

we experience yet another intimate account of the collec-

tive inner soul. The Fool’s expression is one of disbelief, 

embarrassment and perplexity. She dons a farcical cap 

with rabbit ears - sort of a new variety dunce cap - as she 

holds a stick close to her ear as though the stick is whis-

pering something she should know about. While playful, 

there is bewilderment that is unsettling.

In Toland’s hands clay becomes an ideal material to 

work her wondrous and laborious nuanced emotions. 

She works it soft recording wrinkles, flesh, age and skin - 

yet, when fired, it is hard, made to look soft. She is able to 

surface the “skin” to resemble flesh with all is flaws. 

Judith Schwartz

팁 톨랜드 Tip Toland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매체가 되었다. 그는 주름, 살, 나이,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한다. 소성 후에는 단단해지지만 부드럽게 

보이게끔 만들어내며 결점투성이의 인간의 살과 비슷해 보이게 ‘피부’를 

표현해내는 솜씨를 가졌다. 그의 뛰어난 솜씨로 인간 육체에 대한 

은유를 표현하기에 점토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 그는 이를 통해 

젠더문제, 세대문제, 세계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거나 삶과 인생의 

부침을 사색하고자 한다.

In her masterful hands there is no better material to act as 

metaphor for the human body, to speak to gender issues, 

issues of age, the condition of the world… or to conjure 

up human responses to life and all its viciss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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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욱재의 ‘비밀의 숲’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행위로 인해 기형적으로 

변형되거나 변종된 생명체들과 오염된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비밀스러운 하얀 숲속 풍경을 

연출, 시각적으로는 장면과 내용을 은폐시키고 새어나오는 빛과 소리를 

이용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관람객들의 감각과 관심을 촉발시킨다. 

작가는 탄성을 지닌 백색 밴드로 둘러싸인 ‘내밀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 다양한 동식물들을 병치시켰다. 연약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꽃과 풀, 나무와 새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숲속의 공간 안에는 개와 

쥐들이 머리가 두 개인 다람쥐와 어울리는 한편, 날개가 달린 변종된 

개구리가 다른 새들과 함께 평화로이 날고 있다.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임을 눈치 챌 수 

있다. 알면 더 잘 보이는 법이듯, ‘비밀의 숲’에 감추어진 혹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난다.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보이는 

이면에 가려진 혹은 숨겨진 문제들을 ‘비추고(빛), 들려주기(소리)’ 위해 

공감각적인 경험을 동원, 관심유발 및 능동적인 참여로의 초대라는 

조형적인 시각 장치물들을 이용한다. 시각과 동시에 청각을 동원하여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고조시키는 한편, 무관심 했던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각성을 요구한다. 또한 백색으로 통일된 동식물과 

건조한 대지는 생명체의 무력한 상황을 암시하며, 종이로 만든 꽃과 

풀 그리고 세라믹 동식물이라는 질료를 통해 유한한 존재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밀의 숲’은 오늘날 급변하는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형된 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많은 문제(혼종, 변종, 기형, 과잉, 잉여 등)들을 생태학적으로 고찰한 

작품이다. 작가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위험과 위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통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한다. 

임미선

Wookjae Maeng’s installation Secret Forest is metaphor 

for the global crisis of deformity and mutation of natural 

creatures due to humancentric thinking and behavior and 

the resultant pollu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if a scene in a drama, Maeng created a fantastic 

white landscape in order to gloss over the terrible reality 

of it and instead provoked a sensory response and cap-

tured the interest of the viewers by clever use of light and 

sound. He created a ‘stealthy space’ encircled by an elas-

tic white band, in which he juxtaposed diverse animals 

and plants. Inside this space—in the forest with seemingly 

fragile but beautiful flowers and grass, trees, and birds—

are dogs and rats playing with squirrels with two heads 

and mutant frogs with wings flying peacefully together 

with birds. At first sight, everything looks fine, but we soon 

sense that ‘strange’ things are happening there. Once we 

notice all the strangeness, we can see more clearly, and 

hidden and untold stories about Secret Forest begin to 

reveal themselves one by one.

In order to ‘illuminate (light) and let the audience hear 

(sound)’ things hidden behind what the viewers see, the 

artist created a multi-sensory experience and used visual 

installation to pique the viewers’ interest and elicit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his work. By appealing to the view-

ers’ sense of sight and hearing, the artist exercises the 

viewers’ powers of imagination and at the same time asks 

them to wake to their consciousness and become aware 

of their indifference to today’s issues. A world of animals, 

plants, and land all in white speaks to the helplessness 

of living things. Through flowers and grass made of pa-

per and animals and plants made of ceramics, the artist 

exposes the limits of existence.

Secret Forest explores the indifference of people about 

their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change in creatures’ 

forms due to the ongoing change in the natural environ-

ment and about the many issues (hybridism, mutation, 

deformity, excess, surplus, etc.) caused by those change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e artist points to issues 

regarding dangers and crises caused by humancentric 

thinking and emphasizes the need to lead a harmonious 

life with nature by seeking to coexist with other creatures.   

Misun Rheem 

맹욱재 Wookjae Maeng

아네타 레겔은 폴란드 북부에서 자랐다. 그는 고향의 자연환경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장엄하면서도 투박한 시골 풍경에는 

화석화된 둥글고 부드러운 바위들, 그리고 빙하기를 거치면서 풍화되어 

사람의 모습을 닮게 된 바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런 특이한 

자연환경은 이 지역 수많은 전설의 원천이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화석들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널리 믿어왔다. 작가의 이번 

작품은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초월적인 힘을 구현하고 있으며, 자연은 

그에게 경외감을 일으키는 존재다. 

아네타 레겔은 폴란드의 그다인스크 미술 아카데미(Academy 

of Fine Arts in Gda sk)에서 4년간 조각을 공부한 후, 2000년대 

초 영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였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수학 후 왕립예술학교로 진학하여 2006년 유리 및 세라믹 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후 스토크 뉴윙턴(Stoke Newington)에 스튜디오를 

열었다. 이곳은 예전에 초콜릿 공장이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은 런던 

중심부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그때부터 그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원적인 힘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 또는 동물이나 의인화된 형태의 유기적 추상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다. 거친 표면, 경련이 일어나거나 혹은 무엇인가 

움트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형태, 그 형태를 구성하는 

재료의 불온한 조합,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그의 작품은 인간의 손 또는 

인간의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 강렬한 ‘빅뱅’으로 일어난 

지진의 충격이 가져온 결과물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의 조각은 자연 현상, 즉 나무, 뿌리, 맹그로브(mangrove) 

또는 이끼로 덮인 바위산을 연상시킨다. 그는 점토에 돌을 분쇄해서 

섞는다. 이 “강력한 샤모트”는 점토를 강바닥 같은 양질의 실트로 바꾼다. 

화산암, 현무암, 화강암, 장석의 풍부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돌과 흙의 

집합체인 이 작품은 부분적으로 짙은 색을 띠고 있다. 이런 짙은 색은 

유약을 혼합해서 석고 같은 흙물을 칠한 것인데, 이 부분은 표면의 

거침과 우아함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용암 같은 

형태에 역동적인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광물과 흙이 섞여 우둘투둘한 

표면 위는 이끼, 나무껍질, 산호의 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동물형상을 

한 다른 조각들은 음울한 기조의 비극적인 붉은색을 띠고 있어, 희생의 

제단에 쏟아진 ‘짐승의 피’를 떠오르게 한다. 색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암시적이다. 그러나 언제나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고, 때로는 인광을 

발하거나 불타오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작가의 시도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엄청난 에너지, 리듬 그리고 

프레데릭 보데

Aneta Regel was born in 1976 and grew up in northern 

Poland. She has many memories of the natural environ-

ment of her hometown, an impressive and rugged rural 

landscape dotted with huge boulders, round and smooth 

rocks full of fossils, and even anthropomorphic forms 

dating to the Ice Age. This unusual natural environment 

was the source of countless legends in the region, and the 

people long widely believed that these fossils had magical 

powers. Her current works now more than ever embody 

the transcental forces of nature, which provokes in her a 

wonder mixed with fear and respect. 

After studying sculpture for four years at the Acade-

my of Fine Arts in Gda sk, Poland, she moved to the UK 

and contined studying in the early 2000s. S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and then at the Royal 

College of Arts in London, where she graduated in 2006 

with a degree in glass and ceramics. After graduation, she 

opened her studio in Stoke Newington, where a chocolate 

factory used to be, but which is now home to one of the 

most active studios of artists in the heart of London. She 

has since worked on abstract sculptures of organic forms 

associated with natural phenomena, sometimes creating 

figurations (animal or anthropomorphic) to better depict 

the archaic forces that dominate the world despite the hu-

man determination to dominate and control the world by 

technology. The roughness of the surfaces, the convulsive 

or germinative movement of the forms, and the disturbing 

mix of the materials composing the forms give the impres-

sion that her sculptures are not workings of human hands 

or a human mind but the result of antediluvian seismic 

shocks that have come to us directly from a violent “Big 

Bang.”

Her sculptures conjure up natural forms, such as trees, 

roots, mangroves, or rocky mounds covered with lichens. 

She mixes clay with crushed stones. This “extreme cha-

motte” changes clay as messy as a riverbed into fertile silt. 

Assemblages of stones and earth with rich combinations 

of volcanic rocks, basalt, granite, and feldspars are par-

tially thickly color-coated. This thick color is a mixture of 

enamels made into colored slip, like plaster. These give 

the magmatic forms a certain dynamic tension, in a 

Frédéric Bodet

아네타 레겔 Aneta R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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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고조된 형태가 아직 미완의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지구의 기원에 관한 

모호함과 근본적인 불가사의를 의미한다. 작가가 펼쳐낸 변성의 힘은 

우리에게 더욱 위협적이고 극적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은 누구나가 

예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본능적인 감정에 더 충실하다. 

아네타 레겔의 조각은 자연을 모방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불쑥 

침입자처럼 등장한다. 관객은 경련하며 다가오는 이 기괴한 조각을 보며 

매혹과 공포, 그리고 심지어 혐오감 사이에서 주저하게 된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무한한 불가사의, 

애상감(哀傷感)을 목도하며 작품에 압도된다. 이러한 감정은 점토와 

바위의 결합으로 생기는 힘을 이용해서 작가가 관람객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의도한 것이다. 그의 작품은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제압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의 집합체 같은 위용을 

드러내며 환상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예술가가 조각작품을 

통해 겸허함과 소박함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경력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아네타 레겔의 조각은 활기차면서도 

불명확하며, 강력하고 혼란스럽다. 서 있는 형태, 섬세한 형태, 구부린 

형태 등 다양한 모습을 한 그의 작품들은 전부 강하면서도 연약하다. 

관객을 무의식 속 야생의 숲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정신분석적"이다. 이 숲은 터부시되어 우리가 들어가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서 찾기를 거부하는 어두운 장소이다.  

disturbing balance between roughness and refinement of 

the surface. Colors of moss, bark, or coral are exposed on 

the minerial and muddy asperities. Other sculptures in the 

shapes of animals are coated in a gloomy shade of tragic 

red, which conjures up images of “the blood of the beasts” 

poured on the altar of sacrifice. The colors are partial and 

allusive, but always intense and radiating, sometimes 

reaching phosphorescence or incandescence.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her exploration are the 

tremendous energy, rhythm, and impression that shapes 

are still emerging, primed but not complete. That the 

forms are unfinished in essense signifies the ambiguity 

and the fundamental enigma of the origins of humans and 

the earth in an intensive way. The metamorphic forces 

that the artists has unfolded seem all the more threatening 

and dramatic to us. Her work is more open to the kind 

of visceral emotion that everyone seeks through art. The 

sculptures of Aneta Regel mimic nature, but they appear 

before us as intruders. The viewers hesitate between 

fascination and fear, even disgust before this monstrous 

sculpture, which comes towards them in seemingly con-

vulsive movements, like a delirium of the imagination.

We are stunned by this demonstration of the passage 

of time of all things, the infinite subtlety and melancholy 

feeling that Aneta Regel paradoxically manages to elicit 

in us through the power created by combining clay and 

rock. Her works unfold and assemble before us, like guts 

of hallucinated realism, hypertrophied visions of a primary 

burst of some kind of power of nature overwhelming all 

human attempts at establishing order, refusing as much 

the design as the design. It is extremely unusual for an 

artist to reach the acme of her career through sculpture, 

overawing the viewers with so much humility and simplic-

ity by the means employed. Aneta Regel’s forms are alive 

but somewhat indecisive, powerful but troublesome. They 

stand, sharpen, and bow, all at the same time resistant 

and fragile. This is indeed “psychoanalytic” work in that 

it seeks to make us sally forth into the wild forest of our 

own subconscious. This forest is a shadowy place that we 

reject as taboo, a place we more often refuse to enter, to 

recognize, and to search within ourselves. 

이정원은 올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아름다운 단순미를 보여주는 

꽃병들을 출품하였다. 그의 작품을 보면 한국의 공예가 한국의 

유산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조선백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으로 작가는 

전통이 주는 제약에 저항하면서 완전히 현대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으로, 

그가 일본, 런던, 시카고, 뮌헨 등 해외에서 많은 전시를 해온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식을 습득해 

오면서 도자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작품이 가진 

엄격함과 지적인 분위기가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정원의 용기들은 정적이면서도 대단히 역동적이고 또한 우아하다. 

그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두께의 일반적인 원통형 용기들을 시리즈로 

사용한다. 각각의 형태는 마치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 위로 불거져 나온 둥글거나 직선적인 형태는 

마치 뒤틀린 몸의 모양 같기도 하고, 새로운 형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사이에’와 ‘넘어서’라는 개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비엔날레에 전시된 작품들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 즉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의 작품은 화면 

가운데를 칼로 찢은 루초 폰타나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물론 이정원의 

작품에는 찢기거나 잘린 부분이 없고 용기의 표면은 온전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정원은 이번 공모전에서 ‘생활도자’ 부문에 출품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기능을 가진 오브제 같은 화병이라고 말한다. 때로 돌출된 

부분이 손잡이나 주둥이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그의 용기는 실용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작품은 돌출된, 변화하는 

표면을 가진 점에서, 형태에 대한 탐구 중인 조형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 작품들을 모아 그룹으로 전시할 때 이런 점이 더 잘 드러난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의 용기들이 모여 그들 주위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의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작가가 언급한 바 있는 ‘넘어서’라는 

개념을 보여준다. 작품을 둘러싼 빈 공간은 작품의 물리적인 공간을 

확장시키고, 한데 모여 있는 용기들은 구성요소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

이정원의 단순하고 미니멀한 작품을 보면, 모든 작업 과정에서 

작가가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한 치의 오류 없이 작업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각각의 용기는 슬립 캐스팅 후에 유약을 입힌 것인데, 주로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녹청색 유약을 사용했지만, 이 외에도 

푸른색, 분홍색, 회색 유약을 일부 사용했다. 그리고 돌출부는 미묘한

로지 그린리스

Jeongwon Lee’s ceramics, shown here at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are a collection of beau-

tiful simple vases. Her work is an example of how Korean 

craft draws on its heritage and traditions: in this case the 

tradition of Joseon ceramics. Yet in these porcelain forms 

she resists the constraints that this heritage could make 

on her and presents us with a wholly contemporary body 

of work. 

It is no surprise to me that Jeongwon Lee is a PhD stu-

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ing studied at a BA and 

MFA graduate and has exhibited widely in overseas exhi-

bitions in Japan, London, Chicago and Munich. The exten-

sive experience and knowledge that she has acquired has 

given her a wider view of ceramics and the world; and 

this is evident in the rigour and intellect imbued in these 

works.

Whilst they have a stillness about them there is a great 

dynamic and fluidity to these works. She uses a series 

of regular cylinders: some tall whilst others are shorter or 

stouter variations. Yet in each case the form appears as if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Shapes, usually circles or 

lines, protrude from under the surface of the clay as if the 

object is contorting itself or giving birth to a new form. In 

her artist’s statement Jeongwon Lee describes the notion 

of ‘between’ and ‘beyond’. Here her pieces appear to be 

‘between’ - as objects in a state of transition moving from 

one form to a new one. Her work has been associated 

with Lucio Fontana’s slashed paintings - except there is 

no rip or gash rather a surface that is intact but bulging 

with some unknown potential.

Jeongwon Lee’s work was submitted under the cate-

gory of ‘use’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s Bien-

nale; and she refers to them as vases suggesting objects 

that have a function. Sometimes the forms appear to 

reference a handle or spout in the protrusion: again, giving 

a nod to function. On the other hand, these works could 

equally be described as sculpture in their exploration of 

form: the surface bulging and morphing in a fertile kind of 

way.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n they are placed in 

groups. Here the profiles of each piece create and shape 

the space around them suggesting the notion of ‘beyond’

Rosy Greenlees 

이정원 Jeo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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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Jeonwon Lee refers to. This empty space around the 

work becomes an extension of the physical work and the 

group becomes a conversation between the constituent 

parts.  

The precision and subtlety of Jeongwon Lee’s work is 

evident in these simple, quite minimal, works and in the 

process by which they are made. Each piece is slip cast 

and then glazed, often using a beautiful blue green glaze 

– again a reference to tradition – although here it is blues, 

pinks and greys. Then it is polished such that subtle varia-

tions in colour and shadow are created by the extrusions.  

Jeongwon Lee’s work is highly polished both literally 

in the sense that it is well-made and beautifully executed 

but also in being conceptually well considered and intelli-

gent. 

색상과 명암의 변화를 주기 위해 연마과정을 거쳤다.

이정원의 작품은 잘 만들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훌륭하며 지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말 그대로 잘 연마된 세련된 

작품이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흐르는 표면, 그리고 물레로 빚은 

뒤 조각해 우아한 형태를 한 호타테 츠요시의 용기들은 한결같이 

단색의 조화를 보여준다. 섬세한 흰색의 상감선으로 장식된 검은색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흰색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다. 엄숙하게도 느껴지는 

검은색과 눈처럼 반짝이는 흰색의 대비는 매혹적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작가는 전통적인 도자재료인 점토, 슬립, 저화도 유약으로 빛과 어둠의 

광활한 세계를 구현한다. 

전체적으로 2019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다양 

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응모 분야가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용기분야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볼 수 있었다. “생활도자” 

부분에서 선정되어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명확하게 실용적인 

용기로부터 거의 순수하게 조형적으로 보이는 용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호타테 츠요시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후자에 

속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범주를 확장하여 분명하게 실용적인 

용기들을 작품에 포함시켰다. 그의 “용기 설치작품”의 일부는 찻잔, 

물주전자, 차통같은 다구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인에게 다도에 쓰이는 

도자기는 단순히 말차(가루차)를 마시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만은 

아니다. 그들은 찻잔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 질감을 즐기거나 찻잔을 

들어 올려 선반에 진열되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잔의 바닥이나 반대편의 굽을 감상한다. 이 찻잔들은 감상자의 촉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자작품이다. 

찻잔은 미적 감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작가의 세계관을 전달하면서 

형태, 색깔, 질감이 어우러져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호타테 츠요시의 용기들은 이와 같은 일본 도자기의 심오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나는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일본의 도자 전통이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가즈코 토다테

The smooth and beautiful curved surfaces of these 

vessels, elegantly shaped on a potter’s wheel and then 

carved, share a consistent monochromatic color scheme. 

Soft white is sprinkled like snow against black back-

grounds shot through with delicate white inlaid lines, 

and contrasts between solemn black and glimmering 

snowy white are enchanting and affecting. The artist 

envisions a vast world of light and darkness, expressed 

through the classic pottery materials of clay, slip, and 

low-firing glaze.

As a whole, the competition of KICB2019 can be de-

scribed as “diverse.” Notably, this time entries were solic-

ited in two separate categories, ceramics for “Use” and 

for “Expression,” and as a result, even among vessels in 

particular there was greater diversity. The works on view 

at the venue in the “Use” category include a wide variety 

of items, from those clearly of practical utility to those that 

are almost purely expres-sive. Tsuyoshi Hotate’s works 

thus far have basically been among the latter.

However, this time his range has broadened to include 

vessels with obvious utility. Part of his “vessel installa-

tion” consists of tea ceremony utensils such as tea bowls, 

water jars, and tea caddies. Japanese tea ceremony ce-

ramics are not merely practical items for drinking matcha 

(powder tea): users can touch tea bowls and enjoy the 

texture, or pick them up and appreciate parts not visible 

when they are displayed on a shelf, such as the bottom of 

a bowl or the back of its foot. These are pieces of pottery 

that simultaneously synthesize and gratify the tactile and 

visual senses of the appreciator.

As objects of aesthetic appreciation tea bowls must 

have forms, colors, and textures that synergistically 

heighten one another, while conveying the artist’s world-

view. Tsuyoshi Hotate’s vessels reflect this proud tradition 

of Japanese ceramics, which I hope and believe will be 

conveyed to a wide audience from all parts of the world.

Kazuko Todate

호타테 츠요시 Tsuyoshi Ho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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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진이 물레를 돌리는 것을 처음 봤던 때가 기억이 난다. 그것은 

하와이 대학 마노아 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수잔 울프(Suzanne Wolfe) 교수가 주관하는 유래 깊은 이스트 

웨스트 심포지엄(East-West Symposia)이었다. 그곳에는 발로 

치댄 상당한 양의 점토가 있었는데, 나는 그의 항아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만들어내는 

율동적인 점토의 움직임에 넋이 나가 그가 항아리의 형태를 빚어내는 

과정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분명히 항아리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항아리가 탄생했다. 이런 일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손물레 작업을 하는 도예가들이 늘상 하는 낯익은 동작을 그가 하는 

것을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나는 그가 물레질을 하는 것을 

보았고 점토를 다루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엔 이 물질세계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예기치 않게 물질성으로 가득찬 작품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인진의 집에 머물렀던 때와 그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던 때를 포함하여 몇 년 동안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이제 마술 같은 항아리 작업이 그의 불교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재료, 

그리고 잠재적인 형태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자신만의 해탈의 경지로 

작품을 명상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인진의 

작품에 지적인 내용이나 개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온라인플랫폼에 전시된 그의 작품은 그 훌륭한 

예이다. 이 작품은 채움과 비움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해 온 시리즈 중 

하나이다. 

모든 도예가들은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한다. 공간은 

도자기의 핵심이며 사물의 형태를 결정한다. 항아리는 벽을 쌓아 이 

공간을 품는다. 그러나 공간이란 작가가 만드는 용기의 내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간은 채워지기를 갈구하며 누군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인진의 최근 작품에서 그는 ‘공간, 그리고 사물을 담는 

용기’라는 은유적인 항아리로서 가마와 찬장도 응시하고 있다. 그는 

벽을 제거하고 안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상상하고 

있다. 내부에 기물을 쌓은 것은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었으나 숨겨진 

것에 대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이인진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동아시아 도자기에 

심취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일본 비젠 도자기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은 점토로 

독특한 효과를 내는 전통기법과 자연재유 효과를 위한 장작가마소성에 

자넷 드부스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Inchin Lee throwing. It was

at one of the fabled East-West Symposia run by Suzanne 

Wolfe of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I couldn’t quite work out how his pots came into being. 

First, there was a substantial amount of clay that was foot 

wedged, and in my entrancement at the rhythmical motion 

of his clay dance I somehow missed the forming of the 

pots. At one moment they ‘were not’, and then suddenly 

‘they were’.

This was not a one-off occurrence- I never really saw 

him going through those familiar motions that are the sig-

nature of makers of hand thrown pottery everywhere. Yes, 

I saw him sitting at the wheel, and yes, I saw him handling 

clay, but there was something not quite of this material 

world, that unexpectedly resulted in works heavy with 

materiality.

I’ve reflected on this for many years- including during 

a stay at his house- working with him in his studio, and I 

know that this making magic is intimately entwined with 

his Buddhist beliefs- that when Inchin started to make 

pots, he very quickly became at one with the material, 

and with its potential form, and so seemed to meditate/

mediate the works into being through a very individual 

disengagement with virtuosity. All of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re is no intellectual content in the works- that they 

are without concept. The work currently displayed in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an excellent ex-

ample of that. It is the development of a continuing series 

of composite works that draw their inspiration from both 

containment, and the void.

All potters work with the void, it lies at the heart of 

pottery. It determines the shape of things. The pot- with 

its stretched walls- contains this space. A void both asks 

to be filled, and begs to be contemplated. But it is not just 

the interior of a single vessel that the artist is engaging 

with. In this current work, he also looks at kilns, and at 

cupboards, as metaphorical pots, ‘containers of space- 

and of things’- and imagines how it would look if we could 

strip away the walls and see inside…… The interior stacks 

treat us to a vision of the hidden- that which is contained.

Inchin Lee emigrated to America as a child, then 

Janet DeBoos

이인진 Inchin Lee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은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 여러 용도를 염두에 두고 

수천 개씩 만들어지는 커다란 옹기 항아리였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매우 다양한 짙은 색의 자연점토 색을 가진 용기들이 모여 철사로 만든 

망태기 안에 가득 채워진 이 작품이다. 이것은 구조물이나 바구니 같은 

것인데, 단순히 돌로 채워진 사각형이 아니다. 항아리가 항아리를 품고, 

서로의 생각을 품으며, 그들 자체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returned to Korea to immerse himself in East Asian ceram-

ics. An interest in Bizen ware took him to Japan where he 

could study the very particular effects of a tradition that 

uses clay with high iron content and wood firing for nat-

ural ash glaze effects. But even closer to his heart were 

the Korean country wares- the large, sheltering Onggi jars, 

made in their thousands through multiple acts of mindful-

ness.

It is these wares that we are offered- in a rich range of 

dark, natural clay colours, and packed into gabion cage– 

like structures, baskets that instead of being square and 

filled with rocks, are now full of themselves, pots holding 

pots, holding the idea of 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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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의 수상작품 

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양식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규모의 작품들을 비롯해, 천장에 매달린 작품부터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설치작품들도 볼 수 있었다. 참여 

작가들은 재료와 기술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포괄적이며 다원적인 스타일은 세계현대도자예술 발전의 전형이자 

귀감이 되었다. 

인간이 이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최근 20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다양한 기술적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생활양식의 동질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도자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자기는 모든 문화권에서 대부분 

음식과 음료를 저장하고 담아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세계 어디에서나 

요리법은 현지의 식재료 생산 상황, 기후, 관습,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음식을 담아 차려내는 방식, 실내 환경, 

기타 일상적 요소들을 기본으로 하여 식기의 형태와 색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으며, 식기는 해당 지역과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가정집의 실내외에 전통적인 음식저장용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로얄 포슬린 

로코코 양식이 아르데코, 바우하우스 및 기타 다양한 예술운동으로 

발전했고, 식기, 커피 세트의 일상적 사용과 더불어 차 세트 디자인과 

생산이 20세기에 정점에 달했다. 중국의 차 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중국 자사호(紫沙壺)가 날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일본의 다도와 요리, 

민속예술운동은 개인화된 차 세트와 식기 선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의심할 바 없이 큰 영향을 주었다.

세계화의 추세는 때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개인화된 디자인과 패션이 현대 도자 예술의 추세가 

된 것이다. 직접 농사를 짓고 직물을 짜던 시대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키고 넓은 분야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장인을 떠올리게 하면서, 

도자라는 매체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독창성을 가진 

수많은 예술가들과 애호가들을 매료시켰다.

크리스티나 리우는 타이완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공모전에 선정된 300명의 작가 중 소수의 

생활도자 부문 출품작가 중 한 명이다. 재료 선택, 제작 기술, 디자인 등 

모든 과정에서 작가가 쏟은 정성과 신중함은 현대 사회에서 개별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량 생산된 생활자기가

광센 쪼우

The Korean Ceramic Biennale has a history going back 

20 years. Among the accepted artworks, we have seen a 

wide variety of styles, cultural back-grounds, sizes, and 

combinations of installation art; works that tumble down 

from the ceiling and rise up from the ground. Artists chal-

lenge the limits of materials and technology. The compre-

hensive and pluralistic style of Korean Ceramic Biennale 

is the epitome of and witness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contemporary ceramic art.

The past 20 years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human science and technology. From 

smart phones to automatic driving cars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recent advances have greatly affected peo-

ple's lifestyles and habits. In our lives, we rely heavily on 

mobile phones, computers and the internet. This increas-

ing homogeneity of lifestyle is inevitable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Looking back at ceramic history, the ceramic wares 

were mostly for food and beverage storages and serves 

in all cultures. Cuisine styles around the world depend on 

local food production, climate, customs, and traditions. 

Historically, many cultures have designed and manufac-

tured their tableware’s shapes and colors based on the 

ways food is served and presented, indoor environment, 

and other factors of daily life, making it part of the art of 

that region and period. In Korean, the traditional food stor-

age pots used to be lining up in every residence house 

inside and outside, in Europe, the Royal Porcelain Rococo 

style developed into Art Deco, Bauhaus, and other artistic 

movements, the daily use of tableware, coffee sets, tea 

set design, and production have reached a peak in the last 

century. When Chinese Purple Sand Teapots are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with the blossom of Chinese tea 

culture, at the same time, Japanese tea ceremony, cui-

sine, and folk art movements have also undoubtedly had 

a great impact on the personalized preference of tea sets 

and tableware all over the world.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often leads to the disap-

pearance of regional cultural individuality, but personalized 

design and fashion have become a trend in contemporary 

ceramic art. Ceramic materials have attracted countless

Guangzhen Zhou

크리스티나 리우 Christina Liu

 특별한 소수 또는 한정판 생활자기의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흑백의 무광택유만을 입힌 식기들은 심플하면서 비정형적 형태를 

한 접시와 볼로 구성되어 음식의 질감과 색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요리사가 그릇에 다양한 색의 음식을 담아 내놓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도예가와 레스토랑 주방에서 작업하는 

요리사의 협업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테이블웨어는 작가의 상상이 

아니라 메뉴에 나와 있는 각각의 요리에 기초해 디자인되었다.

크리스찬 리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의 목표는 고급 스러움을 

유지하면서 테이블웨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 작품을 

설명하자면 ‘조형적인 실용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레스토랑이 갤러리가 되고 조명은 테이블 위에 맞춰집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미술관, 박물관 뿐 만 아니라 타이완, 미국, 영국의 

레스토랑에서도 소장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수공예의 부활과 함께, 도자 분야에서 개별화된 

다기세트와 식기가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최근 

개인화에 집중되는 추세에 힘입어 도예가들의 작품이 외식 산업계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그룹에게 수많은 

도자기들로 채워질 예술 수준의 품격 있는 생활양식을 보장하며, 

대기업 브랜드 제품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작가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도자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rtists and enthusiasts of different ages, genders, and 

ingenuity, calling for the memory of men's farming and 

weaving times and for skillful craftsmen of all kinds of 

cultural backgrounds.

Christina Liu was born in Taiwan and lives in the United 

States. Among the 300 accepted artists of Korea Ceramic 

Biennale, she is one of the few artists whose entry was 

tableware. The care placed into such ceramic tableware's 

material selection, production technology, and design 

reflect the more individualistic desires of our times that 

challenge mass-produced tableware with a special few or 

limited-edition tableware instead.

The table wares, in black and white mat glaze only, 

simplicity and irregular shaped plates and bowls with tex-

tures and colors of the food. The artworks were not finish 

until the chef added the colorful food in the containers. It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ceramic artist in the studio 

and chef in the restaurant kitchen. The serving wares is 

not designed by the imaginations of the artists, but based 

on each dish on the menu of the restaurant.

Just like what Christina Liu said: “My goal is to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considered tableware, while 

still maintaining a sense of luxury. I describe my work as 

‘sculpturally functional,’ where a restaurant can be my gal-

lery and the spotlight is on the dining table.” Her artworks 

were collected not by any museums but by the restau-

rants of Taiwan, USA and UK.

With the return of handicraft in the 21st century,

we are very glad to see the emergence of individual-ized 

daily tea sets and tableware in the field of ceramics. 

Thanks to this focus on personalization, the works of indi-

vidual ceramic artists fill a niche unoccupied by the brand 

products of large companies, providing more choices for 

the catering industry and guaranteeing the artistic quality 

of exquisite lifestyles for various groups, which are also 

bound to be filled with countless ceramics. In other words, 

this is not only a way for artists to make a living and start 

a business, it is also one of the sustainable directions of 

transition for the traditional ceram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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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적으로 차별성을 더하며 명성을 높여가는 기관들을 

존경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트렌드를 예측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신호탄이 

된다. 이런 기관들의 성공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소신 있는 행정 

책임자들의 운영철학이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공을 거둔 조직의 예가 바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이다. 

한국도자재단은 비엔날레를 뒷받침하는 상위조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때부터 나는 재단의 성장과정을 쭉 지켜보았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발견과 경험들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게 한국도자재단이 국제 

도자계에서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현대적인 선견지명을 드러내겠다는 기획의도 

하에 온라인 응모 절차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항목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점에서 공모전 운영방식을 완전히 재고하고 재구성한 

후 재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온라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 상으로 영상물, 평론 등 광범위한 보조자료에 접근하여 각 

응모자의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료들을 참고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이 때문에 배심원 절차는 어쩌면 더욱 

고된 과제로 느껴졌다. 더군다나 이번 공모전 응모작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에, 82개국에서 1600여명에 이르는 작가들이 제출한 

10,000점이 넘는 작품 사진들을 일일이 다 검토해야 했다. 

심사 업무가 고되고 벅차기는 하였으나, 세계 도예계의 현황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 이런 공모전의 심사를  

맡는 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심사위원들이 각자 온라인으로 

심사를 끝낸 후에는 모두가 직접 만나서 입선작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다음 단계의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심사위원들 각자의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다양했기 때문에 

토론이 때로는 격렬해지기도 하였지만 토론은 항상 유익했다.

나는 심사단 의장직으로서 입선작 선정과정에서 열띤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고된 일을 함께 하면서 심사위원들 간에 끈끈한 동료애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현장 전시 초대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남은 작품 이미지들을 벽에 붙여놓고 토론할 때 우리는 

전시가 참신하고 다양하며 관람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전시기획자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내가 심사위원을 맡은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전부 다른 

We admire great institutions that continuously add distinc-

tion and longevity to their reputations. Such organizations 

are beacons of inspiration because they demonstrate the 

ability to foresee trends and make the adjustments nec-

essary to remain relevant and vital. Success of this sort is 

invariably the tangible expression of the thinking of admin-

istrative leaders who inevitably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go beyond personal limitations to steer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 imaginatively into the future. 

This certainly has been the case for the Korean Ceram-

ic Biennale (currently known as the KICB). The Korean Ce-

ramic Foundation, the parent organization that supports 

the Biennale, was created in 1999.  Since then I have 

been following its achievements and permutations, return-

ing to the region whenever I could, and invariably coming 

away with discoveries and experiences that reinforce my 

impression that KOCEF continues to retain it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of ceramic art. 

This year’s Biennale has been entirely re-thought, 

re-constituted and re-examined from every aspect begin-

ning with what might appear to be the inconsequential on-

line application - designed to reveal a more contemporary 

visionary practice.

The jury process has remained, however, just as ardu-

ous a task and perhaps even more so because although 

the online screening was seamless, the Internet has made 

it possible to access a broader range of support materials 

(videos, reviews, etc.) which facilitated a deeper under-

standing of each applicant’s work. Moreover, there were 

a record number of entries - nearly 1600 - with more than 

10,000 visuals representing 82 nations. 

While the task was daunting, how rare was this op-

portunity to observe current expressions in the world of 

ceramic art. What a privileged perspective and vantage 

point! The next round, when jury members met in per-

son to make the final selections, was equally challenging 

since we all represented diverse cultural and geographical 

regions making the discourse at times spirited but always 

illuminating. 

In my role as chairperson of the jury process, I did  

my best to challenge choices asking for compelling argu-

ments for inclusion of candidates.  I was gratified by the 

쥬디 슈왈츠 Judith Schwartz

문화의 작가들이 흙이라는 단일한 재료를 그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며,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매체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 지난 47년간 학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 공방도예를 가르치고 흙으로 작업해온 나는 도자가 그 

어떠한 매체보다도 가장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재료라고 생각해왔다. 

부드러우며 전성을 갖는 점토는 항상 모호한 대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은유이다.

흙을 반죽하고 형태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여러 번의 소성과정을 

거쳐 유약을 입히는 도자기 생산 과정은 근본적으로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나의 눈길을 끈 것은 그와 같은 복잡한 작업들을 

초월하여 정제된 조형물을 통해 의미 있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개인적 

견해를 전달한 작가들이다. 그들은 작품의 형태, 양식, 색상, 표면을 

통하여 각자의 철학이 지닌 미묘한 뉘앙스를 예술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

형태와 설치 방법 또한 눈길을 끌었는데, 혼합 미디어의 설치와 

사용은 마지막까지 남은 작품 후보들 사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소지 및 

유약 조합에 대한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 전통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을 심사하면서 단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전체 응모자 

중 이전 비엔날레 공모전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용도자 

작가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참가율 감소가 존경 

받는 그릇 장인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일상에서 

단조롭고 환경파괴적인 플라스틱 용기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미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독특한 

디자인의 수공예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행을 선도하는 작가들이 

공모전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국도자재단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camaraderie that developed among this distinguished 

group of jurors. In the final hours, when we posted finalist 

images of works on the wall for the onsite exhibition,  

we continued to scrutinize, only this time wearing curato-

rial hats to make certain that the exhibition would be fresh, 

diverse and compelling. 

My role as juror was a remarkable experience. To be 

exposed to so many different cultural voices all using 

this single material in such diverse and imaginative ways 

reinforced my love and appreciation for this ancient medi-

um. It has been my experience working clay and teaching 

studio practice for the past 47 years, from undergraduates 

to doctoral candidates, that ceramics is one of the  

most demanding endeavors of any media. Clay, soft and 

malleable, always on the edge of ambiguity, never know-

ing the outcome, is a metaphor for life itself. 

While the process of working clay still remains es-

sentially the same as centuries ago…wedging, shaping, 

drying, multiple firings, and glazing, it was those artists 

who transcended these complex tasks and reflected a 

refinement of expression and shared a personal vision  

in meaningful and poignant ways that caught my attention. 

Their execution of shape, form, color, and surface clothed 

in nuanced ideas spoke the language of transcendence 

into art. 

Other observations were that figuration; installation  

and the use of mixed media had a robust presence among 

the finalists and most noteworthy was the freedom dis-

played by some to break traditional dictates of the material 

to allow bold experimentations in clay and glaze chemistry.  

The only aspect of disappointment was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the vessel makers who made application 

and who have been essential in past biennales. I hope 

the modest turnout does not indicate a decline among 

revered vessel makers at a time when society is in ever 

more need of the aesthetic delight and unique design of 

the handmade to combat the bland and environmentally 

destructive plastic abundance in our lives. I urge KOCEF 

to make a greater effort to lure these tastemakers back to 

th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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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심사에 참여했던 2015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미지 일차 

심사(온라인)에서 탈락한 작품들 중 일부에 대해 재심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직장에서 

평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세상과 동떨어져 컴퓨터 화면 

앞에 홀로 앉아 인터넷으로 받은 약 1600개의 파일을 몇 시간이나 

집중해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나면 상당히 피곤할 것이다. 아마도 몇 주 

동안 컴퓨터 화면에 펼쳐지는 그 모든 파일들을 면밀히 보며 일종의 

노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비정상적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처럼 

이 작업은 고되다. 사진에 집중하고, 사진을 확대해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계속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작가가 제공한 작가노트를 

참고하며, 필요한 경우 작가노트를 올바르게 이해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가의 모국어로 쓰여진 원문으로 다시 번역하는 것 등. 지난 해 12월 

일차 온라인 심사가 끝났다. 그 후 심사위원 전원이 이천 현장에 모였을 

때 나는 모두가 각자의 흥미를 끌었던 몇몇 작품들이 일차 심사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했음을 확신한다. 나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평가에서 일정한 부분 오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선정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심사위원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작품과 최종 

선정된 작품간에는 긴장감이 존재한다. 어쨌든 2019년 비엔날레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세계 도예계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흥미진진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내가 특히 놀란 것은 많은 작품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기법을 혁신적이며 개념적인 사고와 결합했다는 것이다. 

많은 작품들이 새로운 디지털 3D 기술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재료에 귀를 기울이며 작품을 제작한다는 2017년 대상 수상자인 

토르비욘 크바스뵈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는 점토로서의 점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토를 "가능과 불가능 사이에" 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현장 전시 

및 온라인 전시에 선정된 모든 작품들이 점토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혁신, 실험성, 진보성 및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심사위원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작가들은 다른 나라의 작가들과는 다르게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기법적으로 한국 작가들이 받는 교육은 

유럽에서 작가를 육성하는 방법과는 매우 다르다. 나에게 이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2019년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오늘날 전세계 

젊은 작가들은 그들의 지역적 뿌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도예 기법, 과거와 현재를 결합해 다시 현대성과 전통을 

This year again (as in 2015, when I also participated in 

the jury), I regretted the impossibility to return to some 

eliminations occurred during the first rounds (Online), 

when each of the members of the jury is isolated in front 

of his screen, by the world, perhaps a little too tired after 

a furious reading of the about 1500 files, which they 

receive and consult on the Internet, in the evening when 

they return from their usual professional activities. Maybe 

it is not abnormal to experience a certain lassitude of the 

look and the attention in front of all these files that pa-

rade on our screens during several weeks! The difficulties 

remain always the same ones : to concentrate well on 

the photographs, to enlarge them to discern the details, 

and when the uncertainty subsists, plunge into the texts 

provided by the artists, sometimes translate them back 

into their own language to be sure of having understood 

their meaning correctly. When we met all together on the 

spot in Icheon, once these first pre-selections were made, 

last December, we all had regrets - I believe -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certain files, for which we could have 

had some interest. I would have liked to ask the other 

members of the jury for their opinions, and I am sure that 

we made errors of assessment on certain issues. But the 

selection protocol prevented us from going back.

As in all juries, there is indeed tension between expec-

tations and final selection. Anyway, it is undeniable that the 

works selected in this 2019 Biennial bear witness to the 

fabulous state of health and the exciting diversity of the ce-

ramic's world. What I found especially remarkable is that a 

lot of works combines an astounding technicality with inno-

vative and conceptual thinking. Many works are done con-

sidering the new digital 3D technologies. This implies that it 

is not clay as such that is important, but what can be done 

by placing it "between the possible and the impossible" (to 

repeat an expression used by Torbjørn Kvasbø to comment 

on his own way to create, listening to the material, and who 

has fairly received the Grand Prize 2017 of the previous 

session of this Biennale). But what seems most important 

is that all the works selected this year, exposed on site or 

presented "online" breathe innovation, experimentation, 

프레데릭 보데 Frédéric Bodet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인드는 SNS와 국제 레지던시의 영향이 크다(아시아, 유럽, 미국 

간의 교류가 지금처럼 빈번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간의 대화는 도자분야가 세계적인 예술 교류에서 주도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하게 이끄는 긍정적인 모델이다.

나는 또한 ‘생활부문’서 우수상을 받은 이정원(한국)과 호테타 

츠요시(일본)의 작품과 같이 도자 전통으로의 "귀환" 또는 전통을 

계승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기술적 기교를 달성한 작품들에 

흥미를 느꼈다. 흠잡을 데 없는 "최고 수준의" 이 작품들은 명확한 

지역적 뿌리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젊은 느낌을 주는   

다른 수상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후자 그룹은 점토라는 매체의 

미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도자기의 역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멀티미디어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대학 또는 미술 

교육을 반영한다. 오늘날 신진 작가들은 일종의 순수함을 가지고  

도예에 입문한다. 그들은 순수함으로 인하여 세련되고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도자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보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표현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한국 작가 맹욱재의 경우처럼) 젊은 

작가들은 비디오, 음향, 조명을 통해 사실적 상태에 대하여 언급한다.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오늘날의 젊은 도예가들은 옛날에 대한 

향수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미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한다. 올해 수상작들을 보면 이미 도자의 

경계를 넘어 국제 정치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명쾌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대면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극히 주관적이며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고려와 보편적인 염려가 함께 녹아있다. 올해 대상은 

극사실주의 조형작가인 팁 톨랜드(미국)에게 돌아갔다. 명료함,  

비극, 우울한 유머가 어우러져 신랄하게 과장된 그의 작품은 최고 

수준의 현대 조각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자행사인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의 2019년 국제공모전 심사위원단과 국제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이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덕분으로 나는 올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예가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공모전 지원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젊은 도예가 세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들 중에는 아프리카, 인도, 오세아니아 등 국제 

progress and new perspectives with this medium.

The ques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of a project, which 

we discussed during these meetings - the question of 

whether, for example, Korean artists tend to do work differ-

ent from othe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type of education, 

both more traditional and more technical, which they re-

ceive, very different from the artistic formations in Europe - 

always seems to me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It seems 

clear, in light of this 2019 selection, that young artists 

around the world now feel free to mix the ideas and know-

how of the ceramic world, past and present, and return to 

the sieves of modernity any tradition, even the farthest from 

its local roots. Social networks, international residences 

have done a lot for this new state of mind (exchanges be-

tween Asia, Europe and the US have never been as numer-

ous as today). As suc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s a 

positive model that makes the ceramic field play a leading 

and pioneering role in global artistic exchanges.

I was also interested in the fact that works can achieve 

a real technical virtuosity by claiming attention (or attach-

ment) to a ceramic tradition "revisited" or diverted, as is 

the case in works that have received the 2019 Awards of 

Excellence in the category “Ceramics for Use”, Jeongwon 

Lee (Korea) and Tsuyoshi Hotate (Japan). In the selection of 

the other prizes, such works, impeccable but "classic", rub 

shoulders with other works whose approach is more "fresh", 

more juvenile undoubtedly, more instinctive also because 

without definite local roots. The latter pose more specific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the medium, they reflect a 

university or artistic training in which the history of ceramics 

is virtually evacuated, where we now favor a multimedia ap-

proach... Young artists now come to ceramics with a certain 

innocence, which can produce exciting results, as surpris-

ing as refined. For them, it will not be so much a question of 

creating new forms as to place oneself on the ground of the 

observation of what is lost and what can still survive in this 

ceramic field. These young artists comment on these states 

of facts through video, sound or light (as it is the case in the 

Award of Excellence in the category "Ceramics as Expres-

sion", the Korean Wookjae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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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개발도상국이나 대륙 출신이 

다수 있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도예의 최신 동향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지원자들의 젊음이 이 비엔날레를 

빛내주었다. 나는 이번 비엔날레가 지금까지의 어떤 비엔날레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Young ceramists also today have a pragmatic ap-

proach to the recycling of the existing, they bring an origi-

nal vision, shared between nostalgia and optimism, on the 

state of the ceramic world ... And even beyond a state of 

ceramics, the works that won this year's prize seemed to 

us the most representative of a lucid and critical obser-

vation of the global state of the world, both political and 

eco-responsible, where most subjective and inter-person-

al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join universal concerns. 

The Grand Prix Prize awarded to the great hyperrealist 

figurative artist Tip Toland (USA) is edifying in this respect, 

in which lucidity, tragedy and dark humor come together 

in the poignant theatricality of a contemporary sculptural 

achievement at its highest level.

Finally, I wish to reiterate how honored it was for me to 

serve on the jury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KICB 

2019, which I now consider to be one of the most signif-

icant events for this art in the world. Thanks to my pres-

ence in this jury, I learned a lot this year on the ceramic 

scene, Korean first, but also international, and especially 

on the youngest generation of artists who represent the 

majority of the candidates in this type of event (a number 

coming from emerging countries or continents not being 

the most at the heart of the global art scene, such as Afri-

ca, India or Oceania). The KICB offers a fascinating win-

dow on the current trends in the art of ceramics and on 

this point - the youth of the candidates in particular - this 

edition seemed to me still superior to the previous ones.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의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초청받았을 때, 당시 공식명칭은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라고 불렸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비엔날레가 상징하는 

것, 국제도자계의 현재 상태와 방향이 나타내는 바, 단일 '예술 작품'의 

제작에서 관객, 공간, 지속시간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의 변화를 다루었는가에 대한 20년의 재평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600명 이상의 지원자 중에서 예술가를 선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고, 1만 개가 넘는 이미지와 비디오 시청을 통해 발표문과  

전시 및 관객참여활동 제안서를 읽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이전에 

어떤 것보다 큰 규모의 예술가 분야였다. 이전의 비엔날레는 예술가가 

아닌 예술작품을 선택하도록 요구했지만, 지금은 그 강조점이 작품에서 

예술가로 바뀌면서 다른 기준들이 작용하게 되었다. (위치변경)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심사방식이었지만, 동시대의 새로운 비엔날레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활기차고 매력적이며 성공적인 예술행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 있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전시만을 위해 참여작가를 선택할 때, 어떤 작가는 비교적 

빠르게 출품작을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전시가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반면, 다른 작가는 결국 이천에 전시되지 않을 

작품이미지를 사용하여 서면 제안을 하고 있었다. 이천에서 전시할 

작품을 최소 한 점 이상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서로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모든 출품작을 심사해 사전에 선정했다. 이후 이천에 

와서 장시간의 토론, 추가 평가 및 참여작가를 선정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비록 스타일과 

문화적 취향이 다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작업에 대한 합의는 원활히 

진행됐다.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출품작에 대한 

의견도 쉽게 일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5년 동안 졸업을 한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신진작가들이 

대회와 전시에 참가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젊은 세대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로도 그랬다면, 이것은 작품평가의 

여러 기준들 중 하나를 충족한 것이다. 선정되지 않은 출품작은 신진 

예술가들 중 최고는 아니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예술교육의 

결과를 답습했다. 즉 ‘예술처럼 보이는’ 것은 알지만 아직 ‘예술을 모르는' 

예술가의 작품의 예시가 되었다. 바라건대, 이 작가들의 경우 각자 

When I was asked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Inter-

national Committee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ICB) it was actually called the Gyeonggi Inter-

national Ceramic Biennale (GICB). This change in name 

signified more than just an appellation variation. It was an 

indication of twenty years (since the first Biennale) re-as-

sessment of what the Biennale stood for, how well  it 

represented the current state and direction of international 

ceramic practice, and whether it addressed the morphing 

of this field from the production of single ‘artworks’ to  

an active engagement with audience, space, and duration. 

Challenged with selecting artists from the sixteen 

hundred plus applicants, through the viewing of over 

10,000 images and videos, the reading of statements and 

exhibition proposals- as well as proposals for audience 

engagement- was daunting. This was a bigger field of 

artists  than had ever entered before. Previous Biennales 

had required artworks to be selected, rather than artists, 

but now as the emphasis shifted from the art object to 

the art maker, different criteria came into play. This was 

a vastly more time-consuming process, but one that was 

both necessary and worthwhile if the new, contemporary 

Biennale was to be the kind of active, lively and engaging 

success that we all hoped for.

When selecting for simply an art exhibition, one can do 

a first, relatively quick, scan of the entries, and get an idea 

of how the exhibition will ‘look’, whereas in the new itera-

tion, entrants were making written proposals accompanied 

by images of works that were not necessarily what would 

eventually be present in Icheon. There needed to be an 

image of at least one work that would arrive in Icheon, but 

that was all. 

The International Committee Members- made up of 

seven experts representing different geographic regions 

was tasked with making these selections, first screening 

all entries online to make a preliminary selection before 

travelling to Korea, and then coming to Icheon for long 

days of discussion, further assessment and further elim-

inations. There was general agreement on many of the 

entrants- high standard work is usually easily agreed upon- 

even if style and cultural tastes differ. 

Those entries that were of a lower standard, not repre-

자넷 드부 Janet DeB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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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발전시켜 이후 비엔날레에 다시 도전하기를 바란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기획된 

전시라는 것이고, 능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전시는 비엔날레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전시를 관람하고, 워크숍에 참가하고, 시연을 보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이천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상 습득한) '사물의 모양'과  

그 기원에 대한 감각과 결합해 오늘날 도자실습에 대한 풍부하고 

복합적인 이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senting professionally mature practice, were also easy to 

eliminate. Many of these were from quite young artists (just 

completing their studies in the previous five or so years). It 

was good to see this enthusiasm because always it is im-

portant to encourage younger artists to enter competitions 

and exhibitions. It may be the case that the new format 

appeals particularly to this younger generation, and if it 

does, then it has fulfilled one of its criteria. But the entries 

which were rejected were not the best of the emerging art-

ists. Largely, they were reprocessed examples of common 

art school tropes- examples of work by makers who ‘knew 

what art looked like’- but didn’t yet ‘know art’. Hopeful-

ly, these entrants will try again in successive years when 

more individual work has had time to develop. 

 What is important to remember is that this is more a 

curated exhibition- rather than just a competition, and the 

active – and interactive- exhibits will lend another dimen-

sion to the event. 

I suspect that the capacity to move through the ex-

hibits, partake in workshops, watch demonstrations and 

listen to lectures, coupled with a sense of ‘the shape of 

the thing’ and its origins (acquired virtually before arriving 

in Icheon), will lead to a rich and complex understanding 

of ceramic practice today. 

전 세계 국가 중 한 나라를 도자비엔날레 개최지로 선정하라고 한다면 

물론 한국이 가장 합리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도자 유산은 무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기도 쉽지 않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도예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단순한 국내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한국도자재단에서 올해부터 비엔날레의 공식 영문 

타이틀을 예전의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에서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ICB)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도자기는 진정한 국제적인 관행이며 인류 모두에 공통된 언어이며 

수 많은 단계를 보여주는 가소성 재료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KICB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이천에서 열리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 

자, 그렇다면 도자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21세기에 들어와 공예의 여러 의제들이 활발하게 다루어 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많은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첫째, 

공예와 공예품 만들기가 최근 들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예에 참여하는 인구가 22% 증가했다. 케이트 

말론(Kate Malone)을 포함하여 저명한 도예가들이 아마추어 

도공들의 기술적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위대한 영국 도자기 만들기 경연 (Great British Pottery Throw 

Down)”라는 TV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 모았다. 

도자는 항상 순수미술의 일정부분을 차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도자에 대한 관심과 도자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2016년 프리즈 아트페어 런던 기간 중 부스 전체를 영국 

도예가 에드먼드 드 왈(Edmund de Waal)의 작품으로 채웠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권위 있는 아트 갤러리들이 미국 

작가인 캔 프라이스(Ken Price)와 베티 우드(Betty Wood) 등을 

비롯한 주요 도예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런 중요한 도예 작가들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설치작품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은 현대 도자의 추세가 보다 개념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량만을 생산하는 장인들의 도자기가 디자인 관련 전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생활도자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도자 분야에서도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재료에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는 등 발전이 이루어 졌다. 이 같은 

발전은 작품 제작방법은 물론이고 소재 및 내용면에서 많은 작가들이 

If one was going to choose anywhere to hold a ceramics 

biennale then Korea would, of course, be a logical place. 

Its heritage of exquisite ceramics is not easy to ignore 

or to surpass. But time marches on and the Korean In-

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an excellent example of 

how the discipline in Korea continues to develop and 

evolve. Although the biennale is not just about Korea: it is 

an international event and the change of name to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important in this context. 

Ceramics can be found all over the world and is a truly 

international practice and language. It is a plastic mate-

rial and one which speaks to us on so many levels. So to 

locate this global event in Incheon is entirely appropriate. 

So where is ceramics at this point in time? 

There are a number of interesting developments which 

reflect a wider agenda around craft in the 21st century. 

The first is the great popularity of craft and making. In 

the UK we have seen a 22% rise in participation in craft 

overall. On television the Great British Pottery Throwdown 

saw acclaimed ceramists including Kate Malone setting 

amateur potters’ technical tasks and projects watched by 

an audience of millions. 

Whilst ceramics has always had a place in fine art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and presence. Edmund de 

Waal occupied the entirety of the Gagosian Gallery stand 

at Frieze London recently and elsewhere shows by major 

ceramists such as the Americans, Ken Price and Betty 

Wood, in high end commercial fine art galleries, have been 

highly popular re-appraisals of these important artists. We 

have also seen a move towards a looser more conceptual 

approach in the form of installations and series of works. 

Conversely domestic ware has re-emerged with rise of 

the hipster artisan making small batch production lines 

frequently seen at design shows. And then there is the 

development of ceramics in innov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increasingly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of new applications of old materials. 

This in turn is raising questions around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change which many makers and artist wish 

to address both in how they make their work but also in 

the subject matter and content. 

As a selector for the newly refreshed Biennale this year 

로지 그린리스 Rosy Green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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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싶어하는 주제인 지속가능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새롭게 변화한 이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아 영광이었으나 업무의 규모가 정말 

위압적이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세계 82개국에서 1,600여명에 이르는 

작가들이 응모했다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도자가 건재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중요한 예술행위가 될 것임을 확신시켜주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과정은 복잡했으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응모작들을 보면 절제된 미니멀리즘 작품부터 표현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작품까지, 구상과 추상, 서술적인 작품에서 개념적 작품까지, 

기능적인 작품에서 비 기능적 작품까지, 오브젝트에서 설치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도자는 재료 자체와 함께 

제작기법과 제작과정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도자의 

역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엔날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호타테 츠요시(Tsuyoshi Hotate)는 일본의 전통기법인 색깔이 

있는 분장토를 사용하는 상감기법을 활용해 빛과 그림자를 담고 

있는 오묘하고 정교한 그릇들을 제작했다. 최성재는 점토 표면에 

색깔을 겹겹이 입힌 후에 다시 긁어내어 곱게 연마된 표면위로 

배경 색깔을 드러내는 테라 시길라타 장식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였다. 일로나 브로에셀리스케(Ilona Broeseliske)는 자신이 

일본의 ‘미시마’ 장식기법을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 현대 

도자 시리즈를 출품했다. 그의 손으로 빚은 복잡한 형태의 광택이 

풍부한 포슬린 작품들은 최성재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보석처럼 보인다. 

브로에셀리스케는 자신의 창작 행위를 3D 라인 드로잉이 흰색  

A4 복사지를 벗어나 ‘돌맹이가 되는 것’으로 비유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도자기 제작과정이 

도입되었다. 안톤 알바레스(Anton Alvarez)는 대형 점토 사출기를 

사용하여 선명한 색상의 역동적인 형태를 만든다. 그는 관람객들에게 

작품 감상과 함께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하여 사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아네타 레겔(Aneta Regel)과 클레어 린드너(Claire Lindner)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점토의 물성을 탐구했다. 레겔은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물과 인공물을 병치시킴으로써 추억으로 가득 찬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극히 원시적이며 본능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형태는 유동적인 느낌을 

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토 자체의 색깔과 농도는 변한다. 

한편, 수년간 물레작업에 몰두해 왔던 응고지 에제마(Ngozi-

I was honoured to be invited but the scale of the task  

was daunting. With over 1,000 applications to consider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continents it was no 

mean feat; but it confirmed that ceramics is alive and 

kicking and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art form. The 

process of selection was complex and protracted in a 

positive way. The breadth of work was extensive reflecting 

some of these themes. Work ranged from the reserved 

and minimal; to the expressive and exuberant; from the 

figurative to the abstract; from narrative driven to concep-

tual; from the functional to the non-functional; from the 

object based to installations. Ceramics has a long histo-

ry of techniques and processes and this, along with the 

material itself, continues to provide inspiration for artists 

in the Biennale. 

For example, Tsuyoshi Hotate uses a traditional Jap-

anese technique of coloured slip inlay to produce subtle 

exquisite vessels where light and shade is embedded in 

the ceramics. Whilst Sungjae Choi draws on Terra Sigil-

lata a process by which layers of colour are painted onto 

the raw clay surface and then rubbed and stripped back 

resulting in a highly polished surface and revealing the 

background colour. Ilona Broeseliske has made a series 

of contemporary works arising from her research into the 

Mishima technique. These intricate, hand built and highly 

polished porcelain works, like Sungjae Choi‘s, appear as 

if precious stones. Broeseliske compares the work with 

3D line drawings escaped out of white A4 copy paper and 

’becoming stone’. 

At the same time modern technology is introducing 

new processes and is central to Anton Alvarez who uses 

large clay extruder machines to provide highly colourful 

dynamic forms. In this setting combined with the oppor-

tunity through augmented reality glasses for the viewer to 

see the making of the objects. 

Both Aneta Regel and Claire Lindner are exploring, in 

different ways, the raw material of clay and its physical 

properties. For Regel it is the imitation of nature and the jux-

taposition of the natural and hand made to produce these 

very raw and visceral works which appear ancient and full 

of memory. Lindner works at scale to produce monumental 

pieces but these appear fluid in form but the material itself 

Omeje Ezema)는 기존의 틀을 깨고 좀더 열린 형태의 설치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천정에 매달린 수 많은 점토 조각들로 형태를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고립된 오브제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그의 작품에 관람객들은 물리적이며 또한 

개념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월터 맥코넬(Walter McConnell)과 맹욱재는 네러티브를 

유도하는 설치작품을 보여준다. 맥코넬이 ‘갇힌 공간’이라고 이름 붙인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점토로 빚은 인간이 있거나 신록의 풍경이 담겨 

있다. 린드너의 작품처럼 맥코넬의 점토 작품 형태도 변화하지만 맥코넬의 

경우는 용기 안의 열로 인하여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약함, 

취약성과 함께 정지된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람객은 

맥코넬의 작품이 인간이 자연을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맹욱재는 동물과 식물 형태의 작품들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맹욱재의 작품은 인간이 언약한 생태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와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맥코넬과 맹욱재의 작품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적이며 때로는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느낌을 비록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베스 

케이틀먼(Beth Katleman)의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케이틀먼의 

화려하게 장식된 설치작품들은 18세기 유럽 건축물의 내부장식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21세기의 저속한 흰색 

포슬린 장식품들이 화려한 커튼과 목가적 풍경 안에 놓여져 있는 

상당히 음흉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그 자체가 불편한 세상을 암시한다. 엘리자 아우(Eliza Au)의 작품  

역시 건축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 작업의 

출발점은 형태이며 그는 신성한 건축물, 모스크(회교 사원)와 대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문양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서 장식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현대적인 조형물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베아트리스 반 리히덴(Beatrijs Van Rheeden) 또한 작품 내부의 

구조와 질서에 집중한다. 그는 수학적이며 기하학적인 도면에 따라 

공간을 단호하게 장악하는 간결한 선과 형태의 조형물을 창작했다. 

이리나 라즈모프스카야(Irina Razumovskaya)도 건축물과 

고고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미니멀리즘 건축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을 겹겹이 입힌 후 다시 긁어내어 노후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실험적 작업을 거쳤다.  많은 도예가들이 도자 

표면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 엘크 사다(Elke Sada)는 

is changing over time in colour and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Nagozi-Omeje Ezema, having 

spent many years working at the wheel honing her tech-

nique, decided to break out into a more open-ended form 

of installation. Here she creates forms which emerge out 

of the mass of multiple clay units suspended from the 

ceiling. Unlike a solitary object, installations occupy space 

in a very different way and invite the viewer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work physically as well as conceptually. 

Both Walter McConnell and Wookjae Maeng use instal-

lations to create narratives. McConnell’s ‘enclosures’ as 

he calls them contain a clay figure in one and a verdant 

landscape in the other. Like Lindner, McConnell’s clay 

mutates - in this case from the heat inside the container - 

conveying fragility and vulnerability but also stasis. One 

cannot help but think of these works as referencing the 

slow but inevitable damage humans are doing to the natu-

ral world. And it is this that Wookjae Maeng is directly ad-

dressing in his tableaus of animals and plants. He reminds 

us that not only are we neglecting the fragile eco-system 

which we occupy but that we share it with other creatures 

and living things. 

The imaginary and often unsettling effect of McConnell 

and Maeng’s works is also in the work of Beth Katleman 

although in a different form. Her highly ornate installations 

are reminiscent of European 18th century period interiors. 

However, further investigation reveals a more sinister scene 

where kitsch 21st century knickknacks are cast in white 

porcelain and placed amid the chintz and pastoral scenes 

suggesting a world out of control and ill at ease with itself. 

Eliza Au’s also draws on architectural heritage for her nar-

rative but her starting point is in form; and the pattern and 

motifs of sacred architecture: of mosques and cathedrals. 

Here ornament is not superficial but structural. It is the 

building block for these modernist sculptural works.

Beatrijs Van Rheeden also focusses on the structure 

and order internal in her works. Drawing on mathematics 

and geometry she creates clean flowing lines and form in 

sculpture that resolutely occupies space. And Irina Razu-

movskaya also draws on architecture and archaeology  

but whilst the sculptures appear like minimalist architec-

tural forms the experimental surface applications mi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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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에 물감을 접목시켰다. 전통적인 형태 위에 물감을 겹겹이 칠한 

그의 작품에서 도자 표면은 화려한 색상의 강한 표현력을 가진 활기찬 

추상화폭으로 변신했다. 

브루스 테일러(Bruce Taylor)의 보다 절제된 작품은 스케치를 

한 후 형태를 결정하는 그의 작업방식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형태가 

화폭의 역할을 한다. 표면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조형보다는 그릇과 기능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도자와 조형도자로 분리해 응모작을 접수했으나 이 두 범주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공예 

식기와 조형물 양쪽 모두를 제작하는 작가인 백경원은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을 사용한다. 그는 ‘적극적으로’ 형태를 변형시켜 기능과 활용성을 

암시하는 작품을 만든다.  

킹 훈데크핀코우(King Houndekpinkou)은 맥락과 작업 

과정을 중요시하는 작가이다. 그는 베닌(서아프리카 국가)과 일본의 

도자기를 탐구하면서 두 나라에서 채취한 태토로 작품을 만든다.  

여러 문화가 섞인 훈데크핀코우의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 

위치한 도자 중심지들의 인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점토에는 

경계가 없으며 도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준다. 

the ageing process with excessive layering and peeling 

of the surface. A number of ceramists explore surface, for 

example, Elke Sada combines painting with ceramics. Ap-

plying multiple layers of paint these traditional shapes are 

transformed into vibrant abstract canvases dripping with 

colour and expression. 

Bruce Taylor’s more restrained work reflects his prac-

tice of using drawing first to determine the forms which in 

turn act as a canvas. Despite Taylor’s emphasis on surface 

these objects give more than a nod to the vessel and to 

function. So whilst the invitation was to submit work un-

der the category of use or expression it is clear that these 

definitions are increasingly blurred. In the case, for example, 

of Kyungwon Baek who makes both hand-built tableware 

as well as sculptural vessels, traditional figures and tech-

niques are used; but he ‘aggressively’ transforms the form 

to create works that suggest function and usefulness. 

Finally, for one artist, King Houndekpinkou, context 

and process are important. Exploring the ceramics of both 

Benin and Japan Houndekpinkou creates work out of the 

clay from both countries. This cross -cultural project not 

only raises the profile of these differing ceramic centres but 

also reminds us that clay is a material that has no bounds 

and that ceramics is rooted in a deep-seated human desire 

to make. This is a compelling reminder of the wider impor-

tance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오늘날 도자라는 매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과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는 작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생활도자

생활도자란 기본형태가 그릇인 도자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릇”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이 부분의 응모작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완전히 실용적이면서 세련미를 갖춘 현대 생활도자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재능 있는 많은 작가들이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기 그릇을 만들고 있다. 이런 그릇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생활 

도자”이다. 서구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형태와 

아름다운 색채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전자 등을 포함해 대단히 매력적인 

형태를 지닌 실용적인 그릇들이 제작되고 있다.

둘째 그룹은 그릇의 형태를 취한 조형도자이다. 윗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 작품은 넓은 의미에서는 용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의 

쓰임보다는 미적 감상을 위한 오브제로 제작되었다. 물론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는 있지만 형태는 

전적으로 작가의 상상력 또는 미적 감각에 좌우된다.

응모작들 중 위에 언급된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작품들이 셋째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은 그릇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도자기는 건조 및 소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그릇에서 

보는 것처럼 빈 공간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응모작 중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기 어려운 독창적인 조형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화병이나 용기처럼 빈 내부 공간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용적인” 것과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결국 공모에 응한 작가 자신들이 정할 문제이다. 동시에 모든 종류의 

그릇들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상상력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용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 

따라서 실용도자의 범위는 지극히 광범위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폭넓은 융통성으로 인하여 도자기가 독특한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조형도자

조형부분 또한 21세기 도자의 놀라운 다양성을 반영한다. 점토의 

가소성을 최대한 살린 생물 형태를 연상시키는 작품, 서사를 감추고 

있는 구상작품, 동영상이 포함된 작품, 3D 프린터 등 최첨단 장비와 

What can be done in the medium of ceramics today? Each 

of the artists submitting works to this competition,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public open-call Korean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and various related events, present us 

with their answers. The competition consists of two sec-

tions: Ceramics for Use and Ceramics for Expression.

About “Ceramics for Use”

Ceramics for Use refers to pottery where the basic form 

is the vessel. However, the variety of “vessels” is quite 

extensive. Entries in this category can be seen as falling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re is thoroughly practical and sophisticated 

modern porcelain tableware. Especially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many talented artists producing such 

contemporary porcelain vessels. This is certainly the most 

common type of “Ceramics for Use.” In Western countries, 

as well, highly attractive practical vessels are being pro-

duced today, including pitchers with pleasing user-friendly 

forms and glazes featuring beautiful color changes. 

The second category consists of ceramic art that 

adopts the form of the vessel. There is an aperture at the 

top, and the piece is a container in the broad sense, but 

it is intended as an object for aesthetic appreciation. Of 

course, because it has a hollow section, it would be pos-

sible to put something into it, but the form is thoroughly 

governed by the creator’s imagination or aesthetic sense.

Among the entries submitted are some works that can 

be placed in yet another category. These can scarcely be 

seen as taking the vessel as a point of departure. In fact, 

pottery tends to have a hollow structure, i.e. to be a ves-

sel,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drying and firing process. 

Some of the submitted pieces are creative expressions 

tha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use for any practical 

purpose, but nonetheless many of them are structured to 

have hollow interiors, like vases or containers.

In calling for submissions, the question of where to 

draw the line between “practical” and otherwise is in 

the end left up to the artists. At the same time, all sorts 

of vessels can be put to any use their owners can imag-

ine, regardless of their makers’ intent. There is no single 

standard for what makes something “practical,” and thus 

가즈코 토다테 Kazuko T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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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어낸 작품, 공간성을 최대한 활용한 

설치작품 등이 출품되었다. 작가 각자의 독특한 철학과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규모와 스타일의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도자”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퍼포먼스와 대화 위주의 작품에서 

도자기가 구성요소로 사용된 예도 볼 수 있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응모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작품이 

어느 범주에 속하던 또는 어떤 스타일이건 상관없이 도자라는 매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자기는 작가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보편적인 매체이며 관람객은 도자기를 통하여 작가의 

메시지와 세계관을 인식한다. 전시 장소에서 도자기는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국제적인 공통어로 기능한다. 도자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이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관람객들은 경기도 이천을 넘어 그리고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연결되는 강력한 도자 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무한 확장되는 도자중심의 예술을 비엔날레 현장에서 그리고 

웹 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흙과 불을 결합시키고 인류의 눈과 가슴을 연결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the range of practical ceramics is very broad. However, 

one could say it is just this breadth that gives pottery its 

unique richness as a medium.

About “Ceramics for Expression”

This section also illustrates the remarkable diversity of 

ceramics in the 21st century. There are works in a biomor-

phic style that makes the most of clay’s plasticity, figura-

tive works concealing narrative content, works paired with 

moving images, forms created with the latest tools and 

devices such as 3D printers, and installation works that 

employ spatiality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In the 

diversity of size, style, and artists’ thoughts and ideas, we 

can see the full range of “ceramics today.” There are even 

ceramics used as elements in performances and talk-

based works.  

If we were to focus on one factor crucial to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s Biennale, it would be the central im-

portance of the ceramics medium to each work, no matter 

what its category or style. Ceramics are the common me-

dium at the core of the messages the artists deliver to the 

world, and viewers should also perceive artists’ messages 

and worldviews with the overall framework of ceramics as a 

basic prerequisite. At the exhibition venue, ceramics func-

tions as a universally understood global lingua franca.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innova-

tive in that it takes place not only at the venue, but also 

on an online platform on the Korea Ceramic Foundation 

website. The limitless expansion in all directions of ceram-

ics-based art can be viewed at these key sites,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venue and the website, 

while spreading beyond Incheon and beyond South Korea 

to form a powerful network of ceramics communication 

that spans the globe. 

By joining clay and flame, and connecting the eyes 

and heart of mankind to engage in intimate communica-

tion, we may take steps toward overcoming the various 

social crises that face our planet today.

이번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는 무려 1,5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작가들이 응모했다. 이전의 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과는 

달리 제출해야 하는 작품의 숫자만이 아니라 개별 작품 각각의 

제작의도와 개념 등 세부적인 작품개요를 포함해 전시계획서와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정보와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작가들이 응모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이는 지난 2001년 시작된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이 20여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국제 도예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필자가 2017년 경기도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의 온라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국제공모전 1차 온라인 

심사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공모전에 새로이 참여하는 전 세계 

작가들이 증가하고 사진, 설치, 영상작품의 출품은 다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모분야의 구분 없이 진행되던 이전 공모전과 

달리 생활 및 조형부분으로 응모 분야를 구분 모집한 점은 이번 

국제공모전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었다. 

   응모율의 경우, 조형부분이 생활부분에 비해 3배 이상 출품되어 

경쟁률에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이는 이전 국제공모전에서도 나타났던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전시작품의 

비율을 응모율과 연동하여 조정해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응모 비율에 관계없이 각 지역과 문화권 

별로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띄었다. 더욱이 

공예품과 공산품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진 현 상황에서 도자분야의 

문화적 저변확대 및 생활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온 도자공예의 

중요성과 역할 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한국도자재단이 선택한 공모분야 구분 및 생활부분에의 강조라는 

의도는 분명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새로운 

표현방식의 제시 또는 실용성과 관련된 질문이나 시도 등의 노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더욱이 사용성에만 기대어 외형적인 형태나 

디자인만을 강조하거나 창의성이 부족한 작품들이 많아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시대변화에 따라 소재, 기술, 사용가치 등이 변화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실험의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한편, 참여율이 높았던 조형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고르게 출품되어 점차 사라져가는 

세계민속예술 및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9 attracted entries by more than 1,500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I was quite surprised to see so 

many artists enter the competition. Unlike previous competi-

tions, this biennale required each applicant to submit multiple 

works and much more information on each work including its 

purpose and concept, a proposal for the exhibition, and a slew 

of support materials (videos, etc.). This testifies to the high 

profile that the KICB now enjoys in the international ceramic 

community since the hosting of the first Biennale in 2001.

Viewed in my own experience of being a jury for the on-

line screening process of the previous competition in 2017, 

I could see that this time, the number of new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participating in the contest has increased, 

and that the output of photos, installations and video works 

has decreased. In addition, unlike previous contests which 

were held without distinction in the field of application, it 

was a major change in this year’s competition to divide the 

fiel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 Ceramics for use and 

Ceramics as Expression. 

However, there were about three times as many entries 

for Ceramics as Expression as for Ceramics for Use. The 

jury strove to make the screening as fair as possible by 

adjusting the number of works to be selected for the Online 

Platform in consideration of the ratio of these two catego-

ries.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the entry ratio, we were 

extremely taken by the great originality displayed by artists 

of different reg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crafts and indus-

trial products are increasingly blurred, the KOCEF opted to 

segment entry categories and focus on ceramics for use 

as part of its efforts to support ceramic crafts in consider-

ation of the great importance of ceramic crafts, which have 

helped expand the cultural base of ceramics and improve 

the culture of everyday living. And its intention was readily 

apparent. Even so, there was not enough effort to present 

originality of ideas, suggest new ways of expression, ques-

tions or attempts related to the practicality. Regrettably, 

many of the works in the Ceramics for Use category either 

focused too heavily on superficial shape or functionality or 

lacked creativity to some degree. Despite the increasing 

use of different materials and the change in techniques and 

values, not enough artists today seem to be experimenting 

임미선 Rheem Mi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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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전 공모전에서 나타났던 사진, 비디오(영상)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한 응모작들은 많이 줄었다. 이는 최근 공모전에서 

강세를 보이던 점에서 크게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 

공모전과 유사한 작품과 제작과정의 아카이브 정도의 영상작품은 

구성내용, 컨셉, 표현력 면에서 특별한 발전이나 고민이 보이지 않아 

지난 행사에 이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부분은 도자라는 매체의 

표현 및 확장 가능성을 놓고 판단할 때, 새로운 자극과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물질문화를 기반으로 소재와 제작기술에 대한 탐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 표현력 등에서 기량을 펼치는 것이 본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응모 조건 또는 수상작 

가이드 제시 등을 통해 그 성격과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인 출품 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면, 표현기법이나 소재연구 

등에 천착하는 작품들은 줄었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조형부분에서 인체, 

동물 등 구상 표현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매체라는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작가들의 경우, 조형부분 보다는 생활부분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한국도자기의 역사와 전통적 계보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다만 동시대 언어로서 장소성, 

컨셉 등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다소 부족해 새로운 표현과 참신한 

시도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or researching matters in great depth.     

In the category of Ceramics as Expression, works that 

showed unique regional qualities were selected to evenly 

represent all major regions of the world, ultimately to give 

the viewers as broad a view as possible on folk art and 

traditional cultures, which are gradually disappearing. It 

seemed to me that this should help viewers better under-

stand different cultures and help realize true cultural diversi-

ty as pursued by the UNESCO.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mpetition, there were 

noticeably fewer entries of ceramics mixed with other media 

such as photographs or videos. This can be cited as a sig-

nificant change since this has been a strong point in recent 

contests. However, many of the ceramic works mixed with 

other materials looked similar to those from the previous com-

petition, and many of the video works were little more than  

just a documentary of production processes. In both cases, 

these works largely showed little development or explora-

tion with regard to composition, concept, or expressiveness, 

which is very disappointing. Considering expressiveness and 

potential of the medium called ceramics for its expansion, this 

field of works requires new stimulus and change. In the belief 

that part of the purpose of this competition is for artists to dis-

play their true caliber in exploration into materials, production 

technique, originality, and expressiveness, some clarification 

needs to be made as to what the artists need to do 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y should proceed by suggesting applica-

tio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on prize-winning works, etc. 

Looking at the nature of the entries overall, there were 

somewhat fewer works inquiring into expressive technique 

and materials, but such works still had a strong presence. 

In the category of expression, figurative works of such 

forms as the human body and animals constituted an 

important portion. It was clear that many artists are actively 

exploiting the properties of ceramics as a medium by which 

delicate expression is possible. 

Korean artists showed greater interest in ceramics for 

use than ceramics for expression, and most of their works 

evinced efforts to carry on the history and genealogy of Ko-

rean ceramics. However, too few of them explored spatiality 

and the concept as language of this time, which was regret-

table with regard to new expression and fresh attempts.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단순히 공모작들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참여 작가들과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세계 도예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기 

전 준비과정으로서 이전에 배웠던 근 현대 도자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공예에서 예술로

도자예술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기후, 미학,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기반을 둔, 그 근원지의 문화를 반영하는 매개체다. 

쓰임새가 있는 그릇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도자기는 역사적으로 공예품으로 간주되어왔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30여년간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캘리포니아 도예 운동(California Clay Movement) 등 

선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도예는 공예의 범주를 넘어 순수미술의 

주류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 대 중반 미국 작가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와 동료 도예가들은 전통적으로 용기로 

인식되어 왔던 도자기를 순수미술인 조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UC Davis) 미술대학 

교수인 로버트 아네슨(Robert Arneson)의 조형도자가 도예계에 

팝 아트(pop art)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펑크 아트(Funk Art)’의 

붐을 일으켰다.  이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도자 작품들이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팝 아트, 초현실주의, 초사실주의 등 다양한 근대미술의 

사조로 분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모더니즘의 정점에서 현대미술의 영역 안으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화 운동이 시작된다. 한동안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었던 근대 미술은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거대한 영역으로 들어왔다. 교통과 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여행과 정보 및 문화 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예술가들은 모더니즘에 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문화적인 시각들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구호로 등장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도예는 수공예로 귀환하였으며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범람은 수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왔다. 창의적인 활동과 

실용적인 활동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연령층을 위한 

Being chosen as a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Ceramic Biennale is a great honor. I believe it is a dialogue 

with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m, rather than simply judging the qualities of their 

artworks. I have been going over the modern and con-

temporary ceramic history that I have learned before, in 

preparation to witness the new era of international ceram-

ic art in Korea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From Craft to Art Form

Ceramic art is a vehicle that reflects its culture of origin 

based on the local materials, weather, aesthetics, and life-

styles. Ceramics has historically been regarded as a craft 

due to the functionality of its vessel forms and capacity for 

mass production.

From the 50’s to the 70’s, through efforts such as the 

California Clay Movement, ceramic art continued to be 

pushed from the crafts field into the fine art mainstream. 

In the mid-1950’s, American artist Peter Voulkos, together 

with his peers, helped to push traditional ceramic vessels 

into the sculptures of fine art. And later on, Robert Arne-

son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emerged with his 

ceramic sculpture called “Funk Art,” a combination of 

pop art and surrealism. This is just one example of many 

ceramic works at the time that could be categorized into 

certain kinds of modern art, including abstract expression-

ism, minimalism, pop art, surrealism, and superrealism.

From the Hat of Modernism to the Umbrella of  

Contemporary Art

In the late 1970’s, globalization emerged. The name of 

“post-modernism” had been used for a time, and now, 

modern art arrived under the huge umbrella of “contem-

porary ar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

ogy both developed rapidly, making it easier for people 

to travel and exchange information and culture. This has 

been called globalization. Artists started to resist the label 

of modernism, while multi-cultural perspectives and the 

exploration of personal identities became a new slogan.

From 2000 to now, we can find a certain return of 

ceramic arts to craftsmanship and common practice. 

Smart phones and social media have been flooded into 

광센 쪼우 Guangzhen 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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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도자교육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도예공동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통 대 혁신

문화유산보호는 또 다른 세계적 과제이다. 20세기부터 많은 소중한 

도자기 유물들이 아시아 외딴 마을의 가마터 또는 19세기 유럽 왕실 

도자기 공장터에서 발굴되고 있다.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 도자문화는 

도예작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작가라도 전통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창의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개성 있는 작가 노트와 창의적인 사고가 표현된  

작품은 많은 경우 성공한다. 작품에 대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때로는 

제작 기법과 도자 재료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도예는 예술이며 기술이다

도자의 역사는 예술의 역사인 동시에 기술의 역사이다. 이전의 저온에서 

소성된 토기들이 백자 등 고온에서 소성된 자기로 대치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 소성 장비, 연료 등이 개발됐다. 자동 전기가마, 

새로운 유약 제조법, 3D 프린트 등 많은 혁신적인 첨단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도자 공방에 배치되는 장비들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현대 도예는 전통적 공예라는 틀에서 벗어나 후에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여년간 공예는 도예 교육 또는 

전통이나 관습에 도전하여 새로운 실험을 모색해 왔던 작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재료 조달, 조형기법, 가마온도, 소성 환경에 대한 다양한 미적 

감각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결과물로 나온 작품에 대한 많은 양상들이 토론될 수 있다. 색상, 형태, 

질감 및 전시 공간 규모, 작품을 전시대 위에 전시할 것인지, 바닥에 

그대로 세워 놓을 것인지 아니면 벽이나 천정에 매달 것인지, 영상 또는 

음향을 결합시킬 것인지 등 작품과 관련된 많은 양상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들을 보여 주는 작품을 단순히 ‘생활’ 

또는 ‘조형’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상이한 문화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방향으로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는 여러 나라에 거주지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많은 상이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세계현대도자는 

‘모든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예술이 나아갈 방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자의 

many households, changing many lifestyles. As a balance 

between creative and practical activity, the concept of 

popular ceramic education for all ages has become more 

accepted in various areas, and the international ceramic 

art community has been growing quickly. 

Inheritance vs Innovati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another glob-

al issue. Many valuable historical ceramic pieces have 

been dug out from places such as the kiln sites of remote 

villages in Asia or royal porcelain factories in Europe from 

the last century. Local ceramic cultures can become a 

powerful traditional resource to an artist. But on the other 

hand, how to break away from imitation and develop one’s 

own personal innovative character is a challenge that 

just about any artist faces. A strong and personal artistic 

statement,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ve artwork often 

accompany success. Concepts and ideas can sometimes 

be more important than the skills and knowledge of ce-

ramic materials.

Ceramic Art is Both Art and Technology

Ceramic history is in both art and technology. In the transi-

tion from the early lower-temperature varieties of pottery to 

higher-temperature types such as porcelain, the develop-

ment of material, firing equipment, and fuel is written. The 

possible setups of a ceramic studio have changed rapidly 

due to modern innovations such as the automatic electri-

cal kilns, glaze calculation, 3D printing, and many more. 

Modern ceramic art can be said to have developed 

after breaking with traditional craftsmanship. But over the 

last two decades, that craftsmanship has not only simply 

returned, but evolved into new stages thanks to ceramic 

art education or personal experimentation, sometimes far 

beyond the traditional methods. This includes ceramic 

material preparing, construction techniques, kiln tempera-

tures, and the different aesthetics of atmosphere firings. 

Many aspects of the resulting artworks can be discussed: 

colors, forms, textures, spaces; and other qualities such 

as function, decoration, figurative and narrative traits, 

themes and concepts, whether the artwork should be 

displayed on a floor, on a pedestal, or hanging on walls or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흥미가 배가 되는 것이다. 미래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음 

시대의 도예계 선두 주자들은 예술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작가들이 

될 수도 있다. 

 ‘충돌’이라는 용어는 통상 두 개의 사물이 부딪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술계에서는 이 용어를 두 명의 작가가 각각 제작한 두 

점의 작품이 유사한 개념 또는 형태로 귀결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여왔다. 이 같은 상황은 많은 미술 전시에서 다루어지는 

공통된 주제로 한 작가가 반드시 다른 작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가의 세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작가는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수많은 다양한 예술 용어에 익숙해 져야 하고 

급속하게 변화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ceilings, accompanied by video or audio, and much more. 

It can be difficult to categorize all these traits under simply 

“use” or “expression”.

From Different Cultures, Towards All Directions

Today, many artists may have been born in one country 

but live and work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or even 

several different countries. Their artworks may have been 

influenced by many other cultures. In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ceramic art community, the artworks are 

going toward “all directions”. The rhythm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ffects the course of  

art, making the future hard to predict and all the more 

exciting. We don’t know what the life style of our fellow 

human beings will be like tomorrow. The next frontier may 

be far beyond artists’ imaginations. 

The definition of “crash” commonly means two objects 

colliding. The term has been used in the artistic field to 

mean two pieces by two different artists ended up with 

similar concepts or appearances. This is a common issue 

that happens in many art exhibitions, and doesn’t neces-

sarily mean that anyone copied or stole ideas from any-

one else. There are unlimited possibilities. Artists need to 

expand their artistic vision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a huge and varied artistic vocabulary, and to look for-

ward to a rapidly changing tomorrow. These are the words 

for myself and for the future participants of GI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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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he 10th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KICB) is launching 

a new online platform that will provide a digital 

archive offering free access to the works of 300 of 

today’s emerging artists. The KICB online platform is 

committed to creating a digital network connecting 

and providing access to ceramic arts around the 

world.  

Online Platform

The KICB Online Platform is both a massive archive 

and a virtual PR space where visitors can enjoy the 

works of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anywhere 

and at any time. Moreover, all the physical events 

and programs of the KICB, including exhibitions 

and workshops, will be accessible to online 

viewers. Vivid demonstrations, performances, 

and artist-led guided tours of collections will be 

available at a touch.  

The 300-artist Online Showroom

The 300-artist Online Showroom is a virtual gallery 

where visitors can freely access information on and 

the works of 300 artists. It features a menu in four 

sections – About, Works, Shop, and News. The 

first section, “About,” shares profiles of the artists; 

“Works” is a gallery of detailed images of artists’ 

works; and the remaining two sections connect to 

pages providing the latest news on the artists and 

allowing the purchase of their works. The KICB 

aims to utilize this platform to widely share and 

promote the archived data on selected artists to 

ceramic arts circles in both Korea and the wider 

world.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비엔날레 

온라인플랫폼을 신설하여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작가 

300명의 작품세계를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합니다. 비엔날레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장 빠르고 손쉽게 전 세계 

도자예술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온라인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현대도자예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거대한 전시 아카이브인 동시에 온라인 PR 공간입니다. 

또한 전시, 워크숍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온라인플랫폼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작가들에게 듣는 명쾌한 

작품설명과 그들의 시연, 퍼포먼스를 손안에서 체험하는 

생생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300인 아티스트 온라인 쇼룸 

‘300인 아티스트 온라인 쇼룸’은 300인 작가의 정보가 

자유롭게 검색되고 공유되는 비엔날레 온라인플랫폼의 온라인 

전시공간입니다. 온라인 쇼룸은 ‘About’, ‘Works’, ‘Shop’, 

‘News’의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bout’을 통해 

작가 프로필을, ‘Works’에서는 작품 상세 이미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이외에 작가의 최신 소식이나 구매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 연결이 가능한 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선정작가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도자예술 분야에 널리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비엔날레 온라인플랫폼 Onlin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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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ine Gallery of the 10th edition of the KICB 

offers a tour of a collection of works (more than 200 

works from 18 countries) that have been reinterpreted 

from a contemporary ceramic arts perspective by 42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It allows visitors to take 

a self-guided tour of the collection from anywhere. 

Viewers may navigate the gallery using the arrow 

links on the floor or the navigation map on the right 

that allows them to select individual gallery rooms 

or artist spaces. The site offers a simple and intuitive 

interface without any of the unnecessary functions 

commonly found in digital galleries in an effort 

to provide more convenient navigation.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온라인전시관에서는 미술관 

전시장을 둘러보듯 집에서도 국내외 42인의 대표작가들이 

현대적 관점으로 도자예술을 재해석한 18개국 200여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통해 전시관 동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우측의 네비게이션 버튼을 통해 각 전시관과 

42인 작가별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디지털 

전시관의 기능들을 없애고 직관적이고 간결한 메뉴만 설정하여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전시관

Online Gallery

KIC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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