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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mony of
the Senses

감각의 이중주

일러두기

1. 본 도록은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개최한 한국도자재단 소장품특별전 《감각의 이중주》 

(2022.04.22.~ 2023.03.31)를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2. 작품수록 순서는 작품의 형태, 용도, 색상을 기준으로 한 주제구성 및 도록 편집상의 디자인을 고려하

여 안배하였다.

3. 작품은 작가명, 작품명, 크기, 제작년도, 국적, 수상력 순서로 표기한다.

4. 작품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cm)순이다. 지름은 ∅로 표기하며, 가장 넓은 지름을 표기하였다.

5. 사진은 전시 연출 한 후 일부 촬영한 작품에 한하여 수록 했으며, 설명은 공모전 참여시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석하여 수록하였다.

6. 도록에 수록되는 언어는 국문을 기본으로 하며, 서문 및 작품설명에 한하여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였다.

Editor's Note

1. This catalogue wa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Special Exhibition of Selected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KOCEF: A Harmony of Senses held at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from April 22, 2022 to March 31, 2023.  

2. Works are listed in order that considers composition of subject based on shape, 

functionality, and color of each work and the design of the catalogue.

3. The captions for the photographs of works list the name of the artist, title, size and 

production year of the work, nationality of the artist, and prizes awarded to the artist. 

4. The size of the work is indicated in order of width, depth, height, and diameter (∅).  

The unit of measurement is ‘cm.’ 

5. The photographs of the works were taken after they were displayed for the exhibition, 

and texts about artists and works were edite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rtist in the entry form of the competition.

6. Korean was used as the official language, except for the introductions and 

descriptions of works, where both Korean and English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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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의 이중주 한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시기에 함께 개최되었던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도자 작품을 선정하는 취지로 열렸었다. 

이영호의 <백자양각줄무늬마디병>, 한정용의 <백자수

반>, 김상만의 <담> 등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새로운 조형언어를 담아낸 수상작은 전통적 ‘기’ 를 바라

보는 작가들의 다양한 태도로부터 발현된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실용과 예술, 표현과 

사유를 넘어 상호 조화를 이룬 세계를 만나게 한다. 

생활 속 ‘기’라는 도자는 일상의 친숙한 이야기가 담긴 

사물이자 뚜렷한 목적과 역할 기능을 지닌 오감각의 그

릇이며 사용자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일상에서 아름

다움과 쓰임, 기능으로부터 나온 형태, 디자인적인 작품

을 중심으로 이도 마사노부의 <하나의>, 이지혜의 

<파티! 파티!>, 스테파니 헤링 에스링어의 <우아한 만찬> 

등의 작품들로 구성하여 일상생활 속에 자리한 현대의 

‘기’ 역할과 도자예술 문화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기간의 작품을 한 눈에 

담아본 이번 전시가 동시대의 기 작품 안에 내포된 감각

의 세계와 우리 삶 속에 호흡하는 생활도자의 동시대성과 

정체성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다가가길 바란다.

현대도예의 쟁점이 되어 온 공예와 예술, 실용과 조형, 

전통과 현대 등 개념의 간극을 넘어 통합되어 흐르는 오

늘날의 기(器, Vessel) 작품 경향을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중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과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수상작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과 공예적 

가치를 살펴본다. 

기는 공예의 근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무한한 가능

성을 담아내는 사물이며 예술가의 감각적 사유와 더불

어 생활 속에서 시각·촉각·후각·미각 등 사용자와 소

통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본래 실생활의 기능적 목적을 

토대로 음식을 담거나, 보관하는 등 용도를 위해 만들기 

시작했으나 현대도예에서 기는 실용적인 쓰임을 담는 

그릇 외에도 장식적,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표현 의식의 

매체로서 예술형식을 띠고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

고 있다. 또한, 인류 문명과 역사, 전통에서 탄생하고 도

자예술 발전의 시작이 된 ‘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공예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읽힌다. 

오늘날 공예에서 쓰임의 개념은 공예의 상징적인 쓰임

과 일상에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쓰임에 대한 역할과 개

념 확장의 변화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기’는 

현대생활에서 다양한 도자공예 작품들로 나타나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2022년 소장품특별전은 현대 생활 속 도자의 공예 가치

와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서 한국도자재

단에서 소장한 작품 중 2000년대 이후 경기세계도자비

엔날레 국제공모전과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수

상작을 통해 확보한 현대의 ‘기’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를 해석한 다양한 작품 중 전형적인 형태, 즉 

내부의 공간을 감싸고 바닥을 딛고 서서 무엇인가를 담

을 수 있는 형태를 지닌 ‘기’, 그 안에서 재료의 특색, 조

형성, 표현력, 기능성, 전통에 대한 사유를 담아내어 우

리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작

품을 선보인다.

김지수

큐레이터

한국도자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은 2021년 기

준으로 총 2,414점에 이르며 조형도자, 생활도자, 전통

도자,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경기도자미술관은 2,005
점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은 409점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세계현대도자전시 및 특별기획전, 

IAC교류전시 등 비엔날레 행사를 위한 출품작 가운데 

선별을 통한 작품 구입과 기증, 공모의 방법으로 세계적

으로 유명한 현대도예가의 작품과 한국 전통도자의 계승 

및 현대 도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국내 도예가들의 작

품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도자 디자이너의 작품이나 유

명 요업 회사들의 도자제품들도 포함하여 소장하게 되

었다. 

소장품 수집 과정에서 2022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

극 활용한 방법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국제공모전 

수상작과 기증을 통한 것이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

포를 시작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의 작품을 심사하여 동시대

의 다양한 현대 도예 모습을 선보인 국제공모전 수상작 

수량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297점이다. 

국제공모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생활도자

(ceramic for use:function oriented)와 조형도자(ceramic 

as expression:non-function oriented)로 구분하여 공모

하다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분야의 구분 없이 일괄 

공모했다. 공모분야 구분방법의 변화는 2000년대의 도

예에 대한 인식과 작품의 변화된 양상을 반영했다. 현대 

도예의 조형과 실용, 공예와 예술,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현대도예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경계의 해체, 표현의 다양성으로부터 분

야를 구분하는 것이 점차 모호해지는 시점에 양립이 아

닌 통합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5년 국제공

모전 대상작인 필립 바드의 <얼굴 모양 용기>와 2007년 

국제공모전 대상작 보딜 만츠의 <건축적 부피>는 생활

도자와 조형도자를 아우르는 대상작품으로 분야를 구분

하는 시각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현대도예의 미학적 가

치와 표현의 확장, 현대사회문화를 반영한 시대 관점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린다.

소장품으로 살펴 본 ‘기’의 의미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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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s and sculptural ceramics and pose questions 
about the dichotomous approach, showing that 
aesthetic values and expression of contemporary 
ceramics are expanding and changes in viewpoints of 
this time are occurring in ways that reflect modern 
culture.

Also presented during the Biennale was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which was designed 
to select ceramics that upheld and developed Korean 
tradition in ways suitable for the modern lifestyle. 
Prize-winning works of the Competition including 
White Porcelain Bottle with Raised Carving Line Design  
by Lee Youngho, White Porcelain Basin by Han Jeong-
yong, and Dam by Kim Sang-Man manifest new 
approaches to formative language, which are based on 
traditional techniques. Their works lead the audience 
to see the world of mutual harmony that transcends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ast and the West, 
practicality and aesthetic appreciation, and expression 
and contemplation.

A piece of ceramics called ‘vessel’ in everyday living is 
a container of the five senses with a specific purpose 
and a functional role. It is medium that communicates 
with the user. Focusing on shape and design that 
consider beauty, use, and functionality in everyday 
living, this exhibition includes Sole by Masanobu 
Ido, Party! Party! by Lee Jihye, and Fine dining-Pulse 
by Stefanie Hering Esslinger. These works afford 
viewers a glimpse into the role of ‘vessel,’ which has 
become a ubiquitous part of everyday living, and what 
ceramic art looks like in modern times.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featuring works over the span of two 
decades from 2000 to 2019 will enable the viewer to 
immerse him- or herself in a world of senses connoted 
by vessels of our time and encounter contemporary 
aspects and identity of contemporary ceramics for use 
in our everyday living. 

Disputes over the differences between arts and crafts, 
practicality and aesthetic appreciation, and tradition 
and modernity have long raged in contemporary 
ceramics. Vessels today increasingly integrate different 
perceptions by filling the gaps between them. 
This special exhibition looks at trends of vessels today 
and their values as crafts through selected works from 
the KOCEF collection with focus on prize-winning 
work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and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Being a medium that can communicate by users’ 
senses of sight, touch, smell, and taste in everyday 
living let alone by sensory contemplation of its maker, 
a vessel is a symbol that represents the root of crafts 
and an object that contains limitless possibilities. 
The first vessels were made in ancient times 
for practical purposes, such as serving or storing food. 
Today, contemporary ceramic vessels have value and 
meaning in so many different respects as they have 
become an art form for expression of consciousness, 
in addition to being decorative and symbolic objects. 
Also, the concept of vessels, which emerged from 
tradition at the dawn of civilization, eventually led to 
the creation of ceramic art, and it is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crafts. Today, the concept of 
functionality of crafts includes changes in their 
symbolic use and in their practical uses in everyday 
living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ir concept. 
The ‘vessel’ that is at the center of such changes has 
manifested itself as a wide range of works of ceramic 
crafts in our daily living.  

This special exhibition for 2022 of Selected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KOCEF looks at the values of 
crafts and limitless possibilities of ceramics 
in modern life. On display are ‘vessels’ from 
the collection of KOCEF by contemporary artists who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and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since 
2000. Among diverse works that interpret the concept 
of ‘vessel’ are archetypical forms standing on the floor 
incasing interior space to allow for the containment 
of something and that embrace contemplation on 
the properties of materials, formativeness, expressiveness, 
functionality, and tradition. Viewers can look at 
the vessels more closely and see them as a familiar 
part of our everyday living.

The collection of KOCEF in 2021 included a total 
of 2,414 pieces in the categories of ceramics as 
expression, ceramics for use, traditional ceramics, 
and others. Of these pieces, 2,005 are kept at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G-MoCCA) 
and 409 at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GMCD), and they are presented at exhibitions 
of the museums. The KOCEF acquired works by 
world-renowned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and 
Korean ceramic artists, who strived to carry on 
the traditional Korean ceramics and develop Korean 
contemporary ceramics,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purchase, donation, and competitions. 
All were presented at exhibitions of the Biennale 
including World Contemporary Ceramics, special 
exhibitions, and IAC members’ exhibition held in 
the early 2000s. Some were prize-winning works of 
competitions. Also in the KOCEF collection are works 
by world-renowned designers and ceramics produced 
by world-famous ceramics firms. In its collection 
process, the KOCEF has focused particularly on prize-
winning work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and donations from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Since the KICB was launched 
in 2001 as the World Ceramic Expo, the KOCEF 
has held the Biennale regularly, at which entries by 
ceramic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screened and 
diverse aspects of contemporary ceramics of the time 
are introduced. There were 297 prize-winning works 
of the KICB from 2001 to 2021. 

From 2001 to 2009,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eceived entries divided in two categories: Ceramics 
for Use and Ceramics as Expression. From 2011 to 
2017, entries were received without such classification. 
This change reflected the shift in perception towards 
ceramics and works by ceramic artists in the 2000s. 
Started with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bout 
expression and functionality of contemporary ceramics, 
crafts and art, the East and the West, the perception 
towards the domain of contemporary ceramics 
expanded and boundaries were blurred, which led to 
integration rather than compatibility of the two. 
Most representative of this trend were Human Bowl 
Face by Phillippe Barde, the Grand Prize winner 
of KICB 2005 and Architectural Volume by Bodil 
Manz, the Grand Prize winner of KICB 2007. The 
two winners embrace the realms of both functional 

Finding the meaning of ‘vessel’ through the collection of KOCEF

16 17

A Harmony of the Senses

KIM Jisu

Curator

Foreword



Works that have functionality and limitless expansion 

beyond functionality within the form of a vessel are 

presented. The form of a vessel that stands on the 

ground to contain something is the embodiment of 

values of crafts and aesthetic perspectives that reflect 

the new awareness about modern times transcending 

boundaries between practicality and aesthetic 

appreciation, arts and crafts, and tradition and 

modernity. Created as output of the artist’s exploration 

into diverse expressive techniques such as materials, 

glazes, shapes and decoration and reflecting the 

makers’ view about art, these works pursue applicable 

function rather than physical function of a typical 

container, that is, expansion of senses from flexible and 

extended conception about contemporary crafts.

기(器,Vessel) 형식 안에서 쓰임, 그 이상의 무한한 확장

성을 담은 작품들을 살펴본다. 바닥을 딛고 서서 무엇인

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형태로부터 실용과 조형, 

공예와 예술, 전통과 현대 등 경계를 넘어서 현대의 

새로운 시대의식을 반영한 공예의 가치와 미학적 관점이 

녹아있다. 도자의 다양한 표현기법인 재료, 유약, 형태, 

장식 등에 대한 작가의 탐구와 예술관에서 나타난 작품

으로 용기用器라는 쓰임의 물리적 기능이 아닌 응용적 

기능 즉, 현대공예 미학의 유연하고 확대된 개념으로부터 

감각의 확장을 추구한 작품이다.

Chapter1. 
Sense of transcending containers 

1부. 
용기(用器), 그 너머의 감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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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원숙한 작가 보딜 만츠의 <건축적 부피>는 생활도

자와 조형도자를 아우르는 설치작품이다. 원기둥 형태의 용

기 안팎으로 건축적인 형태를 암시하는 절제된 직선과 사선

이 기하학적인 면을 이룬다. 모든 용기는 외부와 내부를 동

시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도가 높고 내외부 장식이 하나의 

구성을 이루는 기술적 성취를 통해 도자예술의 정수를 보여

준다. 총 10점의 용기는 크기에 따라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

도록 배치되어 건축적 공간을 구성하고 빛의 방향과 시선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미적 쾌감과 지적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The Architectural Volume by Bodil MANZ is a crossover 

between Ceramics for Use and Ceramics as Expression. 

If one looks closely at these pieces, collectively called The 

Architectural Volume, one can visualize architectural forms. 

They are three-dimensional drawing, and one can see both the 

inside and outside simultaneously because of the porcelain's 

translucency.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light and the 

angle of viewing, this set of ten vessels offers a different 

aesthetic experience, inducing even greater intellectual 

curiousity.

보딜 만츠

건축적 부피

가변설치(5/10)
2006, 덴마크

200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Bodil MANZ
The Architectural Volume

Installation(5/10)
2006, Denmark 
KICB 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Grand Priz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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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딜 만츠

검은 타원형 자기 A/B
47×32×23, 38×27×8
2000, 덴마크

Bodil MANZ
Oval From with Black for Porcelain A/B

47×32×23, 38×27×8
2000, Denmark



이정원

리폼드_리니어 시리즈

가변설치

2018, 한국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우수상

LEE Jeongwon
Re-Formed_ Linear Series

Installation
2018, Korea
KICB 2019 International Competition Excellence Prize

입체를 이루는 점, 선, 면과 같은 기본 구성요소를 연장하거

나 제거하여, 주어진 기본형을 새로운 형태로 변환한다. 

한 공간 안에 배열하여 수축과 팽창의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기물들이 새로운 선과 뜻밖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순간, 생겨나는 각 개체들의 공간 ‘사이Between’에 

‘너머Beyond’를 섬세하고 다양한 도자 작업과정을 통해 배치하

였다.

      

By extending or removing basic elements such as dots, lines, 

and planes that constitute three-dimensional objects, 

She transforms the original basic form into a new form. 

As the various forms of objects, which show the opposite 

movements of contraction and expansion, are arranged in one 

space to create new lines and unexpected spaces, She tried to 

place the 'beyond' through delicate and various ceramic work 

processes 'between' the spaces of each individual.



이정원

리폼드_리니어 시리즈

가변설치

2019, 한국

LEE Jeongwon
Re-Formed_ Linear Series

Installation
2019, Korea



백자의 전통과 기법을 활용하여 백자의 아름다움과 백색미학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개별 기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구성했다. 

10개의 기물로 조합된 백자 군집은 멀리서 보면 표면의 굴곡

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의 음영이 마치 다양한 수종으로 이루

어진 숲이 바람에 일렁이듯 고요하지만 잔잔한 미동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미묘한 떨림은 세밀하게 관찰하며 음미하는 

감상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

Inspired by the tradition of Joseon white porcelain, 

JO Wonjae used traditional pottery-making technique to 

emphasize the beauty of white porcelain and the aesthetics 

of pure white. All of his vessels for this work are assembled 

together in harmony to create a surreal ceramic landscape. 

When seen from a distance, this group of ten white porcelain 

vessels casts silhouettes created by light and shadow on the 

curved surfaces and imparts an ambience of a forest with 

diverse species of trees swaying quietly and softly in a gentle 

breeze. This subtle movement reveals yet another beauty of 

this work when we appreciate it and observe it in detail.  

조원재

백색음유

가변설치

2016, 한국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JO Wonjae
Whitepoeming

Installation
2016, Korea
KICB 2017 International Competition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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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백자의 전통을 이어 현대적인 재료와 기법으로 새로운 

감각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각각 다른 곡선의 변화를 살리며 

면을 쳐내어 형태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선, 면, 빛과 음영의 

흐름도 바뀌어간다. 단순한 형태는 치밀한 연마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으로 섬세한 느낌을 전달한다. 백자의 우아한 색감

과 율동적인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Based on the tradition of Joseon porcelain, Kiwook LEE 

created an outstanding work with the sense of the new area, 

while faithfully upholding regional style and tradition. 

He changed the shapes and planes by cutting the edges of 

each piece differently from the others, and likewise changed 

the flows of lines, planes, light, and shadow. These seemingly 

very simple forms are the result of very careful polishing. 

The elegant color of white porcelain and dynamic forms are 

in good harmony.

이기욱

페이스, 더 뮤직

가변설치

2008, 한국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LEE Kiwook
Face, the Music

Installation
2008, Korea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Silver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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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ISATO uses light as a decorative element. He makes vessels 

of simple, plain shape, yet striking aesthetic. Tiny holes 

densely carved into extremely thin and exquisitely finished 

walls become gorgeously twinkling windows when lighted. 

After two or three firings, the melted glaze coats the tiny holes 

slickly and creates an illuminant surface of white porcelain 

that gently allows light to pass through. His vessels show 

how understanding and control of material allows for great 

innovation in design.

      

작가는 빛을 장식 요소로 사용한다. 그릇의 형태는 단순하고 

소박하나 극단적으로 얇고 날렵하게 다듬어진 벽체에는 작은 

구멍이 빼곡하여 빛이 주어지면 화려하게 반짝이는 창문이 

된다. 두세 번 반복된 소성과정을 통해 녹은 유약이 작은 

구멍들을 매끈하게 코팅하여 빛이 부드럽게 통과하는 투광성 

백자 표면을 만든다. 니이사토의 작품은 재료에 대한 이해와 

통제가 어떻게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출하는가를 보여준다.    

      

니이사토 아키오

빛 용기들

Ø17×14

2004, 일본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선

NIISATO Akio
Light Vessels

Ø17×14
2004, Japan
KICB 2005 International Competition Honorable M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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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se is filled with liquid porcelain clay. The whole mass 

of the vase was created layer by layer with small drops of 

porcelain. Unglazed, the vase does not absorb light, 

which makes its stratified external surface appear much like 

coral, the motif of this piece. Exquisite and decorative, this 

vase feels rich and elegant.

액체 상태의 점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여러 층을 쌓아가는 

적하 기법으로 제작한 꽃병이다. 유약을 시유하지 않아 빛을 

흡수하는 표면의 질감은 작품의 모티브인 산호를 연상시키며, 

섬세하고 장식적인 작품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산호 꽃병

Ø11×18
2001, 벨라루스

200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Yauheni ADZINOCHANKA
A Coral Vase

Ø11×18
2001, Belarus
KICB 2003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35



키 큰 원통을 사단으로 나누고 원래 바탕이 그랬던 것 같이 

보이는 잔잔한 줄무늬를 전면에 넣어 간결하면서 높은 밀도

를 함께 느낄 수 있다. 계획적으로 좁힌 몸통의 선과 다소 얇

은 입술은 둔중한 원통을 가볍게 들어 올려 전체 모습을 경쾌

하게 만들었다. 백색 소재에서 오는 긴장감은 맑고 투명한 유

층 밑에 베푼 줄무늬로 완화되고 선과 면을 맺고 끊음에서 점

토다운 질감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느낌은 조선백자의 조형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This tall, cylindrical vase is divided into four parts 

horizontally, and the horizontal striations seem as if they 

are a natural part of the background. Thus, this piece has 

a high density that can be readily sensed. The precise vertical 

striations converge under the transparent glaze. 

The intersections of the lines and planes reveal the softness of 

clay. All these feelings are associated with the pottery-making 

spirit of Joseon while porcelain.

      

이영호

백자양각 줄무늬 마디병

Ø17×33

2006, 한국

200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

LEE Youngho
White Porcelain Bottle with Raised Carving Line Design

Ø17×33
2006, Korea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2007 Grand Prize



순도 높게 정제되어 뛰어난 백색도와 매끄러운 질감을 통해 

백자 본연의 느낌을 살리고, 넓게 물레 성형한 원통형의 기형

을 다각으로 구획한 후 면을 깎아 주었다. 기물의 성형에서 

굽을 높게 만들어 기물의 바닥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굽바닥은 일정한 크기를 규칙적으로 도려내어 그곳의 빈 

공간이 은근히 드러나도록 의도하였다. 면과 선으로 구획된 

기물은 빛에 의해 서로 호응하며 특별함을 나타낸다. 한국적 

조형 정신을 21세기에 융화시키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조된 

작품이다.   

The striking whiteness of a pure, concentrated refining 

process and smooth texture impart the feeling intrinsic to 

white porcelain. HAN threw a wide, cylindrical vessel on 

the potter’s wheel, divided it into multiple sections, and cut 

parts of the sides away. In shaping the vessel, he made the 

legs high to raise the piece high above the surface on which 

it stands. To make the legs, the maker regularly cut out even 

amounts of clay at the bottom with the intention of quietly 

revealing empty space. This vessel is effectively composed of 

planes and lines that respond to each other by light and reveal 

the uniqueness of this piece. The maker applied the Korean 

pottery-making spirit into the 21st century to create a vessel 

of a new form.

한정용

백자 수반

Ø30×12
2008, 한국

2009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

HAN Jeongyong
White Porcelain Basin

Ø30×12
2008, Korea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2009 Grand Prize 39



Designated as Living National Treasure in 2013, MAETA 

Akihiro makes white ceramics in simple shapes that he can 

express himself. A plane creating a simple yet calm silhouette, 

the subtle color of white porcelain with a slight bluish tint 

in its voluminous shape, and the reflection and absorption 

of light are in a delicate contrast that exudes an uncommon 

charm and beauty.

      

2013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에타 아키히로는 단순한 형

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하얀 도자기 작품을 만

든다. 단순하면서 고요한 실루엣이 만들어지는 면과 풍부한 

형태 속에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백자의 은은한 색조와 빛의 

반사와 흡수가 섬세하게 대조되어 매력을 발산한다.    

      

마에타 아키히로

면이 있는 백자 단지

Ø17×40
2001, 일본

200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MAETA Akihiro
Jar with Faceted Sides

Ø17×40
2001, Japan
KICB 2003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41



EASTMAN has said of his own work "Part of the reason for 

making works (in fact a very large part of the reason) is 

to see things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 to build something 

that I cannot fully understand or explain." He uses the vessel 

as a subject - "to give meaning and form to an expression." 

A vessel’s shape distinctively reveals architectural structure, 

spatial division between the interior or exterior, and 

a spectrum of soft colors. Spaces divided by straight and curved 

lines are connected using geometric and organic lines in 

a natural way. Diverse tones and colors, and free structural 

expression impart a mysterious yet elegant feeling.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한다는 작가의 작품

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와 형태를 주기 위해 용기를 

만든다. 기의 형태 안에서 건축적인 구조와 내외면을 구분하지 

않는 공간 분할, 이어지는 부드러운 색상이 돋보이며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어진 공간은 기하학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톤과 색감, 자유로운 구조

적 표현을 통해 신비감과 우아한 느낌을 전한다.    

      

캔 이스트만

모든 것

48×50×55
2000, 영국

200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Ken EASTMAN
All the Things

48×50×55
2000, England
KICB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Gold Prize 43



다양한 크기의 얕은 접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며 발견하는 

자연의 규칙을 표현했다. 반복적으로 불규칙한 톤의 백색 

유약으로 처리한 기벽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접시 테두리는 자연스러운 흙의 느낌과 조화를 이룬다.     

Through a set of shallow dishes, Beth WYLLER expressed the 

rule of nature we come to understand as we live. The unglazed 

terracotta rim imbued with the natural feeling of clay is 

in harmony with the walls of irregular tone of soft whiteness.

베스 와일러

얕은 접시

Ø48×12
2002, 노르웨이

200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Beth WYLLER
Shallow Dishes

Ø48×12
2002, Norway
KICB 2003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45



로이스 맥그라센은 다양한 표현방식에서 얻어지는 표면 질감

에 주목한다. 특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뉴질랜드의 자연환

경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하는데 조형작업뿐만 아니라 

생활식기에도 작가는 질감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한다. 작가

는 작업의 다양성과 더불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공로를 인

정받아 1989년 영국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받았다.  

Royce MCGLASHEN focuses on surface decoration and 

textures using a wide range of techniques. He seeks to tell 

stories about his New Zealand environment and his life 

experience either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through 

not only ceramic sculpture but functional tableware that 

prominently feature textured surfaces and shapes. 

In 1989, Royce McGlashen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for services in pottery and 

teaching.

      

로이스 맥그라센

하늘의 메시지

13×12×43
2004, 뉴질랜드

Royce MCGLASHEN
Messages in the Sky

13×12×43
2004, New Zealand



기하학이란 선의 순수함, 조형, 단순함, 절제, 효율성, 명쾌

함을 의도적으로 미니멀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 설치

작품은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받은 완벽한 형태의 반구체, 입

체감, 양감을 통하여 원과 정사각형, 세모꼴, 직선, 점 등의 

평면적인 기하 형태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탐구한다. 

재료의 제작 과정에 있어 일반적인 물레성형이 아닌 밀대를 

사용하여 얇은 점토판을 만든 후 몰드틀의 내벽에 눌러서 

특징적인 반구형으로 형상화하여 표면에 깨끗함과 부드러운 

촉감을 전한다.    

Ann VAN HOEY applies geometry in her ceramics to 

minimally show the purity of lines, formative beauty, 

simplicity, sobriety, efficiency, and lucidity in a deliberate way. 

Inspired by Japanese origami technique, VAN HOEY seeks 

tension between two-dimensional geometric forms such as 

a circle, a square, a triangle, straight line, and dots through 

a perfect hemisphere, sense of volume, and massiveness. 

Instead of wheel throwing, she uses a rolling pin to make thin 

clay slabs and then shapes the panels into her signature half 

spheres by pressing them against the inner walls of plaster 

molds to create a clean, smooth effect.

      

안 반 호이

기하학에 대한 탐구

가변설치

2007, 벨기에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Ann VAN HOEY
Etude Geometirique(Geometric Study)

Installation
2007, Belgium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49



구스타보 페레즈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대칭적인 구조, 정

교한 장식 요소가 특징이다.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표면

이 매끈하고 대칭적인 모양의 다양한 용기를 만든다. 그의 작

품이 품위를 갖는 것은 매우 정교하게 새겨진 선과 장식들 때

문이다. 평행선, 붓글씨체, 기하학적 형체 등을 표면에 새겨 

넣는다. 실험적이지만 도자의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구조

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식된 그림과 일체가 되도록 작품을 만

든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건축학적 요소와 기하

학적 패턴을 작품에 투영시켜 다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Gustavo PÉREZ's ceramics are distinguished by their 

simplicity and symmetry, and exquisite decoration. He makes 

vessels of simple, symmetrical forms with smooth surfaces. 

Their elegance is due to the precision of the incised lines 

and decorative patterns. He incises parallel lines, calligraphic 

strokes, and geometric forms into the surface. His works are 

experimental yet still adhere to the basics of ceramics. 

For this reason, his vessels have the stable architecture of 

forms, which support decorative drawings on the surface. 

Although he does not use diverse materials, Gustavo PÉREZ 

expresses a variety of images by applying architectural 

elements and geometric patterns into his vessels.

      

구스타보 페레즈

무제

31×15×23
2004, 멕시코

Gustavo PÉREZ
Untitled(Vessel)

31×15×23
2004, Mexico 51



검은색의 두툼한 타원기둥 모양의 도자기에는 흰색과 은색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진듯한 흔적을 보

여준다. 각각의 흔적을 추적하는 동안 그 선들은 하나로 통합

되어 기의 형태를 이룬다.    

NISHIKAWA Masaru expresses the paths of drops on a black 

background by drawing fine and curved lines of white and 

silver. They are intergrated into the locus while tracing each 

trail to make a shape of a vessel.

니시카와 마사루

물방울의 궤적

55×44×25
2008, 일본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NISHIKAWA Masaru
The Locus of Drops

55×44×25
2008, Japan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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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that communicate messages and the sensitivity 

of the maker through contemplation are presented. 

Messages are contained in a painterly expressive way, 

reflecting the culture of modern society, and stories 

are contained in the form of ‘vessel.’ Focusing on 

expression rather than functionality, these works 

interact with the viewer, enabling the viewer to read 

imagination and metaphorically connote the meaning 

of the maker. 

사유를 통한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성을 담아 표현

한 작품을 소개한다. 회화적 표현으로 메시지를 담거나, 

현대사회문화를 반영한 주제, 상징적 개념으로 ‘기’ 형식 

안에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다. 쓰임이 아닌 조형적 표

현 의도를 중심으로 보는 이와 상호작용하며 상상력과 

은유적으로 내포한 의미들을 읽을 수 있게 한다.

Chapter2. 
Sense of telling stories

2부. 
이야기를 담는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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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

전은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부분을 구분해서 작품을 공모했었

다. 본 작품은 2001년 국제공모전을 진행한 이후 최초로 생

활도자 부문에서 선정된 대상작이다. 도자와 조각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작가는 생활과 조형의 영역을 절

반씩 점유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도자기의 고유한 형태

와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전통에서 탈피한 비대칭의 조형성

을 보여준다. 나누어진 반쪽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가 되고 그 

결과물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작품의 제작 과정은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 메시지를 던지

고 있으며, 도자예술의 중요한 쟁점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바

라보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ICB, the Grand Prize was awarded for 

a vessel in the category of Ceramics for Use. 

While traditionalists think of the vessel as a symmetrical 

form - one side reflecting or mirroring the other side - Mr. 

BARDE cut in half bowls of various shapes and meticulously 

fitted dissimilar halves onto each other. When the different 

halves were united to create a single seamless vessels, the form 

was once again whole and beautifully functional. By joining 

separate profiles together to make a united whole, this piece 

delivers a message to our modern society beset by strife and 

conflict and makes us think.

      
  

      

필립 바드

얼굴모양 용기

가변설치

2004, 스위스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Philippe BARDE
Human Bowl Faces

Installation
2004, Switzerland
KICB 2005 International Competition Grand Prize 57



브리짓 비요르슨은 소금유약이 시유된 생활도자를 주로 제작해

왔다. 기의 형태를 빌어 회화적인 표현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

하는 이 작품에서도 공예가로서 작가의 기술력이 돋보인다.     

Birgitte BÖRJESON has done salt-glazed functional vessels. 

She communicates a message through the form of a vessel, 

and her craftsmanship is readily evident in this vessel.

      

브리짓 비요르슨

선과 악의 큰 그릇

Ø58×42
2000, 덴마크

200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Birgitte BÖRJESON

Big Bowl, The Good and the Evil

Ø58×42
2000, Denmark
KICB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루퍼트 스피라는 도예가로서도 유명하지만 영적인 글을 쓰는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다. <시가 쓰여진 그릇>은 물레로 잘 

다듬어진 흑색의 그릇 표면에 시를 새겨 넣은 작품이다. 시는 

표면에 긁어서 쓰거나 표면에 돌출되도록 찍어서 썼는데 문

자를 암시하는 섬세한 문양으로 보인다.

작가의 작품은 시를 낭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구체화되지 않

은 문자는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시구를 떠올리게 한다.      

Rupert SPIRA is a famous potter and a well-known spiritual 

author. This is an open bowl incised with a poem on the black 

surface, and it was well shaped on the wheel. The poem was 

either incised into the surface or embossed under the glaze. 

The poem looks like a delicate pattern of words.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read the poem written on Poem Bowl, 

the abstract patterns of words remind the viewer of verses 

incised in his or her own mind. 

      

루퍼트 스피라

시가 쓰여진 그릇

54×57×21
2003, 영국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Rupert SPIRA
Poem Bowl

54×57×21
2003, England
KICB 2005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61



Gwyn HANSSEN PIGOTT uses the most traditional 

pottery forms to create sculptural artworks that reveal new 

perspectives. Still Life Group is an installation work which 

was given life by her understanding of ceramic objects, 

the collective appearance of a group of pots, and a sense of 

the space between pots. Remembrance represents a group of 

family members that seem like silent mourners through pale 

celadon and white porcelain, and open forms willing to give 

that constitute members of the family. These vessels look sad, 

yet their constantly changing appearance in response to light 

suggests that there is hope.

      

‘기器’라는 기존 도자공예의 전통적 범위에서 그것을 이용한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예술작품을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도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용기로 ‘정

물 그룹Still Life Group’ 설치작업을 통해 도자사물에 대한 인식, 

전체적인 모습, 공간에 대한  감각으로 작품에 생명을 부여한

다. <기억>은 한 그룹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창백한 

청자, 흰빛, 주고자 하는 열린 모습을 통해 침묵의 애도자들

을 연상하고 있다. 이들은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빛을 통해 

그릇들이 변화해 가는 모습은 희망을 암시한다. 

그웬 한센 피곳

기억

가변설치

2003, 호주

Gwyn HANSSEN PIGOTT
Remembrance

Installation
2003, Australia



단아한 백자 용기를 통해 눈 덮인 겨울의 정경을 표현한 작품

이다. 기물 표면에는 눈으로 덮인 대지의 풍경 같은 미묘한 

굴곡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컵과 화병 등을 함께 구성하

여 배열함으로써 용기의 기능을 넘어 묵묵하고 여유로운 겨

울의 느낌을 전달하는 조형성을 확보한 작품이다.

이용필 작가는 자연을 주요 테마로 삼아 온 도예가이다. 자

연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나란히 늘어놓거나 중첩시키는 배열

법으로 독특한 공간을 조성한다. 눈 덮인 겨울 숲을 상징하는 

흰색 컵과 화병들은 간결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릇이란 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릇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Winter Still Life depicts a snow-white winter scene through 

pure white porcelain. On the surface of the vessels are 

smooth, subtle, exquisitely expressed indentations, which are 

reminiscent of snow-covered land. The cups and vases that 

comprise Winter Still Life become very expressive as a work of 

art beyond functional vessels, imparting a feeling of quiet and 

relaxed winter.

      

이용필

겨울 정물

가변설치

2001, 한국

200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LEE Yongphill
Winter Still Life

Installation
2001, Korea
KICB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Gol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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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 김정화는 2000년 중국 청화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8년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쳐 우리나라와 매

우 인연이 깊은 작가이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인 백자

를 사용하여 수명 주기, 성장, 조용한 변화, 여운이 남는 매

력, 부드러운 바람, 바람의 완성도 같은 일련의 작품을 만든

다. 본 작품은 “생명은 쉬지 않는다生生不息”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삶이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삶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

름다운 순간들을 작업에 영구히 담아내고자 했다. 삶과 자연

의 세밀한 부분을 가장 순수하고 섬세함을 대변하는 백자를 

바탕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은유적인 예술적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다.  

JIN Zhenhua, a Chinese ceramic artist, has close connections 

to Korea. She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8. She previously graduated from Tsinghua 

University in 2000. Using white porcelain clay, which is her 

favorite material, JIN created a series of works: Lifecycle, 

Growing, Quiet Change, Lingering Charm, Gentle Wind, 

and Completeness of the Wind. This work started with her 

interest in the subject of life called Circle of Life. 

Its meaning is that life seems tranquil but in fact is constant 

flux. She wanted to crystalize beautiful moments of the 

process of birth of life and its growth permanently in her 

works. Using white porcelain, which represents the utmost 

of purity and the exquisiteness, she expressed the implied 

meaning of the most detailed part of human life and nature 

in metaphoric art form.      

진쩐훠

생명은 쉬지 않는다

가변설치

2006, 중국

200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선

JIN Zhenhua
Imperishable Vitality

Installation
2006, China
KICB 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Honorable Mentions 67



생활용기 위주의 백자를 만드는 작가는 색상이나 조형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매우 숙련된 물레작업으로 그릇을 만들고, 

물레작업 후 손으로 다듬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

인다. 선인장의 줄기나 기둥을 모티브로 백자의 단아함과 순

백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작지만 강인한 다양한 형태를 지닌 

용기 시리즈를 보여준다.     

  

MOON Byungsik makes functional white porcelain vessels. 

He refines vessels by highly-skilled throwing on the wheel and 

finishing with hands afterwards. Using trunks and stems of 

cacti as motifs for his works and combining the elegance and 

pure white image of white porcelain, MOON creates a series 

of containers in small yet imposing, diverse shapes. 

      

문병식

선인장

가변설치

2016, 한국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MOON Byungsik
Cactus

Installation
2016, Korea
KICB 2017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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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가 샘 청의 <찻주전자>는 구름을 형상화하여 추상적

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 속 구름은 불멸과 장수를 나타내

는 상서로운 상징이다. 작가는 구름을 한국과 미국 문화 사

이에 떠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은유로 채택했다. 구름의 

유동적 성격은 작가가 이문화적 정체성의 유동성을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과거로의 탈피와 동시에 전통의 여운을 남

겨두고 있다.     

Sam CHUNG, an American artist, embodied clouds to create 

this abstract piece. He references cloud imagery to produce 

abstract pottery forms. Clouds in his ceramics are auspicious 

symbol that is believed to have immortality and longevity. 

Clouds are a metaphor of his identity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lture. The floating clouds are similar to the way 

CHUNG recognizes the flow of cross-cultural identity, while 

leaving lingering imagery of tradition and at the same time 

escaping from the past.

      

샘 청

찻주전자

19×10×16
2002, 미국

Sam CHUNG
Teapot

19×10×16
2002,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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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여러 개 겹쳐 부피감과 입체감을 표현

하며, 이를 통해 추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적인 형태와 

더불어 화려한 색상은 입체파의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주전

자의 실용적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조형성과 장식성을 두

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John GILL creates voluminous and three-dimensional feeling 

by overlapping geometric forms, through which he expresses 

abstractness. Geometric form and bold colors conjure up 

images of Cubist paintings. By de-emphasizing the function 

of a teapot, John GILL accentuates its sculptural and 

decorative elements.

존 길

주전자

26×20×33
2004, 미국

John GILL
Kettle

26×20×33
2004, America



같은 형태의 붉은빛 주전자와 푸른빛 주전자가 한 쌍을 이루

는 작품으로 저화도 유약을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 

작품이다. 저화도의 화려한 색상과 패턴, 손잡이와 굽 등 주

전자의 구성요소를 작가가 추구하는 디자인적인 감각과 색채

감, 장식적인 표현을 부각시켜 시각적 유쾌함을 전한다.      

Composed of a pair of a reddish and a bluish teapot of similar 

shape, this work was glazed and fired at low temperature. 

Elements of a teapot including bold colors fired at low 

temperature and the patterns, handle, and foot shed light on 

the maker’s sense of design, color, and decorative expression, 

which all together make for a work that is a joy to b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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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베가스

파란색 찻주전자

26×8×25
2004, 베네수엘라

Wolfgang VEGAS
Blue Teapot

26×8×25
2004, Venezuela 77

볼프강 베가스

오렌지색 찻주전자

28×8×27
2004, 베네수엘라

Wolfgang VEGAS
Orange Teapot

28×8×27
2004, Venezuela



전반적인 형태와 푸른색 몸통에 그려진 기하학적 무늬는 작

품의 제목처럼 우주선을 연상시킨다. 구불구불한 손잡이는 

푸른색 몸통과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은색으로 사

이버틱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자연스레 아래쪽으로 기울어

진 주전자의 모습은 구부러진 은색 손잡이를 따라서 금방이

라도 주둥이를 통해 물이 흘러나올 것처럼 보인다. 작가의 상

상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As does the title of this work, the overall shape and geometric 

patterns drawn on the blue body conjure up a spaceship. 

The bending handles create unique harmony with the blue 

body, and the bold silver brings up a feeling of cyberspace. 

The shape of a teapot inclining downwards in a natural way 

and the bent silver handle suggest that water can flow down 

through the spout at any time. The imagination and wit of 

the maker are readily apparent.

      

폴 카두

파란색 우주선

23×18×20
2005, 영국

Paul CARDEW
Small Flying Saucer in Blue

23×18×20
2005, England 79



세 개의 주전자가 쌓여 있는 형태이며, 몸통 전면에 그려진 

도자기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테라코타 기법을 

사용하여 저온에서 소성된 이 주전자는 두께는 얇지만 부피

감과 입체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작품 전체에 반복되는 색상

과 문양이 독특한 형태와 함께 조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In the shape of three stacked teapot forms, this piece also 

looks like pots rendered in two dimensions on the entire 

body being stacked. Fired at low temperature, this terracotta 

teapot has thin walls but is extremely voluminous and 

three-dimensional. The colors and decorative patterns that 

repeatedly appear on the entire body together with the unique 

shape accentuate the sculptural aspect of this work to the 

fullest.

게일 부쉬

수로

15×6×21

2005, 미국

Gail BUSCH
Waterway

15×6×21
2005, America



구메이춘은 1966년 중국 이싱출생으로 찻주전자의 예술성을 

중심으로 작업했다. 중국의 전통적인 찻주전자 자사호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제작한 작품이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작품으로 작은 자사호 부조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Born in 1966 in Yixing, China, GU Meiqun’ work focuses 

on the artistry of teapots. This piece embodies the traditional 

Chinese Yixing zisha (“purple sand”) teapot. Small zisha tea 

pots attached to the main body make this teapot distinctive. 

This teapot can be used actually to serve tea.

구메이춘

함께해요

31×19×18
2005, 중국

GU Meiqun
Get Together

31×19×18
2005, China



This section features works created through a series 

of exploration into pottery-making process such as 

clay, firing, and decorative technique, among diverse 

elements for expressing ceramics. There are those 

from the East and the West including those made by 

heritage technique to be done by laminating different 

colored clays together, those based on traditional 

technique of each nation and locality, and those 

that reveal the unique color of the maker that has 

been gained in the course of long, hard training in 

techniques of pottery-making.

도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 중 흙, 소성, 장식법 등 제

작 과정 일련의 탐구를 통해 만든 작품들이다. 다른 흙 

재료를 결합해서 만든 연리문 기법으로 표현한 동서양 

작품과 각 나라의 전통기법이나 지역성, 도자기를 만드

는 기술적인 수련의 과정으로부터 작가만의 독특한 색

을 드러낸 작품들을 만난다. 

Chapter3. 
Sense of expressing with color 

3부. 
색이 그려낸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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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 수석 장인인 장파치앤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지역적 맥락을 담는 작업

을 계속해왔다. 중국 이싱의 전통적인 자사호를 테마로 전통

과는 거리가 먼 독특한 작품을 만든다. 본 작품은 찻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받침대로 이루어지는데 찻주전자의 입은 미래

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며 먼 곳을 응시하는 듯 살짝 위를 

향하고 있다. 고목처럼 보이는 받침대는 중국 태호지역에서 

나오는 복잡한 형태의 기석인 태호석太湖石을 본뜬 것이다. 

태호석 모티프를 사용하면서부터 실용적인 기능을 유지하면

서 동시에 매우 장식적인 자사호의 독창성이 시작되었다.

ZHANG Faqian, a master artisan of China, creates ceramic 

works that embrac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 

with focus on the connection between humanity and nature. 

Although ZHANG’s works use a traditional Chinese zisha 

teapot as a theme, they are still extremely unique. This piece 

is comprised of a teapot, cup, and saucer. The mouth of the 

teapot points slightly upward as if gazing at a place far away, 

implying that there is hope for the future. The saucer looks 

like an old tree and is imitative of the ugly and fantastically-

shaped Taihu stone produced in the Taihu region of China. 

The use of Taihu stone as a motif allowed for the creation of 

zisha teapots that are truly original and extremely decorative 

but still completely functional. 

      
      

      

장파치앤

바람

23×13×25
2005, 중국

200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ZHANG Faqian
Wish

23×13×25
2005, China
KICB 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86



The shape of this jar is somewhat unusual for Buncheong. 

The body is tall and handsome, but the mouth area is cross-

sectionally twisted into an ‘S’-shape, making the whole shape 

of this jar stronger and full of energy. The entire surface is 

evenly covered with thin white slip. Lines and dots were 

then made with very fast brushstrokes to create an abstract 

plant-like design. The design seems almost as if it had been 

made with fingers with ease, invoking an emotional feeling.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of texture that is created by 

use of thin white slip under the transparent glaze, this piece 

would be even more impressive and richer if clay, slip, and 

glaze of more distinctive and contrasting shades had been 

used.

      

보통 분청항아리의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변형된 형태로서, 

몸통은 늘씬하지만 입술부분을 'S'자로 뒤틀며 꺾어 올려 전

체의 모습은 힘 차 보인다. 묽은 백화장토를 전면에 일정하게 

씌우고 아주 빠른 솜씨로 초화문 같이 보이는 선과점을 몇 가

닥 쳤는데, 마치 손가락으로 쓱쓱 그은 듯하여 나름대로 서정

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투명한 유약 밑에 보이는 묽은 백화

장토와 바탕흙과의 질감의 차이를 이 작품이 처음부터 의도

한 것이지만, 바탕흙과 화장토, 유약이 각각 개성적이었다면 

질감에서 오는 감동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인수

분청조화 초화문 항아리

Ø30×30
2006, 한국

2007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은상

LEE Insu
Buncheong Ware Jar with Incised Plant Design

Ø30×30
2006, Korea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2007 Silver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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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man upholds the tradition of Joseon buncheong 

but creates buncheong by a new method. His buncheong is 

sculptured simply and clearly without exaggeration and shows 

balance of proportion. He uses inlay technique to decorate 

rectangular vessels that retain traces of wheel throwing. 

He incised leaf and branch patterns into the surfaces of 

this work and applied white slip with a coarse brush. 

The proportions of the body and narrowing mouth area 

slanting upward are in appropriate harmony. The surface 

has attached clay slabs that give the appearance of a vertical 

or horizontal mosaic in a way that makes the entire vessel 

balanced. Areas with uneven traces of wheel throwing, 

the light and shade of the white slip, and quiet change made 

by the diagonal leaf branch patterns seem to have realized

the concept of simplicity and moderation characteristic of 

Korean ceramics.

      

우리 옛 분청의 그것을 계승하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

하고, 조형적으로 과장되지 않고 단순 간결하여 순조로운 비

례를 보인다. 물레의 흔적을 그대로 이용하여 떼어 붙이기 방

법으로 만든 직육면체를 기본으로, 다소 거칠며 성근 상감기

법으로 잎가지를 새겨 넣은 후, 거친 붓으로 백토를 찍어 바

르는 방법을 구사하였다. 몸통의 비례와 좁아들며 경사지게 

처리한 입 부분의 비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그 표면을 

수평수직의 모자이크 같은 점토 판을 구조적으로 잘 조화시

켜 전체를 균형 있게 만들었다. 물레 흔적의 요철과 또 그 요

철 부분을 염두에 둔 백토의 농담, 사선으로 친 백상감 잎가

지로 조용한 변화를 준 것은 우리 도자기 표현 방법에서 특별

히 구분되는 아낌과 절제의 개념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만

담

15x9x17, 10x9x27
2004, 한국

2004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대상

KIM Sangman
Dam

15x9x17, 10x9x27
2004, Korea
The Beautiful Korean Ceramics Competition 2004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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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이 청자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

분 중 하나는 빛깔이다. 그는 청자 고유의 빛깔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코발트, 크롬, 철 등을 유약에 넣지 않거나 소량만 넣

어 연하고 은은한 하늘빛의 청자를 제작한다. 본 작품은 무균

열 청자토와 유약을 사용한 무균열 청자로, 면 깎기 한 후 매

화문양을 백상감과 진사상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CHO Seyon believes that col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creation of celadon porcelain. In order to 

achieve the unique color and brilliance of his celadon 

porcelain, CHO Seyon adds small amounts, if any at all, 

of cobalt, chrome, and iron, which produce subtle, light blue 

colors.

      

조세연

청자상감매화문병

Ø29×31
2006, 한국

CHO Seyon
Celadon Bottle with Inlaid Ume Flower Design

Ø29×31
2006, Korea 93



소금유약을 사용하여 특별한 색상과 질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광택이 없는 거친 표면의 효과가 작품 전반에 균형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 새 부리와 같은 푸른색 주둥이와 극단적으로 

꺾여 있는 손잡이는 몸통의 황색 직선 무늬와 조화롭게 어우

러지고 있다. '기器'의 기능적인 면모와 함께 개성 있는 색상, 

질감, 형태를 통해 조형성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Using salt glaze, Hans BÖRJESON expresses unique color 

and structure. The effects of the lusterless coarse surface are 

revealed throughout her work with balance. The blue spout 

that looks like a bird’s beak and the angled handle are 

in harmony with straight, yellow linear pattern on the body. 

This piece shows sculptural characteristics through color, 

texture, and shape together with the functional aspects of 

a ‘vessel.’

      

한스 비요르슨

주전자

43×15×31
2004, 스웨덴

Hans BÖRJESON
Jug

43×15×31
2004, Sweden



영국에서 석기점토를 처음 접한 한스는 1980년대 초 소금유

약을 알게 되면서 그 특징과 색채를 표현하는 데 노력한다. 

소금유약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는 끝없이 

새로운 생각과 자연에 순응하는 길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가는 

주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보완 및 수정을 거듭하며 

작가만의 작품세계를 이루어간다. 본 작품은 소금유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을 하나의 그릇 안에 

표현해 내고 있다. 브리짓 비요르슨과 함께 소금유 생활도자 

제작을 시작했던 그의 작업은 점차 소금유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조형적인 기器로 옮겨가고 있다.     

  

Since the early 1980s, when he fired his first salt-glazing 

kiln, Hans BÖRJESON has worked to express special colors 

and textures possible by the salt technique. Salt glazing 

sometimes yields unpredictable results, which leads the maker 

to think out new ideas endlessly and adapt himself to nature. 

BÖRJESON generally makes domestic ware and is extremely 

willing to use complementary processes and revise processe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This way, BÖRJESON builds 

his own world of art. This work shows a variety of colors and 

textures that can be expressed by salt glazing. His salt-glazing 

stoneware, which he started creating together with his wife 

Birgitte, is gradually becoming more and more expressive, 

maximizing the effects of salt-glazing. 

      

한스 비요르슨

정방체 No.1
45x45x8
2001, 스웨덴

200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Hans BÖRJESON
Squares No.1

45x45x8
2001, Sweden
KICB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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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재료, 심미감의 상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물레로 

특이한 형태의 둥근 사발을 만든다. 작가는 편안하면서도 아

름다운 그릇, 일상적 평범함을 넘어 감동을 주는 그릇을 만드

는데 노력한다. 표면에 기포가 나타나 시각적, 촉각적인 효과

를 띠며 자연스러움을 담아 일상성을 넘는 감동을 준다.  

      

The subtle interplay of technique, materials, and aesthetics is 

essential to works by Gail NICHOLS. She makes generously 

rounded, eccentric vessels, thrown and manipulated, 

with lush dimpled surfaces, inviting tactile as well as visual 

responses. Her pieces are not just pretty things to look at; 

they have a powerful beauty that quietly overwhelms, beyond 

the ordinariness of existence.

      

99

게일 니콜스

부다왕 용기 시리즈 #1
40×36×21
2006, 호주

200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Gail NICHOLS
Budawang Bowl Series #1

40×36×21
2006, Australia
KICB 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색색의 얇은 자기점토 조각들을 이어붙인 이 작품은 섬세하

고 아름다운 패턴과 둥그런 사발 모양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

다. 부조로 조각된 양각 테두리를 지닌 원추형 형태는 약간 

색깔이 있는 자기 조각들로 만들어졌다. 작가에 의하면 구조

는 '현대 음악의 음표와 같은'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인 실체를 

형성하는 채색 도자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은 형태를 아

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촉각적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사발 모양의 사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문질러 닦아서 얇지만 단단한 표면을 형성하고 빛을 흡수해 

반투명 도자기가 된다.  

Made from very fine strips of pigmented porcelain, 

EVERAET’s ceramics show harmony of delicate and beautiful 

patterns and round shapes. This cone-shaped bowl with 

a rim decorated by relief carving is made of lightly pigmented 

porcelain pieces. In her statement, EVERAET wrote: 

“A structure comes into being by means of little coloured 

porcelain strips, which form a rhythmical, dynamic entity, 

such as ‘the notes of a contemporary piece of music.’ 

They do not beautify the form but become the structure in 

itself, a structure that also can be detected in a tactile way. 

The bowl-shaped objects are not glazed but rubbed down and 

polished up, as a result of which they capture and absorb 

the light through the thin but hard parchment skin. This turns 

them into frighteningly fragile and translucent porcelain 

objects.” 

미크 에비라트

파편

Ø16×7, Ø14×7
2000, 벨기에

Mieke EVERAET
Fragments

Ø16×7, Ø14×7
2000, Belgium 101



덴마크의 주요한 도예가인 한스 뭉크 안데르센의 대표 작품

이다. 파스텔 색상의 모자이크 같은 패턴이 특징인데 네리아

게와 유사한 기법으로 유색 포슬린 리본을 차근차근 쌓아 올

렸다. 한 단과 다음 단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올라가며 서로 

연관되어 있고, 기물의 외벽과 내벽의 패턴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자연이 성장하는 역학 원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This is a representative work by Hans MUNCK 

ANDERSEN, a famous Dutch ceramic artist. ANDERSEN 

created this bowl characterized by pastel colored mosaic-like 

patterns by gradually coiling clay in a spiral in a way that is 

similar to neriage, a Japanese method. A layer and the next 

layer build up spirally one after another and are connected 

continuously, and the patterns on the exterior and interior 

walls are also connected. This was inspired by the principle of 

natural growth dynamics.

     

한스 뭉크 안데르센

패랭이 꽃잎 무늬

Ø7×12
2000, 덴마크

Hans MUNCK ANDERSEN
Foliage Pink

Ø7×12
2000, Denmark



자넷 맨스필드는 1987년 예술과 도자기에 대한 공로로 호주 

훈장을 받았고, 1990년 호주 도자기 협의회 명예 상을 수여

함으로써 호주 도자기 분야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은 작가이

다. 점토와 장식, 기술, 호주의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자연적

인 색상과 질감을 연구하면서 석기 점토로 성형을 마친 후 소

성하는 과정에서 재와 화염에 의존하는 소금유약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 종 모양의 항아리 역시 소금유약을 활

용한 작품으로 표면의 질감이 특징이다.   

Janet MANSFIELD received the Order of Australia in 1987 

for her service in art and ceramics, and the distinguished 

Australia Council Emeritus Award in 1990 for her 

contribution to Australian ceramics. While studying clay 

and decoration, technique, natural color, and texture that are 

uniquely Australian, she made stoneware using salt glazing 

that depended on the ash and flame for glaze effects. 

This bell-shaped jar characterized by its surface structure was 

also salt glazed.

자넷 맨스필드

종 항아리

Ø23×26
2004, 호주

Janet MANSFIELD
Bell Jar

Ø23×26
2004,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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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턴과 색깔이 창의성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연다. 스텐

실을 사용하여 묽은 점토를 작품에 붙이고, 건조 후 스텐실을 

제거하면 점토에 무늬가 남는 '종이를 이용한 색 슬립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다. 이 기법은 촉감 있는 천 같은 질감을 부여

하며, 이 합은 일본적이고 전통적인 도자형식이 현대도자 안

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예라고 볼 수 있다.        

      

New patterns and colors open a gate to world of creativity. 

YAMAJI Kazuo uses ‘paper stencils and colored slips,’ 

a technique for surface design. When stencils are removed 

after the slip is dry enough to go into the clay, thin patterns of 

clay are created on the surface. This technique gives a textile-

like texture to the surface. This box shows that the values of 

traditional Japanese ceramics are duly being recognized within 

the realm of contemporary ceramics. 

      

야마지 카즈오

종이틀판문 합

Ø28×13
2008, 일본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YAMAJI Kazuo
Box with Cut Paper Stencil Minute Patterns

Ø28×13
2008, Japan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HOTATE Tsuyoshi is a contemporary ceramic artist. 

Based on traditional Japanese technique, he uses ‘colored slip 

and inlay’ to create contrast of white and black. The clay he 

uses has high iron content and turns black when fired. 

Then, he applies blackish slip to the surface with a sponge, 

carves linear patterns, and fills the engraved lines with white 

slip. He sands the pot once it is bisque fired and applies 

white slip to reveal unique beauty. The viewer can feel the 

differences in texture among the parts where the sponge 

was used, the parts unglazed, and the parts where glaze was 

sprayed thinly. The shape of this bowl shows the process of a 

flower blossoming.

      

호타테 츠요시는 일본의 전통 기법에 바탕을 둔 현대적 일본 

도예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채색 상감彩陶象嵌’을 활용하여 흰

색과 검은색의 대비 효과를 주고 있다. 번조 후 검게 발색하

는 금속을 포함한 흙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든다. 그 후 다른 

검은 화장토를 스펀지를 사용해 바르고 선각線刻하여 그 틈에 

흰 점토를 넣어 상감한다. 번조 후 점토를 갈아내고 하얀색 

화장토를 발라 독특한 미감을 드러낸다. 작품 표면에서 스펀

지를 사용한 부분, 유약이 없는 부분, 유약을 얇게 뿌린 부분 

세 가지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릇의 형태는 움츠리

고 있던 꽃봉오리가 차츰차츰 벌어져 활짝 꽃을 피우는 일련

의 과정을 담고 있다.        

      

호타테 츠요시

빛과 그림자

30×30×9
2019, 일본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우수상

HOTATE Tsuyoshi
Light and Shade

30×30×9
2019, Japan
KICB 2019 International Competition Excellence Prize



호타테 츠요시

빛과 그림자

53×53×22
2019, 일본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우수상

HOTATE Tsuyoshi
Light and Shade

53×53×22
2019, Japan
KICB 2019 International Competition Excellence Prize



스위스의 안드레아스 슈타인만은 수년 전부터 장식적인 생활

용기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창작해왔다. 그에게 형

태와 색채는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콜렉션 08>은 대칭과 

수평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정형의 기물 안팎을 원색과 무채

색의 선으로 장식한 작품이다.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의 결합

으로 동적인 변화가 극대화되고 활발한 미감을 느끼게 한다.        

      

Interested in decorative utilitarian vessels. Andreas 

STEINEMANN from Switzerland has created new vessels for 

years. To him, both shape and color are important element. 

Collection 08 is completely free from symmetry and 

horizontality. The colored and colorless lines running 

the entire circumferences of the inside and outside surfaces of 

the vessels accentuate the changes in movements and express 

a free and generous aesthetic sense.

      

안드레아스 슈타인만

콜렉션 08
가변설치

2008, 스위스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Andreas STEINEMANN
Collection 08

Installation
2008, Switzerland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Silver Prize 113



Presented are vessels that serve purposes of everyday 

living featuring ceramic designs that focus on 

the purposes and practical needs of the user, such as 

containing food, flowers, and tea. There is a saying, 

‘Crafts come from life and contribute to life, and 

the materials and forms of crafts are consumed in 

actual use.’ So, this section takes a closer look at works 

that have become a part of everyday living in the 

culture of modern society.

Chapter4. 
Sense of containing taste and 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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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과 밀접하고 기능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감각

의 기물로서 음식이나, 꽃, 차 등 사용자에게 목적과 실

질적인 쓰임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한 작품들

이다.  

‘공예는 삶으로부터 나오고 삶에 기여하며 공예의 재료

와 형식은 실제 사용 속에 소모된다’는 말처럼 현대사회

문화 속에 매일의 일상과 함께 자리한 작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 

4부. 
맛과 향을 담는 감각



정연택은 조선백자의 전통을 이어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교육

자로서 활동한 작가이다. 투명한 백자 본질의 색상과 주전자

의 조형적 요소를 함축한 찻주전자는 풍만한 몸체와 뚜껑의 

꼭지와 주구, 손잡이 디자인이 크고 작은 곡선과 균형 잡힌 

감각이 담겨있다.             

CHUNG Yountaeg is a renowned artist and professor 

of ceramic art. Upholding the tradition of Joseon white 

porcelain, he creates white porcelain suitable for modern 

society. This voluminous teapot embraces the transparency 

intrinsic to white porcelain and the formative elements of 

a teapot. The knob on the lid, spout, and handle form big and 

small curved lines and evince the maker’s sense of balance.

정연택

백자주전자

13×11×13
2002, 한국

CHUNG Yountaeg
White Porcelain Kettle

13×11×13
2002,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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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형태의 조약돌 같은 뚜껑과 간결한 타원기둥의 몸체, 

얇은 굵기의 원통형을 직선으로 과감하게 표현한 손잡이가 

돋보이는 자사호이다. 기하학적인 형태와 직선, 곡선의 비례 

및 조형적 요소가 쓰임에 맞춰 세련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This is a Chinese zisha teapot. Its pebble-shaped round lid, 

simple cylinder body, and thin cylindrical handle depicted 

boldly in straight lines make this teapot lookt striking. 

The geometric shape, proportions of straight and curved 

lines, and sculptural elements are applied in a balanced and 

harmonious way appropriate for its function as a teapot.

허지엔

주전자

15×10×16
2002, 중국

HUH Jian
Kettle

15×10×16
2002,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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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흑백의 찬합세트로 수납이 용이하

며 실용적인 제품이다. 포스터와 함께 연출되어 하나의 조형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This elegant black and white nest of boxes are designed for 

convenient storage. It is functional and at the same time

a great piece of figurative art with posters.

      

이도 마사노부

조우

가변설치

2006, 일본

2007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IDO Masanobu
Rencon

Installation
2006, Japan
KICB 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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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주전자의 

손잡이와 주둥이를 결합시켜 형태를 단순하게 만들고 표면을 

무늬 없이 흑백의 단색으로 처리해 그릇의 형태로 시선을 

모은다. 이색적 조형성과 독특한 기능성을 겸비한 이 작품은 

보는 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The old and the new' comprises a set in this work by 

IDO Masanobu. The handle and spout of a teapot are 

combined to make its form simpler, and no decoratioins are 

done on the surface, which is intended to draw attention 

of the viewer to the form. The unusual forms and unique 

functionality of this set evoke the curiosity of the viewer.

      

이도 마사노부

하나의

가변설치

2004, 일본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IDO Masanobu
Sole

Installation
2004, Japan
KICB 2005 International Competition Gold Prize

123



Mobile Tea Set is both functional and expressive. The cup and 

saucer are of different sizes so that the saucer fits in the cup. 

Disassembled, the box for this tea set becomes a tray. 

The petite cup and black white and bluish green colors all 

together impart a subtle feeling, adding poetic inspiration to 

the drinking of tea.

      

<이동할 수 있는 티 세트>는 기능적이면서 조형적인 생활도자 

작품이다. 찻잔과 받침 세트는 각각 크기가 달라 안으로 

완전히 포개지며, 이동용 상자의 조립을 해체하면 쟁반이 

된다. 찻잔은 아담한 크기와 형태로 흑백과 청회색의 색감이 

은은하게 어울려 차를 마신다는 용도에 시적인 감흥을 더한 

수작이다.        

      

안체 라인하르트

이동할 수 있는 티 세트

9×9×11
2003, 독일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Autje REINHARDT
Mobile Tea Set

9×9×11
2003, Germany
KICB 2005 International Competition Silver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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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도자 디자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덴마크 작가 

크리스틴 케져 옌보의 <열구 세팅>은 도자와 나무라는 두 가

지 자연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티 세트를 제작하였다. 기

물 바닥의 좁고 긴 굴곡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보이지만 사

실은 자연을 도식화한 디자인이다.    

     

Rille Setting by Kirstine Kejser JENBO from Denmark well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candinavian ceramic design. 

The artist produced this tea set by harmoniously using two 

materials from nature: clay and wood. The long narrow 

indentation on the bottom looks like a geometric pattern, 

but it is a simplified design of nature.

      

크리스틴 케져 옌보

열구裂溝 세팅

Ø47×25
2004, 덴마크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Kirstine Kejser JENBO
Rille Setting

Ø47×25
2004, Denmark
KICB 2005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127



서양식 테이블웨어의 놀라운 감각으로 논리적이면서 낭만적

인 느낌을 준다. 색채를 배제하고 줄무늬 양각과 점무늬 투각 

장식만으로 기형미를 살렸다. 단순한 기형과 장식은 은은한 

음영효과를 일으켜 음식을 담는 그릇의 고유한 기능에 흥미

와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각적, 촉각적 만족을 더하는 효과를 

준다. 세계화된 음식 문화의 변화된 식습관에 대해 탐구해 

가는 작가의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작품이다.         

      

This tableware is outstanding architecture for the table. 

A pure composition, logical and poetic, made for the visual 

and the tactile senses. The simple refined forms are 

as captivating as beautiful music, and they have interest and 

tension. With both perfect craftsmanship and sense of design, 

this is truly a fine work.

      

스테파니 헤링 에스링어

우아한 만찬

가변설치

2008, 독일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Stefanie HERING ESSLINGER
Fine Dining-Pulse

Installation
2008, Germany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Gold Prize



그릇의 형태에 어울리는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며, 코발트 안

료로 선 상감 문양을 장식한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

감을 배제하고, 산뜻한 선의 느낌과 제한된 색을 이용하여 표

현하며 간결하다. 세련된 미, 일상에서 사용하며 느낄 수 있

는 자연스러움을 담아낸다. 또한 각각의 피스가 모여서 하나

의 완성된 형태를 연출해 내는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유기적 구성이 특징적이다. 디자인의 요소를 녹여낸 

그릇의 실용성과 사용하는 이의 배치에 따른 식탁 위의 상차

림은 연출자만의 생각으로 다양하고 때로는 특색 있는 풍경

을 만들 수 있다는데 시선을 이끈다.        

  

This set is decorated with intertwining curved and straight 

lines that are entirely appropriate for the shapes of vessels and 

inlaid linear patterns filled with cobalt pigment. Excluding 

unnecessary decoration and bold colors, SAKAEGI Masatoshi 

makes a simple design using lines that impart a fresh 

feeling and uses color sparingly. His ceramic works embrace 

elegant beauty and naturalness that can be felt in everyday 

use. Individual pieces are assembled together to create one 

complete shape collectively, and organic composition where 

all elements are closely related is apparent in this work. 

Functionality embracing design elements and table setting for 

the user reflect the idea of the maker. The fact that only 

the maker can create a variety of scenes, sometimes very unique, 

draws the attention of the viewer.

      

사카에기 마사토시

접시와 소반 & 젓가락 받침 세트

가변설치

2001, 일본

200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SAKAEGI Masatoshi
Unit Plate, Chopsticks and Small Plate

Installation
2001, Japan
KICB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Silver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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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념일을 위한 테이블웨어 세트로 사용자의 기호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은색과 코발트의 

단순하지만 강한 선 장식이 돋보이며 그릇의 실용적 목적과 

독특한 기형이 결합된 창의적인 작품이다. 친숙함과 독특함

이 동시에 느껴지는 본 작품은 둥근 구들이 쌓이고 겹쳐져 

증식되는 것과 같은 형태와 도자기 표면의 도트 모양이 특색 

있다. 일반적인 그릇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과 크기, 

모양 등 다양함을 용기의 형태에 담아내 보여준다.    

      

This tableware set made for special events can be re-set 

depending on the testes of users and nature of the events. 

Colored in only silver and coblat blue, these pieces look 

simple but very decorative. The purpose of a vessel, that is, 

functionality, is well combined with this uniquely beautiful 

form, showing of the creativity of the artist.

      

나카시마 카츠코

축제를 위한 테이블웨어

79×24×14
2002, 일본

200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NAKASHIMA Katsuko
Tableware for Festival

79×24×14
2002, Japan
KICB 2003 International Competition Gold Prize 133



기하학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는 합 시리즈이다. 원기둥, 

구체, 육면체 등 조형 원리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디자인이나 원색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작가는 

규칙적이고 정리되어 있는 기형과 흰색과 붉은색 줄무늬의 

대비는 명쾌한 인상을 준다.        

This is a series of lidded boxes of geometrical shapes. 

They directly show shapes which are the basics of formative 

principles, such as the cylinder, the globe, and the hexahedron. 

The contrast between regularly arranged shapes and stripes in 

white and red gives impressions of being explicitly joyful.

      

이지혜

파티! 파티!

가변설치

2008, 한국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LEE Jihye
Party! Party!

Installation
2008, Korea
KICB 2009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5개, 3개 타원 형태의 깊은 그릇을 붙여 만들어 곡선의 양감이 

살아있다. 동일한 디자인의 크기 변화와 반복된 형태가 주는 

조형요소가 사용자에게 다양한 쓰임새 및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생활 오브제로서, 목적을 지닌 그릇으로서 다중의 역할을 담고 

있다.        

By joining five or three deep oval vessels, Matti SORSA makes 

a piece with vivid, voluminous curves. The same designs in 

different sizes and repeated forms remind the user of diverse 

functions and images of the vessel. SORSA’s ceramics serve 

multiple purposes, as objects to be appreciated in everyday 

living and as vessels for use.

마티 소르사

다중의 그릇

Ø24×14, Ø14×12
2002, 핀란드

Matti SORSA
Multipled Vessels

Ø24×14, Ø14×12
2002, Finland 137



현대적인 감각으로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작가가 

선보인 독특한 작품이다. 타원형의 기는 45도와 90도로 돌려 

제작되었는데 높이에 맞추어 그 각도를 달리했고 투각기법을 

사용해 장식했다. 이 형태는 이미 유리로 제작하여 독일 레오

나르도Leonardo사에서 시판되었다.        

      

This work by Martina ZWÖLFER is truly functional with 

an innovative and contemporary touch. These pieces are 

decorated with the kind of perforation patterns seem on 

old European porcelain. Each of the vases in the series has 

different proportions, suitable for different kinds of flower 

arrangements. This vase series in oval shape has already 

been presented on the market by Leonardo, a German glass 

company.

      

마르티나 즈볼페르

꽃병 W 시리즈-구멍

Ø13×33, Ø13×22
2006, 오스트리아

200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Martina ZWÖLFER
Series of Vases W-Perforations

Ø13×33, Ø13×22
2006, Austria
KICB 2007 International Competition Special Prize



Claire-Marie VERKOYEN affixed computer designed 

decorations on thinly cast porcelain vases and vessels. 

The outsides of the vases are unglazed.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echniques were used. The simple line-

decoration, which represents the stems of flowers, emphasizes 

the forms of the vases, which are their most important feature.

      
      

      

전통기법과 현대기술을 혼합하여 얇게 성형한 백자병에 컴퓨

터로 디자인한 장식을 넣어 제작한 작품이다. 이 단순한 선 

무늬는 꽃의 줄기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화병의 모양

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조화를 이룬다.  

클레어-마리 베르코옌

여덟 개의 꽃병

가변설치

2002, 네덜란드

200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Claire-Marie VERKOYEN
Eight Vases

Installation
2002, Netherlands
KICB 2003 International Competition Bronz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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