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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S
1. This is the catalogue for the Guest Country Exhibi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entitled,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co-hosted
by th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GMoCCA) and the Europrean Ceramic Work Centre (EKWC).
2. The artworks appear in the order that they- would be seen
in the exhibition, and there are 57 artworks in total.
3. The artwork photograph captions are labeled in the
order of artist, title of artwork, year of production, and
dimension of the work.
4. Dimensions are listed as length (l), width (w), height (h),
and depth (d). The diameter is indicated by the symbol Ø.
5. The images featured in the catalogue were either provided by
the artists/EKWC or newly photographed for the exhibition.
6. The names of the artists are transliterated into Korean as
they are pronounced in the Dutch language.
7. More information and videos related to the exhibition can
be found on the Biennale Online Platform (www.ki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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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President’s Message

CHOI Yun
President, Korea Ceramic Foundation (KOCEF)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술은 고통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전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훌륭한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ity, art allowed

Above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고를 확장하여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님과 귀중한 소장품을 대여해 주신

us to sublimate pain into hope and to grow. It was

gratitude to the artists, the Princessehof National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스키담 시립미술관, 이외

one of the key drivers that pushed us to expand

Museum of Ceramics, the Stedelijk Museum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예술이 지니는 의미와

대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시

the realm of our thinking and overcome our

Schiedam, and many more who graciously lent

초반부터 개최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주한 네덜란드

limits. The meaning and power of art in the age of

us their valuable artworks and collections. The

대사관과 몬드리안 펀드, 삼화페인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COVID-19 is truly significant, now more than ever.

exhibition was able to successfully open thanks

힘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코로나 시대, 세계도자

to your contributions. I would also like to thank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예술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도자

전폭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란티 챤 관장님과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all those from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예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 is opened with the hopes of providing a

in Korea, the Mondriaan Fund, and Samhwa

new blueprint for the art world in the age of

Paint who have so generously supported us from

모쪼록 이번 전시가 네덜란드의 현대도예의 스펙트럼을

COVID-19, and to create a place for solidarity so

the very first steps to the opening of this event.

특별히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와 한국에 소개함은 물론 향후 양국 간 다양한 층위의

that we can pool our efforts to overcome this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Director

한국과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교류와 화합의 예술 현장인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time of difficulty.

Ranti Tjan and the other staff members from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가초청전 <바다 너머

바랍니다.

연대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EKWC who have worked tirelessly to bring this
I am especially happy to present the KICB2021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을 유로피안 세라믹
워크센터(EKWC)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exhibition together.

Guest Country Exhibition, A Story Beyond the

2021년 10월

함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Sea: Dutch Ceramics Now, which is an event that

I sincerely hope that this exhibition can not

showcases exchange and friendship between the

only showcase the wide spectrum of Dutch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by KOCEF

contemporary ceramics the world over including

and the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Korea but also further spur cultural exchange

Ceramic Art (GMoCCA) in collaboration with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many different

the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EKWC) in

levels.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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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Congratulatory
Message

Joanne DOORNEWAARD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o Korea

네덜란드가 참여한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축하의 글을

그리고 시각예술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그 영역을 어떻게

It is my pleasure to write congratulatory words

of these efforts, the exhibition presents how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지난 20년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확장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이 전시가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the spectr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네덜란드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예술가와 함께 도예의 가치를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1 and the Dutch participation in it. Over the

Dutch ceramic arts is widening in connection

선보이는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의

도자예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past 20 years,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with paintings, design, and visual arts. In this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국가초청전 <바다 너머 이야기:

제안한다고 생각합니다.

Biennale has been a place that showcases

respect, I am convinced that this exhibition

the value of ceramic arts with various artists

not only shows ‘Dutch Ceramics Now’ but also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을 통해 네덜란드의 다양한 도예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되어 무척 기쁩니다.

한국도자재단과 EKWC,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전시를 만드는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Netherlands. I

suggests new opportunities to co-create the

데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m more than delighted to have this opportunity

future ceramic arts.

수백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도자는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특히 팬데믹 상황의 다양한 제약들 속에서도 이 특별한

to introduce a wide range of Dutch ceramics in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전시가 열릴 수 있도록 애쓰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the guest country exhibition A Story Beyond th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네덜란드 도자예술의 본질을 새로이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교 60주년을

Sea: Dutch Ceramics Now, celebrating the 60th

the Korea Ceramic Foundation, the European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맞아 열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지원하게 되어 진심으로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Ceramic Work Centre, and all those involved

네덜란드 작가 60명은 예술적 재료로서 흙의 가능성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60년의 우정을 기대하며, 저는

and the Netherlands.

in organizing this meaningful exhibition. I am

발견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과 탐구를 통해 이루어낸

이번 비엔날레의 국가초청전이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할

네덜란드 도자예술의 발전상을 보여줍니다. EKWC는 지난

것이라 확신합니다.

grateful for their efforts to make this special

50년 동안 도예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예를 더욱 넓은 범위에
적용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러한 노고를 기반으로

2021년 10월

이번 전시는 동시대 네덜란드 도자예술이 회화와 디자인

Over the last centuries and up until today,

exhibition possible, even during this pandemic

ceramic has been an important intermediary

with all its restrictions.

between different cultures. I firmly believe thi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the embassy of

exhibition will be a great medium that provides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supports this

an opportunity to discover and understand

exhibition at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the essence of Dutch ceramic arts. The broad

Biennale on the occasion of our 60 years

participation of about 60 Dutch artists displays

celebration. As we start the next cycle of 60

the development of Dutch ceramic arts with

years of friendship between our countries, I am

their constant experiments and exploration

certain that the Biennale and the guest country

of the possibilities using clay as an artistic

exhibition will further enhance our mutual

material. The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cultural exchanges in the future.

has been dedicated to encouraging innovation
in ceramic arts and its further application into

October 2021

a broader realm for over 50 years. On the basi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8

9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s

10

11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12

13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14

15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16

17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s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18

19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전시 서문 Foreword

란티 챤
유로피안 세라믹 워크센터(EKWC) 디렉터

네덜란드에는 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흙은

한스(Ineke Hans)가 포함된다. 20세기에 네덜란드 도자는

갤러리(de Witte Voet)와 카를라 코흐 갤러리(Carla

때문에, 다른 유명한 작가들은 그 외 여러 이유로 포함되지

대개 탄생지인 강에서 출발하여 긴 여정을 거쳐 온갖 크기의

하우다와 그 주변 지역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

Koch), 갤러리 테라 델프트(Terra Delft)와 같은 활발한

않았다.

작은 입자들을 품고 바다까지 떠내려간다. 네덜란드의

하우다 플라틸(Gouda Plateel)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활동을 하는 갤러리들 덕분에 네덜란드에서 미술과 긴밀히

흙은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의 흙만큼 곱지 않다. 네덜란드

문양의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공방이 수십 개 들어섰다.

엮인 도예의 입지가 다져질 수 있었다. 도예의 위상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몬드리안 펀드(Mondriaan

도자는 한국의 도자만큼 유서 깊지도 않고 다른 유럽

이중 몇몇은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로얄

1970년 이후 순수미술 작가들 사이에서 도예가 인기를

Fund)의 지원 덕분에, 그리고 여러 미술관 및 개인 수집가

국가들만큼 다양하지도 않다. 하지만 네덜란드 도자가 꽃피운

후드화근(Royal Goedewaagen)이 있다. 마지막으로

얻으면서 더 높아졌다. 해리 봄(Harry Boom), 디엣

특히 작가들이 작품을 대여해 준 덕분에 전시와 출판물

시기가 역사 속에 몇 차례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종류의

21세기 초반에 헤이넌 델프트 블라우(Heinen Delfts

비그만(Diet Wiegman), 아르만도(Armando)와 같은

간행이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세계

도자기는 델프트 블루(Delft Blue)라고도 알려진 델프트

Blauw)라는 신생 회사가 새로운 주자로 떠올랐다. 푸텐

작가들이 흙이라는 소재를 발견하고 탐구하기 시작했다.

최고의 도자 문화예술 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의 훌륭한

블라우(Delft Blauw)이다. 델프트 블루는 15세기와

공장에서 생산된 모던 델프트 블루 도자기는 암스테르담을

베티 우드만(Betty Woodman), 토니 크랙(Tony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6세기에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수입한 청화백자를 모방한

중심으로 총 여덟 곳의 매장에서 판매되며 관광객들의

Cragg),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를 포함한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20세기 초 하우다 지역에 수십 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리차드 휘튼(Richard

수천 명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EKWC의 레지던시에

도자 회사가 자리 잡았을 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Hutten), 헤이코 발스터(Heiko Balster)와 같은

참여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찾았고, 벨기에의 요한

미리암 쉐퍼(Mirjam Scheffer), 아드 판 리쇼우트(Ad

번째 전성기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로, 많은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세대의 네덜란드 생활 도자기를

크레텐(Johan Creten), 네덜란드의 휘도 헤일렌(Guido

van Lieshout), 치엘 판 아데른(Chiel van Aderen),

작가들이 도자를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치기 위한 재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Geelen), 헤이스 아스만(Gijs Assmann), 일렘

헤이넌 델프트 블라우(Heinen Delfts Blauw), 파밀리

알라도간(Eylem Aladogan), 한스 판 벤텀(Hans van

알블라스(Familie Alblas), 스키담 시립미술관(Museum

활용하던 때이다. 이중 많은 작가들은 휴스텐과 덴보슈를
거쳐 2015년에 오이스테르빅에 자리 잡은 유로피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도자기는 대체로 소규모로

Bentem)과 같은 작가들이 도예에 특유의 예술적 느낌을

Schiedam),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The

세라믹 워크센터(EKWC)에서 어드바이저 또는 직원으로

제작되었다. 개인 도예가,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유럽의 도자

부여했다. 마크 맨더스(Mark Manders), 알렉산드라

Princess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예술에 작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얀 판 더 파르트(Jan

엥헬프리트(Alexandra Engelfriet) 그리고 안톤

van der Vaart)와 요한 판 론(Johan van Loon)과

레인더스(Anton Reijnders)도 국제무대에서 네덜란드의

델프트와 하우다의 번영기 당시 설립된 도자 공방 중 적은

같은 영향력 있는 도예가들, 암스테르담의 리트벨트

순수미술과 도예의 위상을 높였다.

활동하거나 이곳의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수만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남은 공방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카데미(Rietveld Academie)의 수준 높은 도예학과,

것은 로얄 델프트로, 여전히 델프트 블루(일부는 중국에서

레이우아르던에 있는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The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초청을 통해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 마쿰의 로얄 티헐라르(Koninklijke

Princess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

Sundaymorning@ekwc, 유로피안 세라믹

Tichelaar) 역시 못지않게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로테르담에 있는 보이만스 판 뵈닝언 미술관(Museum

워크센터(EKWC)가 60명의 네덜란드 작가들을 선보이는

공방으로 네덜란드 북쪽에 있다. 이 공방은 600년 전에

Boijmans van Beuningen),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설립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티헐라르 가문이 14대에 걸쳐

(Stedelijk Museum Amsterdam), 헤이그 시립미술관

현대도예의 오늘>전은 네덜란드 동시대 도예의 모든 것을

운영해 왔다. 이 회사는 오늘날 유명해진 디자이너 세대를

(Kunstmuseum Den Haag), 덴 보슈 디자인 박물관

철저히 다루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전반을 소개한다.

공방에 소개했으며 여기에는 헬라 용어리우스(Hella

(Design Museum Den Bosch)과 같은 소장품을

바우커 더 브리스(Bouke de Vries)와 아나 벤즐(Anne

Jongerius), 비키 소머스(Wieki Somers)와 이너커

수집하는 미술관,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드비트 부트

Wenzel)은 이전 비엔날레를 통해 이천에 소개된 바 있기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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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therlands is a river landscape, Dutch

of the country. This factory has existed for

Museum in Amsterdam, the Kunstmuseum

of contemporary Dutch ceramics without

clay has often travelled far and has collected

600 years now and, until recently, was run by

Den Haag, the Design Museum Den Bosch

pretending to be exhaustive. Bauke de Vries and

all manner of small granules from the river on

14 generations of the Tichelaar family. The

and active galleries such as de Witte Voet and

Anne Wenzel have already appeared in Icheon

its way from source to sea. Dutch clay is not as

company introduced a now famous generation

Carla Koch in Amsterdam as well as Terra in

at previous Biennales and other reputed artists

fine as that found in, for example, Germany,

of designers to the factory including Hella

Delft, ceramics gained their own position in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exhibition for

England or France. This means there is a less

Jongerius, Wieki Somers and Ineke Hans. During

the Netherlands which is closely intertwined

more or less random reasons.

rich ceramics tradition in the Netherlands than

the 20th century, Dutch ceramics flourished

with that of fine art. This was enhanced even

there is in Korea and it is also less diverse than

again in Gouda and the surrounding area.

further when, from the 1970s onwards, ceramics

The exhibition and publication are possible

in other major European countries. There have

Dozens of small factories specialised in Gouds

became popular among artists. Harry Boom,

thanks to the Dutch embassy in Seoul, the

however been a few moments in history during

plateel, pottery with entirely unique decorative

Diet Wiegman, Armando and others discovered

Mondriaan Fund and loans from museums,

which Dutch ceramics flourished. The most

characteristics. A few of these factories have

clay and started working it. Internationally

collectors and especially the artists themselves.

well-known is the rise of Delfts blauw or Delft

survived including Royal Goedewaagen.

well-known artists like Betty Woodman, Tony

I cannot thank them enough for that.

blue; pottery decorated with blue glaze and was

Finally,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a new

Cragg, Anish Kapoor and thousand others

Finally, my gratitude goes to the Korea

copied from Chinese ceramics imported into the

company is noticeably making a name for itself:

visited the Netherlands to do a residency at the

Ceramic Foundation, and its brilliant staff, an

Netherland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Heinen Delfts Blauw. With its own factory in

EKWC. The EKWC played a key role as it made

organization belonging to the most important

A second strong period can be assumed at

Putten it serves some eight shops, primarily

its facilities and technical know-how available

ceramic institutes in the world.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with dozens

in Amsterdam, where tourists gobble up their

for artists, designers, architects as well as

of potteries around Gouda. The third era of

contemporary Delft blue pottery. Commissioning

ceramists. Opening the EKWC to international

distinctive ceramics can be witnessed at the end

designers such as Richard Hutten and Heiko

artists and designers created idiosyncrasy in the

Thanks to

of the 20th century and the first decades of the

Balster is helping to create a new generation of

development of Dutch ceramics. Artists such

Mirjam Scheffer, Ad van Lieshout, Chiel van

21st, when many Dutch artists used ceramics

contemporary Dutch consumer ceramics.

as the Belgian Johan Creten or the Dutch Guido

Aderen, Heinen Delfts Blauw, Familie Alblas,

Geelen, Gijs Assmann, Eylem Aladogan and

Museum Schiedam, The Princess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

in an artistic way. Many of them got involved
with the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first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tch ceramic

Hans van Bentem gave ceramics its own unique,

based in Heusden and Den Bosch, since 2015 in

production primarily remained small scale.

artistic profile. Internationally Mark Manders,

Oisterwijk, as resident, advisor or staff member.

Individual ceramicists, designers and artists

Alexandra Engelfriet and Anton Reijnders

played a modest role in the ceramic arts in

gave the Netherlands a solid reputation in the

The Netherlands has very few potteries which

Europe. Thanks to influential ceramicists such

combined field of art and ceramics.

survived the Delft or Gouda flourishing times.

as Jan van der Vaart and Johan van Loon, a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The most well-known one, Royal Delft still exists

strong ceramics department at the Rietveld

Ceramic Biennale, Sundaymorning@ekwc,

and is still specialized in Delft blue (partly made

Academie in Amsterdam and collecting

the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organises

in China).

museums including The Princesshof National

this presentation featuring 60 Dutch artists.

Another factory with a lively history is

Museum of Ceramics, Museum Boijmans

The exhibition A Story Beyond the Sea:

Koninklijke Tichelaar in Makkum, in the north

van Beuningen in Rotterdam, the Stedelijk

Dutch Ceramics Now provides an overview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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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현대도예
한국 상륙기

전시에 부치는 글 About the Exhibition

최리지
경기도자미술관 큐레이터

2020년과 2021년은 우리가 영유하던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9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작품설치를 불과 이틀 남기고

전시개막에 앞서 9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에는 직접 전시를

이 작품들에는 전시의 공동주관 기관인 EKWC의 레지던시

값지고 소중한지 여실히 느끼게 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작품설치

관람하기 어려운 네덜란드 기반의 참여 작가들과 협력 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12주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다수

마스크를 한 얼굴들이 이제는 더 익숙해지고 활짝 열려있던

기간 중 EKWC 측 인사 초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개막 전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하고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그들의 주

하늘길은 막힌 지가 오래다. 이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통해 초청 인사들의 코로나로 인한 해외입국자 2주 격리를

참여 소감 등을 나누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총 15명의 전시

활동 분야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흙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현대도예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면제하는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당초 내한

참여 작가들과 EKWC 관계자를 비롯한 입주 작가들, 주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고,

것은 다행을 넘어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정이었던 두 명의 인사 중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 명의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그 결과물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런

인사만이 격리면제 허가를 받아 8월 3일 화요일 입국하였다.

시도들은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스펙트럼이 한층 넓고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가초청전 <바다 너머 이야기:

경기도자미술관 3층 4전시실에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코로나 시대, 전시의 새로운

다양해지는 상당한 계기가 되었음을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은 2020년 2월 한국도자재단

5일간 진행된 작품설치는 EKWC의 디렉터이자 이번 전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현장 전시와 전시 및 작품 영상들이

있을 것이다.

(KOCEF)에서 유로피안 세라믹 워크센터(EKWC)로 보낸

기획자인 란티 챤의 감독과 경기도자미술관 큐레이터의

공개되는 온라인 플랫폼(www.kicb.or.kr)에서 10월

‘네덜란드 방문(A visit to the Netherlands)’이라는

입회하에 ㈜코리아트서비스의 숙련된 팀이 진행하였다. 이후

1일에 개막했다.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네덜란드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을

제목의 이메일로 시작되었다. 이메일 제목처럼 네덜란드는

9월 2일에는 경기도자미술관 1층 로비에 필립 용커(Filip

국제전시 진행이 이같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넘어 작품에서 엿보이는 동시대 네덜란드 작가들의 발랄하고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처음 2021년 공동

Jonker) 작가의 작품설치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추진하자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다. 이후 5월에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관 관계자들과

유연한 사고와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을 소통하는 장으로

참여 작가들의 노력과 지원 덕분이었다. 이렇게 네덜란드

마련했다. 전시의 제목 ‘바다 너머 이야기’처럼 코로나19로

EKWC로부터 전시제안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2021년

이번 전시의 공간에는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현대도예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상륙했고, 11월 28일까지

지친 일상에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선사하는 여행이 되길

비엔날레 전시예산 확정과 함께 전시를 실현하기 위한 두

전시기획안을 바탕으로 제안한 컬러들이 사용되었고,

59일간의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바란다.

기관의 다양한 협의가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삼화페인트에서 협찬하여 향기 나는 페인트인 더 클래시 센트

여파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운송비용의 확보가 가장

등 삼화페인트 도료로 전시 공간 전체를 도색하였다. 이번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소개로

전시를 계기로 삼화페인트와 한국도자재단은 향후 도자예술

유연한 사고와 다양성

2021년 2월 초 네덜란드의 시각예술을 지원하는 기금인

문화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품들이 비로소 한자리에 설치를

몬드리안 펀드의 인터내셔널 프레젠테이션(International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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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을 때 각각의 작품이 발산하는 개성과 뿜어내는 빛깔로

Presentation) 부문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신청한

전시실은 꽉 찼다. 작품의 개념, 표현기법, 형태, 구조적인

보조금 전액이 4월 말에 확정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전시개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조언과 지원이 있었다. 사진 촬영을

그야말로 다양성의 향연이다. 60명의 네덜란드 작가들은

비롯한 도록 및 인쇄물 제작과 박물관 작품 대여는 주한

고정된 도자예술의 관념이나 틀을 벗어나 흙이라는 재료의

출품된 57점 작품들은 40피트의 대형 컨테이너 세 대에

네덜란드 대사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각자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나뉘어 6월 말 네덜란드를 떠나 한국으로 6주라는 긴 항해를

네덜란드의 문화를 소개하는 ‘네덜란드의 예술책’ 코너에

창작활동을 펼친다. 전시 작품들은 작가들의 왕성한 호기심과

시작했다. 7월 28일 한국 도착이 예정되었던 작품들은

비치된 책들은 ‘네덜란드 최고의 책 디자인 어워드’ 2019년

기지의 산물인 것이다.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중간 정박지에서 정체되면서 8월

수상작으로 대사관의 협조로 마련되었다.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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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ling to Korea –
A Journey of Contemporary
Dutch Ceramic Art

CHOI Leeji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GMoCCA)

The years 2020 and 2021 have made us realize

before the start of the installation which was

exhibition, creating the catalogue and printing

energy radiating from the artworks. The

how precious and valuable our everyday life is.

to begin on August 9th. It was all happened

various materials were all possible courtesy of

concepts, expressive techniques, forms, and

Masked faces have now become more familiar

because the container ship had been stuck at

the Dutch Embassy. The books included in the

structures - no aspect of any of the artworks

to us than uncovered ones, and the once wide

an intermediary anchorage. Also, we requested

are alike. Contemporary Dutch ceramic art is a

open airways have been all but closed to us for

a two-week COVID-19 quarantine exemption

“Art Books of the Netherlands” corner are winners
of the Best Dutch Book Designs 2019, and were

quite some time. So to be able to see the most

throug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procured with the help of the Dutch Embassy.

artists broke away from the mold of traditional

prominent contemporary Dutch ceramic works

Tourism to invite members of the EKWC during

in Korea even under these dire circumstances is

the installation period, and of the two people

On Monday, September 27th at 5 p.m., artists

of clay as a medium as they built their own

nothing short of a blessing.

we signed up for, only one who had received

based in the Netherlands and the staff members

unique world of art. The exhibited artworks are

both rounds of the vaccination was exempted

of the partner institution were invited to an

the results of the artists’ endless curiosity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and was able to enter Korea on Tuesday, August

online event to view the exhibition and share

artistic prowess.

2021 Guest Country Exhibition, A Story Beyond

3rd. The artworks were installed in Exhibition

their thoughts on participating in the show

the Sea: Dutch Ceramics Now began with an

전시에 부치는 글 About the Exhibition

veritable smörgåsbord of diversity. The 60 Dutch
ceramic art, and explored the infinite potential

Hall 4 on the 3rd floor of Gyeonggi Museum of

prior to the opening. The event was attended

Many of the showcased artworks were created

e-mail entitled, “Visit to the Netherlands”, sent

Contemporary Ceramic Art over the course of

by 15 participating artists as well as staff

during the artists’ 12-week residency in the

to EKWC by KOCEF in February 2020. We were

five days by the expert team from Korea Art

and residents at EKWC, and members of the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EKWC), the co-

unable to visit the Netherlands as the title of the

Service Inc.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irector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Korea.

organizer of this exhibition. The resident artists

e-mail suggested, but that was when we decided

of EKWC and the curator of the exhibition, Ranti

on a collaborative project for 2021. In May, EKWC

Tjan, and with the attendance of the Gyeonggi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21

while they studied and investigated the medium

sent an exhibition proposal which was promptly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curator.

opened on October 1st on site and on an online

of clay,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fields, and

reviewed by KOCEF, and the two institutions

Later, on September 2nd, Filip Jonker’s work was

platform (www.kicb.or.kr). The exhibition and

the final artworks are shown in this exhibition.

set out to discuss many things after setting the

installed in the first floor lobby of the museum.

artwork videos are put on display on the website

The viewers can witness how such creative

to reflect a new exhibition paradigm in light

pursuits lead to a wide and diverse spectr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in the Netherlands.

exhibition budget for the 2021 Biennale in stone.

came up with innovative and bold artworks

The biggest issue that arose was that of the

A color scheme created by the Samhwa Paint

of the COVID-19 era. Organizing international

skyrocketing international shipping costs in the

Color Design Center based on the exhibition

exhibitions requires particularly complex

wake of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We

proposal was used in the exhibition, and the

processes, and this one was coordinated without

This exhibition goes beyond introducing Dutch

applied for the Grant International Presentations

exhibition space was painted with paints

too many issues thanks to all the efforts and

artworks to the Korean public, and tells a story

at the Mondriaan Fund which was introduced to

generously provided by Samhwa Paint with their

support of partner institution staff members,

of the witty, flexible mind and adventurous spirit

us by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Korea,

scented paint called Classy Scent among others.

and participating artists. Contemporary Dutch

of the Dutch artists reflected in their works.

and the full award, promised at the end of April,

The exhibition led to Samhwa Paint and KOCEF

ceramic art has at last made its way onto the

We hope that the exhibition serves as a journey

became the tailwind to the project.

finalizing arrangements to sign a collaborative

Korean stage, and has energetically embarked

for gaining some fresh new perspective and

agreement for the support and advancement of

upon a 59 day voyage until November 28th.

57 artworks that were to be showcased were

inspirations just like the title,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ceramic culture.

packed into three 40 feet containers, and set sail
from the Netherlands at the end of June on their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Korea assisted

Flexible Mind and Adventurous Spirit

six week journey to South Korea. The works that

us with detail-oriented advice every step of the

When all the artworks finally made their way

were due to arrive in Korea on July 28th arrived

way -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project to

to their designated locations, the exhibition hall

in Busan Port about a week late, just two days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Photographing the

was filled with different sounds and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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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사진
Illustration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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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립 용커

Filip Jonker

Heiko Balster

단테 GT 세라믹 Dante GT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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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코 발스터

02

그릇장 세트 Cupboard Set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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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만 트랍만

Norman Trapman

시모너 판 바클
Simone van Bakel

산호 50 화병 Vase Cora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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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 블루 Taphor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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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알렉산드라 엥헬프리트
Alexandra Engelfriet

Guido Geelen

강인함과 부드러움 Fortiter et Suav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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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 헤일런

06

무제-영광을 위한 조형물 Untitled-Sculpture for Luster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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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카롤레인 스미트

Carolein Smit

Hans van Bentem

거미 원숭이 Spider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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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판 벤텀

08

자화상 Selfportrait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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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세실 켐퍼링크

Cecil Kemperink

카롤리너 라위흐로크
Caroline Ruijgrok

내려놓다 L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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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작업 Three Work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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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야서 발러만스
Yasser Ballermans

Henri Jacobs

헨리 야콥스

12

산과 같은 모자이크 Mountainous Mosaic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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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린 캄프스

Dorine Camps

틸만 메이여-파여
Tilmann Meyer-Faje

14

배 Bellies
게임 오버 Gam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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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팀 브로커스

Tim Breukers

Marien Schouten

나는 즐거운 휴가를 보냈다 I had a great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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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스카우튼

16

머리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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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헤이스 아스만

Gijs Assmann

Paulien Barbas

18

나에게 말해 줄래요 Would you tell me

캔디, 골든 싱크 Candy, Golden 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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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린 바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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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르쪄 코르스타녀
Maartje Korstanje

파울라 바스티안센
Paula Bastiaansen

20

무제 Untitled

무제 U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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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스티어너 크라머
Bastienne Kramer

Isabel Ferrand

무제 U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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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 페란트

22

쌀의 양 The Measure of Rice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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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욜란 판 더 빌

Jólan van der Wiel

Wieki Somers

용기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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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 소머즈

24

찻 주전자 High Tea Pot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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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크리스 카블

Chris Kabel

Ineke Hans

이너커 한스

26

블랙 골드 Black Gold

검은 돈 화병 + 백금 돈 화병 Black Money Vase + Platinum Money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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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헬라 용어리우스

Hella Jongerius

얀 판 더 파르트
Jan van der Vaart

28

튤립 타워 Tuliptower

그루브 보틀, 롱 넥 보틀 Groove Bottle, Long Neck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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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히어르트 랍

Geert Lap

Leen Quist

30

뚜껑이 있는 상자 Box with Lid

용기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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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퀴스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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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냐 란트비어

Sonja Landweer

Johan van Loon

요한 판 론

32

용기 M Vessel M

용기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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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료레인 더 빗

Marjolijn de Wit

Servies

세르비스

34

무제 Untitled

스모그웨어 Smog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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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튼 콜크/휘스 퀴스터스
Maarten Kolk/Guus Kusters

Anton Reijnders

안톤 레인더스

36

콜라 공장 Coke Factory

155, 시들어가는 식기 155, Withering Tabl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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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산더 알블라스

Sander Alblas

D-Tile

네덜란드 화병 Holland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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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타일

38

타일 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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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튼 헤이캄프
Maarten Heijkamp

Femke Dekkers

펨커 데커스

40

용기 1,2,3 Vessel 1,2,3

HCW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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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리트 헤링아/마튼 판 칼스베이크
Liet Heringa/
Maarten van Kalsbeek

Joris Link

요리스 링크

42

무제 Untitled

무제 Unti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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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베로니카 포슬

Veronika Pöschl

한스 메이유브슨
Hans Meeuwsen

무제 Untitled

용기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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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클레어 페르코이언
Claire Verkoyen

Tanja Smeets

타냐 스메이츠

46

무제 Untitled

라이트 & 그린 1 Light & Gre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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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킴 하버스

Kim Habers

아너마리 판 스프랑
Anne-Marie van Sprang

48

그는 아니다 Ele Não
7개의 킥 심벌즈 7 Kick Cymb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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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헹크 볼버스

Henk Wolvers

Paul van Dijk

폴 판 데이크

50

나뭇잎 Leaf
아홉 뮤즈 The Nine M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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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랴 호우프트

Marja Hooft

Barbara Nanning

바바라 난닝

52

허공의 새와 두 마리 물고기 A Bird and Two Fishes in the Air

갤럭시 Galaxy

호숫가의 두 마리 새와 사람 Two Birds with a Figure at the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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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밥스 하넌

Babs Haenen

Gijs Bakker

54

듀엣 Duet

용기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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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 바커

82

83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55

코린 리더릭호프
Corien Ridderikhoff

56

화병 Blue Stack

튤립 화병 Tulpento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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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Hutten

리차드 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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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KLM

KLM 집 KLM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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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정보
Information on the Artists

01

Heiko Balster (b.1981) In 2019, Heiko Balster
designed the contemporary version of the

필립 용커 (b.1980) 필립 용커는 도자 자동차를 제작하기

traditional Delft blue cabinet set. A cabinet set is

위해 2011년도에 그의 붉은색 폰티악 파이어버드를 EKWC

a number of vases that were placed atop cabinets

스튜디오로 몰고 들어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체를 하나하나

in the 17th-century Netherlands as a form of

해체하고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조각을 스캔한 후

decoration and to indicate wealth. Balster’s cabinet

폴리스타이렌 틀을 만들었다. 이 틀로 흙을 압축하고 말린 뒤

set was designed in Delft blue and painted by

소성했고, 초벌 소성한 도자에 유약을 칠한 뒤 재벌 소성하였다.

Merlijne Marell under the supervision of pottery

그렇게 제작된 도자 조각은 자동차 차대에 조립됐다. 자동차는

painter Wilma Plezier. This resulted in a three-part

실제로 달릴 수 있으며 시속 10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cabinet set with the cycle of life as its theme. “ The

이 도자로 만든 차는 자동차 경주에도 참여했고 트랙에서

central piece is a story that loops, the characters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동차는 12주 동안 실내에서

chasing one another: to eat and be eaten. The left-

제작되었으며 성공적인 제작에 필수적인 수치 계산과 정밀 스캔을

hand piece is replete with floral motifs including

위해 아인트호벤 공과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완성되었다.

plants as well as small animals that symbolise

Filip Jonker (b.1980) To create the ceramic

the flowering season, while the one on the right is

car, Filip Jonker drove his red Pontiac Firebird

about the decay and digestion required to create

into the EKWC’s studio in 2011. He meticulously

new raw materials to enable new growth.”

removed the car’s bodywork, then cut the latter
into pieces. Each part was scanned. The scans
were subsequently used to create polystyrene

03

moulds. Clay was pressed into these, dried and

노만 트랍만 (b.1951) 노만 트랍만 만큼이나 많은 꽃병을

then fired. The results were then glazed and re-

판매한 디자이너는 드물 것이다. 트랍만은 꾸준히 도예 분야에서

fired. Ultimately, the various parts were put back

활동해 왔다. 그는 EKWC의 1호 인턴이었으며 이후에는

together again on the chassis. The car drives well

이사진이 되었다. 또한 그는 여러 곳에서 교육자로 활동하고

and can still reach speeds of over 100 km/h. The

있다. 트랍만의 튤립 꽃병은 2000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car was taken on a rally and is also sometimes

이때부터 튤립 꽃병을 가득 실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4대

presented in motion at show tracks. The car was

이상이 네덜란드로 들어왔다. 이 꽃병을 모방하려는 시도는

converted inside 12 weeks and the calculations

많았으나 그때마다 트랍만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지적

required for the successful creation of the scans

재산권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were made in close cooperation with Eindhoven

Norman Trapman (b.1951) Few designers have

University of Technology.

sold as many vases as Norman Trapman. Trapman
has been working in ceramics throughout his

02

career. He was the first intern at the Ceramic Work
Center and later became a board member there.

헤이코 발스터 (b.1981) 헤이코 발스터는 2019년에

His teaching positions are also numerous. The

전통적인 델프트 블루 캐비닛 세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Trapman tulip vase has been made in China since

캐비닛 세트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부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2000. Since then, more than 14 40ft containers

캐비닛 위에 화병 몇 점을 함께 올려둔 것을 말한다. 발스터의

have been shipped to the Netherlands, chock full

캐비닛 세트는 델프트 블루로 디자인되었으며 도자기 페인터

of tulip vases. An attempt has been made several

빌마 플레지어(Wilma Plezier)의 감독하에 메를리녀

times to copy the vase, but Trapman sends lawyers

마렐(Merlijne Marell)이 그린것이다. 그리하여 삶의 순환을

who have so far managed to protect his copyright

주제로 만든 도자기 세 점으로 구성된 캐비닛 세트가 완성되었다.

excellently.

“가운데 기물은 등장인물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야기를 둥글게
이어지도록 그렸다 두 개의 기물 중 하나는 꽃피는 계절을 뜻하는
작은 식물과 동물과 꽃문양으로 뒤덮여 있으며, 나머지 한 기물은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88

04

새로운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부패와

시모너 판 바클 (b.1966) 시모너 판 바클은 기존에 장신구

소화에 관한 것이다.”

디자이너였다. 그러나 그의 유리와 도자 조형물이 더 많은 사람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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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받아 왔다. 판 바클의 작업은 심장이나 내장, 귀와 같은

the Lustwarande, a beautiful park in Tilburg (NL).

deprecation for Hans van Bentem and the ingrained

유기적 형상을 띤다. 이들은 보철구나 자연스럽지 않은 형상 혹은

Scattered around an autumnal scene, the large

realisation of the meaning of the self-portrait

레디메이드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로 조립용품 세트가 된다.

벽에 생기는 물자국 같아 보인다. 사람의 몸은 작업의 주요한

pipes grabbed people’s attention. The glazes are

in art. Depicting himself in a variety of popular

Yasser Ballermans (b.1981) Sometimes sculpture

소재다. 판 바클은 자신의 작업에 금속 혹은 벨벳으로 된 피부를

multi-coloured, drip off the edges, both on the

outfits makes him both actor and director.

is a battle against gravity. Fighting the forces of

만들어 준다. <테이퍼 블루>(2016)의 파란색 벨벳 피부는

inside and outside. The bright colours contrast with

매트한 효과를 내며 작업에 완전히 독자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any background and also invite to touch.

Simone van Bakel (b.1966) Simone van Bakel was
originally a jewellery designer. However, her glass

physics to rise into the air using earthy clay. It is

09

차갑고 숭고한 아름다움에서 일종의 촉각적 완벽함이 생긴다.

07

것은 다름 아닌 야서 발러만스의 익살스러움이다. 그의 작업은

precisely Yasser Ballermans’ playfulness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ach for the skies. His works

세실 켐퍼링크 (b.1963) 세실 켐퍼링크의 작업은 흙으로

are kits of separate elements that can be used to

만든 고리 수백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은 서로 연결한 다음

make ready-made sculptures.

and ceramic sculptures reach a wider audience.

카롤레인 스미트 (b.1960) 카롤레인 스미트는 1996년부터

소성한 것이다. 작업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Her work features organic shapes that look like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형상의 조형물을 작업해왔다. 그의 작업은

작가가 작품을 움직이면 작품은 소리도 낸다. 구워진 고리들이

hearts, bowels and ears. They could be prosthetics,

매우 정밀하고도 꼼꼼하게 제작된다. 예컨대 동물의 털은 수천

내는 부드러운 소리는 마치 고요하게 내리는 빗소리와 같다.

unnatural aberrations or drops seeping from a wall.

개의 털 가닥을 일일이 붙여 만들어진다. 스미트의 작품은

켐퍼링크는 돌처럼 단단해진 흙에서도 젖은 흙의 주요 특성, 특히

The human body is central to all her work. She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뽐내며 절묘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유연성과 가변성을 지켜냈는데 이는 작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카펫이나 그림이 되는 퍼즐 조각 수백 개를 제작했다. 지능적이며

provides the latter with metallic or velvet skins. A

특징이다.

가진다.

기하학적인 서로 잘 들어맞는 모양들은 도자에 새로운 형태를

blue velvet skin as in Taphor Blue (2016) provides

Carolein Smit (b.1960) Since 1996, Carolein Smit

Cecil Kemperink (b.1963) Cecil Kemperink's work

제시한다. 채도 높은 색들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각각의 색

an intense mat effect which lends the work an

has been creating figurative sculptures, animals or

is made up of hundreds of rings of clay. They are

요소는 바로 옆에 놓인 색과 형태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entirely autonomous appearance. A type of tactile

human figures. They are exacting and fastidious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are then fired. The

Henri Jacobs (b.1957) Henri Jacobs has created

perfection develops of cool, sublime beauty.

made. An animal’s fur may consist of thousands of

works can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s. With this

hundreds of puzzle pieces that, once laid, create

hairs, each made individually. Smit’s works have

she activates the work and it becomes a passive,

a carpet or floor painting. Cleverly designed

an imposing presence and are characterised by the

an active work of art that also makes noise. The

geometric, alignable shapes lend the ceramics a

subtle use of humour.

sound of the fired rings is like the soft patter of the

new appearance. The saturated colours combine

알렉산드라 엥헬프리트 (b.1959) 알렉산드라 엥헬프리트는

rain. Kemperink manages to retain an important

well and the effect of every coloured element is

퍼포먼스를 통해 작가 자신과 자연간의 충돌을 보여준다. 그는

property of wet clay, namely flexibility, once it has

reinforced by the colour and shape adjacent to it.

05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거대한 흙벽을 풍경과 하나 되는

08

12
헨리 야콥스 (b.1957) 헨리 야콥스는 바닥에 맞춰 놓으면

become hard as stone. In this case too, flexibility

조형물로 빚어낸다. 퍼포먼스는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스 판 벤텀 (b.1965) 자화상은 서양미술에서 익숙한

Alexandra Engelfriet (b.1959) Alexandra

장르다.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은 관찰 연습의 일종이며, 이때

Engelfriet’s performances are collisions between

화가 자신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된다.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her and nature. She uses her body to model large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도자 작품으로 만들려면

expanses of clay into sculptures that become one

까다롭다. 따라서 한스 판 벤텀의 입체 자화상이 그리 익숙한

카롤리너 라위흐로크 (b.1984) 카롤리너 라위흐로크는 시각

실물보다 크게 확대해 틀을 제작했다. 이 틀은 폴리스타이렌으로

with the landscape. The performances are recorded

장르는 아니다. 큰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을

예술가다. 그는 처져가는 남근 형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무정형

만든 뒤 흙으로 덮은 것이다. 그 결과 뒷면은 찬장의 기능을

on film.

and changeability play a key role.

10

13
도린 캄프스 (b.1970) 디자이너 도린 캄프스의 작업은 13개의
복부 캐스팅으로 이루어진 찬장이다. 사람의 배를 스캔하고 이를

높은 받침대 위에 얹히기 위해 강한 자기비하나 손상된 자아가

조형물을 흙의 부드러움을 부각하여 제작하고자 했다. 그는 이

가지며 앞면은 극사실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높이 쌓인 배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스 판 벤텀의 경우 명백히

조형물을 식탁 다리로 세워두고 울타리에 걸쳐두거나 바닥에

그 크기는 켜켜이 쌓아 올린 텔레비전을 연상케 하는데 마치 각기

자기비하에 해당하며, 미술 분야에서 자화상이 갖는 의미를

내려놓는다.

다른 나라의 뉴스를 상영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모든 배는

내재화한 것이다. 자신을 다양한 대중적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Caroline Ruijgrok (b.1984) Caroline Ruijgrok is

각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주인을 익명으로 대표한다.

휘도 헤일런 (b.1961) 레디메이드는 도자 분야에서도

만듦으로써 그는 배우이자 감독이 된다.

originally a visual artist. She has tried to make

Dorine Camps (b.1970) Designer Dorien Camps’

06

이용된다. 휘도 헤일런은 커다란 파이프를 구해 유약을

Hans van Bentem (b.1965) Self-portraits are a

clay’s soft characteristics apparent in large,

work is a cupboard that consists of 13 belly casts.

발랐다. 이 작업은 네덜란드 틸뷔르흐 지역에 있는

familiar genre in Western art. On the one hand,

amorphous sculptures that all perhaps elicit

The bellies were scanned, then scaled up to create

뤼스트바란더(Lustwarande)라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처음

painting yourself is an exercise in observation

associations with detumescent fallocratic forms.

larger-then-life moulds. The latter were cut from

선보였다. 가을 풍경 속에 흩뿌려진 듯 놓인 거대한 파이프들은

and the artist is his or her own cheapest model.

She keeps them up with table legs, they hang over

polystyrene and subsequently lined with clay. This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약은 다양한 색으로, 파이프의

Painting or drawing a self-portrait can be quick

fences or relax on the floor.

has resulted in an object with a functional rear that

절단면에서 내부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밝은색

and efficient. It’s a lot trickier in porcelain. The

유약은 어떤 배경에 놓이든 대비를 이루며 관객으로 하여금

sculptural self-portrait is therefore not a familiar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genre, precisely because it is so labour intensive,

Guido Geelen (b.1961) Ready mades are also used

and to put yourself on a pedestal you either need

야서 발러만스 (b.1981) 때때로 입체 조형물은 중력과의

from multiple countries simultaneously. Every

in ceramics. Guido Geelen acquired large pipes

a healthy dose of self-deprecation or a somewhat

싸움이다. 물리적 힘을 거슬러 땅의 흙을 이용하여 공기 중으로

belly tells its own story, anonymously representing

and glazed them. These were first displayed in

damaged ego. It is definitely a case of self-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작업이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도록 만드는

its owner.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serves as a cupboard and a hyper-realistic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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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cked bellies and the dimensions chosen are
reminiscent of piled up TV sets, screening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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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ntainer, one of ceramics’ basic shapes as well

18

as to another big bag which has been included in

20

틸만 메이여-파여 (b.1971) 오랫동안 틸만 메이여-파여는

a Dutch museum collection in its original state.

파울린 바바스 (b.1981) 파울린 바바스의 작품이 눈에

퍼포먼스 작가로 알려져 왔다. 그는 30세 이후부터 도예를

Copying silietbalken using a self-designed, self-

띄는 점은 그가 도자 제작에서 간과되는 과정들을 환기시키며

이어가는 많은 도예가가 있다. 도자의 연약함과 투명함과 같은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작업에는 여전히 그 배경이 분명히

built extruder that can extrude multiple parts is

부드러움에서 딱딱함으로, 유연성에서 고정성으로 변하는

특성은 풍부한 작업의 소재가 된다. 파울라 바스티안센의 작업은

남아 있다. 메이여-파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면서

another instance of ceramic referencing.

물질의 특이한 변형성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백 개가

도자에 그림자를 더했다. 그의 자기로 된 바닥과 벽면 조형물은

넘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를 만들고 소성 후 가마에서 나올

하루 종일 색이 변하는데 여기서 작업의 색감과 외양을 결정하는

때 오브제 표면의 유리질이 수축하며 내는 작은 소리들을

것은 태양이다.

녹음하였다. 이 소리로 하여금 작가는 우리가 지나쳐버린 순간에

Paula Bastiaansen (b.1953) The Netherlands

순간의 연약함을 다룬다. 작가는 함대를 이용해 서로에게 가하는
국가 간의 영구적 위협을 표현한다. 그러나 동시에 함대는 연약하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져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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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라 바스티안센 (b.1953) 네덜란드에는 흙으로 작업을

Tilmann Meyer-Faje (b.1971) For a long time,

마린 스카우튼 (b.1956) 화가였던 마린 스카우튼은 조형물의

대한 주의를 집중시킨다. <나에게 말해줄래요>(2016)는

is home to a number of ceramicists whose work

Tilmann Meyer-Faje was known for performances.

공간적 특성에 매료되었고 그중에서도 도자 조형물에 큰 매력을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수상작으로 현재는

is based on the material clay. Characteristics

After his 30th, the artist started experimenting

느꼈다. 스카우튼의 조형물, 특히 흉상은 묘한 판타지적 동물의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associated with the vulnerability and transparency

with ceramics. His background is still clearly

형상이다. 네덜란드의 폰트 미술관(Museum de Pont)은 방

Paulien Barbas (b.1981) Paulien Barbas reminds

of porcelain can, for example, provide the

evident in his work. He plays with the vulnerability

전체를 초록색 타일로 뒤덮은 그의 유명한 작업 <초록색 방>을

the viewers of the overlooked processes of ceramic

ingredients to work with. Paula Bastiaansen’s

of the moment, reflecting on what happens in

소장하고 있다. 종종 그의 흉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초록색은

making while focusing on the unique malleability

work adds shadow. Her porcelain floor and

the world. With his armada he deals with the

마치 전시대 위에 놓인 괴상한 생물체처럼 보인다.

of the material that transforms from being pliable

wall sculptures change colour all day, the sun

permanent threat countries can represent to one

Marien Schouten (b.1956) Originally a painter,

to solid, and from having coincidental properties to

determining the tone and appearance of the work.

another. Simultaneously, the armada is fragile

Marien Schouten became fascinated by the spatial

fixed properties. Barbas created over 100 different

and hurriedly modelled which also gives it a post-

nature of sculptures and those made from ceramics

shaped objects and fired them in the kiln, then

apocalyptic feel.

in particular. His sculptures, particularly the busts,

recorded the minute sounds that are made when

carry strange references to animal fantasy figures.

the glassy glazed surfaces contract after being fired

바스티어너 크라머 (b.1961) 바스티어너 크라머는

Museum de Pont in the Netherlands is home to his

and taken out of the kiln. Barbas uses this sound to

조형 도자예술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탐구한 작가다. 그는

famous Groene Kamer (green room), a room lined

direct our focus to the time that has passed us by.

암스테르담의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Gerrit Rietveld

팀 브로커스 (b.1985) 팀 브로커스 만큼이나 익살스러움에

with green tiles. That green often reoccurs in his

Would you tell me (2016) won the silver prize

Academie in Amsterdam) 도예과의 학장이었고, 그의

기발함과 끈기를 더하는 작가는 드물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busts; unruly creatures on pedestals.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he Korean

작업은 여러 네덜란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크라머는 북유럽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 2017 and is now

타일 난로와 같은 발열체로서의 도자와 야광 유약에 관해 깊이

part of the KOCEF collection.

있는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 사각 쿠션

15

선보인 그의 작업은 거칠고 거대하다. 그 작업은 무언가를
만들면서 떠오르는 온갖 발상과 생각의 접합체처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도예 및 미술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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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작업을 완성했다. 촉각적이고 약간 투명한 정육면체가

분야에서 종종 언급되듯 모든 미술은 미술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헤이스 아스만 (b.1966) 헤이스 아스만은 드로잉, 콜라주, 입체

때문에 팀 브로커스의 도자는 도자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형물과 공간 설치물을 주로 다룬다. <골든 싱크>(2018)는

도자로 만든 큰 가방은 도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용기에 관한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다. 작은 금색의 증기선이 텅 빈 대야

마르쪄 코르스타녀 (b.1982) 마르쪄 코르스타녀의 작업은

developed a rich oeuvre of sculptural ceramics. She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다른 작업은 네덜란드 박물관이 소장

속에서 움직인다. 이 배는 여정, 도망, 혹은 미지를 향한 욕망을

동물의 사체, 백정이 도살장에 걸어 놓은 고깃덩이를 연상케

was previously the head of ceramics at the Gerrit

19

미술관 내부나 건물 외벽에서 자동 조명으로 작동한다.
Bastienne Kramer (b.1961) Bastienne Kramer has

중이다.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한 압출기로 여러 부분을

나타내며 텅 빈 대야는 이러한 시도의 실패를 뜻한다. 작품의

한다. 회색빛을 내는 그 작업의 아름다움은 부패와의 연관

Rietveld Academie in Amsterdam and her work

압출하여 실리엣발켄을 복제하는 것은 도자의 공정을 새롭게

형태는 아스만의 암스테르담 작업실에 있는 싱크대를 그대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도자기로 만든 그의 작업은 시간을 초월한

is collected by various Dutch museums. Kramer

인용한 한 예다. * 실리엣발켄(Silietbalken)은 가마(Klin)

본떠 만든 것이다. *스키담 시립미술관 자료 제공

모습이다. 비정형적인 자연적 모양은 일견 익숙하지 않아 보이며,

extensively researched ceramics as a heat source,

안에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규소로 만든 기둥이다.

Gijs Assmann (b.1966) Gijs Assman makes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객이 다양한 연상을 하게

as applied in Northern-European tiled stoves. She

Tim Breukers (b.1985) Few artists combine

drawings, collages, sculptures and spatial

만든다.

did the same for a glow-in-the-dark glaze. Both

unbridled playfulness with inventiveness and

installations. Golden Sink (2018) has a surrealist

Maartje Korstanje (b.1982) Korstanje’s work is

investigations meet in her square pillow sculptures.

perseverance quite like Tim Breukers. The work

touch. A small golden steamer run aground in

reminiscent of animal carcasses, pieces of meat

Tactile, slightly translucent cubes that function

presented at this Biennale is crude and large. It

an empty washbasin. The boat symbolises a

hung in the butcher’s abattoir. They are grey and

either autonomously in museums or as lights on

appears to be a random accumulation of all sorts

journey, a flight or a desire for the unknown; the

the beauty of her sculptures lies in its references

exterior walls.

of ideas and thoughts that arise whilst making

empty washbasin makes it seem a failed attempt.

to decay. Making the works from ceramics lends

something. Moreover, the contemporary history

The wash basin is a perfect copy of the one in

them something timeless. The odd natural shapes

of ceramics and art resonates in this work. As is

Assmann’s Amsterdam studio. *text provided by

are not immediately familiar and result from

often stated in the art world, all art is about art,

Stedelijk Museum Schiedam

the imagination, yet they provoke all manner of

이사벨 페란트 (b.1962) 이사벨 페란트의 작업 <쌀의 양>

associations that the viewer can further detail.

(2019)은 연간 인당 쌀 섭취량에 기초한다. 그는 여러 나라를

so Tim Breukers’ ceramics are about ceramics.
For instance, the porcelain big bag refers to the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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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각 나라의 수치만큼 쌀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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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씩 만들었다. 궁극에, 그는 손으로 빚은 용기 18점을 통해 세계

shaped using a colossal magnet. The tower was then

both furniture and lighting. Kabel's work is

마쿰과 이케아(Ikea)의 도자기 디자인뿐만 아니라 현대적

쌀 섭취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페란트는 그가 거주하고

fired. The rusty colour is clearly visible in the finished

characterized by combining a concept with an

감각의 의자, 소파와 스툴 디자인도 있다. 용어리우스의 이름을

있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고 대륙별로 어느 정도의 관계가

product. As a product designer, Van der Wiel has

investigative attitude. In his case, this also provides

B-세르비스(B-servies) 와 <색 꽃병> 시리즈와 같은 여러

있는 나라를 선택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일본, 중국,

used this process to create various objects including

aesthetic solutions, such as the two Money Vessels

클래식한 도자 디자인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가 있다. 중국은 쌀의 최대 생산국이며, 일본은 도자

stools and coffee tables.

(2005) in the exhibition.

Hella Jongerius (b.1963) Hella Jongerius is one of
the most famous Dutch designers. Alongside her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작업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곳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사람당 일 년에 172.62 킬로그램을
섭취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에서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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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company, Jongeriuslab, she is also active for
the renowned design brand Vitra. Over the years,

인당 86.9킬로그램을 섭취한다고 한다.

비키 소머스 (b.1976) <찻주전자>(2003)는 돼지의

이너커 한스 (b.1966) 도자 산업에서 컵에 손잡이를 붙일 때

Hella Jongerius has developed a diverse portfolio.

Isabel Ferrand (b.1962) Isabel Ferrand ’s work The

두개골을 본떠 만들었으며 물 쥐의 털로 만든 보온 커버와 한

점토 슬립을 이용해 부착한 뒤 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너커는

A lot of ceramics (for Koninklijke Tichelaar from

Measure of Rice (2019) is based on the amount of

세트를 이룬다. 소머스는 일상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특별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해 틀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원하는

Makkum and Ikea, among others), but also modern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이 주전자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모듈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블랙

chairs, couches and stools. Jongerius’ name is on a

for different countries and visualized it by making

<찻주전자>는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에서 열린 <<맛있는

골드>(2002)는 좁은 원통, 중간 크기 원통, 큰 원통, 모서리,

number of ceramic design classics including the B

one vase per country that can store that amount.

퇴폐적인(Delicious Decadent)>>전에 출품하기 위해 제작된

마개 등 다섯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들로

crockery [B-servies] and the colour vases.

Ultimately, she made eighteen hand-shaped

것이다. 이 작업은 과잉과 풍요를 상징하며 고대 로마의 레시피와

튤립 꽃병, 커피포트, 다섯 갈래로 이루어진 촛대, 샹들리에 등을

vases that together give a picture of global rice

17세기의 기품있는 정물화를 참고해 제작되었고 욕망과 고통이

“붙여서” 만들 수 있다. 일종의 도자 레고인 셈이다. 모든 형태는

consumption. Ferrand chose different countries,

한데 뒤섞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찻주전자는 백토와 골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듬어졌다. 좁은 원통의 안쪽

such as the Netherlands where she lives, Portugal

섞어 만든 본차이나로 제작되었다. 털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지름은 초를 꽂기에 알맞은 둘레이며 바깥쪽 지름은 손잡이로

얀 판 더 파르트 (1931-2000) 얀 판 더 파르트는 네덜란드에서

where she is today and a country for each continent

사향쥐의 털이다.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이러한 모듈 프로젝트는 검은 자기로

가장 중요한 도예가 중 한 명이다. 얀 판 더 파르트는 헤릿

with which she has some affinity. The Asian

Wieki Somers (b.1976) High Tea Pot (2003) is a

만들어졌다. 검은 안료가 원래 변형에 민감한 도자 작품을 더욱

리트벨트 아카데미(Gerrit Rietveld Academie) 도예과와

countries Isabel Ferrand chose for The Measure of

teapot based on an animal skull of a pig with an

약하게 만듦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더욱더 신비로워졌다.

1969년 휴스텐에 있는 케라미슈 베르크센트럼(Keramisch

Rice are Korea, Japan, China and Bangladesh. China

accompanying 'tea cozy' made of water rat fur.

Ineke Hans (b.1966) In the ceramic industry, it’s

Werkcentrum, EKWC의 전신)을 공동으로 창립한 인물이라는

is the country where most rice is produced. In

Somers makes something special out of everyday

usual to ‘glue’ an ear to a cup with slip clay before

점에서 네덜란드 도예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Japan she has worked on ceramic projects herself

objects with her designs. The teapot is a functional

firing. Starting from this reality a modular system

시간을 초월하는 그의 작업은 많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and that is where the idea for this work arose. In

object to actually use. The High Tea Pot was

was worked out, reducing the amount of moulds, for

일반 가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판 더 파르트의 작업은

Bangladesh, 172.62 kilograms of rice are eaten

designed for the Delicious Decadent exhibition in

making virtually anything you like. For Black Gold

깔끔한 선과 기하학적 형태, 재기 넘치는 유약, 그리고 흠잡을

per person per year. That is by far the highest rice

the Princessehof Keramiekmuseum. The product

(2002) there are only five shapes: a narrow cilinder,

데 없는 기법이 특징이다. 그의 작업실은 레이우아르던에 있는

consumption in the world. In Korea, 86.9 kilograms

was supposed to represent excess and opulence

a medium cilinder, a big cilinder, a corner and a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의 상설전에 포함되어 있다. 가장 잘

of rice are eaten every year.

and is based on Roman recipes and seventeenth-

‘plunger’. With these five elements tulip vases,

알려진 판 더 파르트의 디자인은 각기 다른 요소를 1m 넘게 쌓아

century stately still lifes; lust and suffering come

coffee pots, five armed candleholders, chandeliers

올릴 수 있는 튤립 타워다. 판 더 파르트는 1967년부터 더 많은

together here. The pot is made of bone china:

and so on can be ‘glued’. A kind of ceramic LEGO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캐스팅 작업을 시작했다.

porcelain mixed with bone ash. The fur looks

is the result. All the shapes are tuned so that they

Jan van der Vaart (b.1931-2000) One of the most

luxurious, but comes from a muskrat.

rice a person eats per year. She has research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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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란 판 더 빌 (b.1986) 욜란 판 더 빌은 도자에 대한 경험이

28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a narrow tube has an

important ceramicists in the Netherlands is Jan van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스 가마 안에 도자 작품이 소성되는

inside diameter appropriate for candles and outside

der Vaart. His influence on Dutch ceramics as a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시도를 했다. 카메라로 섭씨

diameter to be used for grips. This modular project is

whole cannot be underestimated both as one of the

cast in black porcelain. The black pigment weakens

founders of the ceramics department at the Gerrit

1,200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는 소성의 과정을 담고자 한

25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점토와 철 가루를

크리스 카블 (b.1975) 크리스 카블은 다재다능한 디자이너로

the already ‘deformation-sensitive’ porcelain, making

Rietveld Academie and, in 1969, of the Keramisch

섞어 거대한 자석으로 성형해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형된

2001년에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Eindhoven Design

this project technically quite amazing.

Werkcentrum in Heusden (the current EKWC).

탑을 가마에서 구웠다. 완성된 작업에는 녹슨 색이 선명하게 남아

Academy)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제품 디자이너로서 판 더 빌은 바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

있다. 다양한 고객을 둔 카블은 가구와 조명 디자이너기도 하다.

작은 의자와 커피 테이블과 같은 다양한 사물을 제작했다.

카블의 작업은 개념적이면서도 탐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Jólan van der Wiel (b.1986) With no ceramics

이러한 특성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돈 화병>(2005) 두

헬라 용어리우스(b.1963) 헬라 용어리우스는 세계적으로

clean-lined, geometric shapes, scintillating glazes

experience, Jólan van der Wiel wanted to film

점을 통해 나타나는 미학적 솔루션에서 엿볼 수 있다.

손꼽히는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다. 용어리우스는 직접

as well as super-meticulous execution. His studio

the firing of clay in a gas oven. He tried to film

Chris Kabel (b.1975) Chris Kabel is a versatile

운영하는 회사 용어리우스랩(Jongeriuslab)뿐만 아니라

is on permanent display at the National Ceramic

the firing process from 1200 - 1300 degrees with

designer, graduated in 2001 from the Eindhoven

유명 디자인 브랜드인 비트라(Vitra)의 디자이너로도 활발히

Museum Princessehof in Leeuwarden.

a camera. When this failed, he tried to make a

Design Academy, where he is now also a teacher.

활동하고 있다. 수년간의 활동기 동안 용어리우스는 폭넓은

Among his best-known designs are the impressive

sculpture from clay mixed with iron powder, then

Kabel works for various clients and designs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로얄 티허라르

tulip towers that can be built up from separate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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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his oeuvre proves timeless and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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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 a prominent role in many museum collections
as well as households. His work is characteri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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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up to more than one meter high. Van der
Vaart's oeuvre consists partly of unique pieces, one-

31

sheets of clay to great heights. He folded, stuck

Piscaer)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차도 옆 창문과 난간을

and plaited clay into a wide variety of shapes,

스펀지로 훔쳐서 생긴 더러운 물을 여과시키고 이렇게 얻은

off pieces that are turned or formed by hand, and

소냐 란트비어 (1933-2019) 소냐 란트비어는 1950년대 초

vases and objects. He used scoring and impression

미세먼지를 유약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 유약은 다양한 기물에

partly of multiples, objects that are cast in small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에서 도예를 공부했으며 1954년 개인

techniques, screen printing decors and fabric

적용되었다. 검은색에 가까운 유약도 있는데, 이는 45년 동안

editions. He started with these multiples in 1967, the

스튜디오를 차렸다. 1962년에는 보이만스 판 뵈닝언 미술관에서

prints to add decorative elements. Throughout his

상하이에서 거주한 사람의 폐에 쌓인 미세먼지의 양을 보여준다.

main reason being to make his work affordable for a

젊은 도예가 6인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여기에 요한 판 론과 얀

career he created both autonomous work and work

이런 식으로 각 도시와 지역의 유약이 만들어졌다. 노르웨이와

wider audience.

판 더 파르트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 전시는 네덜란드 수공예적인

on commission for companies including Royal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도자공예의 부활을 상징하는 전시가 되었다. 1965년 란트비어는

Copenhagen and Rosenthal. He taught at various

때문에 이 지역의 도자기는 옅은 베이지색 컵으로 표현됐다.

국제 작가단체의 일원으로서 아일랜드의 공예와 디자인에

art schools in the Netherlands and his work has

Servies Is it possible to illustrate how much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일랜드로 초청받았다. 그는 킬케니

been collected by museums in New York, Berlin

particulate matter there is in the air? Two Dutch

디자인 워크숍(Kilkenny Design Workshops) 레지던시의

and Mexico right the way through to almost all the

designers, Iris de Kievith and Annemarie Piscaer

통틀어 가장 중요한 네덜란드의 도예가 중 한 명이다. 간결함을

작가이자 스승이었다. 여러 공공기관과 개인 수집가가 그의

major museums in the Netherlands.

did so. They sponged windows, guard rails 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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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르트 랍 (1951-2017) 히어르트 랍은 지난 수십 년을

motorways. The dirty water this provided was

추구하는 작가는 작품에서 순수한 형태와 색 외에 모든 요소를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제거했다. 랍은 주로 물레 작업을 했다. 꽃병과 사발, 접시를

Sonja Landweer (1933-2019) Landweer studied

만들었으며 손자국을 모두 없애고 단색으로 유약을 칠해 실크

ceramics at the Gerrit Rietveld Academy in the

같은 질감을 구현했다. 이러한 기법 덕에 히어르트 랍의 작업은

early 1950s, and started her own art studio in 1954.

한눈에도 알아볼 정도로 독특하다.
Geert Lap (1951-2017) Geert Lap was o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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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ed and the particulate thus collected was
incorporated into a glaze. The latter was used

마료레인 더 빗 (b.1979) 마료레인 더 빗의 풍경은 도자, 사진,

for a variety of objects. Some are almost black;

In 1962 she took part in exhibition of six young

회화로 이루어졌다. 콜라주의 일종으로 전경과 배경이 하나로

this represents the amount of particulate matter

ceramists from Amsterdam at Museum Boijmans

합쳐진다. 평평한 면 위에 사용된 다양한 매체는 깊이감을

captured in the lungs of a 45-year-old who has

the most important Dutch ceramists of the past

Van Beuningen, together with Johan van Loon and

만들어 낸다. 원본 사진이나 그림 혹은 그 복제물을 볼 수 없어,

always lived in Shanghai. Every city or region

decades. With his minimalist approach, he was

Jan van der Vaart which signified the rebirth of

오히려 새롭고 추상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모든 추상 이미지는

therefore has its own glaze. The inhabitants of

able to reduce ceramics to pure form and color

artisan ceramics in the Netherlands. In 1965 she

배타적이며 고유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 작업은 자연, 산, 풍경

Norway and Iceland have light beige cups as those

like no other. Lap mainly worked on the turntable.

was invited to move to Ireland to revitalize Irish

등을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작업 속에서 도자 파편은 고고학과의

who live there breathe in almost no particulate

He turned vases, bowls and dishes, erased all the

craft and design as part of a group of international

연관성을 나타낸다. 사실 더 빗은 거대한 그림으로 유명해졌다.

matter whatsoever.

manual tracks and gave them a monochromatic

artists. She was artist in residence at the Kilkenny

그러나 그의 거대한 도자 설치 작업과 작은 부조 작업 역시

glaze, with a silky appearance. This created a

Design Workshops and teacher. Her work is

오늘날 많은 미술관과 개인 수집가들의 수집 대상이다.

unique handwriting that makes a work by Geert

acquired by public and private collectors.

Marjolijn de Wit (b.1979) Marjolijn de Wit’s
landscapes consist of ceramics, photographs and

Lap instantly recogn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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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튼 콜크(b.1980), 휘스 퀴스터스(b.1979) 마튼 콜크와

paint. They are collages in which foreground and

휘스 퀴스터스는 도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background merge. The use of multiple media on

진행했다. 예를 들어 틀에 그림을 그려 접촉만으로 문양이

요한 판 론 (1934-2020) 요한 판 론은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a flat surface provides depth. Because the original

전사되는 기법을 실험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의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으나 1958년부터는 다양한 도자 작업을

photograph or painting or copy is no longer visible,

여러 박물관에서 소개되었는데 렘브란트의 유화 그림에 기반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개

해왔다. 요한 판 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다양한

a new, abstract image develops. Every abstract

것이었다. 렘브란트는 주로 유화물감을 칠하기 전에 양질토를

코발트 블루 점토를 이용한 기하학적인 문양의 상감이 특징이다.

경험을 하는 작가이다. 판 론은 얇은 점토판을 접는 방법으로

image is insular, creating its own world. The

그림의 밑바탕으로 사용했다. 이 양질토 층이 그의 그림이

그의 기하학적 문양은 네덜란드 미술의 모더니즘 전통에 포함된다.

성형하여 높이 쌓아 올리는 기법을 연구했다. 또한 긁기와 음각

works contain recognisable references to nature,

전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1990년 이후 퀴스트는 흰색과 파란색 이외에도 다른 색상을

기법, 실크스크린과 패브릭 프린트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적

mountains, landscapes, and the use of fragments

콜크와 퀴스터스는 렘브란트가 주로 사용한 색상을 바탕으로

사용했다. 파스텔 색상(노랑, 분홍빛을 띠는 빨강)의 여러겹의

요소를 더했다. 그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 개인 작업은 물론 로얄

of ceramics provides an association with shards of

유약의 색을 개발했다.

흙물로 이루어진 넓은 띠 형태는 그의 작업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코펜하겐(Royal Copenhagen)과 로젠탈(Rosenthal)과

pottery and thus archaeology. Originally, De Wit

Maarten Kolk (b.1980), Guus Kusters (b.1979)

Leen Quist (1942-2014) Leen Quist occupies a

같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기도 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여러

became famous for her large paintings. However,

Maarten Kolk and Guus Kusters have multiple

unique position in Dutch ceramics. He works in a

미술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작품은 네덜란드에 있는 대부분의

her large-scale ceramic installations and small wall

research projects to their name which focused

sober fashion using geometric, more often than

주요 박물관과 뉴욕, 베를린, 멕시코 등지에 있는 미술관에

pieces are now also being purchased by museums

on ceramics. For example, they experimented

not cobalt-blue decorations, dug into the porcelain

소장되어 있다.

and collectors.

extensively with painting moulds to try and get

then filled in with cobalt-blue coloured clay.

Johan van Loon (1934-2020) Van Loon started

The geometric lines put Quist in the modernist

his career as a textile designer. Starting in 1958,

tradition of Dutch art. After 1990, Quist also used

he worked with all kinds of ceramics. Johan van

colours other than white and blue. Broad bands

Loon was one of those artists that kept starting

세르비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시각적으로

based on Rembrandt’s paintings. The latter often

(layers of silt) in pastel tones (yellow, pink-red) lend

from scratch and tried out all sorts of things. Van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인 아이리스 더

used loam as the base layer for his paintings, before

his work a less strict appearance.

Loon took the technique of folding and shaping

키비스(Iris de Kievith)와 아너마리 피스카어르(Annemarie

applying oil paint. This layer of loam may ultimately

레인 퀴스트 (1942-2014) 레인 퀴스트는 네덜란드 도예

바다 너머 이야기: 네덜란드 현대도예의 오늘

depictions onto vases through some sort of contact-

34

96

97

printing action. Another project, which was presented
at several museums around the Netherlands, was

A Story Beyond the Sea: Dutch Ceramics Now

have influenced the way the paint worked. To study
this, Kolk and Kusters developed glazes based on
Rembrandt’s palette of col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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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레인더스 (b.1955) 매력적인 성품 덕에 덴 보슈의

올려짐으로써 물성이 작업을 지배하게 만든다. <HC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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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는 201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수상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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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타일 : 에릭 얀 크바켈 (b.1965), 피터 판 더 야흐트

현재는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리트 헤링아 (b.1966), 마튼 판 칼스베이크 (b.1962)

(b.1971) 단순한 생각은 모노크롬 타일을 제작하는 번창한

Maarten Heijkamp (b.1979) Visual artist Maarten

이 성공적인 2인조 그룹은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 주변으로

작은 공장으로 이어졌다. 에릭 얀 크바켈과 피터 판 더 야흐트는

Heijkamp creates monumental photographic works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작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 핵심 요소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각진 타일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with the aid of self-built camera obscuras. The work

어떤 식으로 발견하거나, 구매하거나 작가가 만든 형태일 수

이 타일은 화장실이나 주방에 더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questions photographic representation and our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은 혼란스럽고 복잡할지라도 뚜렷하게

EKWC에 있는 안톤 레인더스의 작업과 그의 저서 도자

하여 기존의 실리콘 마감 공정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물이 샐

perception of objects. He was struck by parallels

보이는 중심부를 따라 명확한 구조의 형태로 증식하는 모양을 볼

제작의 과정(The Ceramic Process)은 도예 분야에서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디-타일은 타일이 90도로

between ceramic glazes and the photographic

수 있다. 관객은 주변부를 인지하자마자 작업의 공간적 관계와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교습법으로도 잘 알려진 작가는 매

휘어져 모서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도 제작한다. 이들은 제작

emulsion and developed a method to expose the

구체적 규모를 발견하게 된다. 전혀 조화롭지 않아 보이던 것들을

전시마다 관객을 놀라게 한다. 작가의 열려 있는 태도는 그의

방식을 완벽하게 개발하기 위해 6년간 선행 연구한 이 혁신적인

photographic image directly onto wet clay panels

가까이서 보면, 큰 조각과 작은 부품들이 중심부와 연관되어

작업에도 반영된다. 2010년부터 3D프린터로도 작업했다.

타일뿐만 아니라 배수 구멍과 플러그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더한

inside a large format camera obscura. In this work,

복잡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Anton Reijnders (b.1955) Thanks to his charming

타일로도 유명해졌다.

photography, as an extremely volatile medium,

Liet Heringa (b.1966), Maarten van Kalsbeek

personality, his work at the EKWC in Den Bosch

D-Tile : Erik Jan Kwakkel (b.1965), Peter Van

meets the timeless nature of ceramics. Creating his

(b.1962) This succesfull duo develops their work

and ultimately the book The Ceramic Process,

der Kagt (b.1971) A simple idea led to a small,

own tools for image-making, the tools themselves

around a core using a large variety of materials.

Anton Reijnders has carved out his own position

flourishing factory for monochrome ceramic tiles.

become the subject of his work. The work HCW10-

This core can be a found or purchased item or a

in the world of ceramics. Alongside his teaching

Erik Jan Kwakkel and Peter Van der Jagt got the idea

01 is an ode to the most basic of tools - his wooden

shape they have made. The sculptures therefore

qualities, Reijnders is also a much exhibited artist

to manufacture angled tiles with rounded corners.

saw bench. Here Maarten Heijkamp investigates

always have a discernible structure of proliferating

whose sculptures never cease to surprise. This

Such tiles make tiling bathrooms and kitchens

the interplay between functional and sculptural

shapes surrounding a clearly defined centre despite

openness characterises his actions and led him to

much more efficient and no silicone sealant is

qualities of tools and their translation into spatial

the considerable surface chaos. As soon as the

work using 3D printers in 2010.

required. It also dramatically reduces the risk

architectural scale. By engraving into the freshly

viewer recognises the former, they discover spatial

of leaks. The company also makes corner tiles,

glazed clay surface, he translates the nearly

relationships and the specific scale of the work.

tiles with two 90 degree angles. Alongside these

tangible projection in the camera obscura into a

What initially seems incongruent, upon closer

inventive tiles which were preceded by six years of

new tactility. Engraving a line provokes the glaze

inspection proves to be a complex interplay of a

산더 알블라스 (b.1968) 산더 알블라스의 <네덜란드

research to perfect the production method, D-Tile

tendency to crawl, pull up under its surface tension,

large whole and smaller parts, all in relation to the

화병>(2012)은 그가 로얄 후드화근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을

has also become famous for the simple addition of

letting the material take over. HCW10-01 won the

abovementioned centre.

때 디자인한 것이다. 알블라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functionality to tiles such as a drain and plug.

silver prize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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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 2011 and

동그라미가 서서히 네덜란드의 지도로 변하게 했다. 알블라스는
이 기술을 사용해 여러 나라와 지역의 지도를 그렸다. 로얄
후드화근은 과거에 하우다 지역에 있던, 네덜란드 항공(KLM)을

is now part of the KOCEF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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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자기 집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그리고 그 집을 채색한

마튼 헤이캄프 (b.1979) 시각예술가 마튼 헤이캄프는

42
요리스 링크 (b.1979) 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가? 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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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중에는 산더 알블라스의 아버지도 있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 거대한 규모로

Sander Alblas (b.1968) Sander Alblas developed

사진 작업을 한다. 헤이캄프는 작업을 통해 사진적 재현과 사물에

his Holland Vase (2012) while working as head
designer at Royal Goedewaagen in Nieuw-

링크의 화병은 매우 복잡하다. 링크는 틀로 성형된 조각 백 개로
만들어진 화병을 즐겨 조립한다. 그는 성형한 조각을 꼼꼼하게

펨커 데커스 (b.1980) 펨커 데커스의 작품 도록을 보면서

쌓고 그 안에 흙물을 부음으로써 작업을 완성하는데, 이때 틀의

대한 우리의 시각에 관해 질문한다. 그는 도자기 유약과 사진

작가의 작품이 잘못 만들어진 도자 화병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구조는 화병 겉면에 장식적 요소가 된다. 화병은 물리적으로도

유제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거대한 카메라 옵스큐라 안에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데커스의 작업은 사진

존재하지만, 디지털 상태로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작품의 성형

Buinen (NL). Alblas used digital technology to

놓인 젖은 점토판 위에 사진 이미지를 직접 노출하는 방식을

스튜디오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과정을 SNS에서 함께 보기 때문에 그의 집중적인 작업 방식에

gradually transform a circle into a contour of the

고안해 냈다. 이 작업에서 사진이라는 무척이나 불안정한 매체는

사진작가로서 데커스는 2차원적인 것을 3차원으로 표현하고, 또

또 하나의 차원이 덧대어진다.

Netherlands. He later used this method when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도자를 만나게 된다. 이미지 생성 도구를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인 사진으로 포착한다.

Joris Link (b.1979) Why do things the easy way?

designing vases from several other countries

직접 만드는 헤이캄프의 작업에서는 도구 그 자체도 작업의

Femke Dekkers (b.1980) If you look at a catalogue

Joris Link ’s vases are extremely complex. Link

and provinces. Formerly known as Koninklijke

주제가 된다. <HCW10-01>(2010)는 그가 만든 기본적인

of Femke Dekkers’ works it takes a moment to

enjoys putting vases together that consist of

Goedewaagen, the factory used to be located in

도구로서의 목재 작업용 벤치에 대한 찬사다. 여기서 헤이캄프는

realise that you are looking at photographs, not

hundreds of moulded parts. He meticulously stacks

Gouda and was the ceramics factory that originally

도구의 기능과 조형적 특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도구의 공간적

failed ceramic vases. Dekkers’ artworks are carefully

them, brick by brick, pours in porcelain, with the

made the houses for KLM, which were painted by

건축적 스케일로의 전환에 대해 탐구했다. 갓 유약을 바른 기물

constructed in a photo studio and subsequently

mould ’s structure providing the decorative pattern

표면에 자국을 내면서 그는 카메라 옵스큐라 속에 보일 듯 말

photographed. As a photographer, she tries to depict

for the vase. The latter not only exist in real life,

듯하게 영사된 상을 새로운 촉감으로 변환시켰다. 선 형태로

the two-dimensional, three-dimensionally and the

but also digitally. Many people watch the videos of

된 자국은 유약을 흐르게 만들고 표면 장력으로 인해 당겨

three-dimensional as flat as a photograph.

the creation process on social media which adds a

hand by the father of Sander Alblas, among others.

dimension to this intensive wor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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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yramids, which he then stacked into almost

단단해진다. 작가는 연필로 건축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의 섬세한

architectural models. Through open walls – gaps

선을 그리는데, 이 고리 모양의 선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베로니카 포슬 (1950-2006)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인

are created, meshes in the grid; as if the whole has

보인다. 도자 소재에 그린 선을 오려냄으로써 그는 입체 드로잉을

폴 판 데이크 (b.1947) 폴 판 데이크의 작품 세계는 무척

베로니카 포슬은 1999년에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에서

grown organically like a honeycomb.

완성한다.

폭이 넓다. 그는 조각, 사진, 장소 특정적 미술, 페인팅, 콜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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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고전을 가졌다. 전시 직후 그는 큰 주목을 받기

Kim Habers (b.1979) Drawing on and with

등을 넘나들며 작업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폴 판 데이크의

시작했다. 포슬은 손으로 흙을 길쭉하게 밀어 성형하는

porcelain is something Kim Habers specialises

도자는 미니멀하며 소재와의 섬세한 관계를 통해 자신만의 시각

단순한 코일링 기법으로 작업한다. 작품들은 202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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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iginally, her drawings were on paper; these

언어를 구축한다. 특히 <아홉 뮤즈>(1995)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대적 시각으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클레어 페르코이언 (b.1959) 클레어 페르코이언은 헤릿

slowly became space filling. The next step was to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기술적으로 뛰어남은 물론 상상력을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에 만든 것들이다. 기물의 차분한

리트벨트 아카데미에서 도예를 가르치고 있다. 작가는 중국

use Keraflex, a 1 millimetre thin porcelain that she

자극한다. 폴 판 데이크는 여러 미술대학의 교단에 섰고, 많은

색감도 특징이다. 그는 각기 다른 시간 동안 숙성시킨 흙을 함께

경덕진의 특화된 소규모 공장에서 만든 달걀 껍데기처럼 얇은

draws on and then cuts out. After firing it becomes

네덜란드의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사용하여 색상 대비를 만들었다. 말년에 베로니카 포슬은 카를라

기성의 도자기를 가져와 사용한다. 도자기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rock hard. She draws thin, fragile lines in pencil;

Paul van Dijk (b.1947) Artist Paul van Dijk has

코흐 갤러리(Carla Koch Gallery) 소속 작가로 활동했다.

캔버스가 된다.

sometimes architectural, sometimes organic

a very broad oeuvre. He works as a sculptor,

Veronika Pöschl (1950-2006) Austrian Veronika

Claire Verkoyen (b.1959) Claire Verkoyen is a

shapes which – due to looping – often seem to have

photographer, creator of site-specific works, painter,

Poschl had a major retrospective in 1999 at Ceramics

ceramics lecturer at the renowned Gerrit Rietveld

no beginning and no end. Punching out the lines in

collagist and teacher. His ceramics are extremely

Museum Princessehof in Leeuwarden. This

Academie in Amsterdam. She utilises ultra-thin

the ceramic material creates 3D drawings.

minimalist and his meticulous interaction with the

immediately put her on the stage her work deserves.

eggshell porcelain that she sources ready made

She constructs her shapes using the simple technique

from small, specialised factories in Jingdezhen,

of hand-rolled strands of clay. From a contemporary,

China. The porcelain provides a canvas for her

2021 perspective, they look like 3D-printed rolls, but

paintings which she applies herself.

material means he has his own visu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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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made 20 to 30 years ago, way before the
latter existed. The sober colours are incorporated
into the clay. Colour differences also develop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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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offers us frozen beauty, technically adept

아너마리 판 스프랑 (b.1960) 섬세함은 다양한 모습으로

and with a title that spurs the imagination. Paul

나타난다. 아너마리 판 스프랑의 작업에서 섬세함은 정제된 백자

van Dijk was active as a teacher at various art

조형물로 발현된다. 작가의 조형물은 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schools. His work is owned by various Dutch

있으며, 때로는 인간을 은근슬쩍 숨긴 간단한 우화의 한 장면을

museums.

타냐 스메이츠 (b.1963) 타냐 스메이츠의 실험적 태도는

담는다. 이런 작업은 흰 상자 안에 담겨 있는데 이는 배우들이 막

the latter years of her career, Veronika Poschl was

그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시각 언어를 지속시키는 동력이다.

내려온 것 같은 무대를 연상케 한다.

represented by Carla Koch’s gallery.

스메이츠는 기존에 있는 소재와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Anne-Marie van Sprang (b.1960) Subtlety comes

combining and mixing clays of different ages. In

Paul van Dijk ’s de Negen Muzen_the Nine M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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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때로는 기성품을 통해 완전히

in many guises. In Anne-Marie van Sprang’s case, it

마랴 호우프트 (b.1946) 마랴 호우프트의 작업에서 자연은 늘

새로운 작업을 만들기도 한다. 수많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consists of refined white porcelain sculptures. Often

중요하다. 호우프트의 초기 작업은 점점 더 정형화되고 추상적인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of human figures, sometimes small anecdotal scenes,

특성을 보이다가 1980년대 초반에는 색과 장식을 사용하기

한스 메이유브슨 (b.1954) 한스 메이유브슨은 틸뷔르흐에서

상품 생산의 기술적 범위를 초월한다.

conspicuously devoid of humans. These are presented

시작했고 이후로는 사람과 동물이 작업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드로잉과 공예 교육자로서 교육받았다. 1985년에는 성공적으로

Tanja Smeets (b.1963) Tanja Smeets’ experimental

in a white box, as if everything were a theatre scene

1985년 케옵스(Cheops)라는 예술인 단체를 창설했다. 이

도예 분야에 발을 들였으며 그 후 수년간 다수의 국제 전시에

attitude keeps engendering her own, unique visual

in which the actors have just stepped off stage.

단체는 당시 네덜란드의 전통 도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참여했다. 메이유브슨은 2012년부터 매우 얇고 비치는 도자

language. She utilises existing materials and

판을 이용해 작업했고, 여기에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techniques, though by using them in a different

과정의 즐거움을 결합했다. 그는 육면체와 피라미드를 만들어

way, new images develop. Occasionally, she will

건축 모델 같아 보이는 구조물로 쌓아 올렸다. 열린 벽면을

use ready mades to construct entirely new works

헹크 볼버스 (b.1953) 헹크 볼버스는 네덜란드의 생존하는

돕거나 심지어 함께 뒤섞이는 등 서사적인 느낌을 준다.

통해 틈을 두고 격자무늬 속 그물망을 만들어 전체 형상이 마치

of art with. Adding dozens of spoons together goes

가장 중요한 도예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특별한 자기 소재로만

Marja Hooft (b.1946) Nature has always played a

44

했다. 실험, 그리고 예술적 교류가 이 단체의 주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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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옵스는 1996년 해체되었다. 그 이후 호우프트는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주로 다루었다. 그의 오브제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벌집처럼 유기적으로 자라난 느낌을 들게 했다.

beyond the technical manufacturing process and

작업한다. 볼버스는 일본과 중국으로 연구 여행을 다니며 훌륭한

role in the work of Marja Hooft (1946). Initially her

Hans Meeuwsen (b.1954) Hans Meeuwsen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n image that has

기법을 연마할 수 있었다. 볼버스는 드로잉과 형태 사이의 섬세한

art became increasingly stylised and abstract until,

received his training as a teacher of drawing and

not been seen before.

관계를 다루는 자신만의 작업을 지속한다.

in the early 1980s, colour and decoration appeared

Henk Wolvers (b.1953) Henk Wolvers is one

and, over the past decades, humans and animals

of the most important living ceramists in the

have been central once more. In 1985 she founded

Netherlands. He works exclusively with the special

the artists’ group Cheops. The group attempted

킴 하버스 (b.1979) 킴 하버스는 자기 위에 그림을 그린다.

material porcelain. Wolvers has acquired a great

to create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Dutch

has been working mainly with porcelain and

하버스는 원래 종이에 드로잉을 했는데 이러한 그의 작업은

deal of craftsmanship by making study trips to

ceramics of the time. Experimentation and artistic

has combined an old love for building with clay

점점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버는 다음 작업에서

Japan and China. Wolvers makes his own work

cross-pollination were the main aims. The collective

with it. Meeuwsen's structures consist of wafer-

케라플렉스(페이퍼 클레이)라는 1밀리미터 두께의 마른 포슬린

that is characterized by subtle interplay of lines in

was disbanded in 1996. Since that time she has

thin slices of eggshell porcelain. He made cubes

페이퍼 위에 그림을 그린 뒤 잘라냈다. 이것을 구우면 돌같이

drawing and shape.

primarily been occupied with the human figure.

crafts in Tilburg. In 1985 Hans Meeuwsen made
a successful entrance into the world of ceramics
and in the years that followed he has exhibited
extensively and internationally. Since 2012,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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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mainly creates human and animal figures.

generation of artist-ceramicists such as Geert Lap

cups, cast or sheet-assembled porcelain, geometric

the idea to style a 65 cm tall milk can as the basis

The objects have a slightly narrative feel whereby

and Barbara Nanning who explored the boundaries

in shape and decoration. The works are decorated

for Blue Stack. I utilised all the characteristics

humans and animals support one another and

of ceramics in the 1980s and 1990s. A quote from

using liquid wax (batik), then immersed in an indigo

including the handles of the milk can’s lid. I opted

sometimes even seem to morph into each other.

her: ‘One of my major sources of information is 16th

glaze which – after the glaze has been fired – creates

for a large depiction of a tulip from Rijksmuseum’s

and 17th-century painting. The way the clothing was

contrast between matt white and shiny blue. The

collection. Atop that perches the stylised shape

painted and the rich colours. I subsequently studied

thick glaze also has a wonderful relief which invites

of a milk sieve, followed by a modern cylindrical

how to achieve this in porcelain. This means creating

touching.

object with ceramic udders which appear whe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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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난닝 (b.1957) 바바라 난닝은 40년 넘게 네덜란드에서

new colours for every work. I also glean much

lift the object out. This creates a funny, surprising

주목받은 도예가다. 그는 1979년 히어르트 랍과 밥스 하넌과

inspiration from landscape motifs’.

같은 해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를

‘My work consists of various sheets of coloured

졸업했다. 세 도예가는 네덜란드 도예계의 핵심적 세대로

porcelain. I roll these over one another. I tear, cut and

리차드 휘튼 (b.1967) 리차드 휘튼은 헬라 용어리우스(Hella

drip out at the bottom. The wildflower is, in turn,

성장했고 국제적 명성도 얻게 되었다. 난닝의 작업은 회전하는

add. This creates certain delineations. After firing

Jongerius), 비키 소머스(Wieki Somers), 이너커 한스(Ineke

topped by a contemporary version of the 17th-

움직임을 도자기와 유리에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원은 작업의

the works are polished, then glazed with a semi-

Hans), 테조 레미(Tejo Remy), 마르셀 반더스(Marcel

century tulip vase. The decoration has been kept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조형적

transparent glaze. The work is fired multiple times

Wanders)와 함께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네덜란드의

traditional. A spherical shape shines on the top

형태를 만들어 내며 관객이 여러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which allows me to change and intensify the colour.’

젊은 디자이너 중 하나며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작업을 선보인

with lines in various shades of Delft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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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 recognised ceramicist in the Netherlands

wildflower. If you lift that up, the paint seems to

바 있다. 델프트 블루 도자기인 <화병(Blue Stack)>(2018)은

유도한다. 난닝의 작업은 대체로 촉각적이며 밝은색이다.
Barbara Nanning (b.1957) Barbara Nanning has

effect. On top of that rests an abstract, dark blue

헤이넌 델프트 블라우(Heinen Delfts Blauw)를 위해 휘튼이

54

디자인한 것이다. 각기 다른 형태,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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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ver 40 years. She graduated from the Gerrit

헤이스 바커 (b.1942) 전설적인 네덜란드의 장신구 디자이너

여섯 개 기물이 한 세트를 이룬다. 휘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KLM 집 오늘날까지 100종류가 넘는 미니어처 도자 집이

Rietveld Academie in Amsterdam in 1979 at the

헤이스 바커는 1993년 드로흐 디자인(Droog Design)을

“헤이넌 델프트 블라우는 ‘농장’을 주제로 한 디자인을 나에게

제작되어 KLM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하고 바다를 건넌

same time as Geert Lap and Babs Haenen with

공동으로 창립했고, 디자이너로서 도예를 공부했다. 코르 우넘의

의뢰했다. 나는 어린 시절 삼촌이 운영하는 젖소 농장에서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예네버르(Jenever)라는

whom she constitutes the core of a generation of

의뢰로 도기로 된 꽃병과 사발로 이루어진 <듀엣>(1993)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65센티

네덜란드산 진이 담겨있는 미니어처 집은 네덜란드 건축 역사에

Dutch ceramicists who achieved international

디자인했다. 꽃병과 사발은 각각 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이의 우유 용기를 기반으로 화병을 디자인했다. 나는 농장

중요한 건축물을 본떠 만든 것이다. 로얄 후드화근(Royal

recognition. Characteristic of her work is rotational

28센티와 8센티짜리가 있다.

우유 용기의 뚜껑 손잡이까지 모든 특징적 요소들을 활용했다.

Goedewaagen) 공장에서 델프트 블루로 제작되어 1952년에

movement which she allows to congeal in ceramics

Gijs Bakker (b.1942) The legendary Gijs Bakker,

또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의 소장품에

처음 여행자들에게 증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100개의 집

or glass. Circles always being an important point

the Netherlands' most famous jewelery designer

그려진 튤립을 선택했다. 그 위에는 우유 거름망 모양의 기물이

외에도 특별 이벤트를 위한 독특한 에디션도 제작되었다. 예컨대

of departure. This creates an entirely unique

and co-founder of Droog Design in 1993, has also

있고, 다시 그 위에는 들어 올렸을 때 자기로 된 소 젖이 보이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는 하우다의 바흐(Waag)와

sculptural shape that forces audiences to view the

studied ceramics as a designer. For Cor Unum he

모던한 원통형 기물이 놓여 있다. 이 조합은 익살스럽고 놀라운

암스테르담 왕궁(Paleis op de Dam), 암스테르담의

works from all sides. The skin of the latter being

designed Duet (1993), which consists of two parts,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위에는 추상적이고 짙은 푸른색 야생 꽃이

콘서트홀(Concertgebouw)등이 선물로 주어졌다.

tactile and generally brightly coloured.

a vase and a bowl, both made of earthenware.

얹어져 있다. 이 꽃을 들어 올리면 물감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

KLM House By now, over 100 different ceramic

They can be used separately and in addition to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이 야생 꽃 위에는 17세기 튤립 화병의

miniature houses have been manufactured for and

the version with a height of 28 cm, there is also a

현대적인 버전이 올려져 있다. 장식은 모두 전통적인 느낌을

gifted to people in KLM business class who have

version of 8 cm.

53

유지했다. 맨 위에는 델프트 블루의 색감과 음영을 살린 선이

crossed an ocean. The houses, filled with Dutch

밥스 하넌 (b.1948) 밥스 하넌은 히어르트 랍, 바바라 난닝

특징인 구체 형태를 올려 작품을 완성한다.”

gin, Jenever, are models of existing buildings that

등과 함께 1980-90년대에 걸쳐 도예의 경계를 탐구한 작가-

Richard Hutten (b.1967) Richard Hutten was

played a role in Dutch architectural history. The

one of the famous generation of young Dutch

first house was offered to travellers in 1952 and

도예가 세대로 분류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55

16세기와 17세기 회화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특히 풍부한

코린 리더릭호프 (b.1953) 코린 리더릭호프는 1977년부터

designers to break through internationally in the

was manufactured by the Royal Goedewaagen

색감으로 옷을 묘사한 방식에 주목한다. 그런 느낌을 도자기에서

도예가로 활동했다. 그의 작업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장식이

1990s (alongside Hella Jongerius, Wieki Somers,

ceramics factory in Delft blue. Alongside the

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이를 위해 새로운 작업에 착수할

돋보이는 튤립타워, 합, 화병, 물병, 컵, 캐스팅 기법과 판

Ineke Hans, Tejo Remy, Marcel Wanders) who is

abovementioned 100 houses, there have also been

성형기법으로 만든 백자 작품이 주를 이룬다. 작품은 초벌 소성한

also represented in all the world ’s major design

special editions to commemorate unique occasions.

때마다 새로운 색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풍경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는다.”

기물에 녹인 밀랍을 이용해 문양을 만든 후, 이것을 짙은 푸른색

museums. The Delft blue object Blue Stack (2018)

For instance, couples on their honeymoon received

“나의 작업은 색을 섞은 얇은 겹의 도자로 만들어졌다. 이 얇은

유약에 담가 무광의 흰색과 유광의 파란색 사이에 대비를 만드는

was designed by Richard Hutten for Heinen Delfts

a model of the Waag in Gouda and other models

흙 면들을 켜켜이 쌓아 함께 말아낸다. 또 찢고 자르며 덧붙인다.

방식으로 장식한다. 두꺼운 유약은 부조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

Blauw. It consists of six separate objects, each with

were created of the Paleis op de Dam and the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유의 묘사가 가능해진다. 작업을 구운

낸다.

their own shape, atmosphere and story. Richard

Concertgebouw in Amsterdam.

뒤 다듬고 반투명한 유약을 바른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Corien Ridderikhoff (b.1953) Corien Ridderikhoff

Hutten: “Heinen Delfts Blauw asked me to work

소성하는데 그러면서 색상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has worked as a ceramicist since 1977. Her work

with the ‘farm’ theme. When I was a boy, I regularly

Babs Haenen (b.1948) Babs Haenen is part of the

consists of tulip towers, lidded jars, vases, jugs and

hung out at my uncles’ dairy farms. This ga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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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목록
List of Works

01

08

15

필립 용커

한스 판 벤텀

팀 브로커스

Filip Jonker

Hans van Bentem

Tim Breukers

단테 GT 세라믹

자화상

나는 즐거운 휴가를 보냈다

Dante GT Ceramic

Selfportraits

I had a great holiday

2012

2012-2018

2020

487×186×128

60×35×65 each

128×125×355

02

09

16

헤이코 발스터

세실 켐퍼링크

마린 스카우튼

Heiko Balster

Cecil Kemperink

Marien Schouten

그릇장 세트

내려놓다

머리

Cupboard Set

Let go

Head

2019

2017

2014

Ø23×43, Ø24×35, Ø24×35

비디오 video, 00:39

65×80×93

10

17

카롤리너 라위흐로크

헤이스 아스만

03

Caroline Ruijgrok

Gijs Assmann

노만 트랍만

세가지 작업

캔디, 골든 싱크

Norman Trapman

Three Works

Candy, Golden Sink

산호 50 화병

2019

2018

Vase Coral 50

25×60×50, 25×50×45, 30×40×15

헤이넌 델프트 블라우
Heinen Delfts Blauw

1999

65×45×60, 45×55×50
스키담 시립미술관 소장
Stedelijk Museum Schiedam

Ø40×60
11

collection

야서 발러만스
04

Yasser Ballermans

시모너 판 바클

No.14

18

Simone van Bakel

2011

파울린 바바스

테이퍼 블루

80×45×80

Paulien Barbas

Taphor Blue

나에게 말해 줄래요
Would you tell me

2016
37×27×30

12

2016

헨리 야콥스

가변 설치 dimensions variable

Henri Jacobs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 소장

05

산과 같은 모자이크

Korea Ceramic Foundation

알렉산드라 엥헬프리트

Mountainous Mosaic

GMoCCA collection

Alexandra Engelfriet

2018

강인함과 부드러움

가변 설치 dimensions variable
19

Fortiter et Suaviter
2018

마르쪄 코르스타녀
13

Maartje Korstanje

도린 캄프스

무제

Dorine Camps

Untitled

06

배

2013

휘도 헤일런

Bellies

163×75×20

Guido Geelen

2016

무제-영광을 위한 조형물

153×30×165

비디오, video 14:54

20

Untitled-Sculpture for Luster
2016

14

파울라 바스티안센

Ø98×100 each

틸만 메이여-파여

Paula Bastiaansen

Tilmann Meyer-Faje

무제

게임 오버

Untitled

07

Game Over

2021

카롤레인 스미트

2020

within 50×50×30 each

Carolein Smit

가변 설치 dimensions variable

거미 원숭이
Spider Monkey
2020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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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Ø19×43, Ø14×50

33

39

Light & Green 1

52

바스티어너 크라머

로얄 티허라르 마쿰

마료레인 더 빗

마튼 헤이캄프

2018

바바라 난닝

Bastienne Kramer

Royal Tichelaar Makkum

Marjolijn de Wit

Maarten Heijkamp

Ø48×18

Barbara Nanning

무제

무제

HCW10-01

Untitled

Untitled

2010

갤럭시
Galaxy

2018

28

2014-2017

220×159×2

46

2003

200×80×190

얀 판 더 파르트

25×32×3 each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 소장

타냐 스메이츠

45×38×36

Korea Ceramic Foundation

Tanja Smeets

GMoCCA collection

무제

Jan van der Vaart
튤립 타워
22

Tuliptower

34

Untitled

53

이사벨 페란트

1988

세르비스

2015

밥스 하넌

Isabel Ferrand

20×20×100

Servies

40

45×75×20

Babs Haenen

쌀의 양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스모그웨어

펨커 데커스

The Measure of Rice

The Princessehof National

Smogware

Femke Dekkers

2019

Museum of Ceramics collection

2020

용기 1,2,3

47

2016

small cup Ø5.5×6

Vessel 1,2,3

킴 하버스

Ø27×31.5

cup Ø7.5×9

2016

Kim Habers

42×33×3 each

그는 아니다

가변 설치 dimensions variable

용기
Vessels

29

bowl Ø5.5Ø×7.5

23

히어르트 랍

small plate Ø15×1

Ele Não

54

욜란 판 더 빌

Geert Lap

plate Ø24×1

2021

헤이스 바커

Jólan van der Wiel

용기

41

81×99×13

Gijs Bakker

용기

Vessel

리트 헤링아/마튼 판 칼스베이크

Vessels

1984

35

Liet Heringa/

2015

Ø32×18.5

마튼 콜크/휘스 퀴스터스

Maarten van Kalsbeek

48

1993

within Ø18×53 each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Maarten Kolk/Guus Kusters

무제

아너마리 판 스프랑

Ø23×28

The Princessehof National

155, 시들어가는 식기

Untitled

Anne-Marie van Sprang

코르우넘 Cor Unum

Museum of Ceramics collection

155, Withering Tableware

2011

7개의 킥 심벌즈

24

2014

36×77×22

7 Kick Cymbals

비키 소머즈

vase Ø15×35.5

2018
within 28×18×18 each

Wieki Somers

30

cup Ø10×7

찻 주전자

레인 퀴스트

로얄 티허라르 마쿰

42

High Tea Pot

Leen Quist

Royal Tichelaar Makkum

요리스 링크

2003

뚜껑이 있는 상자

48×16.5×22.5 each

Box with Lid

듀엣
Duet

55
코린 리더릭호프
Corien Ridderikhoff
튤립 화병

Joris Link

49

Tulpentoren

무제

헹크 볼버스

2019

1982

36

Untitled

Henk Wolvers

24×24×35

Ø19.5×15

안톤 레인더스

2016

나뭇잎

25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Anton Reijnders

Ø16×20 each

Leaf

크리스 카블

The Princessehof National

콜라 공장

2010

56

Chris Kabel

Museum of Ceramics collection

Coke Factory

39×79×2

리차드 휘튼

검은 돈 화병 + 백금 돈 화병

2011

43

Black Money Vase +

16×6×9

베로니카 포슬

Richard Hutten
화병

Platinum Money Vase

31

Veronika Pöschl

50

Blue Stack

2005

소냐 란트비어

용기

폴 판 데이크

2018

Ø20×32 each

Sonja Landweer

37

Vessel

Paul van Dijk

Ø60×150

용기

산더 알블라스

1996

아홉 뮤즈

헤이넌 델프트 블라우
Heinen Delfts Blauw

Vessel

Sander Alblas

Ø19.5×36

The Nine Muses

26

1970

네덜란드 화병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1995

이너커 한스

Ø34.5×11.5

Holland Vase

The Princessehof National

Ø40×42

Ineke Hans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2012

Museum of Ceramics collection

블랙 골드

The Princessehof National

Ø15×35

Black Gold

Museum of Ceramics collection

로얄 후드화근

KLM

Royal Goedewaagen

2002

57

Ø9×20, Ø9×10, Ø9×10, Ø9×6

51

KLM 집

44

마랴 호우프트

KLM Houses

한스 메이유브슨

Marja Hooft

1952~

Hans Meeuwsen

허공의 새와 두 마리 물고기

5×5×10 each

로얄 티허라르 마쿰

32

Royal Tichelaar Makkum

요한 판 론

38

무제

A Bird and Two Fishes

로얄후드화근

Johan van Loon

디-타일

Untitled

in the Air

Royal Goedewaagen

용기 M

D-Tile

2017

2020

27

Vessel M

타일

25×25×22

헬라 용어리우스

1991

Tiles

Hella Jongerius

52×6×66.5

1997

그루브 보틀, 롱 넥 보틀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15×15 each

Groove Bottle,
Long Neck Bottle

Two Birds with a Figure
45

at the Lake

The Princessehof National

클레어 페르코이언

2020

Museum of Ceramics collection

Claire Verkoyen

75×75×15

라이트 & 그린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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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15
호숫가의 두 마리 새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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