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S PROJECT 전시 보도자료

<빛의 두께>

2016.06.10 (Fri) – 06.22 (Wed)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6.06.10 (금) - 06.22 (수)
전 시 명: 빛의 두께 (Depth of Light)
참여작가: 이인화
장

소: LVS PROJECT (엘비스 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 2층
Opening Hours 11:00 – 18:30 (Mon-Sat)
Opening Reception: 2016. 06. 10 (Fri) 17:00

전시문의: T. 02) 3443-7894 E. info@gallerylvs.org
보도자료 및 작품이미지:
www.webhard.co.kr ID: espacesol

PW: guest

Guest폴더->내리기전용->’2016.06 빛의 두께’ 폴더
또는: http://www.gallerylvs.org/?p=3300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시내용
LVS PROJECT (서교동)는 오는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인화 도예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인화 작가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현재 양구 백자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1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수상에 이어 최근 2015년 같은 공모전에
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프랑스 파리 국립장식박물관, 독일 뮌헨 바이에른 국립 미술관, 영국 더램
대학교 오리엔탈 박물관, 독일 퓌르스텐베르크 박물관, 독일 켈렝후젠 박물관, 미국 로스엔젤레스
JF Chen 갤러리 등 세계적인 기관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바티칸 교황청, 영국 더램대학교 오리엔
탈 박물관, 일본 기후현 Museum of Modern Ceramic Art 등 해외 유수의 콜렉션에 작품이 소장되
었다.
이인화 작가는 투광성이 돋보이는 얇은 도자기로 잘 알려져 있다. 작가는 그간 순백색 흙의 투명
함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내고자 재료의 특성과 가능성, 특히 빛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 듯 종잇장처럼 얇지만 견고한 도자기를 탄생시켰다.
이번 첫 개인전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기술의 정점을 찍는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과 ‘색의 그림자 (Shadowed Color)’ 연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주를 이루는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은 2015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수상작이기도 하며
투광성과 불투광성의 표면을 다양한 패턴으로 병치시켜 백자소지의 투명함을 극대화 시킨다. 흙
과 빛과 그림자가 자아내는 작품의 은은한 아름다움은 작가가 이토록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어내
기 위해 숨을 참아가며 깎아내고 연마했듯이 보는 이 또한 숨을 멈추고 집중하게끔 한다.
함께 전시되는 ‘색의 그림자 (Shadowed Color)’ 연작은 색소지와 전통 도예기법 중 하나인 연리문
기법을 사용하여 백색토, 빛, 그림자에 색감이 더해져 또 다른 현대적 아름다움을 빚어낸다. 이
중 ‘두 개의 노란 실린더 (Yellow Cylinders)’는 최근 프랑스 파리 국립장식박물관과 독일 뮌헨 바
이에른 국립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 정식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 전시 대표작 및 작가약력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백자,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14.8 x h.10.8cm_2016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백자,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28.5 x h.17cm_2016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백자,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22.5 x h.14.8cm_2016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백자,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22 x h.14cm_2016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백자,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22 x h.13.5cm_2016

감정의 기억 Memory of Emotions
백자,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19 x h.14.5cm_2016

색의 그림자 – 두 개의 노란 실린더 Shadowed Color – Yellow Cylinders
백자, 안료,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st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14.5 x h.9.3cm (each)_2015

Shadowed Color – Green Cylinder
백자, 안료,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st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17 x h.13.2cm_2014

Shadowed Color – Blue Cylinder
백자, 안료,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st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20 x h.14cm_2014

Shadowed Color – Orange Cups
백자, 안료, 물레성형, 1280도 환원소성 후 연마 white porcelain, stain, wheel throwing, polishing after 1280℃ reduction
firing
Ø6 x h.6cm_2016

■ 작가노트
<빛의 두께>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나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 숙련된 손이 조용히 공들인 사물이 바로 그것이다. 땜을 했음에도 자국이 보이지 않는 금속
기물이나 바늘땀이 균일하다 못해 운율이 느껴지는 누비보자기 같은 것들이다. 그러한 사물에는
화려한 형태나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넘어서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거기에는 주어진 재료를

잘 다루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누군가의 삶이 녹아있다.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만들고자 정
성 들이는 마음과 능숙한 손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물들이 내 마음을 뛰게 한
다. 그리고 그러한 사물을 만들기 위해, 매일 작업실로 향한다.

재료와 연습
나는 순백의 흙을 가지고 사물을 만든다. 그런데 순도 높은 흙은 다루기가 어렵다. 작업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나에게 흙은 아직도 난감한 숙제 같다. 그 흙으로 물레를 차고, 깎고, 시유
하고, 소성하는 일, 어느 과정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부단히 연습하고 매일의 시간을 바치면
그제서야 흙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주 조금 내어준다.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
로 다시 내 시간과 땀과 정성을 흙에 쏟는다. 재료와 나 사이의 밀고 당기는 연애는 좀처럼 끝나
지 않는다. 공예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순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 같다.
조용히 돌아가는 물레판 위에 반건조된 기물을 물로 살짝 붙이고, 굽칼로 외면을 깎아낸다. 초경
합금의 매우 단단한 칼이 무른 흙을 종잇장처럼 얇게 깎아내는 일은 참으로 경이롭다. 조금의 흔
들림도 용납치 않으니, 숨을 참아가며 칼끝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기물을 붙여놓은 물이 마르기
전에, 1mm의 오차도 없이 매우 신속하게 깎아야 한다. 다 깎아내기 전에 기물이 물레판에서 떨어
지는 일이 생기면, 소성 후 여지없이 휘기 때문이다. 흙과 불은 정직하고 냉정해서, 기벽의 두께
가 일정한 완벽한 원이 아니라면 기물에 변형을 일으킨다. 흙은 고온의 불 속에서 고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로 제작과정 중 받은 힘을 기억하여 반드시 결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물레를 차는 것
에서부터 소성에 이르기까지, 얇은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며, 눈곱만
한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다.

얇은 도자기
이렇듯 도자기를 얇게 만드는 일은 수월치 않다. 하지만 매력적이다. 너무 얇아서 금방이라도 바
스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이아몬드 재질로만 표면을 갈아낼 수 있는 견고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빛이 드리우면 내용물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다. 도자기의 투명함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의 투명함과 다르다. 1300도가 넘는 고온, 고압을 견뎌낸 흙의 치열함 때
문일까, 유리처럼 쉽사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마치 면사포를 쓴 신부의 얼굴 같다. 보

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어렴풋함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빛이 드리운 얇은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빛보다 오히려 그림자의 존재로 완성된다. 역설적으로, 기
벽 전체가 균일하게 얇은 도자기에 빛이 투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
다. 전체적으로 얇은 천보다, 부분적으로 두께가 다른 조각보에서 빛의 효과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각보의 바탕 천과 덧댄 천 사이에는 그림자의 존재가 끼어있다. 빛이
머무르는 정도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두께 차이가 빛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사물에
드리우는 빛에는 두께가 있다.

빛의 두께
나의 얇은 도자기는 빛의 두께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는 고작 1mm의 근소한 차이로 시작된다.
빛의 투과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소지의 색, 명도, 채도 그리고 투광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결정적으로 기물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두께 차이다. 두께 차이로 인해 그림자가 생겨나고
그 그림자들이 중첩되어 새로운 빛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극도로 얇기 때문에 내부 조명장치 없
이도 자연광 상태에서 빛이 투과되는 도자기. 단지 얇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세한 두께 차이로
빛과 그림자의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도자기. 이것이 내가 오랜 시간 재료와 씨름하며 발견한 흙
의 아름다움이다. 투과한 빛은 강렬하거나 선명하지 않다. 은은하고 아련하다. 하지만 빛을 투과
시키는 그 어떤 사물과도 느낌이 다르다.
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모래사장의 모래알만큼 다양하다면, 나는 그중 ‘빛의 두께’라
는 모래 한 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모래 한 알을 오랫동안 세심히 지켜봐온 나의 삶이
이번 전시 작품에 담겨 있다. 바라건대, 나의 작품들이 소소하고 조용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
여주었으면 좋겠다.

■ 작가약력
2011~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행정조교
20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출강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공예전공 출강
학력
2011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예과 도예전공 석사과정 졸업
2009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과 도예전공 졸업
개인전
2016 빛의 두께, LVS 프로젝트, 서울, 한국
그룹전시
2016 Together, Cmay 갤러리, 서울, 한국
2016 "Kap-Sun Hwang und seine Schüler", Galerie Handwerk, 뮌헨, 독일
2016 KOREA NOW!, 바이에른 국립미술관, 뮌헨, 독일
2015 2015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한국
2015 KOREA NOW!, 프랑스 국립장식박물관, 파리, 프랑스
2015 HANDS+확장과 공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예페어 국제산업관, 한국
2015 메종&오브제, 파리, 프랑스
2014 2014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한국
2014 Masion et object 2014,Paris Nord Villepinte, 파리, 프랑스
2014 분청사기와 현대회화, 경운박물관, 서울, 한국
2014 ‘기(器), 음(飮)을 담다.’, LVS Craft, 서울, 한국
2014 ‘Collect 2014′,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2014 기다림의 美, 청주시한국공예관, 청주, 한국
2014 온·기 溫技, 문화역서울 284, Gallery LVS, 서울, 한국
2013 The Gift Collection, Gallery LVS, LVS Craft, 서울, 한국
2013 Sprout, Gallery Rubi, Tokyo, Japan
2013 SOFA Chicago 2013, Chicago, USA
2013 White in White, JFChen Gallery, LA, USA
2013 ‘새로운 과거’,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3 White on White, Durham Univ. Oriental Museum, Durham, UK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산업관, Gallery LVS, 청주
2013 Collect 2013,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2013 2013 리빙디자인페어 코엑스, 서울
2013 ‘Eutektikum’ 展, Gallery Rosemarie Yager Hochheim, 뮌헨, 독일
2012 2012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2012 Young Porcelain-Design From Korea, Museum of the FURSTENBERG, 독일
2011 The Culture of Drinking, Galerie Handwerk Muchen, 뮌헨, 독일
2011 KIEL-KELLINGHUSEN-KOREA’展, 켈렝후젠 박물관, 켈렝후젠, 독일
2011 Internationale Handwerkmesse, 뮌헨국제박람회장, 뮌헨, 독일

2011 ‘1인 식기’展, LVS Craft, 서울, 한국
2011 ‘Mix-up+’ 展, 여주세계생활 도자관, 여주, 한국
2011 2011 SEOUL LIVING DESIGN FAIR, COEX, 서울, 한국
2011 ‘잔’ 2011 – NEW DESIGN & LIMITED EDITION, LVS Craft, 서울, 한국
2011 Internationale Handwerkmesse, 뮌헨, 독일
2011 The 71’st Tokyo International Gift Show 2011 Spring, Tokyo Big Sight, 도쿄, 일본
2011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s, 싱가폴
2010 Craft Trend Fair, Coex, 서울, 한국
2010 Seoul Design Festival, Coex, 서울, 한국
2010 5感圖’展,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2010 ‘퇴적’展, Gallery LVS, 서울, 한국
2010 Tokyo Tableware fair, Tokyo Dorm, 도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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