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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d in Bodies

Nayoung Jeong

As life in the 21st century continues to become increasingly global, the world 
must learn to be reconciled with the newfound transience, challenges to 
conventional national borders, and influxes of new ethnic and religious 
communities. With all of this diversity so readily to hand, we may be tempted 
to assume that this new world has made us more interconnected and less 
isolated—that somehow our ability to see new places physically has made us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able to view others as having equal stakes in 
a particular territory. We may even be tempted to conclude that we have 
evolved beyond notions of territory. Yet, counterintuitively, globalization 
produces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for displacement, which 
subsequently contributes to cultural isolation and unstable identities for 
those who find themselves crossing into foreign national boundaries. This is 
JSLHYS`�L_WLYPLUJLK�HTVUN�PTTPNYHU[�WVW\SH[PVUZ��^OV�I`�KLÄUP[PVU��HYL�[OL�
primary experiencers of displacement. 

To address these contemporary realities, Nayoung Jeong’s work uses locally 
sourced clay to create sculptures infused with live performance, ritualistic 
action, and public exhibition to create healing spaces to overcome the barriers 
associated with displacement and cultural isolation. Her own history as an 
international artist inspires her work’s attempt to facilitate psychological 
resilience amid cultural isolation. Born and raised in Korea, where she studied 
the craft of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eong was later educate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raveling the world as an international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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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s experiences as a global citizen have inspired her to help provide 
opportunities for social cohesion through her publicly displayed works, which 
often rely on viewer participation and live performance. One way she does this 
is by how she selects her materials. Jeong uses locally sourced clay from the 
UL^�LU]PYVUTLU[Z�ZOL�ÄUKZ�OLYZLSM�SP]PUN�PU��Z\JO�HZ�W\ISPJ�ZWHJLZ�PU�]HYPV\Z�
cities around the world. She excavates this clay by hand as a way to gain a 
sense of familiarity in unknown spaces. Through using clay she personally digs 
from international locations, Jeong enters a discursive arrangement with a new 
place by using the earthly materials found within it.

Live performance, audience encounters, and the infusion of ritualistic action 
HSZV�ÄN\YL�PU�1LVUN»Z�^VYR�HUK�OLSW�P[�M\SÄSS�P[Z�TPZZPVU��1LVUN�VM[LU�\ZLZ�OLY-
self and her body as instruments to help communicate the essence of a piece. 
This live performance is frequently expressed by way of repetitive actions, 
whether they be technical skills for working with clay, such as rolling, pinch-
ing, or coiling, or more heritage-based actions, like traditional Korean prayers. 
Viewers are invited to interact physically with these sculptures and the artist 
performing within them, thus helping audiences become part of the same 
artistic process. In many ways, Jeong’s work becomes complete when it is 
viewed and interacted with. 

Throughout all of these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her work, Jeong 
also uses clay to create structures, which can be physically entered by the 
human form, either one at a time or in groups. These are intended to provide 
WYP]H[L�ZWHJLZ�MVY�YLÅLJ[PVU��HZ�̂ LSS�HZ�TVTLU[Z�VM�LUJV\U[LY�MVY�THU`�WLVWSL�
at once. Viewers are therefore invited to consider their own sense of place and 
belonging while also considering the placement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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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부터

정나영

21세기의 삶이 점점 세계화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기존에 없던 유동성과 종

래의 국경에 대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인종과 종교 공동체의 유입으로 부

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모든 다양성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 우리는 새

로운 세상이 인간을 더욱 상호 연결하는 동시에 덜 고립되게 한다고 여기

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물리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은 

특정 영토에서 동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이들을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영토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진화되었다

고 결론짓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직관과는 달리 세계화는 이주

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양산하고, 이후 국경을 넘는 이들의 문화적 

고립과 불안정한 정체성을 야기했다. 이는 이주의 주 경험자인 이민자들 사

이에서 다양하게 경험되어 왔다. 

이러한 동시대적 현실을 다루기 위해 나는 주로 현지에서 출토된 흙으로 라

이브 퍼포먼스, 반복되는 행위와 전시가 함께 아우러지는 작품을 구현해 왔

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은 이주와 문화적 고립에 따른 장벽을 극복하기 위

한 치유의 공간이 되어 왔다.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전통 도자공예를 

공부한 나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를 여행하며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 왔으

며, 작가로서 이러한 이력은 문화적 고립에서 심리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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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 시민으로서의 경험은 작업을 통해 사회 응집력의 기회를 제공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깊은 영감을 준다. 이는 특

히 관람자의 참여와 라이브 퍼포먼스와 함께 대중적으로 선보인 작업에서 

잘 드러난다. 사회적 응집력을 실천하기 위해 재료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

여, 내가 거주하는 새로운 환경, 전세계 여러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발견한 

현지의 흙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소한 공간에서 친근감을 느끼기 위

해 손으로 직접 흙을 파낸다. 새로운 장소에서 나는 직접 파낸 흙을 주로 사

용하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의 재료를 통해 새로운 장소와의 예측할 수 

없는 준비에 돌입한다. 

작업에 대한 이 모든 고민들과 함축을 바탕으로 나는 흙을 사용한 구조물들

을 만들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에 한 사람 또는 그룹으로 

입장 가능한 이 구조물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주치는 순간뿐 아니라 

사적인 반성의 공간도 제공한다. 따라서 관람자는 자신의 장소성과 소속감

을 마주하는 동시에 타인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라이브 퍼포먼스, 관람자와의 만남, 그리고 반복되는 행위가 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나는 작품과 교감하기 위해 나의 신체를 종종 도구로 이

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퍼포먼스는 주로 반복적인 동작으로 표현되는

데, 이는 굴리기, 뜯기, 감기와 같은 행동으로 숙련된 공예 기술 뿐만 아니

라 전통적인 한국인의 움직임의 표현이기도 하다. 관람자는 물리적으로 작

품과 소통하게 되는데, 퍼포먼스를 바라보는 관람자는 작가의 예술적 과정

을 돕는 일부가 된다. 이로써 나의 작업은 그것이 보여지고 관람자와 소통 

할 때 비로소 완성 된다. 

번역: 이정민



FOREWORD
Jo Vo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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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Memory - Time - Place

To me Art’s subject is the human clay / And landscape but a background 
to a torso
Letter to Byron, W. H. Auden

It was my dear friend and colleague, Edward Allington, professor of sculpture 
H[� [OL� :SHKL� :JOVVS� VM� -PUL� (Y[�^OV� ÄYZ[� PU[YVK\JLK�TL� [V� [OL� UV[PVU� [OH[�
clay holds memory. He was rolling out a great slab of the red earth for a 
demonstration on making a tea pot. It was implacable due to its previous 
existence in some other form and he explained how the clay was remembering 
P[Z�WYL]PV\Z�L_PZ[LUJL��([�ÄYZ[��0�ILSPL]LK�OL�TLHU[�P[�SP[LYHSS`�HZ�YLSH[LK�[V�[PTL�
and recollection, not to its use, but of course this too comes into play.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memory can be: 
The faculty by which the mind stores and remembers information.
The mind regarded as a store of things remembered.
Something remembered from the past.

And the poet T. S. Eliot in Burnt Norton speaks of: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Nayoung’s means of expression, her material of choice - ubiquitous London 
clay – this earth matter although geologically understood, its origins, the 
provenance of the clay particles, are uncertain. Geographically clay moves, 
it has its history and time embedded within its substance. London clay as a 
mass is formed in the London basin.  Its location, its present, its materiality 
also.  It holds within it a record of its journey and migration.

Place can be:
A particular position, point, or area in space; a location.
A particular area on a larger surface. A person’s home. A portion of space 
designated or available for or being used by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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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intent are important for any artist and Nayoung describes hers so. 

     After extracting local clay from the city, I begin testing the materials.
     The processes of better understanding these materials allow me to 
     become comfortable with the clay I am using. This sense of comfort 
�����MYLLZ�TL�[V�JYHM[�OHIP[\H[LK�Z[Y\J[\YLZ�MVY�[OL�ILULÄ[�VM�H�KPZWSHJLK�
     Asian audience. While my work is aimed at helping Asians overcome 
     cultural and territorial displacement, it also has potential to provide a 
     sense of place for wider audiences, as well.

Nayoung’s work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ter, remembrance and 
circumstance. At the centre of this activity are the material, hands – touch, the 
plasticity and the need for craft. The performances are visceral by nature – the 
transformation of the clay - dirt through to dust - dark into light.

Here we have 5 essays that narrate and document each aspect of her work: 
ceramics, sculpture,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hey are 
observations on a young artist’s journey and a testament of her desire to 
JVTT\UPJH[L�HUK�LS\JPKH[L�VU�OV^�^L�ÄUK�UV[�VUS`�H�WSHJL�I\[�H�ZWHJL�MVY�
ourselves in the world. These histories embrace cultural identity, political/social 
landscapes, and commemorate the poetry held within an artisan material. They 
embrace the aspiration to comment and create change.

Whilst writing this introduction to Nayoung’s book and remembering Edward 
T`�TPUK�^HUKLYZ�[V�HUV[OLY�WSHJL��(UK�HZ�[OL�SPNO[�YLÅLJ[Z�VɈ�[OL�^PUKV^Z�
opposite I recall another fragment: 

     Me, I’m trying to clean out my studio and, quite frankly, it isn’t working. 
     You see, I’m beginning to think the dirt is important. It’s not that the dirt 
     doesn’t get to me: it does. It’s the relationship of the dirt to the light 
     which worries me. In my studio, despite all the windows, there is never 
     enough light – but there is dirt, there is dust. 
     Some Notes on Lost Sculpture, Edward Allington

Jo Voll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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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Clay): 기억, 시간 그리고 공간

나에게 있어 예술의 주제는 인간의 형상(the human clay)이자 풍경이지만 인체(torso) 

그 자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위스턴 휴 오든(W. H. Auden )의 <바이런(Byron) 경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흙은 기억을 저장한다.’ 이러한 생각을 처음 심어준 것은 친구이자 동료인 슬레이드 미술

대학의 조소과 교수 에드워드 앨링턴(Edward Allington)이었다. 당시 그는 찻주전자 제작

과정을 시연하기 위해 적색토를 밀어서 펴고 있었다. 적색토의 기존 형태를 허무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앨링턴 교수는 이를 통해 흙이 이전의 형태 및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처음 나는 흙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시간 그리고 점토의 형

태 유지력과 관계된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두가 함께 작용하게 되는 것임

을 깨닫게 되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memory’는 (1) 정보를 저장하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 (2) 기

억력을 나타내는 머리 (3)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과 같이 정의된다. 또한 T. S. 엘리엇의 시 <번트 노튼(Burnt Norton)>에서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아마도 모두 미래의 시간에 현존하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담겨 있으리라.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존한다면

     어떠한 시간도 되찾을 수 없다.

정나영의 표현방식이자 그녀가 선택한 소재로서 런던에 산재하는 런던 흙은 지질학적 측면

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흙 그리고 그 흙 입자의 기원은 불확실하

다. 또한 지리적으로 흙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흙이라는 소재의 본

질 속에 역사와 시간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런던 점토층은 큰 덩어리로 런던 분

지에 형성되어 있다. 위치, 존재, 물질성 또한 함께 내재된 채 점토층의 여정과 이동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place’의 의미를 살펴보면, (1) 장소; 특정한 도시건물 등을 가리키

는 곳; 위치 (2) 표면상의 어느 부분 (3) 개인의 집 (4) 사람, 차 등이 앉거나 들어갈 자리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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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의도는 모든 예술가에게 있어 중요하다. 정나영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런던에서 현지 흙을 채취한 후 나는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소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사용하는 흙과 더욱 가까워지고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재를 편안하게 다룸으로써 타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위한 

     정형화된 구조를 제작하는 작업이 용이해 진다. 작업의 궁극적 목표는 그 사람들이 문화적 

     그리고 지역적 이주를 통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보다 포괄적

     으로 더 많은 관객들에게 장소(place)의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정나영 작가는 물질과 기억 그리고 그 주변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 활동의 중심에

는 재료, 터치(touch)로서의 손, 유연성, 그리고 공예기술이 있다. 작가의 퍼포먼스들은 – 흙

이 변화하는 과정 즉 흙에서 가루로,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탈바꿈 – 매우 본능적이다.

책은 작가의 작업세계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다섯 편(세라믹, 조형, 사진, 설치 그리고 퍼포먼

스)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이 글들은 젊은 예술가의 여정에 대한 관찰이자, 이 세상에서 우

리가 자신을 위한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 소통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작가

의 바람을 대변한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 및 사회적 요소를 포용하고 작품 속 서정성

을 기념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의견을 기꺼이 수렴하고 변화를 만들어낸다.

책의 서론을 집필하면서 에드워드 앨링턴 교수를 추억하는 이 순간 나의 정신은 다른 곳

으로 흐르고 있다. 반대편 창에서 반사된 빛을 보며 나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을 떠올린다.

     내가 말이야, 요즘 스튜디오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되지는 않고 있어. 알다시피, 

     먼지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먼지가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분명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먼지와 

     빛 사이의 영향 관계야. 내 스튜디오는 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상하리만큼 먼지, 가루 그리고 흙은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 

     에드워드 앨링턴의 <잃어버린 조각에 대한 기록> 중에서

조 볼리 (Jo Volley) 2019

번역: 허보미





BODY 

(Y[O\Y�.VUaHSLa��,aYH�:OHSLZ��>VU�1\UN�:OPU�5�H`\U�1HUN�2�`LOVV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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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imensions:
Looking back at Nayoung Jeong’s 
Undergraduate Works as Remembered

Arthur Gonzalez

Because hindsight is 20-20, I can now see those early years of Nayoung Jeong’s 
art development as formative, as she planted the seeds for her later performance 
work during her years at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in Oakland (2009-2011). 
I was her primary professor in ceramics back then. “NJ”, as she preferred to be 
called, had transferred from Korea. She had a history of drawing and painting 
and of functional ceramics, yet now she wanted to focus on ceramic sculpture 
and therefore, had the task of transitioning from traditional concepts of painting 
and pottery into contemporary manoeuvrings with sculpture. I have always 
believed, however, that a key aspect of “the complete art student” is someone 
^OV�OHZ�LUV\NO�HIPSP[`�HUK� PUULY�JVUÄKLUJL�[V�JOPZLS�V\[� [OL�[LYYP[VY`�VM� [OL�
visual form that coincides with the then-shrouded personal aesthetic. She found 
that a traditional aesthetic format was not the “tool” she needed to express these 
hidden ideas. In retrospect, one could say that she had the ability to develop 
many talents, yet her new discipline was to be theme-based ideas, from which 
the decisions about material followed naturally.

When one has the inside story of the art through knowing the artist who made 
P[��[OLYL�PZ�HU�HKKLUK\T�[V�[OL�HZZLZZTLU[�VM�[OL�^VYR��0�YLTLTILY�PU�V\Y�ÄYZ[�
meeting, I asked what artist she was studying, and she mentioned Arman. This 
was a surprise, as I saw nothing resembling the aesthetics of Arman in her 
work; however, perhaps the attraction was not his aesthetics but his ability to 
be a painter and a sculptor simultaneously. He created abstract wall-oriented 
objects that were made of collaged elements, such as paint brushes, violins, 
and wooden chairs disassembled and fractured, to be understood as gestural 
energy instead of simply found objects glued to a canvas. It was the aspect of 
invention and poetic beauty that was exciting to Jeong. I remember how she 
was surprised by the usage of epoxy in contemporary ceramic sculpture and by 
ÄUKPUN�V\[�[OH[�Y\SLZ�^LYL�Z\IVYKPUH[L�[V�[OL�ULLK�VM�[OL�^VYR�[V�JVTL�H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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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also recall how, as we sat in her small studio, she told me her ideas as 
she struggled to communicate her thoughts in English. At that time, she was 
just learning the English language and had not yet the ability to communicate 
the advanced thoughts that were on her mind. Despite this setback, she spoke 
^P[O�JVUÄKLUJL�HUK�O\TV\Y�HZ�PM�ZOL�OHK�HIZVS\[L�JVTTHUK�VM�[OPZ�ZLJVUK�
language. This, to me, was an important aspect of her character. It is true that 
with every piece made, artists create a kind of self-portrait, and in this regard, 
if the artist delves deep and hits upon a meaningful theme, inner truths can be 
revealed.

Although Jeong worked consistently, her early work moved between image and 
object. As a student at CCA, her task was to understand how to harvest and 
[YHUZSH[L�[OL�PKLHZ�MYVT�[OL�HY[PZ[Z�[OH[�ZOL�Z[\KPLK��^P[O�[OL�YLÅLJ[PVUZ�MYVT�OLY�
MHP[OM\S�QV\YUHS��PU[V�PKLHZ�MVY�OLY�WLYZVUHS�^VYR��:OL�HSZV�ULLKLK�[V�ÄUK�H�^H`�
[V�TLSK�¸JVUJLW[¹�^P[O�PTHNL�VIQLJ[��;OL�TVZ[�KPɉJ\S[�QV\��YUL`�[OH[�1LVUN�OHK�
was the idea that image/object was a delivery system to the concept.

The early works that emerged were raw and needed adjustments; her ideas 
were colourful and interesting, and her pursuit was steady and studious, but the 
^VYRZ�^LYL�PUKP]PK\HS��HUK�ÄUKPUN�H�[OLTL�[V�L_WSVYL�^HZ�[OL�RL`�[V�NYV^[O�

;OL�[OLTL�VM�H�¸KPHY`¹�VY�HY[PZ[»Z�QV\YUHS�^HZ�OLY�ÄYZ[�YLHS�[OLTL��:OL�[OLU�THKL�
small pieces that incorporated ideas of “diary as dwelling”, but they all looked 
like maquettes; they needed to be larger in scale. When she used text, it was 
too explanatory and obvious. If one were to assign a dimension to “text” when 
it enters the work of visual art, it would be one dimensional. Consequently, 
Jeong‘s task was to incorporate one, two, and three dimensions all at once, 
^P[O�LHJO�KPTLUZPVU�OH]PUN�H�ZWLJPÄJ�[HZR�[V�WLYMVYT��<ZPUN�[L_[�PU�[OPZ�THUULY�
was at times too quick a read, and at the same time, “quasi-gibberish” due to its 
presentation within the piece. The text needed to be equalized with the imagery 
and not take on a dominant role. This work was both over explanatory and under 
aestheticized.



18

However, in the last two semesters of her undergraduate study, she found a 
theme that is closer to who she is. This was the idea of the Abstract Diary (2011). 
The work included the theme that deals with her being in a country that is not 
home, the need to learn a second language, and the private concerns that only 
her diary is privy to. This work is a combination of a stream of consciousness 
combined with a “thought-through” devising. From the active trial and error 
WYVJLK\YL� VM� ÄUKPUN� VUL»Z� ]VPJL�� PU[V� [OL� YH^� MVYTHSPaPUN� VM� OLY� ^VYR�� ZOL�
discerned a priority for “identity” well before it became the catch word that it 
is today. Deciphering her personal symbols is where she took root. Her agenda 
^HZ�[V�ÄYZ[�\UKLYZ[HUK�HUK�[OLU�L_WSHPU�]PZ\HSS`�OLY�Z[VY`�[OV\NO�[OL�KLWPJ[PVUZ�
of life’s contradictions as well as aspects of her persona. She found her answer 
in the mirror! At this time, she had a hair style that was a cross between a Dorothy 
Hamell bob and a 60’s Beatles’ haircut. She used the silhouette of her head as 
a stylized cartoon format for the dimensional content within. This is where the 
whole connection with Arman became evident. 

*VHSLZJLUJL�ÄUHSS`�JHTL�^P[O�[OL� PTWYLZZP]L�WPLJLZ�MYVT�[OPZ�ZLYPLZ��([�ÄYZ[��
they looked like a series of six examples of abstracted puzzle pieces swimming 
within an oval shape that appears to have an organic context and is an alternative 
to the rigidity of the traditional four-sided painting. The shape itself created a 
more cloud-like objectness and was more inviting than a rectangle. It also was 
reminiscent of the framing of early family photography. However, knowing that 
the derivation of the shape was an abstraction of Jeong’s head, we understand 
that what we are seeing is actually a “puzzle of her mind”. Indeed, the reference 
is completed with a small face in the bottom centre in the shape of a semi-
circular piece.

With this series of small oval “silhouettes”, Jeong chose to swing the pendulum 
to the other end, replacing a domineering text with small ceramic shaped 
abstractions. The text was still used, but words hid in the underbelly of each 
blocky piece. In this manner, they were seen as a dualistic symbol for social 
ULLK�HUK�KPɉJ\S[ �̀�(IZ[YHJ[�^VYR�PZ�H�[VVS�VM[LU�\ZLK�^OLU�[OL�]PL^LY�ULLKZ�[V�
express more emotion than literal information. In this way, the work is closer to 
a verb than to a noun, more poetry than prose, more questions than answers. 
Without the reliance on text, the abstractions became a metaphor for emotional 
LU[YPLZ�[V�H�KPHY �̀�W\aaSLK�PU�YLNPVUZ�HUK�[LYYP[VYPLZ�[OH[�HSS�Ä[�[VNL[OLY��WYVISLTZ�
HUK� PZZ\LZ� [OH[� ÄSS� L]LY`� ZWHJL� VM� [OL� IYHPU� HUK� YLSLU[SLZZS`� VJJ\W`� VUL»Z�
thoughts. By making six examples, Jeong shows that the parts maintain the 

Abstract Diary (2011): C.c. pag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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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space; however, these parts are all in motion. Your daily diary is in 
Å\_��HUK�SPML�PZ�Å\PK��^P[O�HSS�[OL�WHY[Z�]HY`PUN�PU�ZPaL�MYVT�VUL�QV\YUHSPZ[PJ�LU[Y`�
[V�[OL�UL_[��:P_�PZ�[OL�ZHTL�HZ�ZP_[`�VY�[OYLL�O\UKYLK�HUK�ZP_[`�Ä]L��5H`V\UN�
MV\UK�[OH[�I`�ZOV^PUN�KPɈLYLU[�L_HTWSLZ��ZOL�KPZJV]LYLK�H�TL[OVK�VY�KL]PJL�
for diagramming time.

The culminating centre piece in her exit show was called Exclusive Diary (2011). 
She created a four-foot tall ceramic “teepee” form that visually was a large 
sculpture depicting an enormous paper journal that folded into a cone shape. 
She made it large enough to sit in. This was built in one piece depicting the idea 
of a private dwelling or a secret hiding place. There were perforations along the 
edge, which were the holes for a missing large metal spiral. She kept the outside 
bisque white yet painted the inside of the form with blackboard paint. On the 
ÅVVY�ILOPUK�[OL�MVYT��1LVUN�ÄSSLK�PU�H�TVJR�ZOHKV^�^P[O�ISHJR�PUR�THKL�\W�
of handwritten automatic “texting” - a bi-lingual word download, with words 
JSHZOPUN�[VNL[OLY�SVVRPUN�SPRL�NYHɉ[P�[OH[��MYVT�H�KPZ[HUJL��THKL�H�]PZ\HS�TP_�VM�H�
dissipating cast shadow. Key to this object was the addition of Jeong physically 
sitting in the form and writing on the inside wall with chalk, using this surface 
as a way of journaling. Although this was a private performance, she had an 
audio recording of the sound of the chalk as it documented the event. This act 
of writing inside the dwelling walls activated it and gave the form a conceptually 
utilitarian purpose like a book and also an interior space like the inside of one’s 
head full of thoughts. To add to the experience, she included an opportunity 
for viewers to include their own journal entries. Due to this private ritual, the 
K^LSSPUN�P[ZLSM�ILJHTL�HU�HY[LMHJ[�HUJOVYLK�[V�H�ZWLJPÄJ�[PTL�HUK�L]LU[��;OL�
piece becomes more than a metaphor, as it is an actual house of time, to be 
used as a holder of thoughts and desires.

This sculpture mad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hemes of sanctuary, 
journaling, and the introduction of what was to become the use of performance 
to solve the metaphor of time. What better way to talk about time than by 
activating a sculpture through performance? In this way, the sculpture becomes 
H�YP[\HSPZ[PJ�[VVS�HUK�[OL�WLYMVYTHUJL��[OL�YP[\HS��3HZ[S �̀�P[�VɈLYZ�H�ZVS\[PVU�[V�OV^�
to incorporate all three dimensions by adding the fourth! Jeong entered into the 
world of installation/performance art, setting the stage for things to come.

Exclusive Diary (2011): 
C.c. page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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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들 사이에서:
정나영의 초기 작업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

아더 곤잘레즈 (Arthur Gonzalez)

깨달음은 언제나 한발 짝 뒤에 오는 법이다. 지금에서야 나는 초기 정나영의 작업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오클랜드에서 보낸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시절은 훗

날 그녀가 퍼포먼스 작업을 하기 위해 씨앗을 심는 시기였다. NJ라는 애칭으로 불리길 좋아했

던 나영은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고 당시 나는 그녀의 지도교수였다. 드로잉과 회화, 전통 공예

를 공부했지만 나영은 조각에 집중하길 원했고, 결과적으로 회화와 도자기의 전통적 개념을 조

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였다. 내

가 항상 믿는 게 있다면 ‘훌륭한 미술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은 아직 드러나지 않

은 자신만의 미적 가치를 시각적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내적 자신감이다. 나영의 경

우, 전통적인 미적 재현이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도구

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돌이켜 보면 그녀는 다양한 재능을 끌어올 힘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자

신이 선택한 방법은 재료를 얻는 장소로부터 출발한 주제 기반의 아이디어였으며, 이는 나영에

게 새로운 훈련이었다. 

작가를 알고 작업의 내막을 알게 되면 작품을 평가하는 부차적 요소가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

의 첫 미팅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어떤 작가를 연구하고 있냐는 내 질문에 나영은 뜻밖에

도 아르망(Armand Pierre Fernandez)이라 답했다. 그녀 작업에서 아르망과의 공통점을 발견

하지 못했기에 꽤나 의외였는데, 아마도 이는 아르망의 미학에 있기보다 화가이자 조각가라는 

그의 역량에 기인한 것 같다. 아르망은 페인트 붓이나 바이올린, 분해되고 파괴된 나무 의자 같

이 콜라주 된 요소로 구성된 추상 벽면 위주의 사물을 만들어, 단순히 캔버스에 부착된 오브젝

트 대신에 몸짓에 의한 에너지로 자신의 예술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이는 창조력이란 측면과 

동시에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그녀의 흥미를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에폭시(epoxy)를 

현대 도자기 조각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영이 얼마나 놀라 했는지, 그리고 원칙은 언제나 부

차적인 요소란 걸 몸소 깨닫고 놀라 했던 것 또한 기억한다.

나영의 좁은 작업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기 위해 꽤

나 고분 분투했다. 당시 나영은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

는 능력이 아직까진 부족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제2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처럼 자신감과 유머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나영의 성격은 나에게 무척 흥미로

웠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작업에서 작가는 일종의 자화상을 만드는데, 나영의 경우, 자신에게 

깊이 몰두해서 의미 있는 주제를 찾으며 내면의 진정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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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은 꾸준히 작업을 이어왔는데 초기 작업은 이미지와 사물 사이를 오갔다.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 시절 나영의 과제는 지속적인 글쓰기를 통한 통찰과 더불어 자신이 연구한 작가들에게서 

얻은 아이디어를 본인 작업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끌어 내고 해석하는가를 찾는 것이었다. 개

념을 이미지나 사물로 녹여 낼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장 힘든 여정이

라면 이미지나 사물이 개념을 위한 일종의 운반체계라는 점이었다.

초기에 나온 나영의 작업들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다소 조절이 필요했지만 아이디어

는 다채롭고 흥미로웠다. 나영은 꾸준하고 학구적인 면을 추구했으며 작품들은 개별적이었다. 

결국 탐구할 주제를 찾는 것이 그녀의 성장 열쇠였다. 

일기 혹은 작가의 글은 나영에게 최초로 실질적인 주제였다. 당시 그녀는 아이디어를 통합한 작

은 조각들인 ‘거주지로서 일기(diary as dwelling)’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축소된 모형처럼 보여

서 크기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텍스트가 시각작업에 들어갈 때 이는 자칫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나영의 과제는 각각의 역할을 가진 1,2,3차원을 작업 속에서 통합해 내

는 것이었다. 여기서 텍스트의 사용은 지나치게 설명적이고 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으로 인

해 말 그대로 횡설수설이 되기도 했다. 텍스트는 이미지와 동등해야 하며 우위에 있을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선 미학적인 측면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학부과정 마지막 두 학기 동안 나영은 자신에게 좀 더 친밀한 주제를 찾았고 그 아이디

어가 <모호한 일기(Abstract Diary)> (2011)로 탄생했다. 작품은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자신

의 존재, 제2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일기에서나 쓸법한 사적인 관심사가 드러나

있다. 이 작업에는 말하자면 의식의 흐름과 사고의 흐름이 결합되어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시행착오에서 작품이 형성되기까지 이 시기에 나영은 ‘정체성’ 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다. 정체성이란 단어가 오늘날 미술에서 마치 유행어가 되기 훨씬 이전에 말이다. 나영의 

사적인 상징들을 해독하는 것은 그녀가 뿌리를 내린 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영의 계획은 

우선 삶의 모순뿐 아니라 페르소나(persona)적인 측면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각적

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영은 거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당시 그녀는 도로시 

해멀 밥(Dorothy Hamell Bob)과 60년대 비틀즈(The Beatles) 헤어스타일 사이를 오가는 독

특한 머리모양을 하고 있었다. 개성 있는 만화처럼 자신의 스타일에 실루엣을 이용했다. 여기서 

아르망과의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분명해진다.

이 시리즈에서 마침내 인상적인 작업으로 통합이 실현되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4면 회화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유기적인 맥락을 띄는 여섯 개의 타원형 퍼즐 조각 시리즈로 보였다. 

구름에 가까운 모양은 사각형보다 훨씬 매력적인 한편 초기 가족사진의 틀을 환기시키기도 했

다. 그런데 그 형상의 출발이 나영의 추상적인 머리모양이란 걸 눈치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그녀 마음속에 있는 퍼즐임을 알게 된다. 그 단서는 반원형의 조각 하단 중앙에 있는 작은 

얼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모호한 일기(Abstract Diary)> (2011): 
참조.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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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타원형의 ‘실루엣(silhouettes)’ 연작에서 나영은 추를 양 방향 끝으로 움직이게 하

여 다소 압도적인 텍스트를 작은 도자기 형태의 추상체로 대체했다. 텍스트는 여전히 사용

되었지만 각각의 조각 아래 숨은 단어들은 사회적 요구와 고충을 드러내는 이중 기호처럼 

보였다. 추상 작업은 종종 문자 그대로의 정보보다 더 많은 감정의 표현을 필요로 할 때 사

용된다. 이로서 작품은 명사보다 동사에 가깝고, 산문보다는 시가 되며 대답보다는 질문이 

된다. 텍스트에 기대지 않고도 이 추상 형태의 조각은 모든 것이 들어맞는 지역과 영토, 그

리고 끊임없이 머리 속을 가득 채우는 고민과 문제들에 혼란을 던지며, 일기로 향하는 감정

적 출입구라는 은유가 되었다. 여섯 개의 작업에서 나영은 각 부분들이 완전한 공간을 이루

지만 이들은 모두 서로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 쓰는 일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흘러

가듯이 말이다. 크기가 다양한 여섯 개의 시리즈는 마치 일상이 모인 6일이 되고, 이는 나아

가 60일 혹은 365일을 함축한다. 그런 면에서 여섯 개의 시리즈는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담기에 충분한 숫자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영은 시간을 도표화하는 방법과 장치를 또 

다른 작업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나영의 작업에서 절정에 달한 것은 바로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2011)이다. 천

막 형태로 된 4피트 높이의 대형 도자기 조각은 마치 원뿔 모양으로 접히는 거대한 종이 일

기장을 묘사했다. 이는 사람이 들어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크기로, 사적 주거공간 혹은 비밀 

은신처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조각 가장자리를 따라 난 구멍들은 사라지고 없는 나선

형 금속 고리의 흔적을 암시한다. 작가는 도자기 외부를 흰색으로 남긴 반면 내부에는 칠판 

페인트 칠을 했다. 작업의 뒷면 바닥에는 검은 잉크로 가짜 그림자를 채웠는데 이는 손으로 

쓴 무의식적 ‘글쓰기(texting)’로 되어 있어 이중의 언어가 방출되는 듯한 이미지이다. 멀리

서 바라본 그래피티(graffiti)처럼 서로 충돌하는 단어는 흩어지는 그림자를 섞은 듯 했다. 이 

오브제의 핵심은 조각 안에 들어가 일기를 쓰듯 분필로 벽에 글을 쓰는 작가의 행위에 있다. 

이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지만 나영은 마치 사건을 기록하듯 분필소리를 녹음했다. 머물 수 

있는 벽 내부에 글을 쓰는 이러한 행위는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책처럼 실용적인 목적을 부여

하며, 생각으로 가득한 누군가의 머리 속과 같은 내면의 공간을 보여준다. 작가는 여기 경험

을 더하고자 관람자가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사적인 의식으로 공간

에 머무는 것은 특정 시간과 사건에 대한 흔적이 되어 작품은 마침내 은유 그 이상이 된다. 그

러나 그 시간만큼은 조각이 보금자리가 되고 생각과 욕망을 소유한 실질적 공간이기도 했다.

이 작품은 안식처와 일기, 그리고 시간의 은유를 풀기 위한 행위의 도입 사이에서 연결고리

를 만들었다. 시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행위로서 조각을 활성화시키는 것 보다 더 나은 방법

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조각은 의식을 위한 도구가 되고 행위는 의식 그 자체가 된다. 마

지막으로 네 번째의 차원을 덧붙여 모든 삼차원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는

다. 그녀는 마침내 설치와 공연 예술 세계에 입문해 다가올 일들에 대한 무대를 꾸미고 있다.

번역: 이정민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2011): 
참조. 24, 25 쪽



Abstract Diary | 추상적 일기  2011
152.4h x 76.2w x 15.24d (cm) (each: 48.26h x 33.02w x 15.24d (cm) / 
60”h x 13”w x 6”d (in) (each: 19”h x 13”h x 6”d (in)
earthenware clay, underglazes,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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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Diary | 전용 다이어리  2011
91.44h x 99.06w x 116.84d (cm) / 36”h x 39”w x 46”d (in)
earthenware clay, underglazes, metal, chalk-board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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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Diary | 월별 다이어리  2011
99.06h x 139.7w x 12.7d (cm) (each: 17.78h x 17.78 x 12.7d (cm)
39”h x 55”w x 5”d (cm) (each: 7”h x 7”w x 5”d (in)
earthenware clay, underglazes, gla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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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V\UN�1LVUN»Z�/L[LYVNSVZZPH!�
Rituals, Gestures and Matter

Ezra Shales

Enclosure, body sculpture, and carapace are some of the terms that relate to 
Nayoung Jeong’s ceramic art, in which selfhood and identity are gesturally 
KLSPULH[LK�� /LY� HSS\ZPVUZ� [V� Z[Y\J[\YL� LS\KL� WYLJPZL� KLÄUP[PVU�� HZ� [OL� ZOLSS�
becomes a game of looking for presence within the demarcation of absence. I 
see Jeong making furniture in which to store herself or one of her selves, but I 
take furnishings like chairs and dressers very seriously, as tools we use under 
pressure to negotiate between the persona and the private face. Bodies and 
IVK`�WHY[Z�Ä[�[OYV\NO�[OL�HWLY[\YLZ�VM�^VYRZ�Z\JO�HZ�Cocoon (2012), Column 
(2013) and A Personal Cave (2013), a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are 
spaces in which to stow alternate identities, or whether they are performative 
residues, shells from which the artist has emerged, remains titillating.

Jeong’s intentions are crystalline in her beautiful and evocative drawings, 
which have the lyricism of neo-symbolist and expressionist artists, such as 
Francesco Clemente, and the tense abstraction found in Lee Bontecou. In her 
preparatory sketches for Cocoon (2012) and A Personal Cave (2013), her use 
of color alerts us to psychological states and a taut line inscribes the potent 
disconnections between matter and social life. These are important places 
in which to judge what is happening in Jeong’s oeuvre, because she gives 
us personal, intimate and private entrances that are not clothed in the isms 
of capital A, Art. Mikhail Bakhtin introduced the concept of “heteroglossia” 
as a rejoinder to analytic interpretation overly focused on the formal and the 
ideological qualities of texts, and his term helps us negotiate the ways that 
utterances and unspoken thoughts contradict one another in a literary genre, 
positioning multiple viewpoints onto temporary, shifting terrain. Jeong’s work is 
well-suited to this interpretive tool, as she delves into paradoxes and conjures 
enigmatic tableaus.

(�JLYHTPJPZ[��1LVUN�PZ�KL]V[PVUHS�HUK�YL]LYLU[PHS�[V�[OL�Z[\Ɉ�VM�JSH �̀�KPNNPUN�
local clays as a way of penetrating the environment or rooting herself more 
ÄYTS`� PU� P[�� (UK� `L[� [OLYL� PZ� UV� JLY[HPU[`� PU� OLY� YLWLY[VPYL�� UV� Ä_LK� MVYT� VY�
aesthetic style. She might be an itinerant bird or insect moving nomadically 
and seasonally to plant a seed, or carry a spore from the canopy to the forest 

Cocoon (2012): C.c. page 34, 35
Column (2013): C.c. page 36-39
A Personal Cave (2013): C.c. pag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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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VVY��0UZ[LHK�VM�SVJH[PUN�OLY�MVJ\Z�VU�YLWYVK\J[P]L�J`JSLZ��ZOL�HWWLHYZ�[V�IL�
building temporary protective armatures to thwart the bureaucratic instruments 
that ruin our day-to-day, geopolitical landscapes. Like James Joyce’s Stephen 
+LKHS\Z�� ZOL� PZ� H[[LTW[PUN� [V� V\[Å`� [OL� UL[Z� VM� OPZ[VY`� HUK� [OL� JLUZ\Z� VM�
PKLU[P[`�KLÄUP[PVU�[OH[�[Y`�[V�WLN�OLY��HUK�HSS�VM�\Z��PU�YV\UK�VY�ZX\HYL�ZSV[Z��@L[�
5H`V\UN� 1LVUN� ÅPY[Z�^P[O� JVU[LTWVYHULP[ �̀� [VV�� IV[O� [OYV\NO� WLYMVYTHUJL�
and acute references to modernist tropes in visual culture, from the fragmented 
body part to lyrical abstraction as a globalized discourse.

If ceramicists like Sunkoo Yuh and Akio Takamori are renowned for visualizing 
[OL�J\S[\YHS�KPZWSHJLTLU[�VM�HU�,HZ[�>LZ[�H_PZ��ÄN\YH[PVU�OHZ�THKL�[OLPY�LɈVY[Z�
easily legible and therefore accessible. Among the countless other sculptors, 
Michael Lin and Antony Gormley have also summoned the medium to depict 
the transit of bodies across space and time in corporeal form. A heteroglossia 
PU�Z\JO�HY[^VYR�LTLYNLZ�[OYV\NO�PKLU[PÄHISL�IVKPLZ�HUK�HJ[VYZ�PU�[YHUZP[�

In contrast, Nayoung Jeong deploys clay and gesture as her agents and 
utterances, and she sees her own work as following to create a precedent Ana 
Mendieta. Lacuna and the traces of missing bodies are both a starting point for 
her, as well as her audience. We might see a nipple, but it is a strange impression 
that avoids the bizarre language of surrealism and instead demarcates the real, 
and the palimpsest of truthfulness in impressions cast into plastic matter.

The cyclical condition that Jeong explores, the state of being ‘rooted in 
heritage and uprooted by globalism,’ is especially fraught in ceramics, where 
a paradoxical reverence to the low materiality of clay itself can resemble a 
monastic austerity or an exclusive devotion. In Playground (2012), Jeong’s 
OL[LYVNSVZZPH� W\SSZ� PU[V� [LUZPVU� ZWLJPÄJ� IPUHYPLZ!� 7SH`�.YV\UK�� >VYR�:P[L��
and Crime/Scene. Are we witnessing ethereal and lighthearted ‘play’ or is 
V\Y�H[[LU[PVU�ILPUN�JHSSLK�[V�[OL�NYH]P[H[PVUHS�ÅV^�VM�TH[LYPHSZ�[V�[OL�NYV\UK&�
Bakhtin’s linguistic games reveal useful contradictions. Are we in a place of 
work or a site where labour is a metaphor and process more tangible than 
HU`�ZWLJPÄJ�NLVNYHWOPJ�VY�WZ`JOV�NLVNYHWOPJ�[LYYHPU&�0M�[OL�MYPZZVU�IL[^LLU�
theatricality and transgression seems implicit in the collision of extrusions 
and splattered slip --as well as stained clothes-- in Playground, in Jeong’s My 
Favorite Corner (2013), the lucid and grave dimensions of a ‘crime-scene’ are 
more explicit.

Repeated gestures in clay become the process of each installation. Are these 
frozen, like military salute gestures, because of human intention or because 

Playground (2012): C.c. page 46, 47

My Favorite Corner (2013): 
C.c. page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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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ature of ceramic and its shift from plastic to rock-like 
rigidity? Other movements, especially in her more fragmented 
and scatological works, resemble a wave of released energy, 
akin to knuckled impressions in kneaded bread.

The units of Blanket (2014) fall into a more rigid geometry, while 
Personal Curtain (2014) brings to mind the folds of Hannah 
Wilke and the poured matter of Lynda Benglis. In Shelter: Hands 
(2014), her rough-hewn human anatomy is reminiscent of Jean 
+\I\ɈL[��/PZ�PUÅ\LUJL�YLTHPUZ�^PKLZWYLHK�PU�HY[�[VKH �̀�IV[O�PU�
the work of artists such as Polly Apfelbaum, and more gesturally 
in the practice of Phyllida Barlow. Whether Jeong’s gestural 
OHUKZ�HYL�Z[PɈ�HUK�\WSPM[LK�PU�WYH`LY�HUK�PUJHU[H[PVU��VY�H[�^VYR�
in labour, malleable like clay, is an uncertainty that pulls the 
audience to debate another heteroglossia.

The white compartments of Column (2013) speak to furnishings 
[OH[� OPKL� HUK� JVUJLHS� WLYZVUHS� LɈLJ[Z� HUK� WYP]H[L� SP]LZ� MYVT�
our parents and loved ones. Indeed, we need to withhold such 
spaces in order to grow into independent selves. Each drawer 
is reminiscent of a bedside IKEA structure gone awry. Like 
Marek Cecula’s Hygiene series, torso-buckets are both eerily 
IVKPS`�HUK�HU�L_LTWSPÄJH[PVU�VM�ÅH^LK�HUH[VTPJHS�TLJOHUPJZ��
Jeong’s work A Personal Cave ������� ZLLTZ� [V� VɈLY�T\S[PWSL�
people the opportunity to stow their heads collectively, as if to 
argue that we can only be communicating freely if we risk such 
isolation. Such furniture, in which we need to store the ego or an 
alternative self, is like the inversion of a moon jar-like vessel that 
bulges and asserts presence directly and forcefully.

A dialogue concerning spatial inversion is longstanding in Jeong’s 
work, and dates back to her early undergraduate work when 
she began to build objects that were scaled to the intermediate 
size of small furniture. As she has matured, her work has moved 
towards the macabre and alienated body parts. The overarching 
questions are rendered tangible in ceramic form. The audience 
is left to ponder whether Jeong’s work is the residual form left 
after a performance or a secret hiding place she has left behind 
PU�^OPJO�[V�Z[VYL�H�ZWLJPÄJ�ZLU[PLU[�TVTLU[�

Blanket (2014): C.c. page 42

Personal Curtain (2014): C.c. page 43

Shelter: Hands (2014): C.c. page 44, 45

Column (2013): C.c. page 36-39

Marek Cecula
Title: "Hygiene" 
Year: 1996
Medium: vitreous china, chrome & wood 
Size: 145 x100 x 85 (cm) / 57”x 49”x 20” (in) (overall) 
Photo credit: John Bessler 

A Personal Cave (2013): C.c. pag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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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라 쉐레스 (Ezra Shales) 

보호성, 인체 조각 그리고 껍데기는 정나영 작가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을 형상화

하는 개념으로 작가의 세라믹 작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녀는 작품의 전체 구조

를 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외부 구조는 무(無)의 경계에서 존재를 찾는 유

희가 된다. 작가는 자신 혹은 자아의 한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로써 가

구와 같은 작품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억압적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제

시되어지는 정체성과 본래 내면의 모습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는 도구가 된다. 예를 

들면, <고치(Cocoon)> (2012), <기둥(Column)> (2013) 그리고 <개인의 동굴 (A 

Personal Cave)> (2013)을 보면 신체의 특정 부위 또는 신체 일부가 작품의 틈에 

들어맞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대체된 자아를 저장하기 위

한 공간인지 아니면 작가의 발현 요소로 사용되는 껍데기와 같은 작품들이 행위 예

술에 사용하고 남겨진 잔여물인지에 대한 의문은 흥미롭게 남아있다. 

정나영 작가의 의도는 익명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드로잉에서 분명하게 드

러난다. 그녀의 드로잉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와 같은 신상

징주의 혹은 표현주의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서정성과 본테코(Lee Bontecou)

의 작업에서 보이는 강렬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고치>나 <개인의 동굴>의 습

작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색감은 심리상태를 환기시키고, 팽팽한 선은 물질과 사회

적 환경 사이의 완벽한 단절을 보여준다. 작가는 ‘미술’ 이라는 범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은밀하고 사적인 작업을 탐구하기 때문에 드로잉은 그녀의 전작을 이해하

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미하일 바흐찐(Mikhail Bakhtin)은 텍스트의 형식적, 이념적인 특성에 과도하게 몰

두하는 분석적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 ‘헤테로글로시아(heteroglossia)’ 라는 개념

을 도입했다. 헤테로글로시아를 통해 복합적 관점의 일시성과 변화성을 인지하고, 

문학장르에서 나타나는 표현과 무언의 생각들이 상호 모순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수께끼 같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역설(paradoxes)에 천착하는 정

나영 작가의 작업 역시 이러한 헤테로글로시아 개념을 가지고 해석해볼 수 있다.

정나영의 헤테로글로시아(Heteroglossia, 다양한 대화의 공존과 대립): 
의식, 몸짓, 그리고 물성

<고치(Cocoon)> (2012): 참조 34, 35쪽
<기둥(Column)> (2013): 참조 36-39쪽

<개인의 동굴(A Personal Cave)> (2013): 
참조.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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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정나영에게 있어 점토, 흙은 종교적인 소재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녀는 현지

의 흙을 직접 작품에 활용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그녀로 하여금 땅과 환경에 침투하

여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 작가의 작업에서 고정된 형식이나 

확실성 또는 정해진 미술 양식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작가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새가 되거나 때로는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이

동하는 곤충의 모습을 하며 변화한다. 이렇게 그녀는 반복적 생산에 집중하기 보다 

우리의 일상이나 지정학적 환경을 훼손하는 관료적 수단을 해체하기 위한 임시 보

호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젊은 예술

가의 초상』의 주인공 스티븐 더글라스(Stephen Dedalus)가 보여준 모습처럼 정나

영 작가의 작업은 그녀와 우리 모두를 정해진 자리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역사의 그

물망과 정체성에 대한 억압적 정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녀는 퍼포먼스 그리고 시각예술 모더니즘에 대한 예리한 레퍼런스를 통해 동 시대

성 또한 놓치지 않는다. 이로써 파편화된 신체에서부터 서정적 추상주의에 이르기

까지 글로벌 담론을 완성한다.

 

여선구(Sunkoo Yuh)나 아키오 타카모리(Akio Takamori)와 같은 세라믹 작가들은 

동서양을 축으로 한 문화적 이주에 대한 시각화 작업으로 유명한데 이들의 작품은 

도자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수많은 조각가들 중 마이클 린(Michael Lin)과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 또

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신체의 이동을 묘사하기 위해 도자라는 매체를 사용했다. 

이러한 작품에서 보이는 헤테로글로시아는 인식 가능한 신체와 이동 중에 있는 예

술가를 통해 드러난다.

 

반면 정나영 작가는 흙과 몸짓을 자신을 대신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그

녀의 작업이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의 선례를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작

품의 빈 틈과 잃어버린 신체의 흔적들은 작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출발점이 된다. 그

녀의 작품에서 보이는 젖꼭지는 초현실주의의 기이한 언어를 탈피하고, 대신 유연

한 물질로 짜맞춰지는 관념들 속에 덧씌워진 진실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 짓는 낯선 

관념으로 관객에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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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영 작가는 동시대에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적 유산에 뿌리

를 두었지만, (그 유산이) 세계화에 의해 뿌리 채 뽑히고 있는’ 현상을 탐구

한다. 작가는 흙 자체가 갖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물질성에 대해 역설적이고 

자발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수도승처럼 세라믹이라

는 매체를 집중 탐구한다. <놀이터(Playground)> (2012)에서 작가의 헤

테로글로시아는 ‘놀이/공간, 작업/공간, 범죄/현장’ 이라는 팽팽한 이진법

적 구조로 수렴된다. 우리는 편하고 가벼운 ‘놀이’를 목격하는 것일까 아니

면 물질의 중력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바흐찐의 언어유

희는 유용한 모순을 드러낸다. 우리는 노동이 현상에 대한 은유가 되고, 과

정은 지리적 혹은 심리 지리적 지형의 실존보다 더 강하게 부각되는 장소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흐트러진 점토 조각 사이의 충돌 및 분출, 그리고 

얼룩진 옷으로 표현된 <놀이터>에서는 퍼포먼스적 요소와 실제 범죄 사이

의 간극에서 오는 전율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면, <내 최고의 모서리(My 

Favorite Corner)> (2013)에서는 생생함과 흥미로움 한편에 어두운 ‘범죄 

현장’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흙을 이용한 정나영 작가의 반복되는 몸짓은 설치 작업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거수경례와 같은 몸짓의 경직성은 인간이 의도한 것일까 아니면 유연

하고 부드러운 물질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변하는 세라믹이라는 매체의 특

성 때문일까? 이러한 파편화되고 인간의 배설물과 같은 작업에서 나타나

는 일련의 다른 움직임들은 방출된 에너지의 물결이나 짓이겨진 반죽과 유

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담요(Blanket)> (2014)의 구성요소는 보다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개인적 커튼(Personal Curtain)> (2014)을 보면 한나 윌케(Hannah Wil-

ke)의 작품에서 보이는 접힌 부분이나 물질이 쏟아지는 형태의 린다 벵글

리스(Lynda Benglis) 작품을 연상케 한다. <안식처: 손(Shelter: Hands)> 

(2014)에서 작가의 거친 해부학적 요소는 장 뒤뷔페(Jean Dubuffet)를 떠

올리게 하는데, 폴리 아벨바움(Polly Apfelbaum)의 작품뿐만 아니라 필리

다 바로우(Phyllida Barlow)의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뒤뷔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예술계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안식처: 손>에서 손의 형

태가 단단하고 희망에 찬 기도나 주문(incantation)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

은 점토처럼 유연하게 노동하는 모습의 표현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

아 있다. 그리하여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헤테로글로시아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킨다.

<내 최고의 모서리(My Favorite Corner)> (2013): 
참조 40, 41쪽

<담요(Blanket)> (2014): 참조 42쪽

<개인적 커튼(Personal Curtain)> (2014): 참조 43쪽

<안식처: 손(Shelter: Hands)> (2014): 44, 45쪽

<놀이터(Playground)> (2012): 참조 46,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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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Column)> (2013)에서 나타나는 백색의 조형물은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개인적 물품이나 사적인 생활을 숨겨놓는 가

구와 같은 공간이다. 실제로도 우리는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해 이러

한 공간이 필요하다. 각 서랍은 IKEA의 침실 가구들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마레크 세큘라(Marek Cecula)의 <위생(Hygiene)> 시리즈처

럼, 몸통 형상을 한 버켓들은 생소한 신체의 형상을 한 채, 엉망이 되어버린 

해부학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작가의 <개인의 동굴(A Personal Cave)> 

(2013)은 여러 관람객이 한번에 작품의 빈 틈 안에 머리를 집어넣는 체험

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그러한 고립을 감수해야만 자유롭게 소

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가 만들어낸 이러한 가구와 같

은 작업은 에고(ego) 혹은 대체된 자아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그렇지만 

결국 본질이 뒤바뀌게 되면서 존재로 가득 찬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온다.

 

이렇듯 작가의 작업에는 공간의 반전에 대한 통찰 및 대화가 다년간 수반

되어왔다. 이러한 담화의 시작은 작은 가구의 중간 정도 크기만한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던 작가의 초기 학부 작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완성도가 높

아지면서 작가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섬뜩하거나 단절된 신체에 더욱 집중

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의 작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문들은 세라믹이라

는 매체로 연결되고 표현된다. 그럼으로써 관객들은 작가의 작품이 퍼포먼

스 후 남겨진 잔여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각적 순간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비밀스러운 은신처인지 숙고하게 된다.

번역: 허보미

마레크 세큘라(Marek Cecula)
Title: “위생(Hygiene)"  
Year: 1996
Medium: vitreous china, chrome & wood 
Size: 145 X100 X 85 (cm) / 57”x49”x20” (in) (overall) 
Photo credit: John Bessler 

<기둥(Column)> (2013): 참조 36-39쪽

<개인의 동굴 (A Personal Cave)> (2013): 
참조.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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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on | 고치  2012
55.88w x 198.12h x 93.98d (cm) / 22”w x 78”h x 37”d (in)
performance, mixed clay, meta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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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기둥  2013
71.12w x 210.82h x 71.12d (cm) / 28”w x 83”h x 28”d (in)
stoneware clay, underglazes,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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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vourite Corner | 내 최고의 모서리  2013
102.6w x 406.4h x 66.04d (cm) / 40”w x 160”h x 26”d (in)
porcelain, tread, plastic, duct tape, 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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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et | 담요  2014   |   33.02w x 254h x 152.4d (cm) / 35”w x 150”h x 60”d (in)   |   porcelain, high temperatur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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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urtain | 개인적 커튼  2014
109.22w x 203.2h x 109.22d (cm) / 43”w x 80”h x 43”d (in)   |   porcelain, yarn, nail polish (perform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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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LY!�/HUKZ�| 안식처: 손  2014
213.36w x 228.6h x 119.38d (cm) / 84”w x 90”h x 47”d (in) 
porcelain, glazes,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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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round | 놀이터  2012   |   302w x 457h (cm) / 120”w x 180”h (in)   |   performance, clay,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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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al Cave | 개인의 동굴  2013
46-50w x 60h x 46-50d (cm) / 18-20”w x 20”h x 18-20”d (in)
stoneware clay, underglazes, glazed



49

My Body and Your Clay
: Materiality as an Artistic Medium of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Won Jung Shin

Stories of those who suddenly had to leave an originally known space, 
whether by their own choice or by the choice of others, are present 
throughout various ages and regions. From the well-known history of the 
Jews, which gave rise to the term ‘diaspora’, to contemporary political 
refugees and migrant workers, there is a wide range of dispersals and 
migrations. Immigrants, who are forced by others, or in respons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o leave their homes and enter the space 
of others overnight are often thrown into confusion and anxiety due to 
KPɈLYLUJLZ� PU� \UMHTPSPHY� Z\YYV\UKPUNZ�� J\S[\YL�� HUK� ]HS\LZ�� /V^L]LY��
what about the results of voluntary movements? Artistic nomads, whom 
Jacques Attali calls “hypernomads”, are becoming more common by 
the day1. Artists from the so-called outside are studying abroad to 
experience the latest trends in contemporary art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beyond. Nowadays,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artists working in foreign countries and regions to get inspiration, along 
with an increase in global residency programs. Nayoung Jeong’s work, 
which she has been creating within constantly changing places, meets 
this global phenomenon. After training in and developing her craft in the 
tradition of Korean ceramics, Jeong spent the 2010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ere 
she experienced the cultural heterogeneity and dissonant experiences 
of various cultures, eventually using them as a way to make the human 
body and clay into unique materials.

1Jacques Attali, L’Homme Nomade, translated by Hyo-Suk Yi, Seoul: Ungjin Chisik Hausu, 2005, p.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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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st’s Body

;OLYL�HYL�ZL]LYHS�MVYTZ�VM�TPNYH[PVU��4HU`�VM�[OVZL�^OV�OH]L�ÅLK��
due to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or who have just left for survival, 
take with them only their own bodies. The body is often regarded as 
the only physical reality that demonstrates the individual’s existence 
in any situation or environment. The phenomenon of artists paying 
attention to the human body as a work subject or as a material is 
still prevalent, especially from the 1960s’ Happening and Body Art 
[V�TVKLYU�[PTLZ��;OL�ºHY[PZ[»Z�IVK �̀»�^OPJO�PZ�LɈLJ[P]L�PU�L_WYLZZPUN�
artistic identity, has a focal point in Nayoung Jeong’s work. In the 
early part of the 2010s, she tried to express feelings of safety about 
the inner space that she used to install intimate structures to protect 
herself while in recent years, she has experimented with visuali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inner and the surrounding by using her 
body.

In Catch or Throw (2017), the artist stands close to one corner of 
the room and from outside the camera frame, someone who is not 
visible throws a handful of mud. As if trying to catch it, the artist 
hastily stretches out her hands, but the clumps of clay break up into 
numerous pieces and scatter as soon as she touches the clay. On the 
wall behind where the artist had been standing there remain traces 
of the time of her presence, which is recorded in the photograph. Its 
PUÅ\LUJL�JVU[PU\LZ�L]LU�HM[LY�VUL�HJ[�PZ�ÄUPZOLK�

How many acts do our daily lives consist of? How many of them 
do we consciously perform? The human brain allows us to perform 
certain behaviours automatically, without being conscious of them, 
by remembering and habituating these repetitive behaviours. 
Numerous daily routines are repeatedly transformed into routine 
procedures, and the desire to use limited time resources more 
LɉJPLU[S`� W\[Z� VYKPUHY`� SPML� PU[V� [OL� L_[YLTLZ� VM� Z\WLYÄJPHSP[ �̀�
Everyday breathing usually requires no particular awareness, yet 
when we get to the top of the mountain, we become more aware of 
this action. So Jeong’s performance stimulates our consciousness 
about mundane acts, such as standing, throwing, and catching. 
Changes in the viewer’s perception are made through the use of 
clay as a tool, and the clay renews our vision toward everyday life.

Catch or Throw (2017): C.c. page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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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has also exhibited sculptures representing the oppressed 
individuals trapped in the framework of social customs and norms, as 
well as the work of using her body as a motive for a part of human 
body. An example of this is Folding + Door (2014), in which 36 square 
tile panels are arranged in a rectangular frame of about 1.5 meters in 
length and then arranged in a grid pattern by using a red thread. The 
shape and texture of the crumpled and folded tile pieces remind me 
of wrinkled skin and, when encountered as a door element, create an 
image of strongly pressed skin on a pane of glass, such as in a door 
or window. It can be read as a self-portrait of a helpless individual 
distorted by the wall of invisible norms and social constraints. Direction 
�������PZ�H�WPLJL�VM�JLYHTPJ�^OPJO�^HZ�THKL�I`�NSHaPUN�HUK�WHZ[PUN�ÅH[�
round pieces with nipples to create the shape of a human foot. The heel 
is attached so that from the side. it looks like the high heel of a shoe; it 
would be possible to wear it, but the nipple protuberances that cover 
the inside of the shoe would not make it feel comfortable. This points 
out the contradictions of the woman’s ideology, which imposes a strong 
social implication on the idealized female body and thereby enforces 
irrational constraints on her body.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eries of works produced in the mid-
2010s, in which parts of the body, such as skin, hands, feet, nipples, 
etc., appear as motifs, shows a link to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red thread for assembling the tile pieces is reminiscent of the blood 
line connecting the family members in the painting series Bloodline 
drawn from the 1990s by Zhang Xiaogang (*1958), and the image of the 
skin pressed on the window glass reminds us of the photographic series 
Untitled (Glass on Body Imprints - Face) (1972) by Ana Mendieta (1948-
1985), from whom Jeong derived much inspiration, or the grotesque 
of the pressed face on the screen appearing in Pipilotti Rist’s (1962-
1985) video Open My Glade (Flatten) (2000). The high-heeled-foot 
overlaps with a pair of feet, a mixture of human body parts and shoes, 
in René Magritte’s (1898-1967) painting The Red Model (1935), where 
the gender of the creator corresponds to the gender qualities of the 
ZOVLZ�PU�[OL�HY[�^VYR��P�L���OPNO�OLLSZ�]LYZ\Z�^VYR�IVV[Z���0[�PZ�KLÄUP[LS`�
not Jeong’s intention to make any motivic similarity; however, one can 
ÄUK�H�YPJO�HY[�OPZ[VYPJHS�HUHSVN\L�PU�OLY�^VYRZ��^OPJO�KLTVUZ[YH[LZ�[OH[�
1LVUN»Z�^VYRZ�HYL�^LSS�TH[JOLK�^P[O�[OL�NYLH[�ÅV^�VM�HY[� PU�[OL���[O�
century. This similarity also proves that the artist breathes and works 
actively within her time.

Folding + Door (2014): C.c. page 62

Direction (2015): C.c. page 64

Zhang Xiaogang
Title: "Bloodline"
Year: 2005
Medium: oil on canvas
Size: 200 x 260 (cm)
Photo credit: Zhang Xiao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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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udiences’ Clay

Most artists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extremes of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His/her work should be able to appeal to anyone, 
regardless of race or nationality, and should have personality and 
originality that can convey the artist’s unique brand. It was in an 
appropriate attempt to achieve a universal and special art that 
Nayoung Jeong found a style of work that was materially suitable 
for an era of globalization stemming from her artistic roots. After 
educating herself in the craft of Korean ceramics in her home country, 
for her, the clay has now become a medium of communication 
between her audiences all over the world by using the local clay that 
ZOL�^VYRZ�^P[O�VY�L_OPIP[Z�HZ�TH[LYPHSZ��4V]PUN�[OL�ÄLSK�[V�ÄUL�HY[��
the limitations of the aesthetic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pursued 
in the craft disappear. She then focuses on the intrinsic acts of the 
human hands, such as repetitive grabbing. Therefore, Jeong’s works 
evoke the touch of traditional handicraft artisans, even when placed 
close to conceptual art.

(S[OV\NO� JVUJYL[L�� Z[LLS�� HUK� NSHZZ� UV^� KVTPUH[L� [OL� ÄLSK� VM�
architecture, clay is a valuable resource that has long provided 
protection and shelter for humans. The history of the clay is also 
linked with the fact that the motif of a house or similar space has 
HU�VUNVPUN�ZPNUPÄJHUJL�PU�1LVUN»Z�^VYRZ��Temporary Home (2016), 
shown in Kent, U.K., featured small hanging pieces of local clay 
clinging to a wire netting with locally sourced branches, reminiscent 
VM� H� ÄZOLYTHU»Z� UL[� JHW[\YPUN� ÄZO� MYVT� HMHY�� ;OPZ� HSSV^LK� SVJHS�
residents to enter inside the structure to enable them to experience 
the piece directly.

Temporary Home (2016): C.c. pag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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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s too Painful to Say (2017), a performance in Berlin, the artist 
W\[�JHZ[LK�WPLJLZ�VM�OLY� SPWZ�VU�[OL�ÅVVY�ZPKL�I`�ZPKL�^OPJO�^LYL�
made from clay excavated in the area. She then wore a white hanbok 
and stepped on them, walking out in silence and breaking them 
underneath her feet. She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mmigrants 
to express their feelings in a frank way. Audience members who 
hold experiences of voluntary or involuntary immigration provided 
interviews with Jeong; these were later recreated by the artist for 
the New Residents Series (2017) about her viewers’ experiences of 
cultural displacement and psychological isolation in a cosmopolitan 
space, which were expressed in the form of clay drawings.

Whether it is a work with audience participation or a performance 
art of a ritual nature, Nayoung Jeong’s art includes clay obtained 
from a given local area and is based on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where the creation and exhibition take place. Working 
with nature-friendly materials procured locally in various places, she 
invites local audiences to participate in an open dialogue, and to 
consistently pass through Nayoung Jeong’s work, which has both 
\UP]LYZHSP[`�HUK�ZWLJPÄJP[ �̀

The main keywords of Jeong’s works are the artist’s body and 
audiences’ encounter with clay. Between the body of the artist, 
which functions as a part of her own work and performs the artistic 
acts, and the clay, which is collected locally and then is transformed 
into art, the physical form of the material is maximized aesthetically 
in the work of Nayoung Jeong. The body and the clay meet each 
other to provide a new perceptual experience to the spectator and 
ZLY]L�HZ�H�]LOPJSL�MVY�J\S[\YHS�JVU]LYZH[PVU��;OL�HY[PZ[»Z�YLÅLJ[PVU�HUK�
aesthetic considerations about her ever-changing surroundings and 
her own cultural and artistic identity, which changes and expands 
with it, are visualized through the familiar primitive material of clay. 
As such, the audience also participates in the work by being drawn 
PU[V�H�ÄLSK�VM�PU[LUZP]L�[OPURPUN�

Translated by Nayoung Jeong

It’s too Painful to Say (2017): C.c. page 63

New Residents Series (2017): 
C.c. page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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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과 당신의 흙
‐ 지각과 소통을 위한 예술적 매개로서의 물성

신원정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급작스럽게 익숙한 공간을 떠나야 했던 이들의 사연은 

여러 시대와 지역에 두루 존재한다.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유대인의 역사처럼 유명한 경우에서 현대의 정치적 난민과 이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산과 이주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강제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 하루아침에 타인의 공간에 들어선 이주민들은 낯선 

환경,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당혹감과 불안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동의 결과는 어떨까?

자크 아탈리가 “하이퍼노마드”라 칭한 예술적 유목민들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미국과 유럽 외 지역, 소위 변방 출신 작가들이 (현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경험하고자 해외 유학 길에 오르는 것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증가와 맞물려 낯선 국가와 지역에서 작업하며 풍부한 

예술적 영감을 얻는 작가의 수 역시 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작품 활동을 해 온 정나영의 작업은 이런 범세계적 현상에 부합한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공예 교육을 받고 나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지역에서 

2010년대를 보낸 그녀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만나 섞이고 때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화적 이질감과 불협화음의 경험들을 자신의 신체와 흙이라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여 풀어낸다.

1 자크 아탈리, 『호모 노마드 – 유목하는 인간』, 이효숙 옮김,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05. P.418



55

I. 작가의 몸

이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 사회적 · 정치적 요인으로 도피하거나 

단지 생존을 목적으로 떠나온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자신의 몸뚱이 뿐인 경우도 많다. 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물리적 실재로 흔히 여겨지곤 한다. 작업 주제 또는 

재료로서의 신체에 미술가들이 주목하는 현상은 특히 1960년대 해프닝과 바디 

아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성행한다. 예술적 정체성의 표현에 

효과적인 ‘작가의 몸’은 정나영의 작업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2010년대 

초, 익숙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속에 직접 들어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안전한 

내부 공간의 느낌을 표현하려 했던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유동하는 심리적 내면과 

주변의 상호작용을 가시화하는 실험에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 왔다.

<잡거나 던지거나(Catch or Throw)> (2017)에서 작가는 방의 한쪽 구석에 

몸을 밀착시킨 채 서 있고, 그를 향해 ‐카메라 프레임 밖에 있어 ‐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진흙을 한 움큼씩 던진다. 마치 그걸 잡으려는 듯 작가는 서둘러 

양손을 뻗지만,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흙덩어리는 수많은 파편으로 부서져 

흩어진다. 사진으로 기록된, 작가가 떠난 자리의 벽면에는 그녀가 존재했던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가 끝난 후에도 그것의 

영향은 지속된다.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많은 행위로 이루어지는가? 그중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기억하고 

습관화하여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도 특정 행동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일상의 무수한 편린들이 통상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변환되기를 반복하며, 

한정적인 시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가 평범한 일상을 

피상성의 극단으로 내몬다. 평소 별다른 자각 없이 행하던 숨쉬기도 산 정상에서 

신선한 공기를 접할 때면 색다르게 느껴지듯이 정나영의 퍼포먼스는 서기, 

던지기, 잡기와 같이 특별할 것 없는 행위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자극한다. 

관람객의 지각의 변화는 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흙은 일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틔어준다.

작가는 또한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작업 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 일부를 모티브 

삼아 사회적 관습과 규범의 틀에 갇혀 억눌린 개인을 표상하는 조각 작품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약 1.5미터 길이의 사각 틀 안에 36개의 정사각형 타일 

패널들을 붉은 색실로 이어 일종의 격자 패턴을 이루도록 배치한 <접힌 + 

문(Folding + Door)> (2014)을 보자. 구겨지고 접힌 타일 조각들의 형태와 

질감은 주름진 피부를 연상케 하는데, 이것이 문이라는 요소와 만나면 유리

(문이나 창)에 눌려 오그라진 피부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비가시적 규범과 

사회적 제약의 벽에 부딪혀 일그러지는 무력한 개인의 자화상으로 읽을 수 

있다. <방향성(Direction)> (2015)은 유두를 본 딴 납작한 원형 조각들을 

<잡거나 던지거나 (Catch or Throw)> (2017): 
참조 58, 59쪽

<접힌 + 문(Folding + Door)> (2014): 참조 62쪽

<방향성(Direction)> (2015): 참조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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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발 형태로 이어 붙여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 조각이다. 발뒤꿈치에는 

높은 굽이 달려 옆에서 보면 하이힐 형태이다. 착화도 가능하나 신발 내부를 

뒤덮은 유두 돌기로 인해 착장감은 좋지 않을 터이다. 이상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함의와 그로 인해 스스로 자기 신체에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는 여성상의 모순을 지적한다.

신체 일부(피부, 손, 발, 유두 등)가 모티브로 등장하는, 2010년대 중반에 제작된 

일련의 작품들에서 현대와 동시대 미술과의 연관성이 보이는 점도 흥미롭다. 

타일 조각들을 엮은 붉은 색실은 장샤오강(Zhang Xiogang)(*1958)이 1990

년대부터 그려온 회화 연작 <혈연 (Bloodline)>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를 

잇는 핏줄을 떠올리게 하고, 유리창에 눌린 피부의 이미지는 작가 정나영에게 

전반적으로 큰 영감을 준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 1948‐1985)의 작업 

중에서 사진 작품 <무제(신체 압인 위 판유리 ‐ 얼굴) Untitled (Glass on 

Body Imprints ‐ Face)> (1972) 또는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 *1962)

의 비디오 <나의 숲 속 빈터를 열어줘 Open My Glade (Flatten)> (2000)에 

등장하는 화면에 눌린 얼굴의 그로테스크함을 연상시킨다. 하이힐-발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의 회화 <붉은 모델 The Red Model> 

(1934)에 그려진 한 쌍의 (신)발과 겹쳐지는데, 창작자의 성별과 작품 속 

신발의 젠더적 속성(하이힐 대 워커)도 부합한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나영의 작품에서 풍부한 미술사적 유비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녀의 

작업은 20세기 미술의 큰 흐름과도 잘 맞물린다. 또한 이런 유사성은 작가가 

자신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작업함을 입증한다.

II. 관객의 흙

미술 작가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줄타기한다. 그녀의 작업은 인종과 국적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호소 가능한 

보편적 조형언어를 구사해야 하며, 작가의 고유한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개성과 독창성도 지녀야 한다. 정나영이 자신의 예술적 뿌리에서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작업 재료를 찾은 건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예술을 위한 적절한 

시도였다. 한국에서 공예 교육을 받으며 친숙해진 흙은 이제 그가 작업하거나 

전시하는 현지의 흙을 재료로 삼음으로써 전 세계인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다. 

조형 예술로 영역을 옮기면서 공예에서 추구하는 심미적 기능성과 실용성에 

수반하는 한계가 사라지고 인간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본질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정나영의 작업은 개념 미술에 근접하게 위치할 

때조차 전통적인 수공예 장인의 손길을 환기시키고는 한다.

장샤오강 (Zhang Xiaogang)
Title: "혈연(Bloodline)"
Year: 2005
Medium: oil on canvas
Size: 200 x 260 (cm)
Photo credit: Zhang Xiao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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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퍼포먼스로 선보인 <말하기엔 너무 큰 고통(It’s too Painful to 

Say)> (2017)에서 작가는 인근의 흙을 가지고 본인의 입술 형태로 제작한 

조각들을 바닥에 나란히 배치한 뒤, 흰 한복을 입고 입술 조각들을 밟아 

깨뜨리며 정적 속에서 앞으로 걸어나간다. 또한 그녀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솔직히 감정을 표출할 기회도 제공했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를 체험한 

이들이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흙으로 표현한, 생경한 공간에서의 

문화적 이질감과 심리적 고립의 경험은 이후 작가의 손에 의해 <새 거주자 연작

(New Residents Series)> (2017)이라는 제목의 흙 드로잉으로 재탄생한다.

비록 지금은 콘크리트와 철근, 유리가 건축 분야를 주도하지만, 흙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보호와 안식처를 제공해 온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흙의 역사는 집 

또는 그녀와 유사한 공간의 모티브가 정나영의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과도 접점을 가진다. 런던에서 전시한 <일시적인 집(Temporary 

Home)> (2016)은 지역의 흙으로 만든 소형 조각들을 역시 인근에서 구한 

나뭇가지들로 고정한 철망에 매달아, 멀리서 보면 마치 물고기를 포획하는 

어부의 그물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것을 관람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작품이다. 관객 참여형 작업이든 

제의적 성격의 행위예술이든, 현지에서 구한 흙을 포함하는 정나영의 작품은 

창작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의 자연적 특성을 토대로 삼는다.

다양한 장소에서 현지 조달한 자연친화적 재료로 작업하고 지역의 관람객을 

열린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며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춘 정나영의 작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작가의) ‘몸’과 (관객의) ‘흙’이다. 작품의 

일부로서 기능하며 예술적 행위를 수행하는 작가의 신체와 현지에서 채취하여 

작품화한 흙의 물성은 정나영의 작업에서 예술적으로 극대화된다. 몸과 흙이 

만나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지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수시로 변화하는 주변 환경, 그리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고 

확장되어가는 스스로의 문화적 · 예술적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성찰과 미학적 

고민이 흙이라는 친숙한 원초적 재료를 통해 가시화 되며 감상자도 함께 밀도 

높은 사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말하기엔 너무 큰 고통(It’s too Painful to Say)> (2017): 
참조 63쪽

<새 거주자 연작 (New Residents Series)> (2017): 
참조 60, 61쪽

<일시적인 집(Temporary Home)> (2016): 
참조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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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or Throw | 잡거나 던지거나  2017
200w x 220h x 300d (cm) / 78.7”w x 86.6”h x 118.1”d (in)
Printed on cotton-size: 
100w x 180h (cm) / 39.37”w x 70.87”h (in)
performance, mixe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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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sident Series | 새 거주자 연락  2017
 56w x 76h (cm) / 22”w x 30”h (in) 

mixed clay, penci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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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Door | 접힌 + 문  2014
66.04w x 152.4h x 3.81d (cm) / 26”w x 60”h x 1.5”d (in)   |   porcelain, glazes, wood, thread (perform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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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oo Painful to Say | 말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  2017 
Duration: 10 mins   |   performance, mixe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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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 방향성  2015
137.16w x 160.02h x up to 22.86d (cm) 
(each: up to 10.16w x 25.4h x 22.86d (cm)
/ 54”w x 63”h x up to 9”d (in)
(each: up to 4”w x 10”h x 9”d (in)
porcelain, glazes, under-gla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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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WVYHY`�/VTL�| 일시적인 집  2016
200w x 142h x 210d (cm) / 
98.42”w x 55.9”h x 82.68”d (in) 
mixed clay, red tread, underglaze, 
metal wir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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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leas (2012) is a short visual and performance-based work by the artist 
Nayoung Jeong; it was recorded in 2013 and lasts about four minutes. The 
video begins with showing the artist’s hand making a petal shape out of clay 
^OPSL�ZOL�ZP[Z�VU�[OL�ÅVVY�HTVUN�ZTHSS�JSH`�WPLJLZ�HZ�[OL�WL[HSZ�NH[OLY�[VNL[OLY�
[V� ÄSS� [OL� ZWHJLZ�VU� ÅVVY�� ;OL� PTHNL� PZ�KP]PKLK� PU[V� [^V� ZJYLLUZ�� YL]LHSPUN�
Jeong, who then tramples the clay petals on the other screen. The close-up 
of the artist’s hand on the other side shows how she continues to develop the 
bloom gradually, but the petals are quickly crushed and turned into loose clay. 
The two screens that show both the creation and the destruction merge at the 
end of the work and are combined into one screen again. This ends with the 
JSH`�WL[HSZ��^OPJO�1LVUN�OHK�WYL]PV\ZS`�Z[LWWLK�VU��ILPUN�SLM[�VU�[OL�ÅVVY�

Jeong is an artist who talks openly about her social identity and personal 
feelings around cultural isolation, through her working with her body and 
with clay. Over the past decade, the world of her work has steadily evolved, 
as she strives to integrate clear materials and subjective consciousness.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the artist’s long-standing interests, such as 
her early work on the piece Azaleas (2012), have already begun explo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clay she selects to work with, as well as the sensual 
interventions encountered through the human body and the performance 
located within the exhibitive ambiance. By continuing this coherence and 
adding live experimental attempts, the working world of Jeong has slowly 
widened its base.

*SH �̀� ^OPJO� PZ� [OL� JVYL� VM� 1LVUN»Z� ^VYR�� OHZ� Z`TIVSPJ� ZPNUPÄJHUJL� HZ� H�
carrier of cultural and historical ‘memory’ penetrating beyond the level of the 
material itself, extending throughout the world of her work. In general, memory 
represents a series of personal experiences retaining and later reconstructing 
her individual experiences. However, in the mid to late 20th century, collective 
national and ethnic groups, such as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memory of the Holocaust, have been used extensively 

Azaleas (2012): C.c. page 80, 81

Nayoung Jeong 
¶�,_WHUKPUN�HUK�=HYPH[PUN�/LY�:P[L�VM�4LTVY`

Nayu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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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ncept for experience or as a directive of experience of intercountry 
and intercultural mobility, such as the ‘transnational or transcultural memory 
of diaspora.’ The earth appearing in Jeong’s work also features a variety of 
memories shifting between those of personal and cultural movements. This 
commentary focuses on this point and looks at some of her works by paying 
attention to the way the earth is handled throughout the artist’s work as well as 
the type of memory, which changes accordingly.

The boundary of the individual and the space of private memory

Among her earliest works, Jeong used the idea of creating a small clay structure 
PU[V�^OPJO�VUL»Z�V^U�IVK`�JHU�Ä[��0[�PZ�KLZPNULK�MVY�]PL^LYZ�[V�WO`ZPJHSS`�LU[LY�
inside for the purpose of writing a diary or prayer, as in the piece Exclusive Diary 
(2011). In the case of her piece Cocoon (2012), a space is created to produce 
an inhabitable sanctuary able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the external world. 
In this work, the clay structure appears to be in close contact with the body in 
order to protect it from external forces. The structure itself is therefore seen as 
a metaphor for human skin, as skin is close to the body. In this case, the soil 
naturally contains the artist’s own personal and private memories. 

Another instance of this is the work Personal Boundary (2017), which is a video 
work created using stop-motion techniques. It is a work in which the artist’s 
interest in the private space, which was covered by previous works, such as 
Exclusive Diary (2011) and Cocoon (2012), appears but with a variation. In this 
video, the artist shows the process of making a long spiral-shaped installation 
I`�YVSSPUN�H�THZZ�VM�JSH`�VU�[OL�ÅVVY��SP[[SL�I`�SP[[SL��;OPZ�[LJOUPX\L��JVTTVUS`�
referred to as ‘coiling,’ is the most basic step in the ceramic arts. This technique 
literally entails coiling a long lump of clay, eventually forming it into a roll on the 
ÅVVY��HUK�YLWLH[LKS`�WPSPUN�P[�\W�HNHPUZ[�[OL�̂ HSS�VM�[OL�Z[\KPV��;OL�HY[PZ[�JYLH[LZ�
a spiral structure reminiscent of a coiling technique, but instead of creating 
a common ceramic work, she shows a way of building a boundary between 
herself and the world. The point at which this work is distinguished from the 
artist’s previous works involving making a small sanctuary is evident, as it is 
\UJSLHY�^OL[OLY�[OL�IV\UKHY`�VM�[OPZ�ZWPYHS�WYV[LJ[Z�VY�JVUÄULZ�[OL�HY[PZ[�
;OL�PU[LYLZ[�PZ�PU�[OL�Å\PKP[`�VM�[OPZ�ºIV\UKHY`»��^OPJO�PZ�ZVTL[PTLZ�H�[YHW�VY�H�
protective device, as it tends to appear in various forms of Jeong’s work. The 
artist concentrates on hiding herself from the world in her early shelter works, 

Exclusive Diary (2011): 
C.c. page 24,25

Cocoon (2012): C.c. page 34, 35

Personal Boundary (2017): 
C.c. page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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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n Monsters (2013), it is the artist who seeks to invert this tendency by 
JVTPUN�V\[� [V� [OL�^VYSK�^P[OV\[�H�ZOPLSK��KLZWP[L� [OL� PUÄUP[L� ºMLHY»�VM�ILPUN�
found.
In the case of the Human Being (2017), in which two wooden frames lean 
against each other like a pair of “human beings,” a form which also physically 
resembles the arrangement of the Chinese character spelling this phrase, the 
HY[PZ[�ÄUKZ�OLYZLSM�WHPUM\SS`�HJX\HPU[LK�^P[O�[OL�MHJ[�[OH[�ZOL�JHUUV[�SP]L�HSVUL�
without existing alongside another person. In the end, when she stands on the 
slippery clay pile with two frames leaning against each other, I think she feels 
she has to admit the inevitability of the human relationship, or the relationship 
IL[^LLU�OLY�HUK�[OL�^VYSK��HZ�YLÅLJ[LK�PU�IV[O�OLY�WLYZVUHS�YLSH[PVUZOPWZ�HUK�
her relationship with her artworks. 

,_WHUZPVU�HUK�JVUÅPJ[�VM�WYP]H[L�ZWHJL

Nayoung Jeong’s clay works, which protect the artist from the 
V\[ZPKL�^VYSK�T\JO�SPRL�O\THU�ZRPU��ZOV^�H�TVYL�ÅL_PISL�HUK�
resilient boundary, as she begins to establish a more active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world. The artist’s use of clay, 
which is intimate and private, is also expand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rtist and her audience, that is, the artist and the 
larger world. Linked to these aspects are the live performances, 
which interact with in-person audiences and often begin to 
emerge from the works performed in front of the camera. Catch 
or Throw� ������� PZ� VUL� VM� [OL� YLWYLZLU[H[P]L� ^VYRZ� YLÅLJ[PUN�
this change. This is a photograph of a person standing on the 
corner of a wall, showing people throwing clay at the artist, as 
they stand out of the frame. The picture, which reveals the artist 
covered in clay, as well as the wall covered in traces of clay, 
after the artist has left the frame, serves as its own exhibition. 
The throwing of mud and the formation of mud around the body 
shows the changing reaction between the artist’s body and the 
soil as evolving more positively--almost violently. The clay in this 
instance is no longer a container for the artist’s own memories, 
as it also includes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oth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action with the artist through the act of 
throwing.

Human Being (2017): C.c. page 84

Catch or Throw (2017): C.c. page 58,59

Monsters (2013): C.c. page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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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is an artist who focuses on crafts and performances 
using clay, but she also presents gentle works through her 
use of images and photographs. In many of her mixed media 
images, she uses black and white tones to emphasiz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clay and the movement of the artist, 
or intentional use of photographs to visualize and emphasize 
ZWLJPÄJ�TVTLU[Z�^P[OPU�H�WLYMVYTHUJL�

The only two scenes recorded via photography in Catch or 
Throw (2017) are those of the artist covered in clay and the 
traces left on the wall after her departure, and this can therefore 
be regarded as evidence of the artist’s choice made with clear 
intention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wo photographs show 
the presence of others outside the frame, though they cannot 
actually be located. This illustrates that the artist was trying to 
show another person, or the outside world, by substituting them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of clay. It is also impressive that 
the artist tried to visualize the memories rather than the actions 
themselves by showing close-up traces of where the artist stood. 
In this way, the photographs serve as double-traces (i.e., actual 
traces left on the wall and the indexical trace), which awaken the 
‘there-has-been’ as in Roland Barthes’s method.
The active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necessarily involves 
questions about ‘who I am’ and ‘where I come from.’ Even if one 
decides to break out from a small haven and go out into the 
world, change cannot help but hurt. Jeong talks about these 
changes with her uniquely sensitive and delicate sensibility; 
Overshadowing Shadows (2017) is one example of these works. 
In this performance, the artist tries to draw the shadow of the 
wall made by the light illuminating from behind her back with 
the mud held her hand in the audience’s gaze. However, as 
the child struggles, the shadow moves farther away, and the 
contours drawn along the shadow are tangled or scattered 
around. Through this work, the artist reveals the impossibility 
VM�H[[LTW[PUN�[V�JH[JO�HUK�KYH^�H�Ä_LK�ZLSM��^OPJO�ZOV^Z�[OH[�
the change of identity must be continued whether she wants it 
to or not.

Overshadowing Shadows (2017): 
C.c. pag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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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site of memory 

Jeong’s experience of moving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later to the United Kingdom, has had a steady impact on her 
work, as it demonstrates an opportunity for the change of identity, 
as represented in the piece Overshadowing Shadows (2017). Due 
to the nature of the artist’s work, which mainly deals with clay, the 
movement of a place was also changed and implemented by the 
clay itself. For example, when she was building a house, she was 
impressed by the fact that people used the clay from their home to 
make bricks to be used in their houses, which was evocative of her 
decision to move to the United Kingdom, a decision which recalls 
the importance of clay as a material for the artist.

Clay, soil, earth, etc. - these are the places where we stand on 
foot, and they directly touch the national identity of places we 
have constructed into nations. It is therefore natural that clay has a 
collective, and subsequently, a national memory. The French scholar 
7PLYYL�5VYH�KPZJ\ZZLK�[OL�ZWLJPÄJ�ZP[LZ�^OLYL�JVSSLJ[P]L�TLTVY`�
stayed and reproduced within the well-known “lieu de mémoire”1.  
So what does it mean to move away from this ‘site of memory’ and 
move to another place? Does the original memory disappear at the 
same time as the movement, or does it move to a new place with 
me? Once I am relocated, can I be integrated into the new sites of 
memories shared by communities? These questions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to issues of discrete identity, but rather also have an 
important link to the artist’s working world, which focuses on the 
clay taken from terra itself.

Azaleas (2012),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this writing, is a work 
inspired by poem of the same name by the poet Kim So-wol. In this 
poem, every step of the lover who as they leave is sprinkling azalea 
petals, even though the lover leaves because “You’re sick and tired 
of me”, and it is a somewhat desperate song of the speaker who 
pledges to “not weep though I die,” even if abandoned. It is often 
ZHPK�[OH[�[OPZ�PZ�H�WVLT�[OH[�YLÅLJ[Z�2VYLHU�LTV[PVUZ�^LSS��;OL�MHJ[�
that the literary work of the mother country is the subject of the 
work,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valid claim or not, is seen through 
the artist needing to keep her own identity.

1Pierre Nora, Les Lieux de Mémo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Overshadowing Shadows (2017): 
C.c. page 85

Azaleas (2012): C.c. page 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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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s emphasis on Korean identity is easily found in other 
works as well, such as 100 Koreans’ Finger Prints (2015), which 
serves as an example of her interest in being more directly 
YL]LHSLK��;OPZ� PZ�H�^VYR�\ZPUN� [OL�ÄUNLYWYPU[Z�VM�����2VYLHUZ�
YLZPKPUN�PU�3VUKVU"�[OLPY�ÄUNLYWYPU[Z�^LYL�JHZ[Z�PU�ZPSPJVU��HUK�
later assembled onto a large wooden frame. This is a new 
type of performance work that involves long-term, multi-party 
participation, rather than a temporary and creative act of making. 
Fingerprints are perceived as a sign of individual identity and 
are used to prove legal identity, which can therefore be seen 
as a symbol of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individuals 
^OV�OH]L�TPNYH[LK�[V�3VUKVU�MVY�KPɈLYLU[�YLHZVUZ��)`�THRPUN�
[OL�TVZ[�VM�[OLZL�ÄUNLYWYPU[Z��[OL`�THKL�[OLPY�TLTVYPLZ�PU�[OL�
form of visual traces, gathering them to form a place for small, 
collective memories.

<UKLY� [OL� MYHTL� VM� [OL� ZJ\SW[\YL�� [OLYL� PZ� H� JSH`� ÅVVY�
symbolizing the earth. The artist has repeatedly said that she 
has had experiences of communicating with people and sharing 
TLTVYPLZ�[OYV\NO�[OL�L_WLYPLUJL�VM�̂ VYRPUN�̂ P[O�[OL�ÄUNLYWYPU[Z�
of others. This repetitive act is intrinsically associated with the 
desire to return to a moment in the past,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act of memory. For this reason, in psychoanalysis, repetition 
is viewed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and, at the same time, 
is considered as a process of treatment. Repetition is also an 
important theme of contemporary art that appears in various 
works related to traumatic memories. Of course, it is not known 
to Nayoung Jeong and the 100 Koreans participating in this work 
whether the migration to London was a traumatic memory. In 
addition to sharing the experiences of Koreans who share their 
identity and experiences as Koreans themselves, it provides 
a site of memory onto which many people with mixed cultural 
identities can project their own memories. This shows that the 
JSH`� JHU� YLWYLZLU[� HU� PUÄUP[LS`� IYVHK� JH[LNVY`� VM� TLTVYPLZ�
beyond the memory of the individual artist.

It’s too Painful to Say (2017) is another visual work showing 
the scene where the category of memory expands like a live 
performance. Created during the period of the artist’s residency 
in Berlin, Germany, this work uses clay collected from all over 

100 Koreans’ Finger Prints (2015): 
C.c. page 82, 83

It’s too Painful to Say (2017): 
C.c. pag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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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to make 1,000 pieces representing the artist’s mouth; these 
HYL�WSHJLK�VU� [OL�ÅVVY�HUK� SH[LY�ZSV^S`�^HSRLK�V]LY�I`� [OL�HY[PZ[�
in a live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the performance, the artist 
puts on a white hanbok reminiscent of mourning and portrays the 
emotions and feelings of loss for her mother country by directing a 
proactive moment.

The cultural shock experienced by an artist who emigrated, 
temporarily, to Korea, then to the United States, and later to the 
<UP[LK�2PUNKVT�HUK�.LYTHU �̀�^V\SK�OH]L�ILLU�H�ZPNUPÄJHU[�HUK�
a painful experience, as the title suggests. In a country that uses 
a third language, neither Korean nor English, the loss of language 
may have been a necessary process in understanding the pain of 
cultural alienation. This pain is replaced by the crunching sound of 
mouth-shaped clay pieces, wherein little is actually resolved. The 
viewer who watches the performance of the artist mixing the codes 
of various cultures shares the painful memories of the artist and 
YLÅLJ[Z�[OLPY�V^U�L_WLYPLUJLZ�VM�J\S[\YHS�JVUÅPJ[Z�VY�TLTVYPLZ�VM�
language loss. This can be seen as a process of transferring pain 
from the artist to the audience,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ocess 
of going toward healing and overcoming cultural isolation.

Conclusion

Rohinton Mistry, an Indian-born Canadian author, wrote in a novel that ‘as they go 
further, they will remember more […]2.  Migration is not just an experience of losing 
something, but also a process of getting new memories, as predicted from the 
experience of migration. The working world of Nayoung Jeong has been constantly 
expanding its innate experience through the insights of migration and has become a 
place to hold a wider category of memories. Experiment and challenge will not stop 
the next stages of Jeong’s explorations because she knows that she will go on further 
without stopping, while always creating and storing more memories.

Translated by Nayoung Jeong

 2 Rohinton Mistry, Tales from Firozsha Baag (Toronto: Penguin Canada, 1987),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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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영과 기억의 터, 그 변주와 확장에 관해

장나윤

<진달래꽃(Azaleas)> (2012)은 4분 남짓의 짧은 영상 작품으로, 2012년에 있었던 정나영

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것이다. 영상은 바닥에 앉아 작은 점토 조각들을 조물거려 꽃잎 모양

을 만드는 작가의 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꽃잎이 하나 둘 모여 바닥을 채워갈 무

렵 영상은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고, 이윽고 바닥에 놓인 점토 꽃잎들을 발로 밟는 작가

의 모습이 한쪽 화면에 등장한다. 다른 한쪽 화면 속 클로즈업 된 작가의 손은 계속해서 분

주히 꽃잎을 만들고 있지만, 그 꽃잎들은 금세 짓이겨지고, 형체 없는 점토 덩어리들로 변해

간다. 만들기와 부수기, 즉 생성과 파괴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두 화면은 작품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작가가 밟고 지나간 모습 그대로 바닥에 남겨진 점토 꽃잎들

을 비추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정나영은 점토와 몸을 소재로 사적 감정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이다. 지난 

10년 간 작가의 작품세계는 이처럼 분명한 소재와 주제의식에 천착하는 가운데 꾸준히 진화

해 왔다.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진달래꽃(Azaleas)>에서 작가의 오랜 관심사들, 이를테면 

점토의 물성에 대한 탐구 및 몸을 통한 감각적 개입, 제의적 분위기의 퍼포먼스 등이 일찍이 

등장한 것은 따라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험적 시

도들을 더해옴으로써 정나영의 작품세계는 서서히 그 저변을 넓혀왔다.

정나영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점토, 즉 흙은 단순히 주재료의 차원을 넘어 그녀의 작품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문화적, 역사적 ‘기억’의 담지체로써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

으로 기억이란 개인의 경험을 간직하고 추후 재구성하는 일련의 사적 경험을 뜻하지만, 20

세기 중 후반에 들어 ‘한국전쟁의 기억,’ ‘홀로코스트(Holocaust)의 기억’ 등과 같이 국가나 

민족 단위의 집단적 경험을 의미하거나, ‘이산(diaspora)의 기억’처럼 국가 간, 문화 간 이동

의 경험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정나영의 작품에 등장하는 흙 또

한 사적 기억과 문화적 이동의 기억 사이를 오가며 다양한 차원의 기억들을 담아낸다는 특

징을 가진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작가의 작품에서 흙이 다루어지는 방식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기억의 범주에 주목하여 그녀의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려 한다. 

<진달래꽃(Azaleas)> (2012): 
참조 80,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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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계, 그리고 사적 기억의 공간

정나영은 초기작부터 작가 자신의 몸집에 꼭 맞는 작은 점토 구조물을 만들고, 그 내부로 

들어가 일기를 쓰거나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2011)) 기도를 하는 등 (<고치

(Cocoon)> (2012)) 개인의 예민한 감수성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공간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 같은 작품에서 점토 구조물은 몸을 감싸고 보호하

기 위해 몸에 밀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몸에 아주 가까워진 나머지 구조물 자체가 피부의 

은유로 보이기도 하며, 이 경우 흙은 자연스럽게 작가 자신의 개인적, 사적 기억들을 내재하

게 된다. <개인의 경계(Personal Boundary)> (2017)는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하여 만든 영

상 작업으로,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2011), <고치(Cocoon)> (2012)등 이전

작들에서 다루어진 사적 공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다소 변주되어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 

영상에서 작가는 자신의 몸무게 만큼의 점토 덩어리를 조금씩 바닥에 굴려 긴 나선 모양의 

설치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흔히 ‘코일링(coiling)’이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도자 공

예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말 그대로 코일 형태의 긴 점토 덩어리를 바닥 위에 동그랗게 

말아 붙이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도자기의 벽면을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한다. 작가는 코일

링 기법을 연상시키는 나선형의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도자 작품을 만드

는 대신 자신과 세상 사이의 경계를 쌓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은 안식처를 만들었던 이전의 

작품들과 이 작품이 구분되는 지점은 이 나선형의 경계가 작가를 보호하는지, 가두어 두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때로는 은식처가 되기도, 덫이 되기도 하는 이 ‘경계’의 유동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극

복하려는 노력은 정나영의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초기의 은신처 작품들에

서 작가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데에 집중했다면, <공포(Monsters)> (2013)에서는 

자신을 쫓는 수많은 눈들로 표현된 무한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방어막 없이 세상 앞에 나서

려는 작가의 모습이 발견된다. 나무틀 두 개가 한자의 ‘사람 인(人)’ 자처럼 서로 기대어 서도

록 한 <사람 인 (Human Being)> (2016)에 와서는 타인, 혹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혼

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작가 스스로 고통스럽게 체득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나

무틀 한 쪽만을 가지고 홀로 세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지만, 결국 두 개의 틀이 서로 기댄 

채 미끄러운 점토 더미 위에 서있는 순간에 와서는 작가 스스로도 인간관계, 혹은 나와 세계

가 맺는 관계의 필연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사적 공간의 확장과 충돌

세상으로부터 작가의 내면을 피부와 같이 보호해주던 정나영의 점토 작품들은 작가가 외부

세계와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경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내밀하고 사적인 기억을 내재하던 작가의 흙 또한 작가와 관객의, 즉 작가와 

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범주를 확장하게 된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퍼포먼스를 진행하

던 작품에서 벗어나 실제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형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잡거나 던지거나 (Catch or Throw)> (2017)

<개인의 경계(Personal Boundary)> 
(2017): 참조 78, 79쪽

<공포(Monsters)> (2013): 
참조 86, 87쪽

<사람 인(Human Being)> (2016): 
참조 84쪽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2011): 참조 24, 25쪽

<고치(Cocoon)> (2012): 
참조 34,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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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벽 모퉁이에 서있는 작가

를 향해 화면 밖의 사람들이 진흙을 던지는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진흙에 뒤덮여 있는 작가

의 모습, 그리고 작가가 자리를 뜬 후 진흙의 흔적으로만 남은 벽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

으로 추후 전시되었다. 진흙을 던지고 그것을 몸에 맞는 장면은 작가의 몸과 흙 사이의 반응 

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 혹은 거의 폭력적으로 –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흙은 더 

이상 작가 자신만의 내밀한 기억을 담는 그릇이 아니게 되며, 던지기를 통해 작가와의 상호

작용에 참여한 타인의 경험과 기억 또한 포함하게 된다.

정나영은 점토를 이용한 공예, 그리고 퍼포먼스에 주력해 온 작가이지만, 영상과 사진을 사

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영민한 모습을 보인다. 그녀의 많은 영상과 사진 작품에서 흑백

톤을 사용하여 흙의 물성과 작가의 움직임을 강조하거나, 퍼포먼스의 어떤 특정한 순간을 강

조하여 시각화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용하는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잡거나 던지거나(Catch or Throw)> (2017)에서 사진으로 기록된 단 두 개의 장면, 즉 진

흙에 뒤덮인 작가의 모습과 그녀가 떠난 후 벽에 남은 흔적은, 따라서 작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두 사진에서 프레임 밖 타인의 존재를 짐

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작가가 타

인, 혹은 외부세계를 온전히 점토의 물성으로 치환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작가가 서있던 흔적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줌으로써 행위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의 기억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점 또한 인상적인데, 이를 통해 이 사진은 이중의 흔적, 즉 벽면에 남

은 실제 흔적과 사진으로 기록한 지표로써의 흔적 (indexical trace) – 바르트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존재했음 (there-has-been)’을 일깨우는 것 – 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러나 외부세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와 같은 자신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일 것이다. 작은 안식처를 깨고 세

상으로 나와 변화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해도, 그 변화가 아프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

나영은 특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림자 잡기

(Overshadowing Shadows)> (2017)는 이러한 작품 중 하나이며, 또 하나의 사진 작품이

기도 하다. 이 퍼포먼스에서 작가는 관객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등 뒤에서 비추는 조

명이 만드는 벽면의 그림자를 손에 쥔 진흙으로 따라 그려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애를 쓰면 

애를 쓸 수록 그림자는 멀어지고, 그림자를 따라 그린 윤곽선은 서로 엉키거나, 이리저리로 

흩어질 따름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고정된 자아를 붙잡아 그려보려는 강박적

인 시도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며, 정체성의 변화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처연하게 보여준다.

확장된 기억의 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영국으로 이주한 작가의 경험은 <그림자 잡기(Overshadowing 

Shadows)> (2017)로 표현된 정체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로, 그녀의 작품세계 

전반에 꾸준한 영향을 미쳐왔다. 흙을 주로 다루는 작가 작업의 특성 상 장소의 이동은 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영국인들이 집을 지을 때 집터에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집

<잡거나 던지거나 
(Catch or Throw)> (2017): 
참조 58, 59쪽

<그림자 잡기 (Overshadowing 
Shadows)> (2017)): 참조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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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에르 노라, 『 기억의 터 』, 시카고 대학, 2001 

<한국인 100명의 지문 
(100 Koreans’  Finger Prints)> 

(2016): 
참조 82, 83쪽

에 사용할 벽돌을 만든다는 사실에 감명받아 영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는 작가의 말은, 작가

에게 있어 흙이라는 재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한다. 흙, 토양, 대지 등 우리가 발 딛고 살

아가는 터전은 민족, 나아가 국가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다. 흙이 집단적, 국가

적 기억을 내재하는 것은 따라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프랑스의 학자 피에르 노라 (Pierre 

Nora)는 잘 알려진 ‘기억의 터 (lieu de mémoire)’라는 말로 집단 기억이 머무르고, 재생산되는 

특정한 장소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1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억의 터’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

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은 이동과 동시에 사라지는 가, 혹은 

나와 함께 새로운 터로 이동하는가. 이동한 장소에는 또 그곳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들만의 ‘

기억의 터’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억을 나는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산과 

정체성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흙, 즉 터 그 자체에 집중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와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진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진달래꽃(Azaleas )> (2012)은 작가가 김소월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착

안한 작품이다. 이 시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시는 연인의 발 걸음마다 진달래 꽃잎을 뿌리는, 

버림받고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다짐하는 화자의 다소 처절한 노래이다. 이를 흔히 한국적 

정서를 잘 반영하는 시로 일컫곤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 주장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 같은 모국의 

문학 작품을 작업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은 작가가 고유의 정체성,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지키고자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강조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한국인 100명의 지

문(100 Koreans’ Finger Prints)> (2016)은 이 같은 작가의 관심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

이다. 이는 런던에 거주하는 100명의 한국인들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뜨고 이를 모아 커다란 

나무틀에 설치한 작품으로,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기존의 퍼포먼스들과 달리 장기간에 걸

친, 다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문은 법적으로 신원을 증

명하는 데에 쓰일 만큼 개별적 정체성의 징표로 인식되며, 이는 따라서 런던에 각기 다른 이유

로 이주한 각 개인들의 경험과 기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본뜸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시각적 흔적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모아 작은 집단적 기억의 터를 형성한 것이다. (설치물 아

래 바닥에는 터를 상징하는 흙이 깔려있다.) 작가는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지문 본을 뜨는 작업

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본질

적으로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 즉 기억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분석학에서는 반복을 병적인 현상으로 보는 동시에 치료의 과정으로 간주하

였으며, 이후 현대미술의 중요한 코드가 되어 트라우마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에 여러 반복적 

행위들이 등장한 바 있다. 정나영에게, 그리고 작품에 참여한 100명의 한국인들에게 런던으로

의 이주가 트라우마 기억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물론 알 수 없다. 다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인 외에도 혼종적 문화 정체성을 지

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투영할 수 있는 확장된 기억의 터를 제공한다는 데에 이 작

품의 의미가 있다. 이는 흙이 작가 개인의 기억을 담는 것을 넘어 무한히 넓은 범주의 기억을 표

상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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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엔 너무 큰 고통(It’s too Painful to Say)> (2017)은 이처럼 기억의 범주가 확장되는 장

면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영상 작품이다.  베를린에서의 레지던시 기간 동안 제작된 이 작품은 

베를린 각지에서 채집한 흙으로 만든 점토를 사용하여 작가의 입을 본뜬 조각 1000개를 만들

고, 이를 바닥에 설치한 후 그 위를 작가가 천천히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퍼포먼스 과정에서 작가는 상복을 연상시키는 백색의 한복을 입고 제의적 순간을 연출함으로써 

모국의 정서와 상실감을 담아낸다.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또다시 독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작가의 문화적 충돌의 경험은 분명 공포에 가까웠을 것이고, 이는 제목이 지시하듯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런 경험이었을 것이다.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제3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언어의 상실은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통은 입으로 형상화된 점토 

조각들이 부서지는 소리로 대체되고, 비로소 조금 해소된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의 코드들이 혼

재하는 작가의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작가의 고통스런 기억을 공유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 자신의 문화 충돌의 경험, 혹은 언어 상실의 기억을 투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로부터 

관객에게 고통이 전이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치유와 극복을 향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맺는 말

인도 태생의 캐나다인 소설가 로힌턴 미스트리 (Rohinton Mistry)는 한 소설에서 ‘그들은 더욱 

멀리 갈수록 더욱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2  이주를 직접 경험한 그가 

예언하듯 이주는 단지 무언가를 잃는 경험이 아닌, 새로운 기억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나영

의 작품세계 또한 이주의 경험을 통해 그 내연을 끊임없이 확장해왔으며, 보다 넓은 범주의 기

억들을 담을 수 있는 터가 되어왔다.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나영의 다음이 더욱 기대되

는 것은, 그녀가 멈추지 않고 더욱 멀리 갈 것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더욱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기엔 너무 큰 고통 
(It’s too Painful to Say)> (2017): 
참조 63쪽

2  로힌턴 미스트리, 『 파이어츠샤 바이그 이야기 』, 캐나다, 토론토 펭귄, 1987,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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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Boundary | 개인의 경계  2017  |  400w x 340h x 2d (cm)  / 157”w x 134”h x 0.8”d (in)  |  video based on performance, mixed clay
Video: https://youtu.be/87vvwca3X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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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leas | 진달래 꽃  2012 
  performance based on video, clay

Video: https://youtu.be/TLcFDy-o6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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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oreans’ Finger Prints | 한국인 100명의 지문  2016
240w x 150h x 120d (cm) / 94.49”w x 59.56”h x 47.25”d (in)  |  performance, mixed clay, silicone, wood, elastic wire
Video: https://youtu.be/iyeuHFvU2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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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LPUN�| 사람 인  2016
200w x 220h x 300d (cm)
78.74”w x 86.61”h x 118.11”d (in)
performance, mixed clay, wood, metal wire
Video: https://youtu.be/wtygxMSoL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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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hadowing Shadows | 그림자 잡기  2017
Duration: 1hour  |  performance, mixed cla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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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s | 공포  2013
15.24w x 15.24h x 15.24d (cm) / 6”w x 6”h x 6”d (in) 
video, earthenware clay, plastic
Video: http://youtu.be/6AglsfjA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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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ing Self-Consciousness and Communicating 
with Others Through Clay

2`LOVVU�/H

Nayoung Jeong’s work with clay as a material to form visual images further expands her work 
with sculpture, by actively involving the performing arts through the use of clay. Clay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comprising the earth on which we live, and ecologically, serves as 
one of the basic elements co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from which it is derived. 
For example, when a certain beverage or food is of better quality than its counterpart from 
HUV[OLY�YLNPVU��WLVWSL�VM[LU�SVVR�H[�[OL�^H[LY�VY�ZVPS��HTVUN�V[OLY�PUÅ\LUJLZ��[V�L_WSHPU�^O �̀

The Greek philosopher Empedocles claimed that all things in the world were made up of air, 
^H[LY��ÄYL��HUK�LHY[O�HUK�[OH[�[OL�JVTIPUH[PVU�VY�ZLWHYH[PVU�VM�[OLZL�LSLTLU[Z�YLWYLZLU[LK�
either creation or extinction. Of course,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science, it can be 
ZHPK�[OH[�[OPZ�PZ�HU�L_HTWSL�VM�H�WYPTP[P]L�PTHNPUH[PVU��VUL�^OPJO�PZ�UV^�KPɉJ\S[�[V�HJJLW[��
However, Empedocles’ claim implores us to think beyond the scope of science, while also 
considering the basic constitution of this world. It especially makes me think about the mean-
ing of clay, even further.

On her way to becoming the artist she now is, Jeong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in her 20s 
HUK�^LU[�[OYV\NO�H�TVYL�KPɈLYLU[�SLHYUPUN�WYVJLZZ�[OHU�VYKPUHY`�2VYLHU�HY[PZ[Z��+\YPUN�[OPZ�
[PTL��ZOL�YLÅLJ[Z�VU�[OL�KPɉJ\S[PLZ�VM�ZLWHYH[PUN�OLYZLSM�MYVT�OLY�MHTPS �̀�YLSH[P]LZ�HUK�MYPLUKZ�
while adapting herself to a new environment and overcoming her cultural isolation to gradu-
HSS`�ÄUK�OLY�V^U�\UPX\L�PKLU[P[`�HUK�]VPJL��;OL�IHZPJ�TH[LYPHS�[OYV\NO�^OPJO�1LVUN�\ZLK�[V�
visually express her cultural situation was clay.

Cla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on Earth. Although its presence diminishes with 
\YIHUPaH[PVU��JSH`�PZ�H�Z\IZ[HUJL�̂ OPJO�ZPNUPÄJHU[S`�HɈLJ[Z�[OL�SP]LZ�VM�HSS�SP]PUN�[OPUNZ��PUJS\K-
ing humans. The clay we commonly known and think of is a mixture of small clay particles, 
which are mixed with various organic matter, minerals, and moisture, which together sustain 
SPML��0[�PZ�PU�[OL�UH[\YL�VM�[OL�TV\U[HPUZ�HUK�ÄLSKZ�^OLYLPU�^L�VM[LU�^P[ULZZ�[OPZ��PU�[OL�MVYT�
of the roots of plants, which surround and moisten the particles of clay. The desert is an ex-
[YLTL�JHZL��^OLYL�[OL�SHJR�VM�^H[LY�ZPNUPÄLZ�[OL�HIZLUJL�VM�SPML��;OL�:HOHYH�+LZLY[�PU�5VY[O�
Africa, which we know well, is actually a tautology, as the word ‘Sahara’ originates from the 
Arabic word ‘Sarah’, which means a red plain without vegetation. And so, the material of clay 
contains the symbol of life and death, thus providing a good inspiration and motif for the artist 
to work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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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majored in ceramics at the beginning of her career, and she began 
exploring and discovering the concepts of social identity and belonging 
through her work with clay. The works exhibited by the artist therefore a 
window through which the viewer and the artist both engage in self-dis-
covery. In the early days, the Jeong worked with clay to make objects, 
and by creating a space in which both artist and audiences could be lo-
cated, she provided a description of self-protection and self-defence in a 
heterogeneous space. Works such as Exclusive Diary (2011) and Cocoon 
(2012) can be said to be a process, in which the artist looks into herself 
through the prism of her own work, as she herself mentions. As such, this 
process of thinking may be a response to the inside of the self, as a cop-
ing mechanism to come to accept an external environment. It may also 
be said that it is a stage to prepare for the overcoming of an unfamiliar 
environment to be developed and as another step to communicate with 
an expanding outside.

This artist’s consciousness could be conveyed to audiences through the 
completeness of the work and its persuasiveness, which is based on uni-
versal aesthetics. Not only is there an aesthetic value within these works, 
there are also simple and clear forms, as well as messages delivered 
without exaggeration,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background 
of such communication. In these sculptural works, the artist gradually 
moves away from the attitude that focuses on materials and subjectiv-
ity, thereby expanding her area of activity. By working as an artist who 
pursues psychological and symbolic values centred on themes, Jeong 
is also an artist who pursues on that way as well. In such an unlikely 
extension, it can be said that Jeong’s decision to create using clay is 
itself a performance. Works such as Column (2013) and Personal Curtain 
�������HSZV�VɈLY�H�JVU[HPULK�WZ`JOVSVN`�^OPJO�TV]LZ�1LVUN»Z�^VYR�PU[V�
the middle stage of her career, as she transitions from the open space of 
her cocoon.

Exclusive Diary (2011): C.c. page 24, 25

Cocoon (2012): C.c. page 34, 35

Column (2013): C.c. page 36-39

Personal Curtain (2014): C.c. pag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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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th is an important substance that reminds a person in an unfamiliar en-
vironment of her or his identity, much like Jeong has done. This occurs despite 
JSH`�ILPUN�OPZ[VYPJHSS`�HUK�ZJPLU[PÄJHSS`�TLHUPUNM\S�[V�SPML��HUK�PU�THU`�VM�[OL�
urbanized spaces that we live in today, we often interpret soil as negative. For 
example, a dirty-hand or a dirt-cutter is a metaphorical expression of a person 
who belongs to a lower level of society in Korea. In Pearl S. Buck’s novel, The 
Good Earth, when the main character Wang-rong gets out of poverty and goes 
into the entertainment business, the people in the establishment ignore him as 
a person who smells of soil and garlic.1 

Jeong also positively introduces this clay into her work in another symbolic 
ZLUZL��*SH`� PZ� UV[� Q\Z[� [VVS�^OPJO� ZOL�\ZLZ� [V� ÄUK�OLYZLSM� HUK�L_WYLZZ�OLY�
identity, and it is also an important material, as it sustains life and enables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For example, in 2017, the artist’s per-
formance titled Catch or Throw expresses a moment when Jeong herself and 
a stranger encounter each other in a new place, symbolized through clay, both 
directly and positively. The artist is now out of her early cocoon and is actively 
exposing her body to the clay. In another performance in the same year, A 
Wall: Self-protection (2017), the artist is surrounded by an audience acting as 
H�^HSS�[OH[�WYV[LJ[Z�OLY�MYVT�[OL�V\[ZPKL��>OLU�1LVUN�VɈLYZ�H�JSH`�IYPJR�[V�[OL�
audience, it is more symbolic of her intention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The brick is also a part of the wall protecting the artist from the outside, and 
this is interpreted as actively showing one’s humanity. In this way, Jeong is 
creating a personal epic, encompassing her early work with ceramics, to the 
present, from the exploration of self-identity through clay, to forcefully seeking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Translated by Nayoung Jeong

1 Pearl S. Buck (translator. Junghyo Ahn), The Good Earth, Moonye Publishing Co., Ltd. 2013, p.232

Catch or Throw (2017): 
C.c. page 58,59

A Wall: Self-protection (2017): 
C.c. page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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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통한 자기 사유와 타자와의 소통

하계훈

 

정나영은 흙을 재료로 삼아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흙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행위 예술로 

자신의 작업을 확대시키는 작가다. 흙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생

태적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어 어떤 음료나 식품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품질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 흙(토양) 등의 요소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의 만물이 공기, 물, 불, 그리고 흙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요소들

의 결합과 분리가 곧 생성과 소멸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원시적인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학을 넘어서는 사유의 차원에서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은 현대 사

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성이 무엇인가를 한 번 쯤 생각해보게 해주며, 그 가운데 흙

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정나영은 20대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보통의 한국 작가들이 거쳐가는 예술가로서의 수련 과정과 다

른 길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가족과 친지 및 친구들과의 분리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의 어려움과 그를 극복하고 점차 자기 정체성과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정나영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인 재료는 흙이었다. 

흙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다. 도시화와 함께 그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

기는 하지만 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흙은 작은 흙의 입자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이며 그 사이에 각종 유기물과 무기물, 수분 등에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적당한 수분이 함유된 토양에 식물의 뿌리가 

흙의 입자들을 감싸고 붙들어주는 형태가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산과 들의 자연의 모습이다. 여기서 수

분이 제거된 극단적인 경우가 사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막은 곧 생명체의 부재,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

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도 사실 ‘사하라’라는 명칭 자체가 아랍어 ‘사

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식생이 없는 적색의 평원을 뜻한다고 한다. 이처럼 흙이라는 물질에는 생명과 

죽음의 상징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술가들의 작품에 좋은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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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영은 도자를 전공하면서 점토를 접하게 되고 도자기 재료인 점토를 통해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발견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따라서 작가가 전시를 통해 제시하는 작품들

은 작가 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에게도 자아의 발견을 유도하는 창구인 셈인 것이다. 초기에 

작가는 점토를 성형하여 오브제를 제작하고 그 안에 작가 혹은 관람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이질적인 공간에서의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의 기재를 드러내기도 하

였다. 2011년 작품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나 2012년의 <고치(Cocoon)>와 같

은 작품들은 작가 스스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매개로 하여 자신

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과정은 동시에 외부 환경에 대

한 방어기재로서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반응일 수도 있으며 향후 전개되게 되는 낯선 환경

에 대한 극복과 그로부터 확대되는 외부와의 소통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식은 작품의 완성도와 보편적 미학에 입각한 설득력에 의해 관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통의 배경에는 작품이 갖는 미학적 가치 이외에도 단순 명료

한 형식과 과장 없는 메시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 작업에

서 작가는 점차 재료와 소재에 중점을 두는 태도로부터 이탈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심리적

이며 상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로서의 작업으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게 되고, 

그러한 확장의 연장선에서 정나영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작품과 흙을 이용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2013년작 <기둥(Column)>과 2014년의 <개인적 커튼(Personal Curtain)> 등

의 작품들은 작가가 코쿤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심리를 담은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용 다이어리(Exclusive Diary)> 
(2011): 참조 24, 25쪽

<고치(Cocoon)> (2012): 
참조 34, 35쪽

<기둥 (Column)> (2013): 
참조 36-39쪽

<개인적 커튼 (Personal Curtain)> 
(2014): 

참조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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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 정나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낯선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을 떠올리게 해

주고 지역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질이며,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생명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화된 공간에서는 흙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흙 묻은 손이나 흙수저 등은 사회의 저층

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유명한 소설가 펄 S 벅의 소설 『대지』에서 주인공 

왕룽이 가난을 벗어나서 유흥업소에 드나들 때 업소의 사람들은 그를 흙 냄새와 마늘 냄새

가 나는 사람이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1

그런데 정나영은 이러한 흙을 또 다른 상징적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도입시킨

다. 작가에게 흙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더 나아가 외부와의 소통

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질, 즉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작가의 퍼포먼스 <잡거나 던지거나(Catch or Throw)> (2017)는 흙으로 상징되는 낯선 곳

의 타자와 작가 자신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우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이

제 초기의 코쿤에서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타자의 흙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의 또 다른 퍼포먼스 <벽: 자기 방어(A Wall: Self-protection)> (2017)에서 

작가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벽을 구성하던 벽돌을 관람객들에게 증정하는 행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작가가 외부와의 소통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해

석될 수 있다. 이처럼 정나영은 초기 도자 작업에서부터 현재까지 흙을 매개로 하는 자기 정

체성의 탐구와 타자와의 소통을 모색하는 적극성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적인 서사시를 

써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잡거나 던지거나 
(Catch or Throw)> (2017): 
참조 58, 59쪽                                                                                                                                                
                                         

<벽: 자기 방어 
(A Wall: Self-protection)> (2017):
참조 94, 95쪽

 1 펄 S 벅, 『대지』 , 안정효 번역, 문예출판사,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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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l: Self-protection | 벽: 자기 방어  2018
230w x 115h x 70d (cm) / 90.55”w x 45.28”h x 27.56”d (in),
performance, mixed clay, meta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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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VJR�| 해먹  2018
230w x 115h x 70d (cm) / 90.55”w x 45.28”h x 27.56”d (in)  |  performance, mixed clay, meta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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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 Wheel | 우물 / 바퀴  2018
150d x 101h (cm) / 59.06”d x 39.76”h (in)
performance, mixed clay, white yarn, steel



100



101

Well / Wheel | 우물 / 바퀴  2018  |  150d x 101h (cm) / 59.06”d x 39.76”h (in)  |  performance, mixed clay, white yar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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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LÅLJ[PVU�HZ�/VTL�| 반영되는 집의 형태  2018  |  Duration: 2hours per day within 11days  |  performance, mixed clay, plastic,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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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ing Body | 몸의 흔적  2018
122 x 183 (cm) (platform size) / 48” x 72” (in) (platform size)

Duration: 10mins (live performance)
performance, mixed clay, plaster,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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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ry | 추상적 일기  2011
152.4h x 76.2w x 15.24d (cm) (each: 48.26h x 33.02w x 15.24d (cm)
 / 60”h x 30”w x 6”d (in) (each: 19”h x 13”w x 6”d (in)
earthenware clay, underglazes, plastic
page 23

Exclusive Diary | 전용 다이어리  2011
91.44h x 99.06w x 116.84d (cm) / 36”h x 39”w x 46”d (in)
earthenware clay, underglazes, metal, chalk-board paint
page 24, 25

Monthly Diary | 월별 다이어리  2011
99.06h x 139.7w x 12.7d (cm) (each: 17.78h x  17.78w x 12.7d (cm) 
/ 39”h x 55”w x 5”d (in) (each: 7”h x 7”w x 5”d (in)
earthenware clay, underglazes, glazes
page 26

Cocoon | 고치  2012
55.88w x 198.12h x 93.98d (cm) / 22”w x 78”h x 37”d (in)
performance, mixed clay, metal wire
page 34, 35

Column | 기둥  2013
71.12w x 210.82h x 71.12d (cm) / 28”w x 83”h x 28”d (in)
stoneware clay, underglazes, wood
page 36-39

Blanket | 담요  2014
33.02w x 254h x 152.4d (cm) / 35”w x 150”h x 60”d (in)
porcelain, high temperature wire
page 42

My Favourite Corner | 내 최고의 모서리  2013
102.6w x 406.4h x 66.04d (cm) / 40”w x 160”h x 26”d (in)
porcelain, tread, plastic, duct tape, projector
page 40, 41

Personal Curtain | 개인적 커튼  2014
109.22w x 203.2h x 109.22d (cm) / 43”w x 80”h x 43”d (in) 
porcelain, yarn, nail polish (performative work)
page 43

:OLS[LY!�/HUKZ�| 안식처: 손  2014
213.36w x 228.6h x 119.38d (cm) / 84”w x 90”h x 47”d (in) 
porcelain, glazes, wood
page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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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round | 놀이터  2012
302w x 457h (cm) / 120”w x 180”h (in)
performance, clay, wood
page 46, 47

A Personal Cave | 개인의 동굴  2013
46-50w x 60h x 46-50d (cm) / 18-20”w x 20”h x 18-20”d (in)
stoneware clay, underglazes, glazed
page 48

Catch or Throw | 잡거나 던지거나  2017
200w x 220h x 300d (cm) / 78.7”w x 86.6”h x 118.1”d (in)
Printed on cotton-size: 100w x 180h (cm) / 39.37”w x 70.87”h (in)
performance, mixed clay 
page 58, 59

New Resident Series | 새 거주자 연작  2017
56w x 76h (cm) / 22”w x 30”h (in)
mixed clay, pencil, paper
page 60, 61

Folding + Door | 접힌 + 문  2014
66.04w x 152.4h x 3.81d (cm) / 26”w x 60”h x 1.5”d (in)
porcelain, glazes, wood, thread (performative work)
page 62

It’s too Painful to Say | 말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  2017
Duration: 10 mins (live performance)
performance, mixed clay
page 63

Direction | 방향성  2015
137.16w x 160.02h x up to 22.86d (each: up to 10.16w x 25.4h x 22.86d (cm)
/ 54”w x 63”h x up to 9”d (each: up to 4”w x 10”h x 9”d (in)
porcelain, glazes, under-glazes
page 64

;LTWVYHY`�/VTL�| 일시적인 집  2016
200w x 142h x 210d (cm) / 98.42”w x 55.9”h x 82.68”d (in) 
mixed clay, red tread, underglaze, metal wire, wood
page 65

Personal Boundary | 개인의 경계  2017
400w x 340h x 2d (cm) / 157”w x 134”h x 0.8”d (in)
video based on performance, mixed clay
https://youtu.be/87vvwca3XZA
page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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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leas | 진달래 꽃  2012
performance based on video, clay
https://youtu.be/TLcFDy-o6uE
page 80, 81

100 Koreans’ Finger Prints | 한국인 100명의 지문  2015
240w x 150h x 120d (cm) / 94.49”w x 59.56”h x 47.25”d (in)
performance, mixed clay, silicone, wood, elastic wire
https://youtu.be/iyeuHFvU2Vg
page 82, 83

/\THU�)LPUN�| 사람 인  2016
200w x 220h x 300d (cm) / 78.74”w x 86.61”h x 118.11”d (in)
performance, mixed clay, wood, metal wire 
https://youtu.be/wtygxMSoLFg
page 84

Overshadowing Shadows | 그림자 잡기  2017
Duration: 1hour (live performance)
performance, mixed clay, paper
page 85

Monsters | 공포  2013
15.24w x 15.24h x 15.24d (cm) / 6”w x 6”h x 6”d (in) 
video, earthenware clay, plastic
Video: http://youtu.be/6AglsfjAKwA
page 86, 87

A Wall: Self-protection | 벽: 자기 방어  2018
230w x 115h x 70d (cm) / 90.55”w x 45.28”h x 27.56”d (in)
performance, mixed clay, metal wire
page 94, 95

Well / Wheel | 우물 / 바퀴  2018
150d x 101h (cm) / 59.06”d x 39.76”h (in)
performance, mixed clay, white yarn, steel
page 99-101

9LÅLJ[PVU�HZ�/VTL�| 반영되는 집의 형태  2018
Duration: 2hours per day within 11days (live performance)
performance, mixed clay, plastic, wood
page 102, 103

Tracing Body | 몸의 흔적  2018
122 x 183 (cm) (platform size) / 48” x 72” (in) (platform size)
Duration: 10mins (live performance)
performance, mixed clay, plaster, wood 
page 104, 105

/HTTVJR�| 해먹  2018
230w x 115h x 70d (cm) / 90.55”w x 45.28”h x 27.56”d (in)
performance, mixed clay, metal wire
page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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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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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LTPJ�/PZ[VY`

2019       Slade School of Fine Art_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 Ph.D. / Research in Fine Art, London, U.K.
       Title: How Clay Can be Used as a Tool to Investigate Feelings of Cultural Displacement
2014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 Master of Fine Art / Ceramics, Providence, RI, U.S.
                  Title: Clay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Space: A History
2011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 Bachelor of Fine Art / Ceramics, Oakland, CA, U.S.
                Title: Abstract Diary

[Selected Residency or Workshop]

2019            The North-Western Branch of the National Centre for Contemporary Arts – State Museum And Exhibition 
                     Center Rosizo | Kronstadt, Russia
2018            Slade Summer School Art Education Residency | London, U.K.
2017            ZK/U_ Center For Art And Urbanistics | Berlin, Germany
2016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 Denmark
2016           Sculpture Symposium 2016 | ForumArts | Kent, U.K.
2015 - 2016   Art Center / South Florida Studio Residency | Miami Beach, FL, U.S.
2015            The League Residency / VYT | New York, NY, U.S.
���������� ������4HPZVU�KLZ�(Y[PZ[�9LZPKLUJ`�c�.YPɉU�(Y[�*LU[LY��5L^�3VUKVU��*;��<�:�
2015             Vermont Art Center| Sculpture | Vermont, VT, U.S.
2015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 Winter Session Ceramics Residency / Providence, RI, U.S.
2013. 09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s | 2013 Art Schools Collaborative (represent RISD) / Deer Isle, ME, U.S.
2013. 08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s | Doug Jeck’s “Clay: Forensic Portraiture” / Deer Isle, ME, U.S.  

Work Experience

2018 - 2019   Committee member of Sharing Borders symposium, funded by LAHP (The London Arts & Humanities
                       Partnership) / London, U.K.
2017. 09 - 2019. 05
                       Tutor, Drawing Methodologies / Slade School of Fine Art_ UCL, London, U.K.
2019. 01         Presenter, Clay with Cultural Displacement, Art Teleported Brooklyn NY 2019, Conference / New York, U.S.
2018. 09         Artist Talk_ K-ART NOW: Monthly forum presented by 4482 / Han Collection, London, U.K.
2018. 08         Artist Talk / Slade School of Fine Art_ UCL, London, U.K.
2018. 08         Instructor, Life Underground / Organized by Compost Mentis with support from the Goldsmith Innovation 
                       Award / Phytology meadow, London, U.K.
2018. 07         Speaker, Clay as a Performative Tool / Performance Studies international (PSi) 24th Deagu Conference_
                       Performance as Network: Art, City, Culture., Deagu, South Korea
2017. 11         Speaker, Clay and Glazes_Lunch Time Lecture Series / Slade School of Fine Art_ UCL, London, U.K.
2017. 01         Instructor, Surface workshop / Slade School of Fine Art_ UCL, London, U.K.
2016. 12         Instructor, Form workshop / Slade School of Fine Art_ UCL, London, U.K.
2016. 08         Artist talk /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Denmark
2016. 07         Speaker / Symposium: Research Practice Practice Research, National Association for Fine Art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umbria Institute of the Arts, Lancaster, U.K.
2016. 07         Artist talk / Sculpture Sympositum 2016, Kent, U.K.
2016. 01         Artist talk, Bodies and Marks, Art Center / South Florida Studio, FL, U.S.
2015. 07         Artist talk / The League Residency/ VYT, New York, U.S.  
2015. 02         Artist talk / Vermont Art Center| Sculpture, Vermont, VT, U.S.
2015. 01         Visiting lecturer, Ceramic Sculpture by Soe Yu Nwe: Ritual_ Clay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Spac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Providence, RI, U.S.
2014. 03         Presented Artist_ Porcelain / Working in Process, RISD Museum, Providence, RI, U.S.
2014. 01 - 2014. 02
                       Instructor, Ceramics Form & Surfac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Providence, RI,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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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 2014. 05    Visiting Artist coordinator,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eramics department, Providence, RI, U.S.
2013. 08                     Technical Assistant for Doug Jeck,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s, Clay: Forensic Portraiture, 
                                   Deer Isle, ME, U.S.        
2013. 06 - 2013. 07    Teacher Assistant for Hosseinali Saheb Ekhtiari,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ontinuing Education, 
                                   Ceramics: Tiles, Providence, RI, U.S.
2013. 05 - 2013. 07   Technical Assistant for Corbin Rodrique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ontinuing Education, 
                                   Claymania!, Providence, RI, U.S.
2013. 02 - 2013. 05   Teacher Assistant for Katy Schimert and Eduardo Duart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eramics in Interior Architecture, Providence, RI, U.S.
2010. 09 - 2010. 11   Teacher Assistant, Claremont School, Art in the Public Interest, Oakland, CA, U.S.

Exhibition 
2018. 10               PAF 2018 in Paris: Exposition des visages des 5 continents / Bastille Design Center, Paris, France
2018. 06                Bodies x Borders / Paul Webley Atrium, SOAS, London, U.K.
����������������������� �)\[[LYÅ`�,ɈLJ[F������=VPJLZ�VM�2VYLHU�*VU[LTWVYHY`�(Y[PZ[Z���6?6�;V^LY��3VUKVU��<�2�
2018. 03                Widening the Gaze conference / Slade Research Centre, London, U.K.
2018. 02           Out in The Cold / Warwick University and Warwick arts Centre, U.K.
2017. 09              5years In Berlin Art Week / ZK/U_ Center For Art And Urbanistics, Berlin, Germany
2017. 06 - 2018. 01   Exploration of Clay (solo) / Science Library, DMS Watson Building, London, U.K.
2017. 02               The Intercontinental / Roaming Room, London, U.K.
2017. 01               MEMEMEME / Crypt Gallery, London, U.K.
2016. 12              Casa Ocupada / Dona Laura’s House, Lisbon, Portugal
2016. 08                2016 Art Sensation (2016 Fukuoka) / Fukuoka Asia Art Museum, Fukuoka City, Japan
2016. 07            Korean Wunderkammer / Fondazione Luciana Matalon, Milano, Italy
2016. 07 - 2018. 06   2nd ForumArts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_Temporary Home2016 / Riverhill, Kent, U.K.
2016. 05              Perspectives of the Figurative / 5th Base Gallery, London, U.K.
2016. 04 - 2016. 06   Future Relics_Four artists group show / Chelsea Waterside ArtSpace, London, U.K.
2016. 03 - 2016. 04  [___ Blank] / CCAKAA 4th group show, Kyung-in Museum of Fine Art Ltd., Seoul, South Korea
2015. 12              Help Hope Nepal Mural / Contemporary Art Projects USA, Spectrum Art Miami_Basel Week, 
                                   Miami Beach, FL, U.S.
2015. 11               Landscape Encounters and Transformations_ Against Delivery_ European Artistic Research Network
                                   / Slade Research Centre, Woburn Sq. London, U.K.
2015. 07              Habitats for Strangers (Solo show) / George Billis Gallery, New York City, NY, U.S.
2015. 05 - 2015. 09   Personal Space / The Green Gallery at T.F. Green Airport, Warwick, RI, U.S.
2015. 05                    The III. International Triennial of Ceramics UNICUM2015 / at the National Museum of Slovenia, 
                                   Ljubljana, Slovenia
2015. 05              Cultural Conversation_The 21st Juried Art Exhibition Contemporary Art /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CA, U.S.
2015. 04               Five Senses / CCAKAA 3rd group show,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Blog, 
                                   Seoul, South Korea
2015. 04                    Expo 34 / b.j.spoke gallery, NY, U.S.
2015. 03                RISKY / 2015 NCECA listing show, Metcalf galleries, Providence, RI, U.S.
2015. 02 - 2015. 04  Of Earth / 2015 NCECA listing show, Anchor Gallery, Providence, RI, U.S.
2014. 10 - 2014. 11   The New Paradigm / The Art Gallery at University of West Florida, Pensacola, FL, U.S.
2014. 10 - 2014. 11   Unbreakable _The CCA Ceramic Alumni of the New Millennium Exhibition 
                                   / Art Benicia, Benicia, CA, U.S.
2014. 07 - 2014. 08  Marge Brown Kalodner Graduate Exhibition / The Clay studio, Philadelphia, PA, U.S. 
2014. 04           Playing with Colors: In Our Own Manners / CCAKAA 2nd group show, Gallery Sijac
                                   Seoul, South Korea
2014. 02 - 2014. 05   Small Art Work Exhibition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Artists Gallery, New York, NY, U.S.
����������������������1\Z[�2PSU�4L���*LYHTPJZ�.YHK\H[L�:[\KLU[�,_OPIP[PVU���:VS�2VɊLY�NHSSLY �̀�7YV]PKLUJL��90��<�:�
2014. 02 - 2014. 03  The Arizona Aqueous XVIII Exhibition / Tubac Center of the Art, Tubac, AZ, U.S.
2013. 10              RISD Ceramics Triennial / Woods-Gerry gallery, Providence, RI,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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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J�VM�(SJOLT`���:VS�2VɊLY�NHSSLY �̀�7YV]PKLUJL��90��<�:�
2013. 04                 Playing with Toys –CCAKAA 1st group show / Gana art space, Seoul, South Korea
2011.11 - 2011.12     Abstract Diary (solo show) / Isabel Percy West Gallery, Oakland, CA, U.S.
2010 & 2011              CCACA Show / Davis, CA, U.S. 
2011.03 - �������� �+LH[O�4HPS���7VZ[�6ɉJL�.HSSLY �̀�6HRSHUK��*(��<�:�

Publication / Reviews

2018               Widening The Gaze / Slade Press, London, U.K., p.51-54, p.126
2016               SAVEGE _Issue Four: Free Speech / Press in London, U.K., p.14, 15
2015             Watch This Space, NPT Mercury Article by Alexander Castro
2015              UNICUM 2015, Ceramics Today, III. International Triennial of Ceramics UNICUM 2015, Slovenia
2015              ISMOLOGY magazine / p.7, 8
2015               Issue 005: Bones/ p.17, 18, 49, 50, 66 / East Coast Ink
2014               Art Buzz / P. 108, 109_ 2014 collection, U.S.
2014. 08         Graduate student test the limits of ceramics at The Clay Studio / Knight Arts
�����������������90:+�.YHK�,_OPIP[PVU�:OV^Z�VɈ�H�9HUNL�VM�;HSLU[Z���7YV]PKLUJL�1V\YUHS
2014. 04         Korean Graduates from prestigious design school CCA group exhibition / AJU Business Daily
2013               The Tulane Review/ Gallery II |Art, P.48, 57, 58_ 2013 fall collection, U.S.

Awards 

2018       Recognized by HEA as an Associate Fellow,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U.K.
2018       Julia Wood Prize,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U.K.
2018               Jean Spencer Memorial & Malcolm Hughes Research Bursary,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U.K.
2015               Selected artist of 21st Juried Art Exhibition Contemporary Art_ Cash Award, Los Angeles, CA, U.S.
2015               Ruth Katzman Scholarship / The League Residency at VYT, Sparkill, NY, U.S.
2014               Artist / Writer Grant / Vermont Studio Center, Johnson, VT, U.S.
2014               2nd Place, Art Buzz, 3D Mixed Media, U.S.
2013. 03         The Mary B. Bishop and Francis S. Merritt Scholarship/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s, 
                       Deer Isle, ME, U.S.
2012 - 2014   RISD Fellowship Award /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Providence, RI, U.S.
2012 - 2014   RISD Assistantship Award /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Providence, RI, U.S.
�����������������*LY[PÄJH[L�VM�/VUVYZ�7YPaL���*HSPMVYUPH�*VSSLNL�VM�[OL�(Y[Z��*(��<�:��
2011. 07         All College Honors Award (Charles Fiske Scholarship)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Scholarship for Fall 2011), CA, U.S. 

Permanent Collection 

The National Museum of Slovenia, Ljubljana, Slovenia
Guldagergaard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Denmark

Membership 

2014               Arts Benicia artist member / Arts Benicia Gallery, Benicia, CA, U.S.
2014               Cambridge Art Association membe r/ 25R Lowell street, Cambridge, MA, U.S.
2014               Artist member at Gallery 263 / Gallery 263, Cambridge, MA, U.S.
2014               Artist member & peer Jury at Artaxis / artaxis.or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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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9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순수 예술 연구 박사, 영국 런던 
        논문: 문화적 이질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점토의 기능 
                        (How Clay Can be Used as a Tool to Investigate Feelings of Cultural Displacement)
2014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미술(도예 전공) 석사, 미국 로드아일랜드
        논문: 점토 구조와 심리적 공간, 하나의 역사 (Clay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Space: A History)
2011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미술(도예 전공)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
                        논문: 추상적 일기 (Abstract Diary)

[참여 레지던시]

2019        국립 현대 미술 센터 북서부 지부, 로지조 주립 박물관 및 전시 센터, 크론슈타트, 러시아
2018            슬레이드 여름학교 미술교육 레지던시, 영국 런던
2017             ZK/U 미술과 도시학 센터, 독일 베를린
2016            ICRC 예술가 레지던시 (Guldagergaard) 국제도예연구센터, 덴마크
       조각 심포지움 2016, 영국 켄트
2015 - 2016    아트 센터 / 사우스 플로리다 스튜디오 레지던시, 미국 플로리다
2015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The League Residency at VYT) 레지던시 리그, 미국 뉴욕
             Maison des Artist 레지던시, 그리핀 아트 센터, 미국 코네티컷
             버몬트 아트 센터/조각, 미국 버몬트
       겨울 도예 레지던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2013. 09       헤이스택마운틴 크래프트 스쿨, 2013 미술학교 협력 사업에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대표로 참여, 미국 메인
2013. 08       헤이스택마운틴 크래프트 스쿨, Doug Jeck의 ‘점토, 법의학적 초상화법’

교육 경력
2018 - 2019    런던 예술 인문 파트너쉽(LAHP)가 후원하는 <쉐어링 보더> 심포지엄 위원, 영국 런던 
2017. 09 – 2019. 05         
                       ‘드로잉 방법론’  강사,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9. 01          연사, ‘문화 변이를 가진 흙’, 아트 텔레포티트 브루클린, NY 2019 컨퍼런스, 미국 뉴욕
2018. 09         작가와의 대화, ‘K-ART NOW’ 4482 주최 월간 포럼, 한 콜렉션, 영국 런던
2018. 08         작가와의 대화,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8. 08         ‘라이프 언더그라운드’ 워크샵 강사, Compost Mentis 주최
                        / Goldsmith Innovation Award 후원, Phytology meadow, 영국 런던
2018. 08         ‘일상적 돌탑’ 워크샵 강사,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8. 07         연사, ‘퍼포먼스 도구로서 흙’, 제24회 국제퍼포먼스학회 학술대회 ‘네트워크로서의 퍼포먼스: 미술, 도시, 문화’, 대구
2017. 11           연사, 점심 강의 시리즈 ‘점토와 유약’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7. 01           ‘표면’ 워크샵 강사,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6. 12           ‘형태’ 워크샵 강사,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6. 08         작가와의 대화, Guldagergaard 국제도예연구센터, 덴마크
2016. 07         연사, ‘리서치 연습, 연습 리서치’ 심포지움, 영국미술교육협회, 컴브리아대학교 예술대학, 영국 랜케스터
2016. 07          작가와의 대화, 조각/조형 심포지움 2016, 영국 켄트
2016. 01          작가와의 대화, ‘몸과 흔적’, 아트센터/사우스 플로리다 스튜디오, 미국 플로리다
2015. 07          작가와의 대화, VYT 레지던시 리그, 미국 뉴욕
2015. 02          작가와의 대화, 버몬트 아트센터/조소, 미국 버몬트
2015. 01          ‘Soe Yu Nwe의 도예: 의식, 점토 구조와 심리적 공간’ 방문 강사,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4. 03         진행중인 도자기 작품(백자) 및 도예 프로세스 소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박물관,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4. 01 – 2014. 02        
                       ‘도자기 형태와 표면’ 강사,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3. 09 – 2014. 05
                       방문 작가 코디네이터,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도예과,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3. 08       Doug Jeck의 기술 조교, ‘점토, 법의학적 초상화법’, 헤이스택마운틴 크래프트 스쿨, 미국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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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 2013. 07  Hosseinali Saheb Ekhtiari의 강의 조교, ‘도자기: 타일’,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3. 05 - 2013. 07  Corbin Rodriques의 기술 조교, ‘점토 마니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3. 02 – 2013. 05   Katy Schimert와 Eduardo Duarte의 강의 조교, ‘실내건축과 도자기’,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0. 09 – 2010. 11   ‘공익을 위한 예술’ 강의 조교, 클레어몬트 스쿨, 미국 캘리포니아

전시

2018. 10                    ‘PAF 2018: 5개 대륙의 박람회’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 프랑스 파리
2018. 06                    ‘몸x경계, 폴 웨블리 아트리움,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영국 런던
2018. 06                    ‘슬레이드 미술대학 2018 졸업전시’,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8. 05                    ‘나비 효과, 2018 한국 현대 작가의 목소리’, OXO 타워, 영국 런던
2018. 03                    ‘시야 넓히기’ 컨퍼런스,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연구소 
2018. 02                    ‘아웃 인 더 콜드 (Out in The Cold)’, 워릭대학교, 워릭 아트센터, 영국
2017. 09                    ‘베를린 아트 위크 5년’, ZK/U 미술과 도시학 센터, 독일 베를린
2017. 06 – 2018. 01   ‘흙에 관한 탐험’ 개인전, DMS 왓슨 빌딩 과학도서관, 영국 런던
2017. 02                  ‘인터컨티넨탈, Roaming Room, 영국 런던
2017. 01                     ‘MEMEMEME’, Crypt갤러리, 영국 런던
2016. 12                     ‘Casa Ocupada’, Dona Laura’s House, 포르투갈 리스본
2016. 08                   2016 아트 센세이션,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일본 후쿠오카
2016. 07                    Korean Wunderkammer, Fondazione Luciana Matalon, 이탈리아 밀라노
2016. 07 – 2018. 06  제2회 포럼아트 국제조각심포지움 ‘일시적 고향’, 영국 켄트
2016. 05                   조형의 관점, 5th Base 갤러리, 영국 런던
2016. 04 – 2016. 06  ‘미래의 유적’ 4인전, 첼시 워터사이드 아트 스페이스, 영국 런던
2016. 03 – 2016. 04  ‘[___ Blank]’ 제4회 CCAKAA 그룹전, 경인미술관, 한국 서울
2015. 12                  ‘네팔의 희망을 기원하는 벽화’, Contemporary Art Projects USA, 스펙트럼 아트 마이애미_바젤 위크, 미국 플로리다
2015. 11                      ‘풍경과의 만남과 변형’ 섹션 내 작업, 컨퍼런스Against Delivery_유럽예술연구네트워크, 슬레이드 연구소, 영국 런던
2015. 07                    ‘이방인을 위한 거주지’ 개인전, George Billis 갤러리, 미국 뉴욕
2015. 05 – 2015. 09   ‘개인의 공간’, TF 그린 공항 내 그린 갤러리,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5. 05                    ‘제 3회 UNICUM 2015 국제공예트리에니얼’, 슬로베니아 국립박물관,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2015. 05                    ‘문화적 대화’ 제21회 현대미술 입선작 전시, 미국 LA한국문화원
2015                          ‘오감’ 제 3회 CCAKAA 그룹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블로그, 한국 서울 
2015. 04                    ‘엑스포 34’, b.j.spoke 갤러리, 미국 뉴욕 
2015. 03                    ‘RISKY’, 2015 미국도예교육위원회 리스팅 전시, 멧칼프 갤러리,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5. 02 – 2015. 04  ‘Of Earth’, 미국도예교육위원회 리스팅 전시, 앵커 갤러리,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5. 01 – 2015. 03   커뮤니티의 미술, 아트 베니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2014. 10 – 2014. 11   ‘새로운 패러다임’,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 미술관, 미국 플로리다
2014. 10 - 2014. 11 ‘깨어지지않는’, 캘리포니아 미술대학 도예전공 동문 새로운 밀레니엄 전, 아트 베니치아
2014. 07 - 2014. 08 Marge Brown Kalodner 올해의 대학원생 전시, 클레이 스튜디오, 미국 펜실베니아 
2014. 04           ‘색깔 놀이: 나만의 방식으로’ 제2회 CCAKAA 그룹전, 갤러리 시작, 한국 서울
2014. 02 – 2014. 05  ‘작은 작품전’, 미국여성작가협회 갤러리, 미국 뉴욕
2014. 02 – 2014. 03  ‘Just Kiln Me’, 도예전공 대학원생 전시, Sol Koffler 갤러리,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4. 02 – 2014. 03  ‘The Arizona Aqueous XVIII(제 18회 입선작)전시’, 투박 아트센터, 미국 아리조나
2013. 10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트리에니얼, 우즈-게리 갤러리
2013. 09                    ‘Arc of Alchemy’, Sol Koffler 갤러리
2013. 04             ‘장난감 놀이’ CCAKAA 제1회 그룹전, 가나아트스페이스, 한국 서울
2011.11 – 2011.12     ‘추상적 다이어리’ 개인전, 이사벨 퍼시 웨스트 갤러리, 미국 캘리포니아
2010 & 2011     CCACA 전시, 미국 캘리포니아
2011.03 – 2011.03     ‘죽음의 편지’, 포스트 오피스 갤러리, 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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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리뷰, 퍼포먼스

2018               시선을 넓히기, 슬레이드 프레스, 영국 런던, 51-54 쪽, 126 쪽
2016               ‘세비지_4번째 발행: 자유 발언’, Press in London, 영국 런던, 14-15 쪽
2015                여기 공간을 보다, Alexander Castro가 NPT Mercury에 기고
2015                ‘UNICUM 2015 오늘의 도예, 제 3회 UNICUM 2015국제공예트리에니얼’,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2015                잡지 ISMOLOGY 7, 8 쪽
2015                Issue 005: Bones, East Coast Ink, 17, 18, 49, 50, 66 쪽
2014                아트 버즈, 2014년 콜렉션, 미국, 108,109쪽
2014. 08         ‘도예의 한계를 시험하는 대학원생들: 클레이 스튜디오 이야기’, Knight Arts
2014. 05         ‘RIDS 디자인 스쿨 졸업전: 다양한 재능의 향연’, Providence Journal
2014. 04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한인 동문전, 아주경제
2013               Tulane 리뷰 / 갤러리II | Art, 2013 가을 컬렉션, 미국 48, 57, 58 쪽

수상

2018               HEA(the Higher Education Academ) 에 의해 어쏘시에이트 펠로우로 인정, 고등교육의 교육과 학습, 영국 런던
       Julia Wood Prize,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Jean Spencer Memorial & Malcolm Hughes 연구 장학금, 슬레이드 미술대학, 영국 런던
2015                제21회 현대미술 입선, Cash Award, 미국 캘리포니아
                 Ruth Katzman 장학금, VYT 레지던시 리그, 미국 뉴욕
2014               미술작가와 문인을 위한 지원금,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미국 버몬트
                아트 버즈2위 입상, 3D Mixed Media, 미국
2013. 09         2013 미술학교 협력사업에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대표로 선정, 헤이스택마운틴 크래프트 스쿨, 미국 메인
2013. 03         Mary B. Bishop and Francis S. Merritt 장학금, 헤이스택마운틴 크래프트 스쿨
2012 – 2014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펠로우십 수상,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2 – 2014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조교 수상, 미국 로드아일랜드
2012. 05       우등상,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2011. 07        All-College 우등상 (Charles Fiske 장학금, 2011년 가을학기 수여),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작품 영구 소장 기관

슬로베니아 국립박물관,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Guldagergaard 국제도예연구센터, 덴마크

멤버십

2014               아트 베니치아의 아티스트 회원, 아트 베네치아 갤러리, 미국 베네치아
2014               캠브리지 미술 협회 회원, 미국 캠브리지
2014               갤러리 263의 아티스트 회원, 미국 캠브리지
2014               아트아식스의 아티스트 회원 및 동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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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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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Volley

Jo Volley is an artist and who lives and works in London. She is Deputy Director (Projects), Co-director, Material Research 
Project and Director of the Material Museum, at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UCL. 
Her work is concerned with measurement, light, space and colour as light, and employs a wide range of material and me-
dium. It draws attention to the nature of archiving, historic materials, ideas of craftsmanship, incorporating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echniques.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painting. The intervening 
space between the idea and the touch; the emotional separateness of making and the expanse of time between these 
events. Her three most recent research projects include: The Pigment Timeline Project, From Pigments to Solar Power 
and The Colour & Emotion Toolkit. She is currently writing an Art School Guide to Material Practice Vol. I: Supports, 
Surfaces & Grounds. She has published numerous essays, most recently, Beyond Appearance: Uglow/Mann catalogue 
2017, An encounter with Coldstream and Freud: William Coldstream Catalogue Raisonne 2018 and Myths are made for 
the imagination to breathe life into them: Future Now - Aesthetica Art Magazine 2018 with Henrietta Simson, whom she 
established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Simson&Volley in 2008. 

Arthur Gonzalez

(Y[O\Y�.VUaHSLa�PZ�HU�PU[LYUH[PVUHSS`�L_OPIP[PUN�HY[PZ[�^P[O�V]LY�ÄM[`�VUL�WLYZVU�ZOV^Z�PU�[OL�SHZ[�MVY[`�`LHYZ��PUJS\KPUN�
eight in Manhattan, New York. He has received many awards including the Virginia Groot Foundation twice and is an un-
precedented four-time recipient of the National Endowment of the Arts Fellowship within a ten-year period. He is also 
in numerous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the Museum of Modern Ceramic Art in Gifu, Japan, the Smithsonian Archives 
of American Art, the Oakland Museum of California and also the Crocker Art Museum in Sacramento. He is a tenured 
Professor at the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formerly CCAC). Gonzalez has been an artist-in-residence in many places 
including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Penland School of Craft, North Caroli-
na, University of Akron in Ohio, Tainan National University in Taiwan, Pilchuck Glass School in Seattle, Washington, and 
the Archie Bray Foundation in Helena, Montana 

Ezra Shales

Ezra Shales focuses on the productive confusion that lies at the intersection of design, craft, and art in everyday life. He 
teaches the history of design and craft at the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and Design and has a Ph.D. from the Bard 
Graduate Center and an M.F.A. from Hunter College. He is the author of two books, Made in Newark (Rutgers Univer-
sity Press, 2010), which explores craft as an anchor of regional identity in progressive-era New Jersey, and The Shape 
VM�*YHM[��9LHR[PVU���������^OPJO�OHZ�WYVTW[LK�H�YL]PL^LY�[V�PKLU[PM`�OPT�HZ�H�¸WOPSVZVWOLY�VM�[OL�MHJ[VY`�ÅVVY�¹�/L�OHZ�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essays on contemporary art, most recently on Tom Joyce, Michael Sherill, Kim Dickey, 
and Shari Mendelson and is currently writing introductions for new editions of David Pye’s seminal books The Nature of 
Design (1964) and The Nature and Art of Workmanship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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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Jung Shin 

Studied History of art, Pedagogy, Christian art and Byzantine art history in Daegu and Freiburg im Breisgau. Ph.D. at the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Currently adjunct faculty at the Silla University in Busan and Co-Founder of DISKURS Ber-
lin. Main research areas: Nam June Paik, Intermedia, 20th century and contemporary art. Selected publications: “Reading 
(between) the Lines – Nam June Paik’s Wuppertal Exhibition” in NJP READER #4. Exhibition of Music (2013); “’HOMMAGE 
à Rudolf Augstein’: The Issue of Politics in Nam June Paiks Wuppertal Exhibition” in Journal of History of Modern Art, No. 
38 (2015); “Cultural Identity as an Artistic Strategy: East-Asian Artists in the 1960s Western Scene” in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No. 49 (2017).

Nayun Jang

Nayun Jang recently recieved her Ph.D. at the Courtauld Institute of Art. Her doctoral thesis, ‘Art as Counter-memory: 
Contemporary Lens-based Art in East Asia,’ examines ways in which contemporary artists in Korea, Japan, and China 
WVY[YH`�THYNPUHS�]VPJLZ�HNHPUZ[�KVTPUHU[�VɉJPHS�TLTVY`�VM�[YH\TH[PJ�L]LU[Z��Z\JO�HZ�^HYZ�HUK�THZZHJYL��:OL�[LHJOLZ�
on contemporary Asian art and documentary photography at the Courtauld as an associate lecturer and has worked on 
various research projects, including Lee Bul: Crashing (2018, Hayward Gallery) and the Korean pavilion of the Venice 
Biennale 2017.

2`LOVVU�/H

Kyehoon Ha is a critic, and currently serves as a director at the Korea Arts Management Association and an invited pro-
fessor at Dankook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chelor of Arts degree in English Studies from Korea University, Master of 
Arts in Art history at Hongik University, an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City, University of London. And, he had 
ÄUPZOLK�VM�7O+�JV\YZLZ��JV\YZL�^VYRZ��PU�4\ZL\T�:[\KPLZ�H[�*P[ �̀�<UP]LYZP[`�VM�3VUKVU��:PUJL�[OLU��OL�OHZ�ZLY]LK�HZ�HU�
advisor to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a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His major books include “Where to Save Wisdom (Recital)” by Ruby Box (2008) ,and 
“How does an artist succeed? (2000), “The Study on the Training of Museum Experts” by Art Education. For the major 
YLZLHYJO�WHWLYZ�HYL�¸;OL�1V\YUHS�VM�4\ZL\T�:[\KPLZ¹���  ���HZ�[OL�ÄYZ[�ZLYPLZ�VM�¸4\ZL\T�:\[KPLZ¹��HUK�¸�3PTP[H[PVUZ�
of Literary Imagination in Vincent Van Gogh’s Works “ of the Art History Study (1995) by Art History Research Society,” 
Museum Finance “ of the Research on Contemporary Art Museum in the 7th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
porary Ar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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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볼리

조 볼리 (Jo Volley)는 예술가로서 주로 런던에서 활동한다. 현재, 런던대학교(UCL)의 슬레이드 미술대학(Slade School of Fine Art) 에서 

재료 연구 프로젝트의 부국장(프로젝트) 이자 공동 책임자 이며, 재료 박물관의 이사이다. 그녀의 작품은 측정, 빛, 공간 및 빛과 연관된 색상과 

관련이 있으며 광범위한 재료와 매체를 사용한다. 그것은 보관의 본질, 역사적인 재료, 장인 정신에 대한 아이디어,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기술을 통합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녀의 작품들은 또한, 대상과 그림의 주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아이디어와 접촉 사이에 

끼어있는 공간; 사건들 사이의 시간의 창출과 정서적 분리에 관한 연구이다. 그녀의 가장 최근 연구 프로젝트로는 <안료 타임 라인 프로젝트

>(The Pigment Timeline Project), <안료에서 태양 광 발전>(From Pigments to Solar Power), <컬러 및 감정 툴킷>(The Colour & 

Emotion Toolkit)이 있다. 그녀는 현재 「아트 스쿨 가이드 재료 실습 Vol. I: 지원, 표면 및 기초」(Art School Guide to Material Practice Vol. 

I: Supports, Surfaces & Grounds)를 저서 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수많은 에세이를 출간한 가운데 최근에는 「비욘드 어피어런스: 우글로/ 맨 

카탈로그」 (Beyond Appearance: Uglow/Mann catalogue) (2017), 「콜드 스트림과 프로이트의 만남 」 (An encounter with Coldstream 

and Freud: William Coldstream Catalogue Raisonne) (2018) 그리고 2008 년에 시몬앤 볼리(Simson & Volle)와 협력 관계를 맺은 

헨리에타 심슨(Henrietta Simson)과 「그들의 삶을 숨 쉬게 하는 상상력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다」 (Myths are made for the imagination 

to breathe life into them) 『퓨쳐 나우—에스테티카 예술 잡지』 (Future Now - Aesthetica Art Magazine) (2018)를 필고 했다.

아더 곤잘레즈

아더 곤잘레스(Arthur Gonzalez)는 뉴욕 맨하탄 8년을 포함해 지난 40년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50명 이상의 작가들과 협업해 

온 세라믹 작가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버지니아 그룻 기관(Virginia Groot Foundation) 상을 2회 수상했으며, 최초로 4회에 걸쳐 국립 

미술가 연합 기부 기관(the National Endowment of the Arts Fellowship)을 수상했다. 다수의 그의 작품들은 일본 지푸의 현대 도자 

박물관(the Museum of Modern Ceramic Art )과 미국 스미스 소니언 미국 미술 전시관(the Smithsonian Archives of American Art),  

캘리포니아 산하 오클랜드 박물관(the Oakland Museum of California )그리고  세크르맨토의 크로크 미술 박물관(the Crocker Art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예술대학(the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이전CCAC))의 정교수직에 재직중이며, 

미국 아테네의 조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바톤로그의 루이지아나 주립 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 노스캐콜라이나의  

팬랜드 도자기 학교(Penland School of Craft), 오하이오의 아크론 대학교(University of Akron), 시애틀의 필적 유리 공예 학교(Pilchuck 

Glass School) 태국의 태국 국립 대학교(Tainan National University) , 그리고 몬타나 핼레나의 알키 브레이 기관 (The Archie Bray 

Foundation)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즈라 쉐레스

이즈라 쉐레스(Ezra Shales)는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공예, 디자인과 예술의 생산적 결합물에 집중한다. 그는 메사츄세츠 예술 대학(the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디자인과 공예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의 헌터 예술 대학(Hunter College)에서 

석사학위와 바드 그레듀에트 센터(the Bard Graduate Center)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진보적 시기, 뉴저지의 지역적 특색으로써의 

공예를 조망하는 「새로운 방주로부터」 (Made in Newark) (2010, Rutgers University Press)와 비평가로부터 그를 ‘공장 지대의 철학자’라는 

평을 얻게 한 「공예의 형성」 (The Shape of Craft) (2017, Reaktion) 2권의 저서를 편찬했다. 그는 현대 미술에 대한 다수의 기사와 수필을 

집필했으며,  톰 조이스(Tom Joyce), 마이클 쉐릴(Michael Sherill), 킴 디키(Kim Dickey), 쉐리 멘델스(Shari Mendelson) 에 대한 평론 

글을 집필하였다. 최근에는 데이비드 파이스의(David Pye)의 세미나를 옮긴 「디자인의 본성」 (The Nature of Design) (1964)과 「수공예적 

예술의 본성」 (The Nature and Art of Workmanship) (1968)의 교정판에 대한 소개 글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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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정

신원정은 미술교육(대구교대)과 미술사(프라이부르트 알베르트루드비히스 대학교)를 전공하고,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미술사와 

이미지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라대학교 초빙교원이자 디스쿠어스 베를린 공동대표이고, 백남준, 인터미디어, 20세기와 

동시대 미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Neue Architektur Oberrhein』 (Christoph Merian Verlag, 2007, 공저); 「“루돌프 아우크슈타인에게 

경의를”: 백남준의 부퍼탈 전시에 드러난 정치성」, 『현대미술사연구』, 제38집(2015), pp. 87-112; 「예술적 전략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1960년대 서구 미술현장의 동아시아 작가들」, 『미술사학보』, 제49집(2017), pp. 171-191; 『하룬 파로키 ‐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국립현대미술관, 2018, 공동번역) 등을 저술했다.

 

장나윤

장나윤은 미술로 표상되고 공유되는 집단 기억, 특히 국가 단위의 기억에 대해 연구하는 미술사가이다. 최근 코톨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The Courtauld Institute of Art)에서 동아시아의 기억 예술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및 전시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하계훈

하계훈 교수는, 현재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와 단국대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학사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런던 시티 대학교 대학원 미술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원 박물관, 미술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과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지혜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역서)』 루비박스 (2008)와 『예술가는 

어떻게 성공하는가?(역서)』 조형 연구 (2001), 『큐레이터의 딜레마(역서)』 조형 연구 (2000)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연구」 『박물관학연구』창간호 (1996)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의 한계」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1995), 「미술관 재정」 『현대미술관연구』제7집 국립현대미술관(1995)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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