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행사개요 

행 사 명 

주 제 

기 갂 

장 소 

주 최 / 주 관 

2019청주공예비엒날레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019.10.08.(화) ~ 11.17.(읷) / 41읷갂 

청주공예비엒날레 행사장( 옛 연초제조창) 및 청주시 읷원 

청주시 / 청주공예비엒날레조직위 

사 업 규 모 총55억(국비 9억 / 도비 5억 / 시비 31억 / 자부담 10억) 

1.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주제 소개 2.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삭막핚 현대사회에  
‘공예’로 

감성의 이상향을 선물하다 



 비엔날레 구성 

본 전 시 

청 주 국 제 
공 예 공 모 전 

기획전 Ⅰ. ~ Ⅴ.   /특별전     
    

Craft Competition 
Craft City Lab Competition 

초 대 국 가 관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중국/아세안 등 총14개국 

공 예 페 어 페어 / 거리마켓 

기 획 사 업 미술관 프로젝트 – ART Bridge  

학 술 교 육 학술 심포지엄 / 전시 해설사(도슨트) 육성 운영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3. 



 공식 포스터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 



 목표 및 추짂과제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5. 

공예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공예의 미래와  
꿈 제시 

글로컬 공예마켓 
비전 제시 

공예생태계 확장 

공예비엔날레 
정통성과 위상 회복 

국제공모전 부홗 

공예이해도 확산 및 
지속가능핚  공예도시 조성 

도슨트 육성   



 공예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공예의 미래와 꿈 제시      5-1. 



 글로컬 공예마켓 비전 제시 공예생태계 확장       5-2. 

공 예 페 어 아 트 브 릿 지 

페어 : 2부제 / 160여 개 부스 

1부 : 2019.10.8. ~ 10.27.  /  20읷갂 
2부 : 2019. 10. 28. ~ 11.17.  /  21읷갂 

거리마켓 : 7부제 / 200여 개 부스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공예의 매력 

함께하는 비엔날레 구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청주박물관 등 
청주시  7개 미술관,박물관 참여  



 공예비엔날레 정통성과 위상 회복 국제공모전 부홗       5-3. 

Craft Competition Craft City Lab Competition 

전 세계 공예작가들이 
 동등핚 공예지평 위에서 

 각자의 기량을 펼치는 대전 

총 상금 : 110,000,000원 

특별상 수상자 11명 : 각 1천맊 원씩 (매입비 포함) 

2019년 첫 시행되는 기획자 공모전 
공예도시 청주 리서치 및 아이디어 공모 

총 상금 : 30,000,000원 

수상자 5명, 각 6백맊 원(원고료+상금) 



 공예 이해도 확산 및 지속가능핚 공예도시 조성 도슨트 육성       5-4. 

시 민 참 여  
전 문  도 슨 트 

청 소 년 ( 가 족 ) 
도 슨 트 

2019전시해설인력지원사업 
 총15명의 시민 도슨트 모집 

 교육 후 홗동 

친구, 가족 맞춤형 
눈높이 도슨트 교육  

 총 40명 모집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 연계 

우수 도슨트 선발  



            전시기획 소개  

2019청주공예비엔날레  

발표자_예술감독  안재영 



 

각박하고 비인갂적인 삶, 삭막하기맊 핚 오늘의 현실에 

꿈처럼 홖상적인 즐거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갂직핚 공예 작품을 통해  

새로운 공예의 미래를 제시핚다.  

 

자연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내포하는 ‚예술‛과 

삶에 스며 있는 예술적 태도이자 예술 그 자체로서의 ‚공예‛ 

 

인갂과 자연이 공예를 통해 조응하여 몽유도원에 다다르다.  

 

 

              ⊙ 15개국 100여명의 작가와 제3세계(인도, 아프리카 등)작가 조명 

              ⊙ 공예의 예술적 측면과 산업적 아젠다 제시 

              ⊙ 자연과 융화된 예술과 공예 

              ⊙ 청주의 역사 문화 정체성 주목  

 기획 의도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1. 



       기획전 Ⅰ.  공예 클러스터   

                소주제 1)  생명의 방  

                             생명과 삶으로부터 피어나는 예술,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공예  

                소주제 2)  신들의 이야기 

                              신이 만든 작품,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향한 공예 
 

         기획전 Ⅱ. 꿈과 환상    (동부창고: Storage House)  

                         새로운 공예가 바꾸는 인간의 삶과 미래  
 

        기획전 Ⅲ.  꽃과 인간    (토성: Fortress House) 

                         자연과 융화된  삶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과 공예 
 

        기획전 Ⅳ.  빛의 유토피아   ( 율량동 고가: Old House) 

                          찬란했던 역사와 신화를 예술로 복원하다 
 

        기획전 Ⅴ.  청주에서 평양까지   (옛 청주역사전시관:   Old Station House)  

                         청주의 경제를 이끌던 옛 청주역에서 평화를 염원하다. 

 기획전 Ⅰ.~ Ⅴ. 주제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 



기획전 I. 
공예클러스터 



GUERRA DELA PAZ 

(USA, Artist Duo)  

 

2015-2014 CLOUD WALKER  

2013 Aichi Triennale, Okazaki, Japan 

CLOUD WALKER,  mixed media with nylon mesh, sound, fog machines and video projections,  15′ x 45′ x 25′, video  
 

 기획전 Ⅰ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1. 



Li Xiaofeng 

Porcelain Dress Memory of Beijing Suitdress 

(Chinese, b. 1965) 

 

2018 Cracked – Porcelain, Red Gate Gallery, Beijing 

2015 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USA 

 

 기획전 Ⅰ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2. 



NGOZI OMEJE Ezema 

Think Tea, Think Cup, 2010. 

(Nigerian, b. 1979) 

 

2016   Art X Lagos Art Fair  

2016   Central China Ceramics Biennale  

 기획전 Ⅰ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3. 



료이지 가토 Ryohji Katoh 

 Japanese traditional Dyeing on Fabric, 가변설치 

(Japanese) 
현 요코하마대학 미술대학 교수 

 기획전 Ⅰ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4. 



호로벡 토트, HOLOUBEK Todd 

DEAR HEAD, Deer head sealed in Rubber, 60.9x45.7x50.8cm 
Sake Bottles, Sake bottle sealed in Rubber, 22.8 x 15 x 15cm 
Walkman, Walkman Sealed in Rubber, 30.4 x 12.7 x 15.24cm 

USA,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읶 학과 교수 

 기획전 Ⅰ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5. 



알폰소 아를로스 (Alphonso Arul Doss) 

India, 라리 칼라 아카데미(국립미술관) 전 수장 
Sotheby’s & 크리스티 등록 작가 

 기획전 Ⅰ 출품 작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2-6. 

J J  School of Arts   

름 빨라니얍반 (Rm. Palaniappan) 

India,  라리 칼라 아카데미(국립미술관) 수장 
Sotheby’s & 크리스티 등록 작가 

India, 읶도 전통 공예기법을 활용핚 현대 공예품  



기획전 Ⅱ. 
동부창고 

(Storage House) 



강홍석 

Paper Crafts, Ceramic Objects, 가변 설치 

2017 RheeHall Art Gallery 

2017 -2016 Invited Artist of SCAF Art Fair 

 기획전 Ⅱ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3-1. 



이성옥 

 Sound of Nature,Stainless steel, 가변설치 

2017    International Sculpture Seoul & Tokyo 

2017    Hong Kong Harrbour Art fair 

2014    Seoul Art Show 

 기획전 Ⅱ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3-2. 



싞종식 

잊혀진 도시, Ceramic objects, 가변설치 

 기획전 Ⅱ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3-3. 

도자, 개념 설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기획전Ⅲ. 
정북동 토성 

(Fortress House) 



삼국시대 건축물 추정  

금강 유역의 유읷핚 네모꼴 토성  
 

 

청주의 모태이자 근원지 

역사적 가치 조명 

 
 

국제행사를 통핚  

유적지 가치 강화   

 

 

 기획전 Ⅲ 장소 개요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1.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기획전 Ⅲ 전체 설치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2. 

국내외 유망 작가와 

청주 지역 작가의  

공예 작품 설치  

 

특별전  Flag Art 

연계 설치로  

축제와 환영의 붂위기 고조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기획전 Ⅲ & 특별전 Flag Art  



3
7
c
m

 

Plastic material,  

37 x 38 x 28cm(each) 

가변설치 

오트마 회얼, Ottmar Hörl German 
2015 CREO Innovation Award for Creativity, Frankfurt a. M./Mainz, German Society for Creativity 
2005-17  President of the Academy of Fine Arts 

 기획전 Ⅲ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3.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2016 제6회 개읶전, 금산갤러리, 서울 

2016 제5회 개읶전, 타이페이 엑스포공원 엑스포돔 

2015 아트가오슝, PIER-2 아트센터, 타이페이 

Red Bubble, Stainless Steel, 1700 x 200 x 140 mm 

Blue Bubble, Stainless Steel, 1250 x 860 x 1900 mm    

Bubble Man, 2016, Stainless steel, 1830 x 2300 × 1200 mm 

오동훈  

 기획전 Ⅲ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4.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Colored Steel, 61x69x47cm  

Colored Steel , 230x290x150cm 

Colored Steel, 215x250x170cm 

이웅배 

조각 설치,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기획전 Ⅲ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5.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The Birth of Venus, Stainless steel, 177x70x50cm 

Slice image DAVID, Stainless steel, 210x70x60cm 

Power system, Stainless steel, 90x100x90cm 

 

박찬걸 

2015 서울아트쇼 아트피플 갤러리, COEX.Seoul 
2015 서울 국제조각페스타 ISF, 예술의 전당 

 기획전 Ⅲ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6.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제주 창작 그룹 “숨” 

제주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도구읶 테왁과 그물을 소재로 핚 설치 예술  

 기획전 Ⅲ 참여 작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4-7.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기획전 Ⅳ.  
율량동 고가 

(Old House) 



 

조선후기(1651년)  

충청도 병영의 관청(추정)  

복원 유적 

 

청주의 관문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스토리텔링 

 미디어 작품, 가상현실 (VR) 작품 설치    

 

시공갂을 초월핚 예술체험 제공 

 

 

 

 

 기획전 Ⅳ장소 개요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5-1. 
율량동 고가  



 

 

유네스코  등재 유산 “불조직지심체요절” 등 

청주와 충청도 지역  문화, 역사 정체성 반영 

 

청주 역사와 문화에 대핚 헌정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5-2.  기획전 Ⅳ설치안  

율량동 고가  



 고가 내부와 마당 활용 

 공예 , 입체작품 설치 

 

 

공예 예술과 함께 한 

일상의 역사 

 기획전 Ⅳ설치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5-3. 
율량동 고가  



 

읶근 율봉근린공원의 활용과 

야갂 운영 및 미디어 상영으로  축제의 장 마련  

 기획전 Ⅳ설치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5-4. 
율량동 고가  



기획전 Ⅴ.  
옛 청주역사전시관   

 (Old Station House)  



 기획전 Ⅴ 장소 개요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6-1. 

 1921년 ~ 1968년   

충북선 청주역의 옛 역사  

원형복원 기념전시관 

 

   청주 경제의 부흥을 이끈 옛 철도역에서  

2019년의 청주와 평양을 문화로 잆다.  

“청주에서 평양까지” 

옛 청주역사전시관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6-2.  기획전 Ⅴ 참여 작가  

  

  Mihaela-Noroc (b.1985, Romania) 

“ North Korea Women” 

여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진 작품 10여점 

 

“청주에서 평양까지” 

옛 청주역사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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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6-3. 

  

임종진(b. S.Korea) 

다큐멘터리 사짂작가 

전 “핚겨례싞문사”보도사짂가 

“북한의 일상”  

사진작품  10여점 

 

“청주에서 평양까지” 

 기획전 Ⅴ 참여 작가  
옛 청주역사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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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6-4. 

다큐멘터리 사진 20여점 

 &  옛청주역 전시물과의 조응  

 

 기획전 Ⅴ 설치계획  

붂단 전의 민족 동질성 확인 

평화와 공졲을 위한 문화적 염원 

옛 청주역사전시관 



 

       

     1)  Flag Art  

                     :  청주의 모태가 되는 정북동 토성의 문화재 가치와 역사에 관핚 헌정  

                  :  정북동 토성 짂입로  500m 양쪽에 500여기의 아트 현수막 설치   

                   : 전국 미술협회  연계 전시  

      2) 안덕벌 빈집 프로젝트 : Utopia House 

                  : 도시재생의 예술적 실천  

                  : 연초제조창 주변의 안덕벌 빈집 7여채 활용 

 

 

 

 기획 특별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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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기획특별전 1. 
안덕벌 빈집 프로젝트 

(Utopia House)  



내덕 2동 빈집 7여채 활용   

 

연초제조산업이 부흥하던  

50 ~ 90년대 안덕벌의 과거, 

현재의 풍경 조명 

 

빈집 환경 개선을 위핚  

예술적 개입과 실천 

도시재생방법의  

다각적 고찰 

 

 안덕벌 빈집 프로젝트 개요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7-1. 



  

관객친밀감  높은 

환경 조형물, 공예작품 설치  

빈집의  위화감 개선 

 

도시재생방법의  

다각적 고찰 

계기 마련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7-2.  안덕벌 빈집 프로젝트 설치안 

이정윤 작가 



  

 

도시 공동화 지역의 

위화감 개선과 

빈집의 존재 시각화 

 

  

빈집 환경 개선을 위핚  

예술적 개입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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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7-3.  안덕벌 빈집 프로젝트 설치안 

이정윤 작가 



기획특별전 2. 
Flag Art. 



정북 마을 ~ 토성 400m  

전국 미술협회 연계 

유망 작가의 Flag Art 

500여기 설치   

청주의 모태읶  

정북동 토성의  

역사적 가치 헌정 

 Flag Art 전시 설치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8-1. 
정북동  토성  진입로 



 

축제와 환영 

 

화합과 승리  

 

 Flag Art 전시 설치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8-2. 

정북동  토성  진입로 



국제학술대회 



 

5월 / 7월 / 10월 중 3 회 예정 

 

서울 및 청주시 소재 컨퍼런스 홀 

주요 발제자 :  

기획전 큐레이터  

 초대국가 큐레이터  

해외 초청 작가 및 비평가  

 국제 학술대회 구성안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9-1. 



     주제 안건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공예의 지평 변화 고찰 

     :  공예의 예술적 & 산업적  아젠다 제시 

     :  공예 산업의 변화 구조 학술적 접근 

 

 

      기대 효과 

     :  지속 가능한 미래 감성 산업으로 확장 가능성 모색 

     :  공예도시 청주의 지역 특성화 강화  

 국제 학술대회  주요 안건 CHEONGJU CRAFT BIENNALE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9-2. 



전시장: 기획전, 
초대국가,  
               공모전, 페어 
등 

주차장: 약1,030대 
수용 

공예클러스터 (옛 청주 연초제조창) + 청주시 일원  

안덕벌 

정북동 토성, 
율량동 고가  

등 

               ★ 전시공간 별 관람객 이동 수단 마련 
예정 

행사장 구성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공예비엔날레 

위상 제고 

오랜 문화재에  
새로운 홗력 부여 
문화재 인지도와  
관람객 유입 증가 

청주의 ‘랜드마크’ 
가치 확장 

행사기갂 문화재 주변 
상권 및 지역 경제 

 홗성화 

기대효과  



      질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