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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김재용은 화려한 색채의 도넛 도자 조각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다. 익숙한 

형태와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특징이다. 대중매체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작품에 

접목하기도 한다. 현대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고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는 

시도다. 김재용의 작품은 관객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화려한 색채와 

반짝이는 크리스털을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즐거운 작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지닌 작은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재용은 

관객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앞서 즐기기를 바란다. 김재용의 도넛 연작은 두려움을 

잊고,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웃어보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김재용은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세 살부터 여덟 살까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했다. 1998년 미국 하트퍼드 아트 스쿨 도자 & 

조각과를 졸업한 후 2001년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자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몬클레어 주립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워롱미술관 (상하이), 보이시 미술관 (미국), 

라이언스 위어 갤러리 (뉴욕) 등 다수의 해외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허미티지박물관 (미국), 뮤지엄 오브 아트 & 히스토리 (미국),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등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파워롱미술관, 데노스박물관 (미국), 하트퍼드 

대학교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Jae Yong KIM

Jae Yong KIM is renowned for his vividly colored donut sculptures. 

Familiar forms and simple narratives characterize his works. He refers 

to images from mass media in his works as an attempt to overturn the 

prejudice that fine art is difficult and induce the public's comprehension. 

KIM's works immediately capture the viewer's eyes. The captivating 

expressions using vivid colors and shining crystals stand out. The artist 

started to use various colors and shapes to enjoy working. KIM wishes 

viewers from various backgrounds to enjoy his works before trying to 

comprehend. KIM’s donut sculptures encompass the hope to forget fear 

and to lighten up for a smile. 

Jae Yong KIM was born in Seoul, in 1973. He lived in Kuwait and Saudi 

Arabia from age three to eight. In 1998,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Ceramics & Sculpture at Hartford Art School, University of Hartford. 

In 2001,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Ceramics at Cranbrook 

Academy of Art.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from 2014 to 2015. Since 2015, he is currently working 

a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era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e has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at international art institutions such as Powerlong Museum 

(Shanghai), Boise Art Museum (Boise, U.S.), Lyons Wier Gallery (New 

York), etc. He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at Hermitage 

Museum & Gardens (Norfolk, U.S.), Museum of Art & History (Lancaster, 

U.S.), Gwangju Museum of Arts (Gwangju, Korea), etc. His works are part 

of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Powerlong Museum (Shanghai), Dennos 

Museum Center (Traverse City, U.S.), University of Hartford (West 

Hartford, U.S.), etc. He is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Seoul.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 휴관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Tue-Sun, 10am~6pm, closed on Mon

tel. 02-720-1524~6 

email: info@hakgojae.com

homepage: www.hakgojae.com

instagram: @hakgojae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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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주 큰 빨강 점 버블 도넛 020
XXL Donut 020

2020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도색,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FRP, urethane, Swarovski crystals

100×100×36(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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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주 큰 노랑 점 곰 도넛 022
XXL Donut 022

2020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도색,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FRP, urethane, Swarovski crystals

90×120×36(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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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의 유니콘 Ver. 2 
The Unicorn in Flower Garden Ver. 2

2020

세라믹, 언더글레이즈, 산화 코발트,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Ceramic, under glaze, cobalt oxide, glaze, Swarovski crystals

35×25×3.8(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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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샤이닝 도너츠 
Duo Shining Donuts

2020

세라믹, 언더글레이즈,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Ceramic, under glaze, glaze, Swarovski crystals

20×38×10.5(d) cm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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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도너츠 
Nine Yellow Donuts

2020

세라믹, 언더글레이즈,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Ceramic, under glaze, glaze, Swarovski crystals

51×51×10.5(d) cm (fra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