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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총 1억1천600만원   대상 수상자 특전: 5,000만원+GICB2019 개인전+GICB2017 개막식 초청

제1차 작품이미지 온라인 접수   2016.10.4.(화) ~ 10.31.(월) / ic.gicb.kr

제2차 실물작품 현장 접수   국내) 2017.2.6.(월) ~ 2.17.(금) / 국외) 2017.2.6.(월) ~ 2.24.(금)

Total of Cash Prizes is KRW116,000,000(≒101,500.00USD)
The Grand Prize Winner will receive a cash prize of KRW50,000,000(≒43,000.00USD) and will be 
invited to solo exhibition during the GICB2019 as well as the grand opening ceremony for the GICB2017.

Submission of Images for Preliminary Screening via Online 

October 4(Tue) to 31(Mon), 2016 / ic.gicb.kr

Submission of Actual Work for Final Selection On-site
Koreans) February 6(Mon) to 17(Fri), 2017 / Overseas) February 6(Mon) to 24(Fri), 2017

WWW.KOCEF.ORG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7 KOREA
기간 2017.4.22.(토) ~ 5.28.(일)  ※ 국제공모전 전시기간: 2017.4.22.(토)~10.9.(월)

장소 이천 세라피아(주행사장) / 여주 도자세상 / 광주 곤지암도자공원(부행사장)
구성 본전시, 국제공모전, 국제도자워크숍, 국제도자학술회의, 이벤트
주최 경기도
주관 한국도자재단, GICB국제위원회
협력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DURATION  April 22(Sat) to May 28(Sun), 2017 
※ Exhibition for Competition: April 22(Sat) to October 9(Mon), 2017

VENUES  Icheon Cerapia(main venue) / Yeoju Dojasesang / 
Gwangju Gonjiam Ceramic Park, Korea
GICB 2017 PRESENTS  Exhibition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ternational Ceramics Symposium and Workshop, and other collateral events
HOST  Gyeonggi-do Province
ORGANIZER  KOCEF, International Committee of GICB
PARTNERS  Cities of Icheon, Yeoju and Gwangju

AWARDS

Awards Number of 
Awards Prize Additional Prize Note

Grand Prize 1 KRW 50,000,000(≒43,000.000 USD)
Solo Exhibition for GICB2019 +Invitation to GICB2017 
opening ceremony, trophy & award plaque, catalogue

Includes 
purchase 

price 
and tax

Gold Prize 1 KRW 20,000,000(≒17,500.000 USD)
Invitation to GICB2017 opening ceremony, 

trophy & award plaque, catalogue

Silver Prize 2 KRW 10,000,000(≒8,800,000 USD) each

Trophy & award plaque, catalogue

Bronze Prize 3 KRW 6,000,000(≒5,400.000 USD) each

Special Prize 3 KRW 2,000,000(≒1,800.000 USD) each
Includes 

taxViewer's Choice 
(Most Popular Work by Spectators) 1 KRW 2,000,000(≒1,800.000 USD)

Honorable Mention Up to 80 Certificate Award plaque, catalogue

* The exchange rate at the close of foreign exchange trading on the day the awards are granted shall apply to the conversion of the prize money into the currency of choice of the winner. 
 Korean winners and winners from countries with which Korea has no tax treaties will be required to pay Korean taxes on the prize money. 
* The cash prizes for the Grand, Gold, Silver, and Bronze prize winners include the purchase prices, and the winning works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KOCEF and be included in the KOCEF collection.
* The Grand Prize winner will be invited to the GICB 2019 solo exhibition funded by the KOCEF.
* The Grand Prize winner and the Gold Prize winner will be invited to the GICB 2017 opening ceremony and other biennale programs. 
 The KOCEF will pay for a round-trip air ticket and lodgings(two nights, three days). If a selected work is done by a group, only one individual representing the group will be invited.
* KOCEF reserves the right to exhibit, photograph, record, show footage of, and publish articles on the prize-winning works.
* Details on the awards mentioned above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at the discretion of the Jury.

ELIGIBLE ENTRIES
● Artworks that use clay/ceramics as the main material or subject matter 
 are eligible to be submitted.

THEME
● There is no specific theme regarding 
 entries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ENTRY FEE
● There is no entry fee.

CONDITION FOR APPLICATION
● There are no nationality or age restrictions.
● Applicants are permitted to apply as an individual or 
 as a team.(1 team is equivalent to 1 individual applicant.)
● The submitted entry must not have been previously 
 presented or have received an award at a domestic 
 or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entry must have 
 been created within the past three years. 
 ※ If the entry fails to meet the above requirements, 
 it will be disqualified in the screening process. 
 In the event that an award-winning entry is 
 subsequently revealed to have failed the above 
 requirements, the award will be revoked and 
 the cash prize reclaimed.
● Each entrant may submit up to three entries.
● A single entry should be – when displayed – 
 within these specified dimensions: 250cm(w); 
 250cm(d); 250cm(h).(Mandatory requirement) 

OFFICIAL LANGUAGES
● All documents and the proceedings shall be 
 in Korean and English.

APPLICATION PROCEDURE
● SUBMISSION OF IMAGES FOR 
 PRELIMINARY SCREENING
 PERIOD  October 4(Tuesday) ~October 31(Monday), 2016
 METHOD  Online submissions ONLY(ic.gicb.kr)
 ※ For film or any other type of media art entries, still cut photos 
 should be submitted to the online application site and videos should be 
 submitted in DVD format via mail.
 ※ Artworks that include a sounds must be specified as such when submitted 
 on the online application site. The sound sources file must be submitted 
 separately via email.

 REQUIRED ELEMENTS FOR SUBMISSION
 ①Description on artwork and statement by artist(s) ※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②5 Images of artwork(including front, side, and detailed 
 images of the work) ※ 300dpi or higher resolution in JPG file format  
 ③Applicant's resume/CV
● SUBMISSION OF ACTUAL WORKS FOR FINAL SELECTION
 PERIOD  KOREANS) February 6(Monday) ~ February 17(Friday), 2017
 OVERSEAS) February 6(Monday) ~ February 24(Friday), 2017
 SUBMITTAL OFFICE  3rd floor of Icheon World Ceramic Center 
 263, Gyeongchung-daero 2697 beongil, Icheon-si, Gyeonggi-do, 
 17379, Rep.of Korea
 METHOD  The work(or works) may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submittal office by the artists/deputy or via "Nail to Nail" delivery by 
 a transport company at the expense of the sender. 
 ※ Submission hours : 10:00~17:00

 REQUIRED ELEMENTS FOR SUBMISSION
 ①Actual work that passed preliminary screening  
 ②Display instructions  ③Artwork description form & Condition report  
 ④Customs declaration form & invoice  ※ Only applies to overseas shipping 
 (also applies to artworks submitted in person by the artist)

 ⑤Other materials requested by KOCEF

JUDGING AND ANNOUNMENTS OF WINNERS
● PRELIMINARY SCREENING 
 PERIOD  November 3(Thursday) ~ November 18(Friday), 2016 
 ANNOUNCEMENT OF RESULTS  November 21(Monday), 2016
 ※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creening and final selection will be announced on 
 the website of KOCEF and notified to the entrants individually.

● FINAL SELECTION
 PERIOD  March 27(Monday) ~ March 30(Thursday), 2017
 ANNOUNCEMENT OF RESULTS  April 3(Monday), 2017

AWARDS CEREMONY & EXHIBITION
● AWARDS CEREMONY  April 22(Saturday), 2017  ※ tentative date

● EXHIBITION PERIOD  April 22(Saturday) ~ October 9(Monday), 2017
● EXHIBITION VENUE  3rd floor of Icheon World Ceramic Center

TRANSPORTATION & PACKING
● The artwork that have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must be 
 shipped through an art shipping company for submission for 
 the final selection at the artist's own costs and responsibility.
● The KOCEF will handle all transportation needs(i.e. exhibition display, 
 repacking, and return of the artwork) after its receipt of the artwork 
 at its own costs and responsibility. 
● The entrant should pack his or her work with especial care to prevent 
 damage in shipment to the submittal office, and he or she should  
 make a report on the condition of the work to confirm and prove 
 the condition of the work before shipment to the KOCEF. 
 The KOCEF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damage to the work   
 that occurs in shipment to the KOCEF.
● For overseas transportation, the artwork must be shipped under 
 a "Nail to Nail" coverage from the place of shipping to the Icheon World 
 Ceramic Center. The artist must submit a customs declaration 
 form and invoice. If the artwork is not shipped through 
 an art shipping company, the artist may incur additional 
 customs charges, shipping costs(from customs to the place 
 where the artwork is to be received) and other related 
 charges. The KOCEF is not responsible for such charges.

● The work will be shipped back to the entrant sometime 
 between October 10 and December 20, 2017, after the 
 exhibition closed. If the entrant is not able to receive the 
 work due to his or her absence at the shipping destination, 
 KOCEF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failure of delivery.

INSURANCE
● The KOCEF is responsible for the safe handling of the 
 artwork from the time of its receipt of the artwork to 
 the time the artwork is returned to the artist. In order to 
 enable the KOCEF to procure insurance for the artwork 
 for the duration of this period, the artist must enter 
 the exit value and the insurance value of the artwork in 
 the artwork description form.
● If any damage occurs to an artwork after it has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and been received by the KOCEF, 
 the loss sha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KOCEF and the insurance company.

NOTE
● Works that arrive at the submittal office after 
 the deadline shall be disqualified.
● All prize-winning artworks, i.e. exhibited artworks, will be  
 determined by the second screening of the submitted   
 artworks. The evaluation committee may disqualify 
 an artwork at this stage if the actual artwork is not same as 
 the work submitted to the online application site initially. 
 In this case, disqualified artworks are returned to 
 their artists by the KOCEF. 
● If a plagiarism dispute arises subsequent to the first or 
 second screening, any prize awarded to the artwork 
 in question may be revoked following an appeal process. 
● Matters relating to display of works will be handled 
 by KOCEF and works displayed may not be removed 
 from the exhibition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 The above is subject to change and any changes  
 will be posted on the KOCEF website.

시상내역

시상내용 수량 시상금 부 상 비 고

대상 1점 5,000만원
GICB2019 개인전 특전 및 GICB2017 개막식 초청,

트로피 및 상장, 도록

매입비 
및 
세금 
포함

금상 1점 2,000만원
GICB2017 개막식 초청, 
트로피 및 상장, 도록

은상 2점 각 1,0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도록

동상 3점 각 600만원

특별상 3점 각 200만원
세금 
포함대중상

(인기상)
1점 200만원

입선 80점 내외 - 상장, 도록

* 시상금은 지급일 당시 환율 기준이며, 한국 국적 수상작가 및 한국과의 국제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적의 수상작가에게는 세금을 징수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됨.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시상금은 작품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각 수상작품은 한국도자재단 소장품으로 귀속됨.
* 대상 수상자는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개인전 초청 대상이 됨.
* 대상, 금상 수상자는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과 비엔날레 타 프로그램의 초청 대상이 됨. 
 초청 기간에 발생하는 왕복교통비(항공권) 및 숙소(2박 3일)가 제공되며 그룹 출품자의 경우는 대표자 1인에 한함.
* 재단은 전시를 위한 입상작품의 전시연출, 사진촬영, 녹화, 상영, 도록 제작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됨.
* 위 시상내역은 재단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대상
● 흙(도자)을 주재료로 사용하거나 
 소재로 한 예술작품 및 실용작품이면 
 출품 가능합니다.

공모주제

● 별도의 공모 주제는 없습니다.

출품료
● 없습니다.

응모자격 및 출품조건
● 연령, 국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1팀은 1인으로 간주)
●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 또는 공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 명시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에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출품자는 3점까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 작품설치 시, 가로×세로×높이 
 250cm×250cm×250cm 이하의 
 작품이어야 합니다.(반드시 준수)

공식언어
● 공식언어는 한글과 영어입니다.

응모접수

● 제1차 작품이미지 접수
 접수기간 2016.10.4.(화) ~ 10.31.(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ic.gicb.kr)
 ※ 단, 영상작품인 경우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스틸 컷을 
 업로드하여 제출, DVD 별도 우편 발송 
 ※ 음향매체가 포함된 작품인 경우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반드시 명기, 해당파일 별도 이메일 발송

 제 출 물  ①작가노트 및 작품설명서 ※ 영문 제출 필수

 ②작품 디지털이미지 5컷(정면, 측면, 세부/   
 300pixel 이상 JPG 형식)  ③작가이력 

● 제2차 실물작품 접수
 접수기간 국내) 2017.2.6.(월) ~ 2.17.(금) / 
 국외) 2017.2.6.(월) ~ 2.24.(금)
 접수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3층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접수방법 운송사를 통한 접수(운송비 작가부담) 또는 
 방문접수(본인/대리인) ※ 접수시간 : 10:00~17:00

 제 출 물  ①1차 심사에서 통과한 실물작품  
 ②디스플레이 설명서  ③작품상태 보고서  
 ④세관신고서 및 인보이스 ※ 해외운송에 한함.(작가가 직접  

 방문·접수하는 작품 포함)  ⑤기타 추가 요청자료

심사 및 발표
● 제1차 작품이미지 심사
 심사기간 2016.11.3.(목) ~ 11.18.(금)
 심사발표 2016.11.21.(월)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제2차 실물작품 심사
 심사기간 2017.3.27.(월) ~ 3.30.(목)
 심사발표 2017.4.3.(월)

시상식 및 전시
● 시 상 식  2017.4.22.(토) 예정
● 전시기간 2017.4.22.(토) ~ 10.9.(월)
● 전시장소 이천세계도자센터 3층

작품포장 및 운송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작가 본인 책임아래 
 미술전문운송사를 통하여 작품 운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작품의 포장 및 반입에 대한 운송경비는 작가가 부담합니다.
●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운송(전시 디스플레이, 
 작품의 재포장 및 반출에 대한 운송)은 한국도자재단 
 책임아래 진행되며 운송경비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 출품자는 작품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품작을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작품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확인·증명해야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반입 이전까지 
 발생한 작품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외운송의 경우, 작품은 반드시 'Nail to Nail' 방식 
 (발송처에서 이천세계도자센터까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관신고서 및 인보이스 제출은 필수이며 
 미술품 전문운송사를 통해 운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세관으로부터 작품접수처까지)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도자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작품반출은 전시 폐막 이후(2017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작가의 부재로 작품수령이  
 불가한 경우 한국도자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보험
● 재단은 작품을 인수받은 시점에서부터 작품 반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작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단이 해당 기간 동안 작품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작가는 반드시 작품설명서에 출품작의 판매가액
 뿐만 아니라 '보험가액'을 별도로 명기합니다.
● 제1차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재단이 작품을  
 인수받은 이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파손작품의 처리는  
 한국도자재단과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한국도자재단에서 통보한 접수기간 이후에 도착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입상작(전시작)은 제2차 실물작품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예심에서 통과한 작품 이미지와 
 실물작품이 다른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차 실물작품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탈락된 작품은 한국도자재단에 의해 반출됩니다.
● 심사 이후 표절 시비가 발생할 경우, 재심의 처리에 
 의거하여 수상을 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디스플레이는 한국도자재단의 책임아래 
 수행되며, 전시기간 중 작품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 
 공지됩니다.

내년 봄에 열리는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전 세계 도예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본 공모전은 전 세계 현대 도자예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자예술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도자 고유의 가치에 대하여 탐구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도자예술이 가진 정신, 형식 및 세부 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에 주목함으로써 도자의 정체성을 재 정의하고, 나아가 도자예술의 전통적 
가치의 재해석을 위한 새로운 시도 및 편벽된 장르 구분이나 차별적인 예술 관념이 없는 혁신적인 예술 표현도 환영합니다. 도자의 미래를 
열어갈 2017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Artists around the world are invited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7(GICB 2017) for the spring of next year! The competition calls for the artworks that mirror the 
modern trends and point to the future of the ceramic arts. We welcome such artworks that redefine the essence of 
ceramics by exploring the spirit, values, forms and techniques of the traditional ceramic art. We also welcome such 
artworks that attempt a reinterpretation of the values of the traditional ceramic art as well as innovative, expressive 
works that cross genres. Unleash your creativity and imagination at the GICB 2017 International Competition, a window 
to the future of cera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