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영문

1 그랑프리 68 김준용 흐름 Stream

2 62 이은주 기다림 the chair-light

3 70 최아미 흔들리지 않고 지는 잎 Falling leaves without shaking

4 7 조인재 사실과 허구 nonfiction and fiction

5 48 김철민 JUNK STOOL 2012 - 사랑 한 조각 JUNK STOOL 2012 - Piece of love

6 93 박성훈 THE LARVAL STAGE THE LARVAL STAGE

7 39 강은희 대화 Conversation

8 63
이은주

윤태성
이중기 화병 셋트 Multi double vase

9 112 곽현주 흰 구름 위에 above the clouds

10 127 곽지영 조용한 변화 Quiet Change

11 38 남기원 자연을 담다 Move in nature

12 125 세븐비(4인) 괴물 가족의 만찬 Monster family's dinner

13 1 김강민 투우 BULLFIGHTING

14 2 윤신희
쉼;2012

-집에 대한 생각을 묻다-  rest;2012

15 5 이미진 휴식 Rest

16 12 신지예 숨김과 드러냄 reveal and conceal

17 13 이윤화 Fragment of Desire

18 17 김태영 바람꽃 나무 Wind-flower Tree

19 25 문병식 반상기

20 43 이예원 안다미로 Andamiro

21 58 유충목 호기심(모성애) Inquisitive of Motherhood

22 59 김은주 無言의 對話 Mutual Talk

23 60 김지연 융합2010-3 FUSION2010-3

24 61 신광섭 Grid_1202

25 65 김세영 상처 wound

세라믹스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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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6 김이정 에보리지널 Aboriginal

27 67 김해숙  겹 Ⅲ Layers Ⅲ

28 73 김경령 중심잡기 centering

29 80 이소희 이화동

30 81 김수민 어큐뮬레이션 램프 accumulation lamp

31 82 김수민 엘라스티시티 램프 elasticity lamp

32 83 박성훈 UNKNOWN EPIBENTHOS UNKNOWN EPIBENTHOS

33 85 김수령 희망의 샘 the spring of hope

34 88 이우철 촛대 인형 figure candlestick

35 90 이진
들숨과 날숨이 어쩌면 셀 수 있을 만큼의

숫자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2012 Cast glass 넥타이 조각 손바느질

untie one's necktie

 2012 Cast glass

36 102 박성원 박성원 Park Sung Won

37 113 김은경 수제 (syuzhet)와 파불라(fabula) syuzhet & fabula

38 114 우경자 묘몽 rabbit dream

39 115 우경자
산돌림(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내리는

비)
shower

40 116 이기연 빗방울 Raindrop

41 126 세븐비(4인) 막걸리 주병set Turbid rice-wine bottle set

42 130 구소현 1인 차도구 세트 1 person teapot set

43 134 이윤희 샘 fount

장려상

※ 토야마 유리 특별상은 본 심사 후, 일본 토야마 관장이 유리분야 작품 대상으로 별도로 심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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