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ilding your vessel step by step

1. Develop your idea first!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하십시오 !

3. Make the bottom: a disc of clay that is 1-1.5 
cm thick and 7-10 cm in diameter. Store any 
leftovers in your bag. 
바닥을  만드십시오  : 두께가  1-1.5cm, 직경이  
7-10cm 인 점토 디스크 . 남은 음식을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

8. Smear your coils together using only one 
finger or one thumb. 
손가락  하나 또는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코일을  함께 부드럽게합니다 .

2. Divide your clay into four pieces: one for a 
base, two for coils, and one for everything 
else and for emergencies.
점토를  4 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 
하나는베이스 , 코일은  2 개, 다른 모든 것과 비상 
사태에  대해 나눕니다 .

9. Don’t pinch on either side because you will 
make your pot very dry and thin.
냄비를  매우 건조하고  얇게 만들기  때문에  
양쪽에  꼬집지  마십시오 .

7. Stretch the coils by spreading your fingers 
while rolling.
굴러가는  동안 손가락을  뿌려 코일을  늘립니다 .

14. Scribe and then trim the lip. 
      서기관을  다음 입술을  잘라냅니다 .

13. Add a foot by attaching a coil.
      코일을  부착하여  발을 추가하십시오 .

15. Coat your pot with white slip. Let it dry 
and add coats until there are no streaks.
냄비를  하얀 슬립으로  코팅하십시오 . 줄무늬가  
없을 때까지  건조시키고  코트를  추가하십시오 .



11. Shape your vessel by paddling it with a 
wooden spoon or stick.
나무로  된 숟가락이나  스틱으로  얕은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

16. Do a very light rough sketch of your 
drawing on your pot.
냄비에  드로잉의  매우 가벼운  거친 
스케치를하십시오 .

12. Shave it with a knife. Then smooth it with 
a metal/plastic/silicone rib.
칼로 면도하십시오 . 그런 다음 
금속/플라스틱 /실리콘  리브로  
부드럽게하십시오 .

17. Take a sharpened pencil and carve 
through the slip into the brown clay.
날카롭게  연필을  가지고  미끄러짐을  통해 갈색 
점토로  조각하십시오 .

18. Finally, carve your name on the bottom.
마지막으로 , 당신의  이름을  바닥에  
조각하십시오 .

10. Smooth the inside with your fingers. If 
you can’t reach, it is OK. 
손가락으로  내부를  부드럽게하십시오 . 도달 할 
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

6. Remember that you are not squeezing the 
coils. Work quickly!
코일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빨리 일하십시오 !

5. Make a series of coils that are about 
1-1.5cm thick. 
약 1-1.5cm 두께의  일련의  코일을  만드십시오 .

4. Keep it fairly rough because smoothing it 
will dry it out.
스무딩이  건조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유지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