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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Hyunjin 권현진 
 
2003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 전공 학사 
2006  Pratt institute, Fine Art Department, Painting 전공 석사 
2012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 전공 석사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회화전공 박사 
 
주요개인전  
2017  Visualization of the Invisible, 불가시의 가시화, 표갤러리, 서울  
2016  Visual Poetry, Color Fantasy, 헤럴드갤러리, 서울 
2015  Visual Poetry, 한경갤러리,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2015  Visual Poetry, Available Light, 유중아트센터, 서울 
2015  Essence of Colour, Gallery by the Harbour, 홍콩 
 
주요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7  Print Photo Art Market, 블루스퀘어, 서울 
2017  한국 국제 아트페어 KIAF, 코엑스, 서울 
2017  Art Formosa, Songshan Cultural and Creative Park, 대만 
2017  Art Busan, Bexco, 부산 
2017  LA Art Show,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미국 
 
프로젝트  
2015  DAKS, 2015 FW 의상 콜라보 
2013  세텍 서울 아트쇼 전시장 외관 파사드 
2010  과천 국제 SF영상 축제, 국립과천과학관, 과천 
2009  디지로거가 되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서울 
 
소장  
홍콩 한국대사관, 국민은행 을지로본사, 서울대학병원, 리솜 리조트, 한국경제신문사, 세아특수강 등 
 
 
 

KIM Jihee 김지희 
 
2007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미술사학 부전공 졸업  
2009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전공 대학원 졸업 
 
주요개인전  
2016  Floating Wonderland, 표갤러리, 서울  
2014  Lucky strike, 한성자동차(벤츠) 삼성 오토갤러리, 서울 
2013  Virtual Camouflage, 청작화랑, 서울 
2012  MISSHA with Kim Jihee, SOAF 특별전 김지희 개인전, 코엑스, 서울 
2011  Collection of Desire, 청작미술상 수상기념전, 청작화랑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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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6  Asia Contemporary Art Show Hong Kong, Conrad hotel, 홍콩 
2016  World Art Dubai, 두바이World Trade Centre, 두바이 
2016  Young Art Taipei, 대만 Sheraton Grande Taipei, 대만 
 
콜라보레이션 
2015  LG생활건강 청윤진 10주년 기념 아트콜라보레이션  
2015  홍콩 뉴월드그룹 대형 쇼핑몰 D PARK 신년 기념 콜라보레이션  
2014  HAPPY DUCK RACE 2014,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2013  대한적십자 헌혈의날 콜라보레이션 
2013  걸그룹 소녀시대 콜라보레이션, GG X Kim Jihee 
2012  미샤 화장품 콜라보레이션, MISSHA with Kim Jihee 
2011  패션브랜드 제너럴아이디어 콜라보레이션 
 
 
 

PARK Sang Hee 박상희 
 
2002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2  jump & swim, 유중아트센터 레지던시 릴레이 개인전, 유중갤러리, 서울 
2012  jump & swim, 유중아트센터 지원, 한성자동차 방배점, 서울 
2009  jump,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정기공모 선정, UM갤러리, 서울 
2008  두번째 수영장, UM갤러리 젊은 작가 공모 선정, UM갤러리, 서울 
2007  escape : summer, 갤러리 진선, 서울 
2006  someone : someplace, 숨은그림찾기 공모 선정, 갤러리 루브, 서울 
2005  The Other, 대안공간 풀,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7  활동적 삶의 미덕, 김지원, 민성식, 박상희, 유혜경, 최영록, 갤러리아 센터시티, 천안 
2017  카페소사이어티, 서울미술관, 서울 
2017  2016성남미술은행 신소장품,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 

2016  나를 찾는 시간, 박상미・박상희 2인전, 아트앤 기획, 이브갤러리 전시, 서울 
 
주요 수상 경력 
2016  성남아트센터 미술은행 
2015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2011-2012  유중아트센터 레지던시 1기 입주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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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을지병원, 숙명여자대학교, 파라다이스 시티, 성남아트센터, 기타 개인 소장   
 
 
 

SONG Jin 송 진 
 
2014  롱아일랜드 대학교 순수미술 대학원 석사, 미국  
2007  국민대학교 입체미술과 학사, 한국 
 
개인전 
2016  면과 입체도형과의 연결, B 커뮤니케이션, 대구 
2015  활성화된 공간, C.E.S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미국 
2014  컬러를 넘어, 지틀러 엔 갤러리, 맨하탄, 뉴욕    
2013  빌드업 스페이스, HSAL 갤러리, 브룩빌, 뉴욕 
2012  Line-impromptu, 조각 갤러리, 브룩빌, 뉴욕 
 
주요 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7  AHAF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표갤러리, 서울 
2017  어포더블아트페어 NY 2017, 호브아트, 맨하탄, 뉴욕 
2016  아트씨티페어 2016, 써큐잇 12 contemporary, 오스틴, 택사스 
2015  Dimension, 신세계 본점 갤러리, 서울 

2015  키아프 아트페어(KIAF), 갤러리 브루노마사-프랑스, 코엑스, 서울 
2015  Prologue Interlogue Epilogue, 시아, 맨하탄, 뉴욕 
2014  모더니즘, 아트 스페이스, 펫착, 뉴욕 
 
주요 수상 경력 
2014  Eleanor Lockood Memorial Award in Sculpture, SVPA 
2013  오만리 어워드, 엘아이유, 뉴욕 
2012  감사의상, 뱅크아시아나, 뉴욕 
 
 
 

EOM Ikk Hoon 엄익훈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과정 수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17  Illusion of sculpture: ‘Infinity Space’, 키미아트, 서울 
2014  Illusion of sculpture: ‘ABdy warhol’, DMC갤러리, 서울 
2013  Illusion of sculpture: ‘Myth’,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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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llusion of sculpture: ‘Myth’, 미술공간 現, 서울 
2007  Generative Material, 갤러리J1, 서울 
 
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7  Summer Group Show, 아트모라, 뉴저지 
2017  Steel material & Immaterial, 포스코 갤러리,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7  AHAF,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 서울, 서울 
2017  조각페스티벌, I am Your Energy 장도의 기억 
2017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포항 
2017  KSBDA 국제작품초대전,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광주 
2016  Light Mapping, 한국문화원, 뉴욕 
2016  19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특별전, LIVE! LIVE!, 이천아트홀 아트갤러리 
 
수상경력  
2016  고등미술 창작교과서, ‘SPACE_No.2’작 수록 ㈜천재교육  
2012  제26회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작품상, 춘천 MBC 
2011  경인미술대전 우수상, 부천문화재단 
 
 
 

OH Dong Hoon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6  제 6회 개인전, 금산갤러리, 서울 
2015  제 4회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03  제 1회 개인전, 갤러리 올, 서울 
 
수상  
2004  제천시 야외조각공모 대상수상, 제천시 만남의 광장  
2003  중앙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2002  홍익야외 조각 대전 특선,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 
2001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 현대 미술관 
2000  조각 대상 공모전, 예술의 전당 
 
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7  부산아트쇼, 벡스코, 부산 
2017  포항 국제아트페스티벌 특별전, 영일대 호텔, 포항 
2017  컨템포러리 이머징스타 조각전, 갤러러 소헌, 대구 
2017  현대미술조망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  부산화랑아트페어, 벡스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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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국제아트엑스포, 코엑스, 서울 
2016  서울 아트쇼, 코엑스, 서울 
2016  예술 기술을 만나다, 대백프라자, 대구 
2016  경북조각회전, 준 갤러리, 대구 
2015  서울오픈아트페어 SOAF, 코엑스, 서울 
2015  홍콩 호텔 아트페어, AHAF 2015, Marco Polo Hongkong Hotel, 홍콩 
 
 
 

U Juju 유쥬쥬 
 
2013  골드스미스 컬리지 순수미술 석사 졸업, 런던, 영국 
2006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17  마더랜드, OCI미술관, 서울 
2011  홀로, 논밭갤러리, 헤이리 
 
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6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6  Zuider festival, 엔스헤데, 네덜란드 
2015  후쿠오카 아시아 아트 뮤지엄, 후쿠오카, 일본 
2015  난지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서울 
2014  작은 미래, 남서울생활미술관, 서울 
2013  더 살롱, 최앤라거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3  폴리네이션, 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2012  16 스타필드 테라스, ISKAI 컨템포러리 아트, 런던, 영국 
  
수상 및 레지던시 
2017  ACC Asian Cultural Council NYC 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 미국 
2016  2017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 
2015  후쿠오카 아시아 아트 뮤지엄 레지던시 프로그램, 후쿠오카, 일본 
 
 
 

CHEON 채온 
 
2014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 졸업 
 
개인전 
2016  내가 본 것들, 이브갤러리, 서울, 한국 
2016  노력하는 사람, 표갤러리, 서울, 한국 
2015  나의 그림, 가창창작스튜디오, 가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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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강한 사람, 대구미술광장, 가창, 한국 
2013  species of singularity 작가공모,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군산, 한국 
2013  프로젝트 스페이스 작가공모, 산토리니 서울, 서울, 한국 
 
단체전 
2017  ART LAB, 표갤러리, 서울 
2016  말 없는 미술,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2016  크리티컬 포인트, 스페이스K, 대구, 한국 
2015  미정구역, 가창창작스튜디오, 가창, 한국 
2015  청년미술프로젝트 YAP15, EXCO, 대구, 한국 
2015  시대정신 전태일, 아라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5  공허한 제국,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5  개인의 취향, 서울예술재단, 서울, 한국 

2015  포트폴리오 박람회 선정작가 展 'The First', 서울예술재단, 서울, 한국 
2015  나열된 징조,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한국 
 
레지던시 
2015  가창창착스튜디오 
2014  대구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수상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박람회 평면부분 최우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