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YO GALLERY 
 

 

KANG Duckbong 강덕봉 
 
 
2006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s 
2010  갤러리 진선 윈도우전 64 '박제된 이미지', 갤러리 진선, 서울 
2007  '사람을 사람다움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 모란갤러리,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The New Beginning, 표갤러리사우스, 서울 
2010  'life is life'전, 남송미술관, 경기 
2010  갤러리 아쿠아리움 영 아티스트 기획 공모전, COEX, 서울 
2010  아트밸리 아뜰리에 기획전 - 아트밸리 2010 STORY 

2010  Attention Please! 젊은 작가 콜렉션 展, 갤러리 진선, 서울 
2009  북서울꿈의 숲 개관 전시, 북서울숲, 서울 
2009  크라운해태, DREAM FACTORY, 가나아트, 부산 
2009  AESTHETIC of MATERIAL, GALLERY 4WALLS, 서울 
2009  Marilyn Monroe, 갤러리 고도, 서울 
2008  북경 아트 페어,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 Beijing 
2008  현대미술 조망전, 아트스페이스 율, 분당 
2008  청계창작스튜디오 개관기념전, 청계창작 스튜디오, 서울 외 다수 
 
 
Awards 
2007  제12회 대한민국 신진작가 발언전 조각 부분 대상 
2007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 작가' 
2005  제16회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대상' 
  
 
Collections 
MBC 문화 동산(양주, MBC 문화동산), 해태제과(서울 본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천), 한국화이자제약, 다우기술(용인시 본사) 
 
 
 
 

PARK Sungmin 박성민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PYO GALLERY 
 

 

 
 
Solo Exhibitions 
2010  노화랑, 서울 
2009  브라운베런스, 독일 
2008  박영덕화랑, 서울 
2007  동원화랑, 대구 
2006  박영덕화랑, 서울 
 
 
2인전 
2006  박성민, 도성욱 빛과 얼음사이전, 세종갤러리, 서울 
2005  박성민, 김세중 자연이야기, 피씨 갤러리,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0   부산비엔날레 한중일 극사실작가전, 부산 
2010   작은그림 큰마음전, 노화랑, 서울 
2010   물아심수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9   미래작가전, 노화랑, 서울 
2009   미니 앙상블, 박영덕화랑, 서울 
2009   또 하나의 일상-극사실 회화의 어제와 오늘, 성남아트센타, 경기도 
2008   자연의 소리, 박영덕 화랑, 서울 
2008   The soul of korean contemporary Art, 인사아트센타, 서울 
2007   Reality & unreality 전, 박영덕화랑, 서울 
2007   Real Seeing & Real View 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7   아트펀드 스타작가전, 신세계갤러리, 서울 
2007   레드앤블루 전, 인사 아트센터, 서울 
2007   한국미술 150인 초대전, 세종 문화회관, 서울 
2006  남송미술관 기획 초대 “한국의미 100인” 전,남송미술관, 경기도 

2006   현대미술 韓․日 전, 오노갤러리, 일본 
2006   다시보는 KCAF 8인전, AKA SEOUL, 서울 
2006   세방아트센터 개관기념 초대전, 세방 아트센터, 춘천 
2006   한국작가 초대전, 인자손 아트센터, 뉴욕 
2006   월드컵 전, 장은선 갤러리, 서울 
2006   서울 매트로 기획 초대전, 메트로갤러리, 서울 
2006   소아암 돕기 40인 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갤러리차이 개관기념전, 차이갤러리, 파주 
2006   빛을 낚는 그림자 전, 다 갤러리, 서울 
2006   재현과 환영 전, 박영덕화랑, 서울 
2006   청년작가전, 우리은행 갤러리, 서울 
2005  한국 미술 오늘의 조망 전, 경향 갤러리, 서울 
2005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 메트로 갤러리, 광주 
2005   서울 청년 작가 초대 전, 서울 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2005   우수 정예 작가 전, 갤러리 호, 서울 
2005   open art for KIDS, 가나 아트센터, 서울 



PYO GALLERY 
 

 

  
 
Awards 
제2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한국 미술협회 주최 
제27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동아 일보사 주최 
제 4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대상”, 강릉 미술협회 주최 
 
 
Collections 
서울 시립미술관, 용인민속미술관,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강릉시청, 안동 MBC, 교원경주연수원, 일산삼성병원, 토마토 저축은행 
등 
 
  
 
 

LEE Jihyun 이지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s 
2010  아트사이드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2009  갤러리 인, 서울 
2007  Gaallery Nii Tokyo,동경,일본/ 고양Studio, 고양 
2006  Shimada Gallery, 고베, 일본/ 한기숙갤러리, 대구 
2002  한기숙갤러리, 대구 
2001  박영덕화랑,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無限, 無限-十四位韓國藝術家聯展, KwaiI Fung Hin Art Gallery, HongKong 

2011  다색다감-雪中之夢, 롯데호텔, 갤러리잔다리, 서울 
2011  점 그리고..., 인터알리아, 서울 
2011  열한개의 환상시, 닻 미술관, 광주 
2011  홈런-희망을 쏴라, 롯데갤러리, 서울/부산 

2011  시화일률 時畵一律, 가나아트센터/가나아트부산, 서울 부산 
2010  Book to Book, 박영갤러리, 파주 
2010  가을편지,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0  순수거리_뛰어넘고 흐르면서 융합하기,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2010  연금의 손, 인터알리아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0  The Great Hands-손길의흔적, 갤러리현대, 서울 
2009  The Books, 박여숙화랑, 서울 
2008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미술관, 장흥천관문학관, 장흥문화예술회관 등 
2008  미술과 놀이-놀이의방법, 예술의전당, 서울 



PYO GALLERY 
 

 

2007  Contemporary Korean Art(from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Korea), 주영한국문화원, 영국 
2007  한국계획(Korean project), C5 Gallery, Beijing, China 
2007  Open Studio 3, 고양스튜디오, 고양 
 
 
Residency Programs 
2010.9~  가나아트 장흥아뜰리에 입주작가 
2010.3~7  아트싸이드 갤러리 북경스튜디오 입주작가 
2009~10  파주출판도시 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2008~9  스튜디오 박영 1기 입주 작가 
2006~7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장기입주 작가 
 
 
 
 

JANG Wonyoung 장원영 
 
 
Solo Exhibitions 
2010  우리를 위하여, 갤러리 원, 서울 
2011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 리서울갤러리, 서울 
2012  in my sIght.mind.life, Westin Chosun Hotel,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The new wave, 인터알리아. 서울 
2012  또 다른 세상 도시해석, 갤러리 나우, 서울 
2012  The new beginning, 표갤러리 사우스, 서울 
2012  Hong Kong in my mind, Mandarine Oriental, 홍콩 
2012  Hong Kong in my mind, 금산갤러리, 서울 
2012  시작은 판화다(2인전), 갤러리세인, 서울 
2012  사비나 미술관 신진작가 프로젝트, 사비나 미술관 
2012  버퍼링, 동덕아트 갤러리, 서울 
2012  투영, 한원미술관, 서울 
2012  Class of 2010, 갤러리 현대, 서울 
2012  공간감각(2인전), 삼청갤러리, 서울 
2012  SIPA,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작품 소장처 
Hongkong Harbor City,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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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Sungwon 정성원 
 
 
1983  대한민국 출생 
2008  영남대학교 졸업전시회 최우수 작품상 수상 
2009  영남대학교(대구)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2009  대구미술광장입주 작가 
 
 
 
Solo Exhibitions 
2009  리아트갤러리, 대구 
2010  갤러리송아당, 서울  
2011  갤러리송아당, 서울,대구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Gana Contemporary 3 정성원&박경선 이인전, 가나아트센터 
2011 작은 그림전 2, 서울옥션 
2011  Cutting EDGE, 서울옥션 
2011  작은 그림전 1, 서울옥션 
2011  이상한 나라의 child, 시안미술관 
2010  메리 크리스마스!-그림으로 나누는 세상, 가나아트센터 
2010  정원의 크리스마스, 갤러리 정 광화문, 신사동 
2010  신조미술대상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10  서울옥션에서 추천하는 젊은 작가, 서울 
2009  가창 땜 길따라 
2009  대구미술광장대구미술광장 입주작가 PLUS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9  드림 프로젝트전, 갤러리 고도 
2009  신조 미술협회전-신조미술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9  대구 -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 교류전, 러시아 마네쥐미술관 
2009  아시아프 청년미술제, 서울 옛 기무사건물 
2008  대구미술광장 입주 작가 8인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7  대구 동성로 SALE 퍼포먼스, 대구 동성로 
2007  천사와 악마 퍼포먼스, 영남대학교 
2006  대구 동성로 일탈 퍼포먼스 #1, 대구 동성로 
 
 
Awards 
2008  영남대학교 최우수 작품상 
2009, 2010  신조미술대전 선정작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