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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Kyunghee KIM 

 

2002. Penland School of Crafts - Metalsmithing (NC, U.S.A.) 

1992.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원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공예과 졸업 

 

｜개인전｜ 

2016. 바람이 말했다 (ColorLiving 갤러리, 서울) 

2015. 바람이 말했다 (아원갤러리, 서울) 

2015. 그녀의 정원 (갤러리 doux, 분당) 

2014. 트렌드페어 기획작가 Salvia Garden (Coex, 서울) 

2010. 사루비아...꿈꾸는 정원 (브릿지갤러리, 서울) 

2010. 트렌드페어 기획작가 Salvia Garden (Coex, 서울) 

2005. Between 사이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전시기획｜ 

2016. 인사동 통인가게전 (통인가게, 서울) 

2014. Thanks to 전시기획 (호옥희갤러리, 서울) 

2011~2013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기념품 제작 

2010. 관계의 공간 (서울문화재단후원) 

Thann-상상을 입다 전시기획 (Thann, 서울) 

2008. 2nd 쌈지길나들이 전시기획 (쌈지길마당, 서울) 

2007. 1st 쌈지길나들이 전시기획 (쌈지길마당, 서울) 

2017. Free For One (GiaGaGa, 서울) 

칠보협회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부드러운 변형 (산울림 Arts & Crafts, 서울) 

은*8*반지 (아원공방, 서울) 

2016.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NGALLERYART.COM 

95, Saemaeu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82 70 7430 3323  

F +82 31 703 5201  
 
 

Art Jewellery Sculpture Show (MOA갤러리, 헤이리) 

작작 (갤러리아원, 서울) 

인사동 통인가게전 (통인가게, 서울) 

도구, 쓰임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Botanical Illustrations (Taboo Studio, USA) 

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전 (익산박물관, 익산) 

Two & One 2인전 (여니갤러리, 서울)  

2015. Meet in Beijing (북경예술박물관, 중국) 

한불교류 한국공예전 (프랑스 장식미술관) 

식食구口; 관계를 만드는 공예 (서울대 미술관, 서울) 

2014. 공예트렌드페어 기획작가 (코엑스, 서울) 

Silver*9*Jewellery Party (보고재, 서울) 

ULTRA 아트페어 (동경, 일본) 

Looks (동경, 일본) 

디자인 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서울) 

Thanks to (호옥희갤러리, 서울) 

2013. PERSPECTIVE & INVENTION (Taboo Studio, 미국) 

상해 한중일 예술명인 초대전 (상하이 박물관, 중국) 

5월의 브로치 (블룸&구떼, 서울) 

Transformed (보고재, 서울) 

30而立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2. Silver*14*adoring the heart (갤러리 아원, 서울) 

All About Beads (더브릿지 갤러리, 서울) 

Hot Under the Collar (SPCA, 미국) 

Korean Handmade Exhibition (동경, 일본) 

2011. PLAY BY EAR (Taboo studio, 미국) 

Seoul Art Festival (Ritz Carlton Hotel, 서울) 

생활속의 작은 예술 (목금토갤러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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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공감 (인사아트센터, 서울) 

5월의 브로치 (갤러리, 서울) 

초록의 속삭임 (리엔쇼, 서울) 

ECOLOGY PART1 (더 브릿지, 서울) 

2010. 공예트렌드페어 기획작가 (코엑스, 서울) 

Silver*17*Jewelry Holds (담갤러리, 서울) 

11 Sences art Jewelry Show (모아갤러리, 헤이리) 

S.O.F.A. Chicago Art Fair (Chicago)  

Jewel Prism (코엑스, 서울) 

Corsages (갤러리소연, 서울) 

2009. 노리개, 현대적 디자인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꽃, 봄의 서막 (가나아트센터공예관, 서울) 

11 Sences art Jewelry Show(모아갤러리, 헤이리) 

Love Your Body (인사아트센터, 서울) 

말하는 손-현대금속공예의 세계 (서울대미술관 MOA,서울)  

Thousand Ornaments 1000개의 아이디어를 만나다 (Nefspace, 서울) 

2008. 작은 자연, 주얼리 작가 초대전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반지와 나의 대화 (크래프트하우스, 서울)  

감성을 펼치다 (가나아트센터공예관, 서울) 

Silver*12*Neckpiece (쌈지갤러리, 서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개교62주년전 (서울대미술관MOA, 서울) 

나의 소망, 나의 십자가 4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2007. 실버를 위한 금속공예전 -실버락 (인사아트센터, 서울) 

S.O.F.A. New York Art Fair (New York) 

한국 현대 금속 공예 역사 100인전 (갤러리 각, 서울)  

장신구에 담은 가을 이야기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나의 소망, 나의 십자가3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제 34회 한국공예가협회전 (시립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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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Silver*10*Bracelet (아원갤러리,서울) 

남성장신구전-알키미스트초대 (쇳대미술관, 서울) 

꿈을 담은 목걸이 100선전 (더 컬렉션, 서울)  

LOVE in December 공예가 33인의 선물전 (썬갤러리, 서울)  

2005. 현대 장신구 예술 15인전 (현대백화점, 서울) 

2004. 정월장신구전- 까치까치 설날은 (통인갤러리, 서울) 

장신구 프로포즈 (율갤러리, 분당) 

Spring 금속공방 Fair (인사아트센터, 서울) 

행운을 가져다 주는 구슬 목걸이전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월간 ‘메종 데코’특별전 -100인의 거울 (COEX, 서울) 

인사아트센터 특별전 -작업공간 열어보기 (인사아트센터, 서울) 

나만의 특별한 소장품 (인사아트센터 크라프트숍, 서울) 

서울공예페스티벌-모임과 나눔 (서울대학교 문화관, 서울)  

환경친화, 공예친화 (예술의 전당, 서울) 

Warm-포근한 겨울 만들기 (가나아트센터, 서울) 

특별한 트리 (인사아트센터 크라프트숍, 서울) 

2003. 사랑을 약속하는 커플반지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봄빛 가득한 공예 (가나아트센터공예관, 서울) 

선물 (가인로갤러리, 서울) 

여름장신구 비드 목걸이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한국공예가협회전 -공생, 공존, 공감 (예술의 전당, 서울) 

S.O.F.A. Chicago Art Fair (Navy Pier, Chicago) 

재미있는 쓰임 (백상갤러리, 서울) 

S.O.F.A. Chicago Art Fair초대전 (가인로갤러리, 서울) 

LOVE in December 공예가 33인의 선물 (썬갤러리, 서울) 

나의 십자가, 나의 소망 (크래프트하우스, 서울) 

2002. 아주 특별한 돋보기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여름 장신구 비드 목걸이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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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만찬전 - 서울 금속 비엔날레 (삼성플라자갤러리, 분당) 

12월의 멋! 머리장식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2001. 가나아트샵기획 - 들꽃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공예문화진흥원개관1주년전-인터쟝르 만남(공예문화진흥원,서울) 

신구대학 교수 2인전 - 조각과 금속공예 (로데오거리 야외무대, 서울) 

세계속의 한국공예 (예술의 전당, 서울) 

2000. 서울대학교와 새 천년 (시립미술관, 서울) 

서초 조형 예술원 T.O.O.L.초대전 (서초조형예술원, 서울) 

빛이 있는 금속공예 (일민미술관, 서울)  

재미있는 쓰임 (인데코갤러리, 서울) 

coffee cup (가나아트 센터, 서울) 

한국의 이미지와 현대공예 (서울 600년 기념관,서울) 

빛이 있는 실내풍경전 2 (크라프트하우스, 서울) 

Craft festival 2000 (삼성플라자갤러리, 분당) 

 

｜Articles｜ 

2017. 월간 에세이 작가에세이 

2016. 통인미술 41호 작가와 작품이야기 

2015. 공예 +디자인 (Jan) “자연으로부터” 

2014. 공예 +디자인 (Sep) "원단별곡“ 

2012. 500 Beads Jewelry (Larksbooks, 미국)  

월간 The Jewelry 작가소개 (Jan) "Salvia Garden"  

2009. MBC 문화사색-금속공예가 김경희 

2006. 1000 Rings (Larksbooks, 미국)  

2005. 500 Brooches (Majorie Simon, Larksbooks)  

2004. 1000 Rings (Robert Ebendorf, Larksbooks)  

bimonthly CRART (May/June) "Episode of Rings" 

2003. 25ans (Jan) "Craft Gallery"  



 

NGALLERYART.COM 

95, Saemaeu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82 70 7430 3323  

F +82 31 703 5201  
 
 

2002. Precious Metals and Jewelry (Apr) "Art Magnifying Glass"  

1989. monthly CRAFTS (Feb) "African Queen"  

monthly CRAFTS (Mar) "The Best Design Works "  

 

｜교육경력｜ 

2016.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 강사 (인체와 장식) 

2015~2012. 소연 아카데미 강사 (장신구조형) 

2014. 덕성여대 대학원 의상디자인과 강사 (장신구비즈니스)  

2013.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예술장신구) 

숭의여대 쥬얼리디자인과 강사 (기초실기) 

2012. 청주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강사 (예술장신구) 

숭의여대 쥬얼리디자인과 강사 (기초실기) 

2011. 청주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강사 (예술장신구) 

2010.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강사 (패션장신구) 

2009~2008.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강사 (산학프로젝트) 

2008~2007.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강사 (패션장신구) 

2008~2003.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사 (공예론, 디자인론, 디자인과 생활) 

2006.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졸업패션쇼를 위한 장신구) 

2004~1994. 신구대학 산업디자인과 강사 (기초실기, 렌더링, 색채학, 디자인론) 

1997. 한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사 (산업디자인론) 

1996~95.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사 (디자인론, 디자인방법론) 

1998.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신촌점 강사 (디자인과 문화, 아동실기교육) 

 

｜작품소개｜ 

Taboo Studio (CA, 미국) 

갤러리 珍物 (베이징, 중국) 

아원공방 (인사동, 삼청동, 서울) 

갤러리 colorliving (평창동,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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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박 갤러리 (양평) 

 

｜현 재｜ 

studio <사루비아정원>  

건국대학교, 소연아카데미강사 

서울금공예회, 은장신구회, T.O.O.L.회, 칠보협회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