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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명 자 

196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70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석사) 

논문 제목: 十九世紀 後半期의 프랑스 繪畵硏究 - 印象派에서 後期印象派까지 - 

 

｜주요경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파리 아메리칸 아카데미 교수 역임 

 

｜수상내역｜ 

2017 Comparaisons Art Capital – Dessin et peinture à l’eau dans le cadre d’ART CAPITAL 부문 

PRIX TAYLOR 프랑스 테일러상 수상 

2013  45대 신사임당상 수상 

2012 Societe National des Beaux-Art (SNBA) - 은상 수상 

2008  남송 국제아트페어 - 대상 수상 

2007  Societe National des Beaux-Art (SNBA) - 영예 대상 수상 

2005  Societe National des Beaux-Art (SNBA) - 금상 수상 

1995  31회 깐느 국제 대상전 - 대상 수상 

 

｜국내소장처｜ 

국립현충원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성남악기박물관 

성남아트센터 

남송미술관 

해든미술관 

창원 시청 

(사)여성소비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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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사 

세아그룹 

형지그룹 

다이소그룹 

대웅제약 

송림기술㈜  

종이박물관 그 외 다수 

 

｜국외소장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북경, 중국) 

주불 대한민국 대사관 (파리, 프랑스) 

파리 KBS (프랑스) 

에비앙시(市) 시청 (프랑스) 

꼴롬보시(市) 시청 (프랑스) 

꼴롬보시(市) 음악당 (프랑스) 

세지필드시(市) 시청 (영국) 

베라왕 사옥 (뉴욕) 그 외 다수 

 

｜현재｜ 

한국 미술협회 회원 

홍익 화가회 회원 

프랑스 국립미술원 회원 

프랑스 테일러 파운데이션 회원 

대한민국 초대작가 

기독교 미술협회 회원 

 

｜개인전 (45회 이상)｜ 

2018 프랑스의 거장 7인전 – Palmer & Co (쌈파뉴, 프랑스) 

2017 선화랑 초대전 (서울) 

http://www.ngalleryart.com/


 

NGALLERY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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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82 70 7430 3323  

F +82 31 703 5201  
 
 

2016  윤아르떼 상하이 (상해, 중국) 

카이노스 갤러리 (코엑스, 서울) 

갤러리 作 (서울) 

2015  今日美術館(금일미술관) 초대전 (북경, 중국) 

선화랑 초대전 (서울) 

2014  N Gallery 초대전 (경기도) 

2013  선화랑 초대전 (서울) 

2012  갤러리 作 (서울) 

N Gallery 초대전 (경기도) 

2011  선화랑 초대전 (서울) 

2010  갤러리 Mouvances 초대전 (파리) 

2009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초대전 - 오로라와 자연의 조화전 (경기도) 

갤러리 作 (서울) 

N Gallery 초대전 (경기도) 

2008  선화랑 초대전 (서울) 

2007  Societe National des Beaux-Arts Hommage 영예대상 수상 특별초대전 (까루젤 루브르, 파리) 

갤러리 Mouvances 초대전 (파리) 

2006  선화랑 초대전 - 30회 개인전 기념전 (서울) 

2005  현대아트 겔러리 초대전 (서울) 

서종화랑 초대전 (서울) 

2004  갤러리 율 초대전 (경기도)  

2003  MAC 2000 초대전 (그랑빨레, 파리)  

2002  C.H.U. DE BICETRE 화랑 초대전 (파리) 

2001  박영덕 화랑 초대전 (서울)  

2000  조지 메이슨 대학교 초대전 (워싱턴)  

1999  백송 화랑 초대전 (서울) 

1998  Chevy Chase 화랑 초대전 (워싱턴)  

워싱턴 한국 문화원 초대전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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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tz Champs Elysees 화랑 (파리)  

아카데미 아트 갤러리 초대전 (파리)  

1997  유나화랑 초대전 (서울)  

Charlemagne 화랑 초대전 (파리)  

프랑스 에비앙시청 Palais des Congres 초대전 (프랑스)  

1996  유나화랑 초대전 (서울) 

실비 갤러리 초대전 (파리) 

스페니무어 세지필드시 초대전 (영국)  

1995  아카데미 아트 갤러리 초대전 (파리)  

1994  갤러리 신현대 초대전 (서울)  

1992  인화랑 초대전 (서울)  

1989  Simon's 갤러리 초대전 (샌프란시스코)  

1984  Simon's 갤러리 초대전 (샌프란시스코)  

1981  계원화랑 초대전 (서울)  

1978  Louis Soulanges 갤러리 초대전 (파리)  

1976  Louis Soulanges 갤러리 초대전 (파리) 

 

｜단체전 (400회 이상)｜ 

2018 Salon 2018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Comparaisons Art Capital (그랑빨레 파리) 

KIAF 2018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40주년 기념전) 

N Gallery 초대전 (경기도) 

2017  Singapore Contemporary Art Fair (윤아르떼, 싱가포르) 

Salon 2017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Comparaisons Art Capital (그랑빨레 파리) 

아틀리에 Story – 현대미술의 거장 14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프랑스의 거장 7인전 – Palmer & Co (쌈파뉴, 프랑스) 

KIAF 2017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40주년 기념전) 

2016  Salon 2016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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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Asia Contemporary Art Show Hong Kong 2016 (아시아 현대미술전, 홍콩) 

KIAF 2016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7인 7색 홍익대학교 와우몽 50주년 기념전 

2015  Salon 2015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Asia Contemporary Art Show Hong Kong 2015 (아시아 현대미술전, 홍콩) 

KIAF 2015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창원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전 (창원시청) 

2014  Salon 2014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KIAF 2014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홍익미술 루트전 (조선일보사) 

2013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아트페어 (선화랑, 서울) 

홍콩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갤러리 作 (홍콩) 

Salon 2013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KIAF 2013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화랑미술제 (서울 코엑스, 선화랑) 

현대미술 루트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2012  Salon 2012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KIAF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화랑미술제 (서울 코엑스, 선화랑) 

현대미술 루트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여류화가 40주년 100호전 (예술의 전당, 서울) 

여류화가 3인전 (유로 갤러리, 서울) 

홍콩 아트페어 (갤러리 作, 서울) 

http://www.ngallery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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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화대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2011  화랑미술제 (서울 코엑스, 선화랑) 

KIAF (국제아트페어, 서울 코엑스, 선화랑)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Salon 2011 SNBA (까루쎌 루브르박물관, 파리) 

현대미술 루트전 (예술의 전당, 서울) 

여류화가전 (포스코 휘목 미술관) 

2010  Korean Art Show in New York (뉴욕) 

화랑미술제 (부산 벡스코, 선화랑) 

서울 아트 페어 (서울 코엑스, 作화랑) 

콜시카 깔비시청 초대전 (콜시카, 프랑스) 

홍익 아트 페어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Salon 2010 SNBA (까루쎌 루브르 파리) 

2009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남송의 봄전 (남송미술관) 

남송 국제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서울 아트 페어 (서울 코엑스, 유로 갤러리) 

화랑 미술제 선화랑 (부산 벡스코) 

Salon 2009 SNBA (까루쎌 루브르 파리) 

한국 국제아트페어 선화랑 (코엑스 서울) 

홍익 여류화가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8  Brive-La-Gaiuarde Chapelle Saint-Liberal (프랑스) 

CHAMALIERE Galerie dArt Contemporaim (프랑스) 

LORREZ-LE-BOCAGE Espace ARTEVIE (프랑스) 

한불초대전 (파리) 

Salon 2008 SNBA (까루쎌 루브르) 

존재-열정의 공간전 (겔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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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현대미술 서정의 공간전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남송의 봄전 (남송미술관) 

한불작가전, 현대작가초대전 (N화랑) 

한국구상대전 (예술의 전당) 

KIAF 선화랑 (코엑스) 

남송 싸롱도돈느 국제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화랑 미술제 선화랑 (부산 벡스코) 

2007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싸롱 도돈느 (그랑빨레 파리) 

남송 국제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서울 아트페어 선화랑 (예술의 전당) 

서울 오픈아트페어 유로겔러리 (코엑스) 

한국 국제아트페어 선화랑 (코엑스) 

여류화가전, 홍익전-다른 그리고 닮음전 (라메로화랑) 

파리와의 랑데부전 (엠로리아 겔러리 서울) 

2006  싸롱 2006 SNBA (까루쎌 루브르 파리) 

Comparaisons (그랑빨레 파리) 

선화랑 개관 30주년 초대전 (서울) 

여류화가전, 홍익전-공간 그리고 여성전 (서울겔러리) 

화랑미술제 선화랑 (예술의 전당) 

여류화가 10인 쇼몽시 초대전 (프랑스 쇼몽) 

작은 것이 아름답다전 (성남아트센터) 

2005  Salon 2005 SNBA - 금상수상 (까루쌜 루브르 파리) 

음악과 그림초대전 (가일미술관) 

여류화가전, 홍익전 (서울시립미술관) 

제 18회 Salon de Printemps (프랑스 Vendee) 

화랑미술제 서종겔러리 (예술의 전당) 

한국미술의 오늘전 (남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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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alon 2004 SNBA (까루쎌 루브르 파리) 

Arts en Capital Salon Comparaison (그랑빨레 파리) 

서울아트페어 홍익전 (서울) 

남송미술관 개관 초대전 (가평)  

2003  Salon d'Automne (그랑빨레 파리) 

Salon 2003 SNBA (까루쎌 루브르 파리) 

홍익전-한국의 미 모색전 (인사아트프라자) 

여류화가전 (서울겔러리) 

2002  MANIF전 (예술의 전당)  

Salon 2002 SNBA (까루쎌 루브르 파리) 

여류화가전, 홍익전 (예술의 전당)  

2001  Chicago Art Fair (시카고) 

미술협회전 (예술의 전당) 

여류화가전, 홍익전 (예술의 전당) 

2000  아세아현대미술전 (도쿄) 

미술협회전 (서울) 

1997  아세아 현대미술전 (난칭) 

홍익전 (서울) 미술협회전 (서울) 

1996  재불 한인예술제 (파리) 

1995  싸롱 그랑 에 쥔느 오쥬르디, 그랑빨레 (파리)  

여류화가전, 홍익전 (예술의 전당)  

르 싸롱 (그랑빨레 파리) 

싸롱 도돈느 (그랑빨레 파리)  

싸롱 앙데팡당 (그랑빨레 파리) 

다양성의 공유 초대전 (갤러리 시몬) 

경희대 미술 초대전 (예술의 전당) 

아름다운 서울전 (시립미술관) 

1993  홍익전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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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류화가회전 (예술의 전당) 

르 싸롱 (그랑빨레 파리) 

싸롱 도돈느 (그랑빨레 파리) 

싸롱 앙데팡당 (그랑빨레 파리) 

대한민국 종교초대전 (예술의 전당)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한국미술협회전 (미술회관) 

1992  여류화가전, 홍익전 (예술의 전당) 

대한민국 종교초대전 (예술의 전당)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한국미술협회전 (미술회관) 

1991  한불작가전 (파리) 

여류화가전, 홍익전 (예술의 전당) 

대한민국 종교초대전 (예술의 전당)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한국미술협회전 (미술회관) 

1990  홍익전 (예술의 전당)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한국미술협회전 (미술회관) 

1988 한국미술협회전 (미술회관)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1987  홍익전 (미술회관)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1986  한불작가전 (파리)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1985  한불작가전 (파리)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여성근로회관 건립전 (새로나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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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류화가전, 홍익전 (미술회관)  

1984  제 12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목우회전 (국립미술관)  

홍익전 (미술회관)  

기독교 미술가 협회전 (서울갤러리)  

1983  제 11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기독교 미술가 협회전 (서울갤러리)  

홍익전 (미술회관)  

목우회전 (국립미술관) 

1982  여의도 미술관 초대 10인전 (여의도 미술관)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홍익전 (미술회관) 

제 10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1981  제 9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현대미술회관 건립 초대전 (춘추화랑)  

제 30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CIVITAN 롯데화랑 초대전 (롯데화랑)  

기독교미술가협회전 (서울갤러리)  

1980  제 8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제 16회 한국미술협회회원전 (미술회관)  

대학교수전 (대전시민회관)  

제 29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전 (국립현대미술관)  

1979  제 2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전 (국립현대미술관) 

제 7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세계 PATA총회 초대전 (세종대학) 

1978 제 27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제 14회 한국미술협회전 (미술회관) 

제 6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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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제 13회 한국미술협회전 (현대미술관) 

1977  제 5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여성근로회관 건립 초대전 (새로나백화점) 

1976  제 12회 한국미술협회전 (현대미술관)  

제 4회 여류화가회전 (미술회관)  

원폭피해자 소품초대전 (미도파화랑) 

제 25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1975  제 3회 여류화가회전 (현대미술관) 

제 3회 한일미술교류초대전 (일본 오사카 예술대학교) 

1974  제 2회 여류화가회전 (현대미술관) 

스케치 초대전 (미도파화랑) 

1973  한국여류화가회전 (신세계화랑)  

1972  제 8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국립현대미술관) 

1967  제 16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1964  제 1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1963  제 1회 목우회전(국립현대미술관) 

제 1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1962  제 1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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