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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Kim Byungjin) 

 

수원대학교 조소과 졸업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2 ‘Continuous Monologue’,비앙 갤러리, 서울  

2011 'framing effect', 갤러리 진선, 서울  

2009 '선으로 만든 세상', 김현주 갤러리, 서울  

2009 '선으로 만든 세상', Times Art Gallery, 타이페이  

2009 '선으로 만든 세상', 리앤박 갤러리, 헤이리  

2008 '공간을 그리다', 인사아트센터, 서울  

 

수상경력  

2007 청계천 문화의다리 성금활용 야외 조각 공모전, 장려상  

2007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우수상  

2006 1 회 포스코 스틸아트, 우수상  

2006 대학.대학원 조각대전, 우수상  

2005 강원랜드 조각공원 공모, 장려상  

2004 제 40 회 경기미술대전, 우수상  

2004 동아미술대전, 특선  

 

작품소장 (개인소장 제외)  

서울시립 미술관/경기도 미술관/국립 현대 미술관/포항 시립미술관/영은 미술관  

북서울 꿈의 숲 미술관/강원랜드 조각공원/세계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인제 내린천 조각공원/인천문화재단/수원지방법원/삼성생명/신세계/다우기술  

포스코본사/메타폴리스/아트벨리/대명리조트/리솜리조트/팔레스호텔/파라다이스호텔  

콘나드호텔/IFC 국제금융센타/ 만다린 오리엔탈호텔홍콩/대우청라푸르지오  

 

레지던시 및 지원금  

2011 영은 미술관 8 기 입주작가  

2009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부문 수여  

2006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부문 수여  

 

기획전 및 단체전  

2012 Tasteutopia-맛을 그리다,LOTTE GALLERY,대전  

2012 도어즈아트페어, 임피리얼호텔, 서울  

2012 KIAF,Coex, 서울  

2012 어른들의 장난감,서호미술관, 서울  

2012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 서울,웨스턴 조선, 서울  

2012 Pre open-Qultagh,ADAMAS253 갤러리,경기도 헤이리  

2012 맛의나라,양평군립 미술관, 경기도 양평  

2012 아트로드 77,헤이리 경기도  

2012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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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 홍콩,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홍콩  

2012 하늘을 드로잉하다,가든파이브, 서울  

2012 한국미술의 흐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김병진,이채일 2 인전,표사우스, 서울  

2011 ‘시월의고백’,터치아트, 경기도  

2011 Tokyo Frontline 아트페어, Tokyo  

2011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2011 KIAF,Coex, 서울  

2011 HOPE & love wave,노암갤러리, 서울  

2011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하얏트호텔, 서울  

2011 아트에디션,SETEC, 서울  

2011 Art Fair Kyoto, Kyoto  

2011 서울리빙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11 도어즈아트페어, 서울  

2011 Ryhtmic chair,이도갤러리, 서울  

2011 대구아트페어,Exco, 대구  

2011 'Fashion-Desire various viewpoints',가모갤러리, 서울  

2010 The Multiple 전,표사우스, 서울  

2010 알록달록 꿈의공장전,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0 Sh 컨템포러리,Shanghai Exhibition Center, 상하이 중국  

2010 KIAF,Coex, 서울  

2010 도심속에 예술프로젝트,인천문화재단, 인천  

2010 아트로드 77, 경기도 헤이리  

2010 대구아트페어,Exco, 대구  

2010 경기도의 힘,경기도미술관, 경기도  

2010 청담미술제,피치갤러리, 서울  

2010 Art Edition,Bexco, 부산  

2010 신년하례 2010,갤러리 K, 서울  

2010 보물찾기,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0 life is life, 남송미술관, 경기도  

2010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하얏트호텔, 홍콩  

2010 New york Art Expo,Pier94, New york  

2010 젋은작가 콜렉션,갤러리 진선, 서울  

2010 서울오픈 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10 맛있는 그림,안양롯데갤러리, 안양  

2010 아트광주,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2009 KIAF,Coex, 서울  

2009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개관전, 서울  

2009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그랜드 하얏트호텔, 서울  

2009 아트가든-리크리에이션,세종문화회관, 서울  

2009 4walls 갤러리 개관전,4walls 갤러리, 서울  

2009 Ravenelart Autumn Auction 2009, Taipei  

2009 Aure 전,신라호텔, 서울  

2009 서울오픈 아트페어,코엑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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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아트로드 77 아트페어,헤이리, 경기도  

2009 Art of arcitec 필립스,갤러리 진선, 서울  

2009 서울아트살롱,AT 센터, 서울  

2008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2008 '건축-archetype'전,관훈 갤러리, 서울  

2008 KIAF,코엑스, 서울  

2008 선으로 만드는 세상,더 컬럼스 갤러리, 서울  

2008 서울오픈 아트페어,코엑스 인도양홀, 서울  

2008 대한민국 신진우수 작가전,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2008 'Play it Cool',김현주 갤러리, 서울  

2008 경생원 공공미술 프로젝트,경생원, 서울 ,  

2007 청계천 창작스튜디오 개관 기념전, 서울  

2007 '도심-자연-인간 속 예술'전,서울문화재단, 서울  

2007 한.중 조각 국제교류전,심양미술관, 중국  

2007 '그들이 도심에 나타나다'전,서울 문화재단, 서울  

2007 'Time after time'전,수원미술관, 수원  

2007 '미술관 속 동물원 산책'전,목암 미술관, 경기도  

2006 포스코 스틸아트 수상작가전,포스코 미술관, 서울  

2006 '798 을 가다',3818cool 갤러리, 베이징  

2006 '아티스트 가든',김해미술관, 김해  

2001-2005 년 그 외 다수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