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 한국 구상 조각회 , 한국 조각가협회 , 대전 조각가 협회, 대전시 초대작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수상

2019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미술평론가상

2015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2013 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

2013 GIAF 입체부문 대상

 



Lion

122x270x180cm 2019

스테인레스에 우레탄도장



Deer

47x64x80cm 2019 

스테인레스에 우레탄도장



現) 한국 구상 조각회 , 한국 조각가협회 , 대전 조각가 협회, 대전시 초대작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수상

2019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미술평론가상

2015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2013 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

2013 GIAF 입체부문 대상

 

Deer

47x64x80cm 2019 

스테인레스에 우레탄도장



Deer

100x60x140cm 2019

스테인레스에 우레탄도장



PLASTIK - DEER 
80x100x130cm plastic chair, 

steel 2015











2020. 10.09~ 2020.11.29

SOLO EXHIBITION





Brand Collabo



2019 화랑미술제 [coex / 서울]

         업사이클동물원 [업사이클 아트센터 / 광명]

         대전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대전 시청 광장 / 대전]

         구상조각회 정기전 [kepco아트센터 / 서울]

         조형아트서울 [코엑스 / 서울]

         한국조각가협회 정기전 [달성군청 / 대구]

         눈이 번쩍 왕십리 전 [왕십리 역 광장 / 서울]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파르나스 호텔 / 서울]

         대한민국미술대전 [안산예술의전당/ 안산]

         애니멀 바캉스 전 [성산아트홀 / 창원]

         ART HOME STYLING [갤러리 오 / 서울]

         논산청년작가초대전 [논산문화원 / 논산]

         KOREAN UPCYCLE ART FRONTIER [DESIGNERS’S OPEN / 독일 함브르크]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 [청주시 일원]

         KIAF [코엑스 / 서울]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 [MBC / 춘천]

        서울국제 조각페스타 [한가람 미술관 / 서울]

         크라운 해태 야외전시 [해태제과공장 / 대전]

        서울아트쇼 [코엑스 / 서울]

        겨울 사슴전 [양평 군립미술관 / 양평]

        K옥션 자선 프리미엄 경매 [K옥션 / 서울]

        씨마크 호텔 전시 [씨마크 호텔 / 강릉]

2020 갤러리위 개관전 [갤러리위 / 용인]

          현대백화점 팝업전 [현대백화점 / 압구정서울]

          바디프랜드x김우진 [바디프랜드 / 서울도곡타워]

          k옥션 2월 프리미엄경매 [k옥션 / 서울]

          평창평화포럼 특별전 [알펜시아컨벤션센터 / 평창]

          화랑미술제 [코엑스 / 서울]

          k옥션 1월 프리미엄경매 [k옥션 / 서울]

          바다에서 온 업사이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광명]

          인천 서구 공공미술프로젝트 [인천 서구일대 / 인천]

          드라마 “하이에나” 작품협찬

          k옥션 5월 프리미엄경매 [k옥션 / 서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드라마 "싸이코지만 괜찮아"작품협찬

          세미원 야외전시 [세미원 / 양평]

          조형아트서울 [코엑스 / 서울]

          BAMA [벡스코 / 부산]

          춘천 MBC 야외조각 초대전 [춘천MBC / 춘천 ]

          대만 원아트타이페이 [대만 셔우드 호텔 / 대만]

          현대백화점 특별전시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 서울]

          KIAF [온라인 뷰잉룸]

개인전

2020 인공된 자연 [청주현대백화점 / 청주]

           CONJURED UTOPIA [IFC SEOUL / 서울]

2019 우리들의 유토피아 [고트빈갤러리 / 대전]

2018 알록달록 꿈의 콜라쥬 [갤러리마크 / 서울]

2017 김우진 개인전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

2016 논밭위의 미술관 [야외전시 / 충남 논산]

          Plastic story [DDG 갤러리 / 성남]

          사육사의 꿈 [lottegallery / 대전]

2014 Same memory but different feeling [미부아트센터 / 부산]

2013 Lost Memory#1 [NOAM Gallery / 서울]

         Lost Memory#2 [EDA Gallery / 서울]

         PLASTIK [HNU Galley / 대전]

브랜드 콜라보

RAWROW(로우로우), MIFFY(미피), LACOSTE LIVE(라코스테라이브),

ZENTLE MONSTER (젠틀몬스터)



01058457290

director@theo20.com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주식회사 띠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