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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7

명지대학교, 아동학 박사

2000

세종대학교, 미술학 석사

198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미술교육 수료

1984

덕성여자대학교, 응용미술과, 서울교육대학

개인전
2016

<251_Ellipsis>, 갤러리 피치, 서울

2015

<Drawings>, Chalet, 용인
<393_Ellipsis>, 인스턴트루프, 서울

2014

<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마침내 말없음표(......)>, 김중업박물관, 안양

2013

<틈 : 12>, 갤러리 비원, 서울
<틈 : 12>, 사진전 및 출판 기념회, 어반소울, 서울

2011

<틈>,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5

<틈 : 생명>,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3

<틈 : 생명>,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1998

<발굴 : 섬>, 토탈미술관, 경기도 장흥

1997

<발굴 : 틈>, 관훈갤러리, 서울

1995

<틈>, 갤러리 터, 서울

단체전
2016

<섬유미술 13인전>, 박을복자수박물관, 서울

2013

<무브>, PHY Gallery, 서울

2001

<20인의 섬유조형전>, 우덕갤러리, 서울
<서울섬유미술제>, 우덕갤러리, 서울

2000

<짚풀아트전>, 부천시민회관, 부천

1998

<겨울대성리전>, 대성리
<죽산국제예술제>, 죽산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7

<4회 문양의 탐색>, 관훈갤러리, 서울

1996

<요르단 국왕초청 특별전>, 로얄컬쳐센터, 아만, 요르단
<한국조각의 비약전>, 코스모스갤러리, 서울
<3회 문양의 탐색>, 관훈갤러리, 서울

1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국립미술관, 몽골
1995

<한국작가초대전>, 오클랜드컨벤션미술관,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독립 4주년 기념 타쉬겐트전>, 타쉬겐트예술의 전당, 우즈베키스탄
<설악국제비엔 날레>, 설악프라자패밀리타운, 속초
<운미회전>, 덕원미술관, 서울

1994

<제 4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갤러리 신미술 개관 초대전>, 갤러리신미술, 서울
<중국 사천성장 한국작가초대전>, 사천성미술관, 중국
<제 3회 종이미술전>, 예술의전당, 서울
<설악자연미술제>, 설악리조텔, 속초
<문양의 탐색>, 운현궁미술관, 서울
<공간과 공간 : 소통의 회복전>, 소나무갤러리, 서울
<제 3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1993

<11회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우즈벡공화국 독립 2주년기념 한국작가초대전>, 타쉬겐트국립예술의전당, 우즈베키스탄

1992

<제 5회 섬유조형의 장>,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1989

<제 4회 섬유조형의 장>, 시립미술관, 서울

1987

<제 3회 섬유조형의 장>, 경인미술관, 서울

기타
프로젝트 K2LC
수상 & 선정
2014

안양문화예술재단, Line up Artists in ANYANG

2003

제 3회 한국종이예술전 은상,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출판
2017

251_Ellipsis, 전시도록, 총 130 페이지 (ISBN 979-11-87835-01-1)

2014

393_Ellipsis, 아트북, 총 88에디션 (ISBN 978-89-966013–5)
2014 Line up Artsits in Anyang, 전시도록, 총 48페이지 (ISBN 979-11-953148-0-5)

2012

틈 Crack : 12, 총 178페이지 (ISBN 978-89-966011-2-8)

2011

Lee Younghee, 마스터 카탈로그, 총 168페이지 (ISBN 9788996601111 0360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