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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진 (李仁鎭, LEE IN CHIN) 

 

학력 

1982.3~1984.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전공) 졸업 

1984.3~1986.2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졸업 (석사논문-식염류 도자에 관한 연구) 

 

경력 

1981 경기도 이천군 수광리 한영 도방 연수 

1986.3~1987.12 일본 오까야마 비젠시 후지와라.유 도예공방 연수 

1988.3~1991.3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연구원 

1990.3~1991.6 홍익대학교 도예과 강사 

1991.8~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유리과 교수 

2011.3~2012.2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소장 

2012.5~2013.12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감독 

 

개인전 30 회 

2013 30 회 이인진 개인전 (스페이스두루, 서울) 

2012 29 회 이인진 개인전 (지앤아트스페이스, 경기도) 

2012 28 회 이인진 도예전 (Mindy Gallery, 미국) 

2012 27 회 이인진 도예전 (leenlee3130gallery, 미국) 

 

초대전/단체전 

2013 

중국경덕진국제도예전 (경덕진, 중국) 

인천건축문화제 건축도자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8 인의 달항아리전 (스페이스두루, 서울) 

Togeter 전 (갤러리포, 부산) 

Generation 전 (HOMA, 서울) 

심천예술박람회 (산바오화랑, 경덕진, 중국) 

Cross Over 전 (밀알미술관, 서울) 

아시아현대도예 신세대교감전전 (아이치현립도자미술관, 일본) 

한국현대도예가회 특별전 (부안청자박물관, 부안) 

산바오국제생활도자예술전 (산바오화랑, 경덕진, 중국) 

 

2012 

Cross Over 전 (밀알미술관, 서울) 

프리즘(Prism)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이인진, 이영호 2 인전 (갤러리세인, 서울) 

제 19 회 한국현대도예가회 정기전 (이천세라믹스창조센터, 이천) 

홍익대 중진작가 교수전(HOMA, 서울)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본전시_오늘의 공예전 (청주문화산업단지, 청주) 

아시아현대교류전 (불산 스완도자미술관, 중국) 

이인진 & 자넷드부스 2 인전 (정소영식기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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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West Ceramics Collaboration V (University of Hawaiʻi, 하와이)  

酒邊- 아시아 현대도예교류전 (이도갤러리, 서울) 

2010  

이천세계도자센터 기획전 Mix up - 遊幸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IAC 파리총회 한국현대도자특별전 (파리, 프랑스) 

신세대교감전 (홍익대현대미술관, 서울) 

Life in Ceramics: five contemporary Korea Artist (UCLA Folwer museum, 미국) 외 다수 

 

Workshop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도자워크샵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도자워크샵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East-West Ceramics workshop (university of hawai'l at manoa) 

2004 아시아 5 개국 대학원생 초청 workshop (university of hawai'l at manoa) 

2003 korea/Hawi'i Ceramics Student Workshop  

2002 경덕진 삼보 도예연구소 초대 Workshop (경덕진 삼보 도예연구소) 

불산 국제 도예 Workshop (Foshan Sculpture Academy) 

Long Beach 여름 초대작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2001 2001 년 동양도자 워크샵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경기도) 외 다수 

 

수상경력 

1989 제 9 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 대상수상 

1987 제 7 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 특선수상 

1984 제 4 회 서울신문사 도예공모전 특선수상 

1983 제 1 회 서울 미술전 특선 수상 

1978 뉴 포토비치 이벨상 수상 및 사이프러스 대학 미술전 대상 수상 

1977 라구나비치 미술대학교상 수상, 리오상 수상, 아메리카 은행 업적상 수상 

 

작품소장 

츠시시박물관(중국) / 중국국립미술관 / 대영 박물관 (런던,영국) /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런던,영국) / Royal Mariemonte Museum (벨지움) 

국립 호주 미술관 (호주) / 불산박물관(중국) / C.S.U.L.B 갤러리 (미국) / 광주 조선관요미술관 / 

밀알미술관 / 아주미술관 / 서울 프레스 센타(서울)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