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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Young  

 

학 력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2015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 졸업 2013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2009  

 

개 인 전 

2015 안구조작의 기술 (영은미술관, 경기도) 

2014 두 눈으로 본 그림 (아트팩토리, 경기도) 

2013 두 눈으로 본 그림 (윤 디자인 연구소, 서울) 

2012 두 눈으로 본 그림 (이랜드 문화재단, 서울) 

Stereoscopic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망막에 비친 그림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2009 불러다 준 그림 (구올 담 갤러리, 인천)  

Mind content (소헌 컨템포러리, 대구) 

 

단 체 전 

2016 cote&trois (앤갤러리, 분당) 

인천아트플랫폼 6 기 작가 결과보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Real Eyes (Gallery CAUTION, 일본, 도쿄) 

2015  되돌아보는 발자취(영은미술관, 경기도) 

 군산 레지던시 창작 페스티발(군산시청, 군산) 

 인천아트플랫폼 6 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視 界 (아트팩토리, 서울) 

 읽어요 그럼 보여요(글과 그림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나는 우리, 우리가 그리는 안식처 (아트팩토리, 서울)  

7 회 아트로드 77 (아트팩토리, 헤이리)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 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Time Machine (겸재정선 미술관, 서울) 

2014 진경공원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창작의 내일(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 서울)  

대구아트페어특별전 (대구의 젊은 시선 10人) 

 예술로 Burn:짐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두근두근 인천산책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Residence Program 2014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화이부동和而不同 (공평아트센터, 서울)  

 회화정신 (대구대학교 갤러리, 경북)  

 Design Art Fail 2014 (한가람미술관 7 전시장, 서울)  

 6 회 아트로드 77 (아트팩토리, 헤이리)   

 MONO(观物) (Shun 갤러리, 상해)  

 INTERSECTION (Spielplatz Hahn, 서울) 

 대구대학교발전 기금마련 동문초대전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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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 ‘ 텅 빈’ 우정의 시작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신진 작가전 (일현미술관, 강원도)  

 Neo-Inscription (아트스페이스 H, 서울) 

 청마시대 (롯데갤러리 본점, 서울)  

 행복 나눔 특별전(아트스페이스 H, 서울) 

2013 나에게 보낼 그림들 (유네스코에이포트)  

 거북이 걸음 정기전(예술의 전당 B1 7 갤러리, 서울) 

 백령도-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3 인 3 색 (Spielplatz Hahn, 서울)  

 YMCA (갤러리 이마주, 서울)  

 Car Story (아트팩토리, 헤이리) 

 The Metamorphosis (Shun 갤러리, 상해)  

 Small Masterpiece (롯데갤러리, 서울) 

 마음의 여백에 작은 꽃씨 하나 (국회의원회관 갤러리. 서울) 

 Addis Ababa (N 갤러리, 분당)  

 Moving Mind (빛 뜰 갤러리, 분당)  

 성신 난우·난원전 (한중문화원, 인천)  

 

2012 인천 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물 위의 경계’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11 245 & 386 (공평아트센터, 서울)  

인천, 터키 현대미술 국제 교류전(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2010 Fn art Vision Award (세종문화예술회관, 서울)  

2009 Exposition d’Art Contemporain “dpi” (파리, 프랑스)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5 인천아트플랫폼 6 기 장기입주 (인천)  

2014 ~ 2015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중기입주 (경기도) 

2014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Artist Residence Program 단기입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14 인천아트플랫폼 5 기 중기입주 (인천) 

2013 Rising School Young Artist 1 개월 단기입주 (일현미술관, 강원도) 

2009 대구 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 6 개월 중기입주 (대구) 

2009 l'espace des arts sans frontieres 3 개월 단기입주 (파리, 프랑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인천문화재단, 이랜드문화재단, 삼공제약, 영은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