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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용｜KIM, Wonyo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논문/ “한국 장승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미술학과(조각전공) 졸업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 역임(2004~2007) 

현)한국미술협회. 고양조각가협회. 조각그룹 광장회원.  

Artrooms London&Seoul 운영본부장 

(주)디자인 반디 대표 

 

｜개인전｜ 

2012.09 갤러리 아리오소 초대개인전“MEMORY" ,울산 

2012.05 저작걸이전”문학과 예술의 만남”기획 초대전,한가람미술관,서울 

2010,09 갤러리 SO 초대전 (Gallery SO),서울  

2010,05 Moment전(인사아트센터),서울 

2002,07 김원용 야외 조각 초대전(세종문화예술회관 야외 전시장),서울 

 

｜아트페어｜ 

2017 상하이 아트페어, 중국 

2016 CONTEXT NEW YORK 미국 ,뉴욕 

2016 ART WYNWOOD 미국 

2016 SCOPE NEW YORK 미국  

2015 SCOPE ART MIAMI 미국 

2015 Battersea Affordable Art Fair,영국, 런던  

2015 Seoul Affordable Art Fair, 서울, DDP알림1,2관 

2014 Selection Art Basel, Swizerland Basel(Leonhard Ruethmueller) 

2013 Art Ulm, Ulm 독일 

2012 Art Edition, COEX,서울 

2012 Selection Art Basel, Swizerland Basel 

2011 Art by Geneve,Palexpo, 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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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rt Karlsruhe, 독일 칼스루에 

2011 KIAF , 서울 COEX 

2010 Art Miami (Leonhard Ruethmueller), 미국 마이애미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9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조동모서”,(화성 사강시장),경기 

 

｜주요그룹, 초대전｜ 

2018 Art Korea London2018, Ledam Art gallery, 영국, 런던 

2017 Art Korea London2017, Ledam Art gallery, 영국, 런던 

2017 ARTROOMS LONDON,  Mellia white Hotel, 런던 

2017 대한민국 현대미술 초대작가전,스페이스 나무갤러리,경남 양산 

2016 확장의 흔적전, 이정아갤러리, 서울 

2016 광장조각회 정기전, 관훈갤러리, 서울 

2015 “WHO ARE YOU” FACE 전,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기획전, 천안 

2015 광장조각회 정기전, 한전 아트센터, 서울 

2014 GS칼텍스 예울마루 개관2주년 기념전“사람과 사람들전” 

2014 조각그룹 광장전,경희궁 미술관 

2014 전주조각회전, VM아트미술관 

2012 “A magic moment” 스위스 바젤, Swizerland Art center Hall33 

2012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여수 

2011 양평군립미술관 개관전(양평 군립미술관) 

2011 Korean Collective Basel2011 , (Leonhard Ruethmueller Contemporary Art) ,스위스 바젤 

2011 전북 미술의 오늘 (전북 도립 미술관 서울관), 인사아트센터 지하1층 , 서울 

2011 GOOD TIME전 (구로아트벨리),서울 

2011 GOOD TIME전 (안동 예술의 전당),안동 

2011 21C를 소통하는 현대조각전(갤러리 올),서울 

2010 송도 조각 페스티벌(송도 커넬워크), 인천 

2010 영우회전(양천구청 문화회관),서울  

2010 구산동 오픈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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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고양 야외조각축제(일산 호수공원) 

2010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한.중.일 극사실 조각전(부산시청 전시실),부산 

2010 가평야외조각 심포지움 조각초대전(가평 이화원),경기 

2009 성남 야외조각 축제, 경기도 성남 

2009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울산 문화예술회관),울산 

2009 조각그룹 광장전(세종문화예술회관 갤러리),서울 

2009 디지털 문화와 현대 조각전(SAT갤러리),서울  

2008 아산 국제조각 심포지움 야외 조각초대전, 아산 

2008 부천 현대조각 협회초대전“놀이 덤블 속으로”(부천시청),경기 

2005 조각그룹광장전(세종문화예술회관),서울  

2004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한국미술의 소통전(단원미술관),안산 

2004 전주대학교 교수작품전(전주대 미술관),전주 

2004 경기북부 지역작가초대전(경기도 제2청사),의정부 

2004 도시환경과 조형의 탐색 전(백송화랑),서울 

2003 고양현대미술제 청년작가 초대전(고양 꽃 전시관),일산 

2003 오늘의 흐름 전(호수갤러리),일산 

2003 고양 야외 조각 축제 - Street Furniture전(미관광장),일산 

2003 전국조각가 협회전(소리문화의 전당),전주 

2002 유연한 움직임 - 숨전(홍익대학교 미술관),서울  

2002 한국미술 - 50인 작가 초대전(청원문화예술관),일산 

2002 고양 야외 조각 축제 - Street Furniture전 (일산) 

2002 미술세계 대상전-입선- (세종문화예술회관),서울 

2002 고양미협전(고양 세계 꽃 박랍회장),일산 

2001 전국조각가 협회전(광주시립미술관) 

2000 전국조각가 협회전, 공평아트센터(서울) 

2000 용두국제 환경미술제,금화랑(부산) 

2000 조각의 언어로 표현한 자연 전, 목암미술관(경기도) 외다수그룹, 초대전 참여 

 

｜작품소장｜ 

단원 조각공원, 안산 / sh공사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상징조형물(가든 파이브),서울 / 울산 중구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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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문화예술의전당,울산, 중구 / 현대중공업 교육개발원. 울산 / 도시공사 청량율리보금자리주택 

미술작품, 울산 / 양산 평산동 삼한아파트 미술작품, 경남 양산 / Atlas Partners, LLC ,시카고 / 창원 

메종드테라스 미술작품 / 양산 교동 월드메르디앙 에뜨젠 미술작품 / 양산KCC스위첸 미술작품 / 울산 

세영이노7 지식산업센터 미술작품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 미술세계 대상전 특선,입선 /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 전국 춘향미술대전 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