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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Shin, Dong Won 

 

2001 Cranbrook Academy of Art(MFA), 미시건, 미국 

1998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디자인과 도예전공 졸업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레지던시｜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2013  클레이아크 김해 건축도자 미술관 단기 입주작가 

2010-2012 장흥 아뜰리에 3기 입주작가 

2010  The Clay Studio(필라델피아, 미국) 초청 작가  

2010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오마하, 미국) 입주 작가 

2007-2008 European Ceramic Work Centre(덴 보쉬, 네덜란드) 입주 작가 

2006-2007 국립 고양스튜디오 3기 입주 작가 

2003  John Michael Kohler Art Center(위스콘신, 미국) 입주 작가 

2002  미시건 주립대학교(미시건, 미국) 입주 작가 

 

｜수상 경력｜ 

2018 서울문화재단 전시 지원금 수상 

2014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 발표 지원사업 선정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 수상 

 경기문화재단 우수창작발표 지원금 수상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 수상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시 지원금 수상 

2007 제 1회 인사미술제 우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 수상 

2006 서울문화재단 전시 지원금 수상 

2005 서울문화재단 전시 지원금 수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신진 예술가 전시 지원금 수상 

2003 제 2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공모전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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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국 문화원 전시 공모전 선정 

2002 록키 마운트 아트 센터 공모전 선정 

 Denise Bibro Fine Arts 국제 공모전 선정  

2001 제 1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공모전 입선 

 Partner Scholarship, 필척 유리학교 / 크렌브룩 미술 대학원 

 Kottler Scholarship(Cranbrook Academy of Art) 

2001  Creative Paronage Award(Cranbrook Academy of Art) 

 Honorable Mention, The Horizon Award 2001 of The American Craft Museum  in SOFA 

2000 제 20회 서울 현대도예 공모전 특선 

1998 제 26회 동아공예대전 입선 

1997 제 17회 서울 현대도예 공모전 특선 

 제 25회 동아공예대전 입선  

 대한민국 공예대전 입선 

 

｜개인전｜ 

2018 “당신을 위해 비워둔 자리”, 정부서울청사 갤러리, 서울 

 “landscape", 에이루트, 서울 

2017 “landscape" 63 미술관, 서울  

2016 “the journey", 드웰디카페, 고양시, 경기도 

2015 “日常 - 變奏”, S+갤러리 이태원, 서울 

2014 “on the way home", 갤러리 SP, 서울 

 “delight party", S+ 갤러리, 부산 

2013 “delight party",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큐빅갤러리 제 5전시실, 김해 

2010 “Domestic Era",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서울 

2008 “Dreaming Objects", 갤러리 S, 서울 

2007 “a moment", 국립고양미술스튜디오 전시실, 경기도 

 “신동원 초대전”, 차이, 서울 

 “a moment", 모인화랑(인사미술제), 서울 

2006 “still life: clay",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서울 



 

NGALLERYART.COM 

95, Saemaeu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82 70 7430 3323  

F +82 31 703 5201  
 
 

2005 “상상, 교감-all my wishes”, 갤러리 도스, 서울 

 “In between”, TOS, 서울 

2004 “The Overlooked”, 갤러리 도올, 서울  

2002 “The Overlooked”, 114 Gallery, 미시건 주립대, 미시건, 미국 

 

｜단체전｜ 

2018 “1막 1장”, 서밋 샐러리 서울 

2017 “예술가의 가구”, 신세계 갤러리 인천점 

2016 “2016 아트경기 start up",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현신센터, B2, 국제회의장,  경기 

 “제 24회 국제 현대도예 비엔날레”, Vallauris, 프랑스  

2015 “달빛 머금은 향기 아래서 그대를 품다”, 대백프라자 갤러리, 대구 

 “ROOM life+art+craft”, 갤러리 휴, 싱가폴 

2014 “생생화화”,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청춘예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공예, 안으로 들다”, 갤러리 3, 서울 

 “백자예찬”, 서울미술관, 서울 

 “物質매직”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3 “아트앤쿡-미술을 담다”, 세종문화회관, 서울 

 “envy my home, 갤러리 위, 서울  

2013 “white winter", 앤 갤러리, 분당  

 “신동원, 유용상, 이상민 전”, 리나 갤러리, 서울 

2012 “손으로 빚다: 도예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시각적 플라세보”, 갤러리 에뽀끄, 서울 

 “상차림의 미학:미술, 식탁위에 깃들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전망좋은 방”, 금산 갤러리, 헤이리 

 “힐링캠프”, 가나아트센터, 서울 

 “내방”, 유중아트스페이스, 서울 

 “찰나”, 장흥아트파크 레드 스페이스. 장흥 

 “Reality equals Dream", ION 갤러리, 싱가폴 

2011 “시대정신”,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서울 

 “Art in Life, Life in Art", Sculpture Square, 싱가폴 

 “행복 나누기”, 롯데 갤러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 

 “집을 생각하다: home & house",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김해 

 “빚고 짓다”, 빛 갤러리, 서울 

 “낯설고도 익숙한”, 갤러리 그림손, 서울 

 “쉼 한잔, 미소 한잔”, 리조트 빌라 32, 가평 

2010 “unique & useful,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서울 

 "2010 파이낸셜뉴스미술제-현대미술110인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330인전”, 선화랑, 서울 

 “Must see-Must have", N 갤러리,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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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ents in Between", 벤쿠버 뮤지엄. 벤쿠버, 캐나다  

2009 “couple", 신세계 갤러리(서울, 부산)  

 “행복한 동행”, 갤러리 더 케이. 서울  

 “내 마음의 집 貴家”, 청주 지웰시티 주택문화관, 청주 

 “다색다감”, 갤러리 잔다리, 서울 

 “물질로서의 은유”,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Art & Craft REST in Shinsegae-생활미술 展”, 신세계 갤러리(본점), 서울  

 “인천여성비엔날레”, 인천아트플렛폼, 인천 

 “망막의 진실”, 인터알리아. 서울 

 “Ceramics-Climax",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여의도-뜻대로 되는 그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1층 아트리움 특별전시장, 서울 

 “A Small Fortune", 아트파크, 서울  

2008 “KAMI's Choice: THe Soul of Korean Contemporary Art", 인사아트센터, 서울 

 “up to the minute", 코리아 아트 센터, 부산 

 “Fun! Fun!", N 갤러리, 분당 

 “Prism 2008", 엠포리오 갤러리, 서울 

 “Evolution Space", 양재 아트리움, 서울 

2007 “H! pop", 갤러리 예맥, 서울  

 "2007 과학과 예술의 만남“, AT 센터, 서울 

 “KAMI's Choice, The best of the best 20",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7 “Korean Project", C5 gallery, 베이징, 중국 

 “to the furthest verge", I-MYU Project, 런던, 영국 

 “오픈 스튜디오 3”, 국립고양스튜디오  

 "In touch of the present", Wada Fine Arts, 동경, 일본 

 “Ceramic, skin of Asias", 제 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 세계도자센터, 이천  

 “Surroundings: in & out", 갤러리 인, 서울 

 “NO BOUNDS",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서울 

2006 “SEO + LOVE + MOMORY", 세오 갤러리, 서울 

 “SOFA Chicago 2006", Navy Pier, 시카고, 미국 

 “Collage", 갤러리 진선, 서울 

 “多색多감”, 갤러리 잔다리, 서울 

 “cutting edge", 가나아트센터, 서울 

 “stitch", 충무아트홀, 서울 

 “임진강, 흙, 불”, 더 갤러리, 경기도 

 “세계건축도자전”, 클레이아크 김해, 김해 

 "10 faces of DAKS", 명동 DAKS 플레그쉽 스토어, 서울 

2005 "2005 연동문화축제 현대 미술작가 초대전", 가나의 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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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도자”, 제 3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세계 도자 센터, 이천  

 "ARTS/INDUSTRY: Clay from Molds", A/I Gallery, 위스콘신, 미국 

 'White on White', Elain L.Jacob Gallery(웨인주립대학교, 미시건)/Sub Basement  Art Studios(볼티모

어, 메릴랜드), 미국 

2004 "들숨 / 날숨", 덕원 갤러리, 서울 

 “6595 miles (10614km)”, 네트워크 갤러리, 미시건, 미국 

2003 “제 2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세계도자센터, 이천 

 “Devices”, 갤러리 코리아, 뉴욕, 미국 

2002 “Hand Crafted”, 록키 마운트 아트 센터,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Manifestations; Form & Function”, Denise Bibro Fine Arts, 뉴욕, 미국 

2001 “제 1회 세계 도자 비엔날레”, 세계도자센터, 이천 

 “The Horizon Award 2001” of the American Craft Museum in SOFA, Seventh Regiment Armory,  

뉴욕, 미국  

 “석사학위 청구전”, 크렌브룩 뮤지엄, 미시건, 미국 

 “Michigan Annual XXIX”, 아트 센터, 미시건, 미국 

 “Michigan Fine Art Competition”, BBAC, 미시건, 미국 

2000 “Now+Then”, Forum Gallery, 미시건, 미국 

 “Graftforms 2000”, 웨인 아트 센터, 펜실베니아, 미국 

 “서울 현대 도예 공모전”, 프레스 센터, 서울 

1998 “동아공예대전”, 일민 미술관, 서울 

 “홍익 도작가회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7 “석사학위 청구전”,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공예대전”,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1997 “서울 현대 도예 공모전”, 프레스 센터, 서울  

 “동아공예대전”, 일민 미술관, 서울 

1996 “얼굴전”, 토 아트 스페이스   

 “크리스마스 토 아트 페어”, 갤러리아 백화점, 서울  

1995 “Ceramic Show”,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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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페어 / 옥션  

2017 “아트 부산”, 벡스코, 부산 

2016 “Affordable Art fair”, F1 Pit Building, 싱가폴  

 “KIAF”, COEX, 서울 

 “아트광주 2016”, 아시아 아트센터, 광주 

 “호텔아트페어(AHAF)",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2015 "CONTEXT art miami", 마이애미, 미국 

“KIAF”, COEX, 서울 

“Affordable Art fair”, DDP, 서울 

“Affordable Art fair”, F1 Pit Building, 싱가폴  

2014 “KIAF", COEX, 서울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13 “대구아트페어” EXCO, 대구  

 “KIAF", COEX, 서울 

 “아트쇼 부산”, 벡스코, 부산 

2011 “Curator Project Art Fair".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공간-행복을 담다”, 제 3회 분당 롯데 아트페어, 롯데백화점 분당점, 분당  

 “KIAF", 코엑스, 서울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 홍콩 크리스티, 홍콩  

 "K옥션“ 신사동 K옥션 경매장, 서울  

 “ART Road 77, With Art, With Artist!", 스페이스 희원, 헤이리 

 "K옥션, 사랑나눔경매", 신사동 K옥션 경매장, 서울  

2010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 홍콩 크리스티, 홍콩  

 “KIAF", COEX, 서울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신라호텔, 서울 

 “12th Cutting Edge", 서울옥션스페이스, 서울  

 “SOAF", COEX, 서울 

 “화랑미술제” BEXCO,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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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하얏트 호텔, 홍콩 

2009 “Art Asia Miami 09", 소호 스튜디오 마이애미. 윈우드 컨벤션센터, 마이애미.  

 플로리다, 미국 

 “Pulse Miami 09", 마이애미, 플로리다. 미국  

 “대구 아트페어”, EXCO, 대구 

 “ART Road 77, With Art, With Artist!", 스페이스 희원, 헤이리 

2009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제 4회 신세계 아트페어 그린케익”, 신세계 갤러리(서울, 광주, 부산) 

2008 "Form", Earls Court Exhibition Centre, 런던, 영국 

 “싱가폴 아트페어”, 싱가폴 

2007 "Bridge Art Fair", 런던(영국)/마이아미(미국) 

 “싱가폴 아트페어”, 싱가폴 

 “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남송국제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성남  

 "Hanhai Auction", The Kerry Center Hotel Beijing, 북경, 중국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 홍콩 크리스티, 홍콩  

 “KIAF", 코엑스 태평양, 인도양 홀, 서울 

2006 “아시아 현대 미술 경매”, 홍콩 크리스티, 홍콩  

 “ARTSingapore 2006", 싱가폴 

 “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KIAF", 코엑스 태평양 홀, 서울 

 

｜주요 작품소장｜ 

John Michael Kohler Arts Center(위스콘신, 미국) 

Kohler Co.(위스콘신, 미국)  

이천 세계 도자센터 

클레이아크 김해 건축도자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주)LG 패션 



 

NGALLERYART.COM 

95, Saemaeu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 +82 70 7430 3323  

F +82 31 703 5201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산업은행 

아모레 퍼시픽 뮤지엄 

메이플 비치 골프 & 리조트 

서울 시립 미술관  

녹십자 R/D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