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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효 LEE JaeHyo
학력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수상
2008 베이징올림픽 환경조각 작품전 우수상 수상
2005 일본 효고 국제 회화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02 Sculpture in Woodland Award
2000 김세중 청년 조각상 수상
1998 오사카 트리엔날레 1998 - 조각 대상
문화부제정「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수상
1997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대상
1995 공산미술제 특선
개인전
2018 제 47 회- 모란 미술관, 서울
2017 제 46 회- 소향 갤러리, 부산
제 45 회- Pontone Gallery, London
2016 제 44 회- Madison Gallery, San Diego
제 43 회 - 성남 아트센터, 서울
2015 제 42 회 - M Art Center, Shanghai
제 41 회 - 소향 갤러리, 부산
2014 제 40 회 - 표 갤러리, 서울
제 39 회 - Albemarle Gallery, London
제 38 회 – 객주문학관, 청송
제 37 회 – 분도갤러리, 대구
제 36 회 - M Art Center, Shanghai
제 35 회 - HADA Gallery, London
2013 제 34 회-Ever Harvest Art Gallery, Taiwan, 대만
2012 제 33 회-Madison Gallery, San Diego, 미국
제 32 회-Albemarle Gallery, London, 영국
제 31 회-박여숙 갤러리, 서울
제 30 회-도시갤러리, 부산
제 29 회-HADA Gallery, London, 영국
제 28 회-성곡 미술관, 서울,
제 27 회-Cynthia-Reeves Contemporary, Brooklyn, New York, 미국
2011 제 26 회-Albemarle Gallery, London, 영국
제 25 회-Galeria Ethra, 멕시코
제 24 회-Galerie Noordeinde,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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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회-몽고메리 미술관 특별전, Alabama, 미국
2010 제 22 회-윤 갤러리, 서울
제 21 회-Albemarle Gallery, London, 영국
제 20 회-남포 미술관, 고흥
제 19 회-Kwai Fung Hin Gallery, 홍콩
제 18 회-Cynthia-Reeves Contemporary, New York, 미국
2009 제 17 회-Gallery Sol Beach, 양양
제 16 회-Ever Harvest Art Gallery, 대만
제 15 회-금산갤러리, 도쿄, 일본
제 14 회-Albemarle Gallery, London, 영국
2008 제 13 회-마나스 아트센터, 양평
제 12 회-분도갤러리, 대구
제 11 회-도시갤러리, 부산
제 10 회-Cynthia-Reeves Contemporary, New York, 미국
2007 제 9 회-금산갤러리, 도쿄, 일본
제 8 회-아트사이드, Beijing, 중국
제 7 회-금산갤러리, 파주
2006 제 6 회-마린갤러리, 부산
2005 제 5 회-아트사이드, 서울
2003 제 4 회-갤러리 원, 서울
2001 제 3 회-Vermont Studio Center, 미국
2000 제 2 회-일민 미술관, 서울
1996 제 1 회-예술의 전당, 서울
단체전
2018 Art & Design 2018 ‘The Scent of Wood’, 신세계갤러리
Korean Contemporary, Opera Gallery-Seoul
Infinite Grace’, Waterfall Mansion, 뉴욕
2017 과학 예술 2017:탄소’展, 제주 도립 미술관
Color Spectrum’-섬展, 유리섬 맥아트 미술관
조각의 미학적 변용展, 모란미술관
Wood Works Today, 김종영미술관
2016 North Adams 미술관, Massachusetts
이재효,이재삼 기획 초대전,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2015 KIAF 2015, COEX
광복 70 주년-뉴욕전, Waterfall Mansion, 뉴욕
자선특별전‘I Dream’, 에비뉴엘 아트홀
2014 2014 국제 불조각 축제, 정선 삼탄 미술관
전북 아트쇼 2014,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The Nature 展, 시안 미술관
Creation 展, 정선 삼탄 미술관
2013 이재효,최성필 2 인전, 오페라갤러리-Dubai
KIAF 2013, COEX
Dubai Art-fair, Dubai
이재효,이재삼 2 인전, 정문규미술관
오마주-김환기를 기리다, 환기미술관, 서울
신 소장품전, 경남도립미술관, 경상남도
교과서 속 현대미술, 아람미술관, 서울
대만 국제 조각 심포지움, 카오슝, 대만
2012 사막 프로젝트, 자이푸르, 인도
Korean Eye, Saatchi Gallery, London, 영국
Aqueous, Albemarle Gallery, London,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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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립 미술관 개관 20 주년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A Magic Moment, Basel Art Center
Water, HADA Gallery, 영국
이천 국제 조각 심포지움, 이천
움직이는 예술마을, 남포미술관, 전라남도
Art Paris 2011, Paris, 프랑스
SOFA 2011, New York, 미국
고텐야마 전, Ippodo Gallery, Gotenyama, 일본
서울 미술 대전-한국 현대조각 2010,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G20 서울 정상 회의 기념 "한국미술 특별展", 국회 도서관, 서울
Art Docking Spot, 우명 미술관, 서울
홍익 조각회 특별전, 인천 트리엔날레 밀라노 특별 전시관, 인천
이재효, 이정웅 2 인展, 비컨 갤러리 서울
Arcades Project 展, 인터알리아 갤러리, 서울
Hong Kong Art Fair, 홍콩
다중 효과展, 갤러리 인, 서울
젊은 모색 30 인展, 국립 현대 미술관, 경기
Arts and Crafts Collaboration, 이천 도자기 센터, 경기
한국-싱가폴 조각展, 보테닉 가든, 싱가폴
양평환경 미술제 2009, 양평군 강하면 일대, 경기
Touchart Book Artists, Touchart Gallery
"Yves Saint Laurent 처럼"展, 아트사이드 갤러리
Mad for furniture, Nefspace 개관展
한국인의 미학展, Albemarle Gallery, 영국
홍콩 아트페어, 금산 갤러리, 홍콩
황소 걸음展, 장은선 갤러리, 서울
손길의 흔적展, 현대 갤러리, 서울
재생:일상을 되 섞기, Museum of Art&Design, New York, 미국
한국은 지금: 신예 한국작가들, ArtLink, 이스라엘
대만 국제 나무 조각展, 삼의 국제 조각관, 대만
Art Square 개관기념展, 두산건설, 가양갤러리, 서울
2008 한국 공간 디자인 문화제展, 구 서울역사, 서울
찾아가는 미술관展, 국립 현대 미술관, 경기
제 1 회 컨템포러리 네오 메타포 2008 展, 인사 아트센터, 서울
부산 시립미술관 개관 10 주년展,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창원 아시아 미술제, 창원 성산아트홀, 창원
Circle & Square, N Gallery 기획 초대展, 서울
오색의 공간 그리고 나, 모란미술, 서울
이재효,박승모,최태훈 3 인展, 마나스 아트센터, 서울
점으로부터 점으로, 환기미술관, 서울
Tuning Boloni, 중국
Simply Beautiful, Centre Pasqu Art, Biel, 스위스
Art Canal, River Suze, 스위스
EHS Project-청계천이 흐르는 감성공간, 서울
일상의 연금술展, 뉴질랜드
이재효, 최태훈 2 인展, EBS Space, 서울
울림展, 서울 시립 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대지진 부흥 10 주년기념 국제 회화展, 일본 효고 현립 미술관, 일본
미술과 수학의 교감, 사바나 미술관, 서울
기전미술, 경기문화재단, 경기
올림픽 미술관 개관 기념展, 올림픽 미술관, 서울
임진강展, 경기

100% 프로포즈展, 갤러리 씨엔씨, 서울
일상의 연금술展, 국립현대 미술관, 경기
물결展, 도시갤러리, 서울
2003 불혹의 신예들展, 모로 갤러리, 서울
나무로부터, 김종영 미술관, 서울
나무조형展, 대전 시립 미술관, 대전
아트벤치展,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Benchmarking Project, 남산공원, 서울
2002 무당개구리의 울음展, 예술의 전당, 서울
들목회展, 서울갤러리 아지오, 서울
저절로자연되기展, 영은 미술관, 경기
2001 이재효,한생곤 2 인展, 롯데호텔, 부산
수목금토生展, 인사 아트 센타, 서울
새로운 아트란티스의 꿈展, 부산 시립 미술관, 부산
1996∼2000 단체전 40 여회
작품소장
국립 현대 미술관 / 모란 미술관 / 일민 미술관 / 부산 시립 미술관 / 경기도 미술관/ 63 빌딩 / 오사카 현대 문화 예술
센터, 일본 / 효고 현립 미술관, 일본/ W-Seoul Walker-hill Hotel / MGM Hotel, 미국/ Intercontinental Hotel, 스위
스 / Briton Place / UMU Restaurant, 영국 / Sculpture in Woodland, 아일랜드 / Grand Hyatt Hotel, 대만 / Park
Hyatt Hotel Washington D,C, 미국 / Marriott Hotel / Cornell University Herbert F. Johnson Museum, 미국 / Grand
Hyatt Hotel Berlin, 독일/ PresidentWilson Hotel, 스위스 / Borgata Hotel, 미국 / Park Hyatt Hotel Shanghai, 중국/
Phoenix Island, 제주 / 부산대학교 병원, 양산 / Industrial Bank, 대만/ Crown Hotel, 호주 / Park Hyatt Hotel Zurich,
스와질랜드/ Echigo-Tsumari Art Triennial, 일본 / 롯데 잠실 웰빙센터 / IFC 여의도 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