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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2
1999
1993
1991

도쿄 예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후기 졸업
도쿄 예술대학교 대학원 유화전공 졸업
뉴욕 대학교 대학원 스튜디오페인팅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6 The Reason of Light, 텐리 갤러리, 뉴욕, 미국
Light-Relations, HRD FINE ART, 교토, 일본
2015 Light Mona,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2014 Accumulated Light, 영은미술관, 광주
2013 Temple of Light, 금산갤러리, 서울
2011 Floating Light, KIPS gallery, 뉴욕, 미국
2009 Diagram of Light, 빛갤러리, 서울
2008 Beyond of Light, 선 컨템포러리, 서울
2006 SADI Window Gallery, 서울
2004 Gallery Kaze, 오사카, 일본
2003 인화랑, 서울
2002 Gallery Kaze, 오사카, 일본
DNA -Die Neue Aktionsgalerie, 베를린, 독일
Doctors of Fine Arts Final Exhibition Tokyo National Univ. of Fine Arts And Musics, 일본
2001 고바야시 화랑-新世代の視點기획전, SAISON ART PROGRAM 기획, 동경, 일본
그 외 다수전
단체전
2016 탐색전 Craving Colors, 63 아트 미술관, 서울
아트경기스타트업, 판교테크노밸리 경제혁신센터, 판교
Boundaries Gallery d’Arte, 뉴욕, 미국
KIAF 2016 참여,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The Meaning of Light 박현주 구영모 2 인전, 에스플러스갤러리, 부산
2014 색 미술관에 놀러가다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고양
시대와 감성전 해든 미술관, 강화도
2013 LAVIDA 코리아나 미술관 스페이스 C, 서울
2012 형형색색 오늘을 읽다 청년 미술 현대 작가전 CAYAF, 일산
GOLD experience 아이치현립예술대학 Satellite gallery, 나고야, 일본
2010 S.A.I.C. From desire to the sublime 홍익대학교미술관, 서울
2009 Sensitivity & abstraction Cyart gallery, 서울
한국현대미술에서 본 문화다양성 Sophia Art gallery, 서울

2008 한국 국제 아트 페어(KIAF) COEX, 서울
Up to the Minute 코리아 아트센터, 부산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COEX, 서울
Selection Collection 빛 갤러리, 서울
Imfuse, 갤러리 벨벳, 서울
2006 Korean Contemporary Artists 5, 공근혜 갤러리, 서울
2005 Art Camp in India (sponsered by Mr.Goenka), 뭄바이, 인도
샌프란시스코 아트 페어, 샌프란시스코, 미국
시카고 아트 페어, 시카고, 미국
중국북경국제화랑박람회, 북경, 중국
인공의 지평전 치우 금속 공예 미술관, 서울
쾰른 아트 페어, 퀼른, 독일
2004 오버 더 레인보우 space Ｃ, 서울
관조의 기쁨 선 아트 센터.선화랑, 서울
상하이 국제 아트 페어, 상하이, 중국
Peking International Art fair, Peking, 중국
KIAF, COEX, 서울
2003 Sense and Sensibility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빛과 색채의 탐험展 예술의 전당, 서울
사각展 금산화랑, 서울
춤추는색展 갤러리 상, 서울
KIAF, COEX, 서울
그 외 다수전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서울 파이낸셜 센터 신한 PB / 두산 중공업 정성관 / 동경예술대학 (컨퍼런스 룸)Playmates
polyplastic Co, 일본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 / 드림성형외과 / 대림미술관 / 그 외 개인 소장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