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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자녀방에 걸어주고 싶은 그림展

전주호(시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감성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어머니, 아이 방
에 시집은 몇 권이나 있으세요? 그림은 몇 점이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도심 속에 온통 회색빛 빌
딩숲만 그득 차 있다고…. 우리 아이 마음속에 드높은 빌딩숲만 그득하다면? 순간 마음
속이 답답해지겠지요? 그 동안 우린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아이들이 몰려다니고 우리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아이들의 마음밭은 연두빛
희망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리스갤러리에서 기획한 「자녀방에 걸어주고 싶은 그림展」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놀며 잠을 자던 자신의 방에서 늘 바라보던 그
림 한 점. 말없이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한 점이 아이의 마음속에 푸른 정원을 일구고 아
름다운 꿈을 싹틔운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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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문 Kang Suk-Moon 

▲ 손을 잡다, 20.5x75cm, 종이 위에 먹, 아크릴릭, 2009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및 同대학원 졸업

< 개인전 > 
2009 5회 개인전(갤러리 쌈지, 서울)

소란한 봄날, 한뼘갤러리(쌈지본사, 서울)
2008 4회 개인전(인사아트센터, 서울)

비나리미술관(경북 봉화 )
2005 3회 개인전(예술의 전당 KCAF, 서울) 
2004 2회 개인전(갤러리 가이아, 서울)
1998 1회 개인전(갤러리 보다, 서울)

< 기획단체전 >
2009 내 친구 호랑이(장흥아트파크 레드스페이스)

중앙현대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아트인생프로젝트2탄(의정부 예술의 전당)
동백언덕을 노닐다(갤러리 카멜리아, 제주)

2008 한국산 그림展(쌈지아트마트, 서울)
창원아시아미술제(성산아트홀, 창원)

그 외 다수



▣ 김혜연 Kim Hye-Yeon

관동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한국화학부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 개인전 >
2009 황홀한 일상(얼갤러리, 서울)
2008 김혜연 회화전(갤러리 소헌, 대구)
2007 치열한 삶의 전투를 천송이 꽃으로 말하다(학고재) 

< 기획단체전 >
2009 KIAF(COEX, 서울)

서울오픈아트페어(COEX, 서울)
현대미술컬렉션展(얼갤러리, 서울)
화랑미술제(BEXCO, 부산)
Happiness Unlimited(갤러리 소헌, 대구)
자녀방에 걸어주고 싶은 그림展(모리스갤러리)

2008 “거울아 거울아” 그림속 사람들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KIAF(COEX, 서울)
서울오픈아트페어(COEX, 서울)
화랑미술제(BEXCO, 부산)

그 외 다수

▲ 쟁반을 든 소년, 48x57cm, 요철지에 채색, 2008



▣ 박성수 Park Sung-Su 

한남대학교 회화과 및 同대학원 졸업

< 개인전 > 
1999 꽃-이야기展(대전, 현대화랑)
2002 은폐된 구축展(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2003 ART SEOUL展(서울, 예술의 전당)
2004 행복한 상상 - 이야기 소리展(서울, 갤러리 우림)
2009 그들의 유쾌한 비밀展

(서울, 가나아트 스페이스, 메이준 갤러리)

< 기획단체전 >
광주비엔나레 특별전 "회화의 숲, 인간의 숲”
신진작가 발언전 "공간의 미학“(서울, 예술의 전당)
2nd ASIA WOMEN ART FESTIVAL(서울, 조달문화관)
마북동 사람들展(서울, 바움아트갤러리)
행복한 집 꾸미기展(서울, 아산병원갤러리)
제 10회 커팅엣지(서울, 포럼 스페이스-서울옥션)
“내 친구 호랑이”展(장흥아트파크 레드스페이스)
Must Have-Collector's choice展(대전, 모리스갤러리)
인사미술제 “한국의 팝아트”(서울, 하나아트갤러리)
그 외 다수

▲ 행복한 커플, 33.3x24.2cm, Oil on Canvas, 2009



▣ 박현웅 Park Hyun-Woo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同대학원 졸업

< 개인전 >
21회(예술의 전당, 가나아트센터, 인사아트센터, 
가나아트스페이스, 삼성동 COEX, 중앙 갤러리..)

< 기획단체전 >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전(미국 뉴욕)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삼성동 COEX)
화랑미술제-Seoul Art Fair(예술의 전당)
MANIF 국제아트페어(예술의전당)
새천년의 지평에 서서(서울시립미술관)
서울국제현대미술축제(삼성동 COEX)
The Essay-12인의 작업노트(전북도립미술관)
12일간의 미(美)각 여행(이따미 시립미술관, 일본)
Spring for Spring 소품전(서울옥션)
13인의 놀이(샘표스페이스)
Smile smile(고도갤러리 )
Wonderful Picture(일민미술관)
홍익 아트 앤 디자인 페스티벌(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그 외 다수

▲ 그토록 많은 사랑이, Mixed Media, 44x31cm, 2009



▣ 박형진 Park Hyung-Jin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및 同대학원 졸업

<개인전>
2009 'My pets’(노화랑, 서울)
2007 'Play in the garden’(노화랑, 서울)
2004 '상상다반사’(노화랑. 서울)
2003 '이야기, 이야기’(갤러리 창, 서울)
2000 '베이비 파파 & 행복한 사과’(서남미술전시관, 서울)
1998 박형진展(갤러리 보다, 서울)
1996 박형진展(도올아트타운, 서울 )

< 기획단체전 >
2009 Soul of Asian Contemporary Art(학고재갤러리)

가구로서의 그림(장흥아트파크 레드스페이스)
박형진.이유미 2인전(FREE HUG, 가나아트 부산)
오월은 푸르구나(전북도립미술관)

2008 거울아 거울아(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007 어린이 민화체험展(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그 외 다수

▲ 포옹, 41x32cm, Acrylic on Canvas, 2009



▣ 안희영 Ahn Hee-Young 

배재대학교 미술학부(서양화) 졸업 및 同대학원 졸업

< 개인전 >
05 Today & Tomorrow ArtShow(서울, 세종문화 회관)
06 중국 국제 아트페스티발(중국 위해시, 국제 전시 센터)
07 서울 뉴 아트페어(서울, 무역전시 컨벤션 센타:SETEC)
07 국제 평화 아트페어(중국 서안, 섬서성 미술 박물관)
09 인사동아트폐어(서울, 갤러리 라메르)

< 기획단체전 >
04 러시아 이르쿠츠크 예술대학 연수
04~05 한국, 러시아 교류전(한국, 러시아)
06 대학 우수 작가전(오원화랑)
06~07 그룹“Da"전(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성갤러리)
06~09 미로회(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06~09 한솥회 정기전(대전 현대 갤러리)
07 한국 미술 내일의 주역전(대전 현대 갤러리)
09 21국제미술협회 창립전(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09 제21회 대전시 미술대전 '최우수상‘(대전시립미술관)
그 외 다수

▲ 숨바꼭질, 45x45cm, 목판+Acrylic



▣ 양태숙 Yang Tae-Sook

세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
2009 6회 구름잎 여행(서정욱갤러리 기획)

하늘 그리는 나무(나무그늘갤러리&북카페 초대)
2006 5회 생각하는 나무(인사아트센터)
2002 4회 생각하는 나무(갤러리선앤문)
1996 3회 강변전(화랑카페 산모롱이) 
1995 2회 종로갤러리
1993 1회 인데코갤러리

< 기획단체전 >
2009 Wonderful Pictures(일민미술관)

Relation 관계:‘09(갤러리미즈)
내집에 작품걸기전(갤러리각)

2008 아트마켓(성남아트센터)
2007 조선화랑35주년기념전(조선화랑) 
2006 다색다감전(갤러리잔다리)

시각의 다양성전-세종회화제(세종문화회관)
그 외 다수

▲ 구름잎 여행, 33.3x24.2cm, Oil on Canvas, 2009



▣ 이서미 Lee Seo-Mi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졸업

< 개인전 >
2009년 갤러리 인데코(서울)
2008년 Space355(일본, 동경)
2008년 SIPA2008- BELT(예술의 전당)
2007년 BELT선정작가전(샘터화랑) 
2005년 '길을 따라 걷다’(경인미술관기획초대)

< 기획단체전 >
2009 놀이와 예술은 친구(장흥아트파크, 장흥) 

마음이 따뜻한 전시회(스페이스 모빈, 서울)
12월의 러브레터(갤러리 쉐자아르, 서울)
2009 박스아트(갤러리 쿠오리아, 서울) 
Wonderful Pictures(일민미술관, 서울) 
KIAF/09(COEX , 서울)

2008 도시풍경-길고양이展(갤러리 이화)
부산국제아트페어(BEXCO)
'봄날은 간다'전(광주 시립미술관, 광주)

그 외 다수

▲ 파도를 걷는, 모노타입, Drypoint, Pop-up, 67x54cm, 2009



▣ 이수동 Lee Soo-Dong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및 同대학원 졸업

< 개인전 >
22회(‘90~’09, 노화랑, 갤러리송아당)

< 아트페어 >
화랑미술제 14회 참가(‘93~’08. 예술의 전당, BEXCO)
KIAF 5회 참가(‘02, BEXCO, '05,'07,’08,‘09COEX)
시드니 아트 페어(‘06, 호주, 시드니)

< 기획단체전 >
화상 10년의 눈 전(‘95, 예술의 전당)
인물, 그 내면의 미학 전(‘95,갤러리 타임)
찾아가는 미술관(‘04,’05 국립현대미술관)
작은 그림 큰 마음 전(‘06,’07,‘08,’09 노화랑)
소중한 인연 전(‘08, 갤러리 송아당)

< 기타 >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여름향기’ ‘봄의 왈츠’-
타이틀 글씨 制字 및 그림제공, 애경그룹 광고그림 제공
그 외 다수

▲ 겨울과 봄이 만나다, 27.3x22cm, Acrylic on Canvas, 2009



▣ 이용제 Lee Yong-Je

2009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同대학원 재학중

< 기획단체전 >
2009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옛 기무사 건물, 서울)
2009 제 3회 청년의 미래를 보다(드림갤러리, 서울)
2009 미래의 아티스트전 part 3(지구촌갤러리, 서울)
2009 색깔동아리 In point전(이공갤러리, 대전)
2008 색깔동아리 장난전(이공갤러리, 대전)
그 외 다수

▲ 어느 공간에..., 40.9×31.8cm, Oil on Canva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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