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gwon Shin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in graduation

SOLO EXHIBITIONS

2016.1/4…fractal, Gallery Knot, Seoul

2015.1/2…half, Kyungin Art Museum, Seoul

GROUP EXHIBITIONS

2016 Mukjjeonghoe exhibition, Gallery Namsan, Seoul

     Inje is Calligraphy Era, Yeocho Museum, Inje

     Korean Wunderkammer, Fondazione Luciana Matalon, Milano

     Korean Wunderkammer-Changgyeonggung, gallery Rivellino, Geneva of young people    

     walking, gallery gyudang, Jeju

     Opening exhibition of seoul arts center, Calligraphy museum, Seoul

     紙筆水墨 exhibition, Gallery 291, Seoul

2015 The Winter's Tale, Kyungmin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Uijeongbu

     An essay of happiness, gallery noon, suwon

     korean Wunderkammer- Changdeokgung, artespressione, Milano

     Mongojae exhibition, Gallery Yeonwoo, Seoul

     Yeongyeonghakin, art park gallery, 798 art district, beijing

     Calligraphy association 50th anniversary exhibition, Korea Art Museum, Seoul

     Ginisearim, yeocho museum, Inje

     See you, Gallery Jang, Seoul

     Shine brilliantly in various colors private view, b communication, art space bangchun,    

     Daegu

     from ink… private view, Gallery Palzo, Cheongdo

     80後 observe the exhibition, la mer gallery, Seoul

2014 Yeongyeonghakin, Kyungin Art Museum, Seoul

     Mongojae exhibition, Gallery m, Seoul

     The scent of woman, Woman life art museum, Icheon

     New artist ‘feel’ selection private view, Began Art Museum, Seoul

     書畵同源, Kyonggi university art museum, Suwon

2013 Accompany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Seoul

     Complete, Kyonggi university art museum, Suwon

2012 Poksagol art festival, Poksagol art museum, Bucheon

     Seongbukcheon flag exhibition, Seongbukcheon, Seoul

     Calendar exhibi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신상원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6 1/4...fractal, 갤러리 너트, 서울

2015 1/2...half, 경인미술관, 서울

주요 그룹전

2016 묵정회전, 남산갤러리, 서울

      인제는 캘리시대, 여초서예관, 인제

      Korean Wunderkammer, Fondazione Luciana Matalon, 밀라노

      분더캄머-창경궁, Rivellino gallery, 스위스

      젊은인들의 행진, 규당미술관, 제주도

      일자만자전, 예술의전당, 서울

      지필수묵전, 291갤러리, 서울

2015  겨울이야기,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행복에세이전, 대안공간눈, 수원

      분더캄머-창덕궁, artespressione, 밀라노

      몽오재 세번째전시, 갤러리연우, 서울

      연경학인 전시, art park gallery, 베이징.798

      한국서예가협회 50주년 기념전시, 한국미술관, 서울

      기인서림 전시, 경인미술관, 서울, 여초기념관, 인제

      잘다녀오겠습니다, 갤러리 이앙, 서울

      오색영롱 초대전시, b커뮤니케이션, 아트스페이스방천, 대구

      먹으로부터..., 갤러리 팔조, 청도

      80後 창립전'동행', la mer 갤러리, 서울

2014 연경학인 전시, 경인미술관, 서울

     몽오재 두번째이야기, 인사동 M갤러리, 서울

     여인의 향기, 여성 생활사 박물관, 여주

     제2기 신진서예가 ‘필’ 선정 초대 전시, 백악미술관, 서울 

     서화동원 전시, 경기대학교 박물관, 수원

2013 사제 동행전,  예술의전당, 서울

     채움전시, 경기대학교 박물관, 수원

2012 부천 미술패스티벌, 복사골 문화원, 부천

     성북천 깃발전시, 성북천, 서울

2010 일일달력전 전시,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갤러리 모디움,세종문화회관, 서울

드라마 작품협찬

tvn '디어마이프랜즈'

현재) 전 예술명당 오호 입주작가, LK 아트에이전시 소속작가, 사단법인 서예협회 제2기 대한민국 

신진서예가 ’필’선정작가, 연경학인, 80後, 한국 서예 협회, 한국 전각 협회, 한국 서예가협회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