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gchun Lee 이동춘
1998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 졸업

1992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졸업 

주요전시 

2015 Smycken, 갤러리 포/ 스웨덴 예테보리

2014 ‘flourish wither’, 갤러리 마르쩨/ 네덜란드 네이메헨 

2014 ‘peacock green & old rose’, 벨트라움/ 독일 뮌헨

2012 김현주갤러리 초대전 ‘숨소리’/ 서울 포함 개인전 11회, 다수 국내외 단체전 참여

작품소장 

2008 Die Pinakothek der Moderne/ Die Danner Stiftung/ 독일 뮌헨 

2003 The Alice and Louis Koch Collection/ 스위스

200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외 다수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교수

Healim Shin 신혜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 10회

주요 그룹전

2016 品 Power of Gentleness_창학110주년 특별전,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2016 Korea Craft & Design in Munich 2016, 뮌헨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독일

2015 KOREA NOW! 한국현대공예전, 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2015 SOFA CHICAGO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선정 작가, Navy Pier Festival Hall, 시카고

2015 COLLECT 2015_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선정작가, Saatchi gallery, London, 영국

2015 Signs of Post-Tradition from korea,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부다페스트, 헝가리 

이 외 100여회 기획전

수상 

2015 51회 아시아현대미술대전-국제상_동경도미술관, 일본

2015 아시아태평양미술대상전-우수상_한국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서울

2014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유리지 공예관, 서울

2013 이따미 국제 장신구전-베스트 메트리얼 수상, 일본

Heeseung Koh 고희승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동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졸업



주요전시 

2016 나무, 연장된 삶, 국제형대 장신구전, 보고재갤러리, 서울

2015 프랑스공에아트비엔날레 Revelations레벨라시옹, 그랑펠레, 파리, 프랑스

2014 흔적 옮기기 고희승 장신구전, 갤러리 아원, 서울

2013 보고재 개관전 Transformed, 보고재 갤러리, 서울

2012 '시적 사물 - 현대공에전 The Poetic Objects - Contemporary Craft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1 메종오브제페어, 노르드 빌 뺑드, 파리, 프랑스

수상 

2007 ACI prize for Jewellery, Presented at Origin London Craft Fair, London, UK

2007 Selected Itami International Craft Exhibition, Museum of Art & Craft - Itami, Osaka, 

Japan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Song Kim 김송 
2010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금속전공 졸업 

2007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금속전공 졸업 

주요전시

2016 Living + object, 헤이리 이레 겔러리, 경기 

2016 “jewelry +Object” Contemporary Jewelry Exhibition, SEDEC Gallery, Seoul

2015 서울 공예 박람회, DDP, 서울 

2014 “Play with something new” 초대 개인전, ASDF gallery, 서울 

2013 "돌출된 면" 초대작가전, DAF(Design Art Fair) 2013,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2013 “실재實在 : 허구虛構” 국제아트주얼리페어 신진작가 초대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11 “아낌없이 주는 나무” Craft Trend Fair 우수선정 작가 기획 전시 , 코엑스, 서울

2010 "Stroke series" 개인전 , 디자인 크러스터 겔러리 , 서울 

2008 금속 조형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Currently, 성신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가천대학교 출강

Jimin Kim 김지민
2010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2008 Hochschule Pforzheim 교환학생 / 포르츠하임, 독일

2007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졸업

2005 Sheffield Hallam University 교환학생 / 쉐필드, 영국



주요전시 

2013 개인전 “서랍 속 이야기”, The BRIDGE, 서울 외 2회, 

2016 Koera now!, Bayerischen Nationalmuseum, 뮌헨, 독일

2015 SIERAAD Art Fair, Gashouder WesterGasterrein,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5 Révélations, 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2014 Studio Jewelry, 갤러리 아원, 서울

2013 욕망하는 꽃, 아트링크, 서울, 장식과 환영-현대장신구의 세계, 현대미술관, 과천

Flora eats Fauna, Nymphenburg Palace, Johannissaal in the Orangery, 뮌헨, 독일 외 다수

작품소장

Permanent Collection/ 폰다지오네 코미넬리, 이탈리아

Yeongyeong Kim 김연경

2005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 장신구와 기물 디자인학과 졸업 (Diplom)

수상 

2002 독일 14회 이다오버슈타인 보석과 장신구 디자인공모전, 젊은작가부문 1등상

2003 일본 29회 국제 진주 디자인 공모전 : 입상 / Japan Pearl Promotion Society, 일본

2004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공예대전, 젊은 작가 부문 : Foerderpreis 수상 

2011 미국 "the 2011 Gemmy Awards" : Best of Competition 수상 및 보석 오브제 부문, 1등상

2012 독일 mineral ART, design competition “inside quarts” : 3등상, 독일보석박물관, 

     이다오버슈타인

2013 독일 44회 이다오버슈타인 보석과 장신구 디자인 공모전 2013, “Under Pressure” : 2등상

Milan Park 박미란
2009 광주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주얼리 디자인학과 졸업

2015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금속공예전공 졸업

주요전시 

2010~2016 건국대학교 동문展 참가, 서울

2013 Seoul International Jewelry Art Fair,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4 Art and Craft Show, Create Space Tokyo, Japan 

2015 Jewelry Fair 2015, 삼성 코엑스, 서울

2015 일상+, 삼청동 아원, 서울

2015 Craft Trend Fair 2015, 삼성 코엑스, 서울

2016 Jewelry + Object, SEDEC GALLERY, 서울

2016 연희동 마을 예술 축제 ‘연희 걷다, 공예 있다’, 연희동, 서울

2016 YOUNG DESIGNERS MARKET, 예올, 서울



Jieun Park 박지은
2007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금속공예전공 졸업

2004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공예학과 졸업

주요전시

2014 공예트랜드페어_창작공방관,개인부스 / COEX , 서울 삼성동

2012 ‘주머니’ 박지은 장신구전 / 갤러리 아원, 서울 삼청동

2010 공예트랜드페어_창작공방관,개인부스 / COEX , 서울 삼성동

2009 ‘ 2009 한국공예 100인 개인부스 초대전’ / COEX 태평양홀, 서울 삼성동

2006 ‘人+ring ‘ 개인전 / 갤러리 각, 서울 인사동 외 다수 그룹전

Jahyun Baek 백자현
2008 영국왕립미술대학. 런던. 영국. MA Goldsmithing, Silversmithing, Metal work and Jewellery

2005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프로비던스. 미국 BFA Industrial Design  

주요전시 

2016 디자인 한국 – 한국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초청전, 베이징, 중국

2016 Inhorgenta, 뮌헨. 독일

2015 NYNOW, 뉴욕, 미국

2014 귀중의 형상화- 개인전.Space Nam.K Gallery. 서울 

2013 장식과 환영- 현대 장신구의 세계,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2012 자연풍치- 은근과 해학, 아라아트, 서울

2012 Maison et Objet(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주최부스), Paris Nord Villepinte. 파리. 프랑스 

Bogyeong Byeon 변보경
2016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졸업

주요전시  

2016 JEWELRY + OBJECT contemporory jewelry exuibition, SEDEC gallery, 서울 

2016 “Jewelry Studio" Handmade Fair, COEX, 서울 

2015 “Jewelry Studio" Jewelry Fair Korea, COEX, 서울

Hyejung Shin 신혜정
M.F.A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USA, 금속공예 & 주얼리디자인 졸업. M.F.A 홍익대학

교 대학원 금속조형디자인과 졸업



B.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4회

국내외 그룹전 60여회 참여

미국 NICHE AWARD 패션주얼리 부문 대상. 미국 여성주얼리 협회 선정 최우수상 수상 및 장학

금 수여.

국립현대미술관, 성신여대 박물관, R.I.T Museum 작품소장

현,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 조교수

Jihye Jeon 전지혜
건국대학교 공예미술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원 공예미술학과 졸업(금속전공)

2016 Design and Art Fair 초대2인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15 Design and Art Fair 초대 기획전 ‘수공장식-4인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인의 작가가 펼치는 장신구전 ‘기억하기’- 갤러리 어거스트하우스 및 개인전3회, 단체전 다수

금속제3그룹회원, 건국공예가회원, 고양금속조형회원

Joohyun Lee 이주현
건국대학교 및 동 디자인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그룹전 

2007-2013 여행, 떠나고 머물다...; 이주현 개인전 (두루아트스페이스, 서울) 외 4회의 갤러리초대 

개인전 (갤러리카페빨강숲/ a-shin갤러리/ 갤러리이듬/ 미소갤러리) 

2016 Korea & Japan Metal Art Design of Contemporary Jewelry (Kyoto, Japan) 

2015 스튜디오 주얼리전 (갤러리아원, 서울) 외 다수의 초대그룹전 참가

활동 

2016 공예 속 우리의 가치를 찾다; 아르떼 아카데미 공예분야 교육강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연구; 공예ㆍ디자인 인력양성 기반구축-일반교육 영역의 초등학생 공예교육을 중심으로(한

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현재<炫현 금속공예공방>운영, AG-K 국가공인보석감정사 자격,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 강사

Yojae Lee 이요재
2015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졸업 

주요전시 

2016 제68회 국제 공예 박람회 기획전시, ”Shumuck 2016” , 뮌헨, 독일

     “20/20”, Kath Ribbert Jewerlly Gallery, 브랜드포드, 영국 



2015 젊은 조각가전 2015, 서호 미술관, 경기, 한국 

Cominelli Foundation Award 2015 Exhibition, 폰다지오네 코미넬리, 이탈리아 외 4회

2014 공예 트렌드페어 2014 창작공방관, COEX, 서울, 한국

2012 알케미스츠전_ 물질의 신화, KCDF, 서울, 한국

수상 

2011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실물부분 입선 / 서울, 한국

2015 대만 국제 금속공예 공모전, 은상 / 뉴타이페이시, 대만 

       Marzee Graduate show 2015, Prize / 네이메헌, 네덜란드

Yangsun Choi 최양선

1987~1991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졸업

1993~1997 독일, 이다르오버슈타인, 트리어 전문조형대학 보석&장신구디자인과 (디플롬) 졸

업

1997 ~ 2000 일본, 동경 ‘스타지오비스’ 귀금속 쥬얼리 회사 근무 

개인전 4회 (2002. 2008. 2011. 2016) 국내.외 페어 참가 10여회 / 그룹전 90여회 

익산 보석 박물관 작품 소장

현) Dol natural stone studio 대표, 서울가톨릭미술회 회원

Jieun Choi 최지은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0 PIECES OF LIFE, Craft 아원, 서울

단체전

2015 제주 바다로부터, 갤러리 아원, 서울

2014 Design&Art Fair 기획전<수공장식>,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2013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 장식과 환영-현대장신구의 세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외 다수

주문제작

현대산업개발사옥, 정세영 기념관, ‘포니 정 홀’ 조형물<Al capo mio> 공동제작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 광고물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