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희 CV 

 

학력 

독일 브레멘예술대학교 순수미술학과 마이스터쉴러 취득 

독일 브레멘예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2021 숨 쉬러 나가다, 국립세종수목원, 세종 

2020 소망을 품다,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20 사라져 가다, 수애뇨 갤러리, 서울 

2019 내가 숲에 갔을 때, 롯데갤러리(청량리점, 일산점), 서울 

2018 마음 채집실, 디스위켄드룸, 서울 

2017 시간의 빛깔, 갤러리 밈, 서울 

2017 4월의 정원, 갤러리 토스트, 서울 

2016 윤희 그림, 디스위켄드룸, 서울 

2016 새의 말을 듣다, LIG Art Space, 서울 

2015 어둠은 환히 빛나고, 길담서원 한뼘미술관, 서울 

2014 길 위의 노래, 카이스트 리서치앤아트, 서울 

2014 먼지의 노래, 한신갤러리, 오산 



2013 나무의 말, 63스카이아트 미술관, 서울 

2012 꽃, 지다, 담 갤러리, 서울 

2012 보리수나무 아래, 쿨투어팔라스트 베딩, 베를린 

2012 배추, 발, 후쿠시마, 갤러리 소소, 파주 

2009 길들이기, 가갤러리, 서울 

2009 한 잎의 생각, 소마미술관, 서울 

2008 날들의 흔적,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서울 

2007 드로잉전, 웨이방 갤러리, 서울 

2007 두 집 사이, 갤러리 가데베, 브레멘 

2005 날들의 피부, 인사미술공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03 갤러리 프리젠슈트라쎄30, 브레멘 

2003 갤러리 메르세데스벤츠, 브레멘미술협회, 브레멘 

2002 갤러리 브룬넨호프, 브레멘 독일 

1993 공평 아트센터, 서울 

 

주요 단체전 

2021 

재난과 치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풀-황대권.허윤희, 프로젝트스페이스 미음, 서울 

2020 

기억.기록, 전등사, 강화 

말, 문자, 상,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2019 



공명하다-허윤희,홍보람, 아트스페이스씨, 제주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코엑스몰, 여수 

함께 꾸는 꿈, 전태일 기념관, 서울 

리센트워크프로젝트,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유리거울- 어둠은 환히 빛나고, 플레이스막-레이져, 서울 

Story After Story, 김선두, 주종근, 허윤희 3인전, 필갤러리, 서울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사비나미술관, 서울 

붉은 땅, 검은 강, 푸른 갯벌, 오승우 미술관, 무안 

2017 

B컷 드로잉, 금호미술관, 서울 

모두가 움직인다, 쿨투어팔라스트베딩, 베를린 

말하기의 다른 방법,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 수원 

화화-반려.공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6 

Unsettled, 갤러리 코리아, 한국문화원, 뉴욕 

더 바텀 라인 온라인 갤러리, 드로잉센터, 뉴욕 

 

레지던시 

2018.09 - 현재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장기 입주작가, 경기도 광주 

2015 ISCP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뉴욕 

2012 쿨투어팔라스트 베딩 인터내셔널, 베를린 

2010 이와미 국제현대미술 레지던시, 일본 돗토리 



1999-2002 아카데미 갈랑, 프랑스 갈랑 

 

공공미술 

2019 서울시 금천구 "100세 정원'- 서울시 디자인 프로젝트 

 

수상 

2017 ‘서울예고를 빛낸 사람’ 서울 

2002 ‘브레멘예술대학상’ 독일 

 

강의 

2019-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출강 

2012-2017 서울대학교 

2005-2020 서울예술고등학교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마미술관, 영은미술관, 전등사, LIG 아트스페이스, 프

랑스 아카데미갈랑, 일본 톳토리 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