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선이  

1971년 대전 생 

 

학력 

2004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200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수석 졸업 

 

개인전 

2019  양자의 느린 시간,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4 걸어가는 도시–흔들리는 풍경_SUSPECT,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0 기술하는 풍경, 갤러리 비올, 서울  

2009 기술하는 풍경, 갤러리 차, 서울  

2008 Trifocal sight II, 관훈갤러리, 서울  

   Into Drawing 6_부조리한 풍경: Trifocal sight,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서울  

2007 부조리한 여행 II,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안성  

   부조리한 여행, THE 갤러리, 서울  

2005 갇힌-섬, space cell, 서울  

2003 Shelter, doart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2019 반려생활, 롯데갤러리, 영등포점, 서울 

너는 나에게, 부산시민회관, 부산 

너에게 가는 길은 말랑말랑, 부평아트센터, 부평 

재-분류, 밤은 밤으로 이어진다,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 수원 

PHOTO-initially, finally, 스페이스 소, 서울 

2018 임선이 & 유정현 2인전 Strata & Plants, 021갤러리, 대구 

2017 메타-스케이프, 우양미술관, 경주 

제1회 JCC 예술상 & 프론티어 미술대상 수상자전, JCC 미술관, 서울 

2016    지속, 우민아트센터, 청주 

불확실성, 연결과 공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소마 인사이트-지독한 노동, 소마미술관, 서울 

2015    Seven-One,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시, 경기도 

신지도 제작자, 송원아트센터, 서울    

Insight of Urban Landscape, 갤러리 이배, 부산 

축복의 땅,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경기도 

2013    삼일야화 경기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안산, 경기도 

   3인 3색, Spielplatz Hahn, 서울 

   어느 봄날에 One Spring Day,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경기도 

    Epilogue in 6 오픈스튜디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릴레이전: 임선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한국의 크리스마스,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영등포점, 서울  

    메타데이터: 전복적 사진, 우민아트센터, 청주 

플레이그라운드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점령 Occupation,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신나는 미술관 -山水, 디지털을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프로젝트 까페우민: 임선이, 우민아트센터 까페우민, 청주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평면에서 설치까지-여성미술의 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雪中六景, 인천 신세계갤러리, 인천 

Neue Empiriker, 자하미술관, 서울 

빛의 신세계, 모란미술관, 남양주, 경기도 

플랫폼 페스티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Coming Art Jungle, 가든파이브 옥상정원, 서울 

        재매개: 모형주의 사진학 입문,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인천상륙作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머리에 꽃을, 장흥아트파크 레드스페이스, 양주, 경기도 

너에게 나를 묻다-이유미 & 임선이, 갤러리 이배, 부산  

GAna Now Art Award: triangle-권인경, 임선이, 한조영, 가나컨템퍼러리, 서울  

2010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특별전-엑스토피아, 전남대학교 전시관, 여수  

Beyond Landscape, 아트파크, 서울 



 

 

   my room our atelier 아뜰리에 졸업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경기도의 힘, 경기도 미술관, 안산 

    수상한 집으로의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ARKO 작가-중심 네트워크: DECENTERED,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9    ARKO 작가-중심 네트워크: DECENTERED, 아르코미술관, 서울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SPACE A, 공간화랑, 서울  

   홍대 앞 다시보다 - 수집가 홍씨의 2009 아카이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난지 릴레이: 성유진&임선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內 난지갤러리, 서울  

    산수유람기, 갤러리 잔다리, 서울  

    동아미술제 Planet A: 종의 출현, 일민미술관, 서울  

   난지3기 오픈 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09 인천여성비엔날레 가까이 그리고 멀리, 인천아트플렛폼, 인천  

9회 포토페스티벌 「What is Real?」, 가나아트센터, 서울  

fusion 304, 그림손갤러리, 서울  

모호한 층/애매한 겹, 갤러리 룩스, 서울  

공공의 걸작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 경기도미술관, 안산  

감각의 층위,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08    제1회 경기미술제, 이영미술관, 수원  

       난지 AIR PROJECT- 3기 오픈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KIMI For You “Take color-물들여지다”, KIMIART, 서울  

이미지의 반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8  미술농장 프로젝트,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안성, 경기도  

2007    모하비, 기아자동차 동대문지점, 서울 

NO-MADE 창동오픈스튜디오,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이동-SPECTRUM, space 틈새, 서울  

2006   2006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SeMA 2006 SELECTED EMERGING ARTISTS,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6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리빙퍼니처, SK 파빌리온, 부산  

  마리오네뜨 청년작가 발굴 기획展, space틈새, 서울  

2004   2004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주제전 미술· 그 생명의 처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머문 풍경 & 머물 풍경, 송은문화재단 기획초대, 서울  

Flower Flows Flowery, 아티누스 갤러리, 서울  

재미있는 미로여행 25가지 메시지, 경기문화재단, 수원  

2003    욕망의 유토피아, 경기문화재단, 수원  

2002    유연한 방, 중앙대학교대학원 전관, 서울 

2001    독립예술제 Wild Wild, 쌈지소리 스튜디오, 서울   

2000    눈 먼 사랑, 제2회 공장미술제, 샘표간장 사옥,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9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6기 입주작가  

2014~2016   양주장흥조각아뜰리에 4기 입주작가 

2013~2014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2012~2013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2011~2012   인천아트플랫폼 중기 3기 입주작가   

2009~2011   장흥 아뜰리에 입주작가  

2008~2009   서울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2006~2007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장기입주작가 

 

수상 및 선정 

2017 JCC 프론티어미술대상 우수상  

2009    가나 NowArt 선정작가, 가나아트갤러리 

2008    제8회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관훈갤러리 기획작가공모 선정  

  KIMI For You 작가공모 선정, KIMIART  

2007    2008년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작가공모 선정 및 아카이브 등록  

2006    2006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올해의 선정작가 25 

2004    제4회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2001    뉴프론티어전 특선 

 



 

 

 

기타 

2009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선정  

2008    서울문화재단 시민문예지원사업 선정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 발표활동지원사업 선정  

2007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전문시각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선정  

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선정 

 

작품소장 

오산문화재단, 오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JCC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가나아트센터 장흥아뜰리에 

우민아트센터, 청주 

대구미술관, 대구 

정부미술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