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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92 뉴욕대학 (NYU), 창작미술 전공, 대학원 졸업

1994 뉴욕대학 (NYU), 창작미술 전공, A.C.P 졸업 (후석사)

2011 'Good Luck', 갤러리 인, 서울

2010 'Yoo Hyun Mi, 갤러리분도, 대구

2007 ‘Still Life 차원의 경계’ 갤러리 인 ,서울

2005> ‘꿈보다 이상한’ 에스플레네드 ,싱가포르

2002 ‘불,중독,바람’ 아트선재센터 (주차장 프로젝트), 서울

2001 ‘단서-퍼즐조각’ WEA, 스빠지오 상 까빠포로 ,밀란 ,이탈리아

2000 ‘블랭크 퍼즐’크리스틴로즈 갤러리, 뉴욕

1998 ‘유현미 ’금호 미술관, 서울

1997 ‘유현미’ 살라멘도자 화랑, 카라카스, 베네주엘라

1995 ‘유현미’ 크리스틴로스 화랑, 뉴욕

1992 ‘자화상’피기트로우트 와인 화랑, 템프, 아리조나,미국

1991 ‘자화상’80 이스트 워싱턴 스퀘어 화랑 (석사 학위 청구), 뉴욕

1988 ‘테라코타’관훈미술관, 서울

2006 ‘정원전’쿠베르탱 캐슬,Saint-Remy les Chevreuse,프랑스

2005 ‘만남’동경예대 겔러리, 동경, 일본

2005 ‘Seoul until now’샤론튼버그 아트홀 , 코펜하겐 , 덴마크

2004 '천국보다 이상한'토탈 미술관 ,서울

2004 '미술관 가을 나들이 전'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서울

2003 ‘미완의 네러티브’ 유현미, 염성순, 강미선 3인전 ,일민 미술관, 서울

2003 ‘에피소드’ 크로메틱 센세이션 , 겔러리 현대 , 서울

2003 ‘웨딩’ 성곡 미술관, 서울

2002 ‘사이트 엔 사이트’ 아시아 문명 미술관 ,싱가포르

2002 ‘전시를보다’일민 미술관 재개관 기념전 ,일민 미술관 , 서울

2001 ‘아트스펙트럼’ , 삼성 미술관 , 서울

2001 ‘모란 조각 대상전’ 모란 미술관, 경기도

2001 ‘예술의 힘’, 청년작가 전,서울미술관, 서울

2001 ‘오픈 스튜디오’아트오마이 레지던스 프로그램, 뉴욕



2000 ‘미디어 시티 서울2000’ 지하철 프로젝트, 교대 역 , 서울

2000 ‘디자인 혹은 예술’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서울

2000 ‘더블 스페이스’ 한국 홍콩 교류 전 , 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1999 금호미술관 개관 10 주년 기념 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9 ‘포비아 - 무의식의 욕망’, 일민 미술관, 서울

1998 ‘명명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 한국문화원, 파리

1998 ‘인간과 인형 전’장흥 토탈 미술관,경기도

1996 ‘점과 선’ 8th 플로어 화랑, 뉴욕

1996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 워커힐 미술관, 서울

1996 ‘Artist in Market Place Benefit’ 브롱즈 미술관, 뉴욕

1996 ‘10월전’, RVCC 화랑, 래리턴 벨리 대학, 뉴저지

1996 ‘콜랙터의 이벤트’RVCC 화랑, 래리턴 벨리 대학, 뉴저지

1995 ‘Artist in the Market Place’, 브롱즈 미술관, 뉴욕

1995 ‘천사를 쫓아’, 크리스틴로스화랑, 뉴욕

1995 ‘95 한국여성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5 ‘하나의세계, 많은시각’실버마인 길드 아트 센터 화랑

1995 뉴쿠난, 코네티컷, 미국

1994 ‘인종과 성’, RVCC 화랑, 래리턴 벨리 대학, 뉴저지

1994 뉴저지 럿거스 대학, 더글라스 컬리지캠퍼스, 워터스 홀로 순회

1994 `뉴저지 아트 에뉴얼’, 뉴저지 스테이트 미술관, 뉴저지

1994 `여성신체 전 - 몸과 마음속에 갇혀 있는 ’, A.I.R. 화랑, 뉴욕

1994 `여성 신체전-건강에 대한’, 시티칼리지 화랑, CUNY , 뉴욕

1993 `National Showcase Exhibition’, 얼터네이티브 미술관, 뉴욕

1993 `가상과 경험’, 한국문화원, 뉴욕

1993 `2인 전’, 알리캣 화랑, 뉴욕

1993 `사진을 넘어서’, 로젠버그화랑

1993 `Free in Between’, 클래이턴 아트센터, 모오루, 조지아

1993 `A Night of 1,000 Drawings’, 아티스트 스페이스, 뉴욕

1993 `Assemblage’, 아모스 이노 화랑, 뉴욕

1993 `새로운 예술과 작가’ 바바라 길만화랑, 마이애미, 플로리다

1993 `에뉴얼 소품전’, 아모스 이노 화랑, 뉴욕

1993 `야외조각 전’, 스넉하버 아트센터, 스테이튼 아일랜드, 뉴욕

1993 `에그 아트 '93’, 마이즈너 소호화랑, 뉴욕

1992 `Engendered Stories’, 494 화랑, 뉴욕

1992 `서울 뉴욕 '92’, 한국 문화원, 뉴욕

1992 `Object of a Woman's Life’, 바바라 길만 화랑, 마이애미

1992 `My Eyes Blur Sometimes, at Beauty’,





수상 및 그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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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이시안 아메리칸 아트센터, 뉴욕

2001 문예진흥원- 스빠지오상 까빠포로, 밀란, 이태리 아트 오마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레

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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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rtists in the Market place’, 브롱스 뮤지엄

1999 뉴욕 아모스이노 화랑주최 제8회 공모전, 최우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