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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히 (B.1987) 
 
Education 

 

2010 Graduated from Seoul Women's University 
  

Solo Exhibition 

2020 Syndrome', ELand World HQ 
2018 Here, Love, Privahour, Seoul, Korea 
 

‘#LIKE’ tom&toms black Cheonggye Plaza, Seoul, Korea 

2017 cafe’snowing’ art JB gallery, Seoul, Korea 
 

‘Louis Quatorze gallery’, Seoul, Korea 
 

’Furnimass’ show room, Seoul, Korea 
 

‘Dialogue’ cafe MIEL, Seoul, Korea 

2016 ‘dialogue’, tom&toms black, Seoul, Korea 
 

‘dialogue’ United gallery, Seoul, Korea 
 

'LOVE ESSAY' cafe MIEL,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2020 Korea Galleries Art Fair, BHAK, Coex, Seould, Korea 
2019 ‘Atro’, Eland Gallery, Seoul, Korea 
 

Art Miami, Pontone Gallery, Miami 
 

KIAF, BHAK, Coex, Seould, Korea 
 

Art Asia, BHAK, Coex, Seoul, Korea 

2018 ‘Supporting Project of Korean Art’,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Art Asia (Solo), BHAK, KINTEX, Ilsan, Korea 
 

‘popart’, Kim Jae Sun Gallery, Busan, Korea 

2017 Love Theme Exhibitions ‘2018 Cupid’, Kidari gallery, Daegu, Korea 
 

‘blanc bleu’ hotel art fair, Grand Ambassador Hotel, Seoul, Korea 
 

‘Geeky land’, K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Asia contemporary art show in Conrad/ space776 gallery, Hongkong 

2016 Daebaek plaza art gallery, Daegu, Korea 
 

‘Young artist Project’, Kiss gallery, Seoul, Korea 

2015 ‘The Five Great allegory of Love, Ligak art museum, Cheonan, Korea 
 

The publicity artist ’Momo’’, gallery Ilho, Seoul, Korea 
 

‘2015 art canvas project’, Germany 

2014 ‘Say Beijing’, Cheongjak gallery, Seoul, Korea 
 

‘Seoul art show’ blue in art, Coex, Seoul, Korea 
 

‘CIGE Beijing’ Beijing, Chin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Opening Exhibition ‘love, Jipo Lighter Museum, Je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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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2017.3 17s/s ‘G_CUTxJIHI’ Clothing collaboration, Shinsegae International 

2016 16s/s16f/w ‘ABRAHAM K HANGUL+JIHI’, Clothing collaboration 

2016.3 art collection by KEAS Bluetooth speaker 

2015.12.5 a jazz singer Lee Hyeonjeong second album ,cover painting and Exhibitions 

학력 2010 서울여자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0 ‘SYNDROME’,이랜드 문화재단 공모 당선 개인전, 이랜드월드 가산 본사 

2019 에필성형외과 by 키다리갤러리, 대구 

2018 'ART ASIA 2018' 박영덕화랑, 일산 킨텍스 
 제10회 바이오 제약업계 교류회 전시 초청, 더청담웨딩홀 
 코코랜드 by카라스갤러리, 청담 
 플레이스캠프, 제주 
 여기 수다스love다, 프라바아워, 서울 
 ‘#LIKE’ 탐앤탐스 청계광장점, 서울 

2017 카페 ‘스노잉’, 아트 JB 갤러리, 서울 
 루이까또즈 갤러리, 서울 
 ’Furnimass’쇼룸, 서울 
 ‘Dialogue’, 카페 미엘, 서울 

2016 ‘dialogue’, 탐앤탐스 블랙, 서울 
 ‘dialogue’,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LOVE ESSAY', 카페 미엘, 서울 

2015 '사랑을 말하다' 백희갤러리, 전주 

2014 'love essay' 화봉갤러리, 서울 
  

그룹전 및 아트페어 

2020 화랑미술제, 박영덕화랑, 코엑스 

2019 이랜드'아트로'소품전 
 Art Miami, Pontone Gallery, 마이애미 
 충주문화회관 예술하라 ‘예술편의점’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팔레드서울 
 ‘2019 KIAF’ by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To be natural’ 정샘물플롭스, 신사동, 서울 
 ‘Artasia2019’ by 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하버아트페어, 본화랑, 홍콩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예술의 전당,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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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AF아시아호텔아트페어 파라다이스호텔 by 박영덕화랑, 부산 
 화랑미술제 by박영덕화랑, 코엑스, 서울 
 ‘원’아트 타이페이 셔우드호텔 by 본화랑, 대만 

2018 ‘아트로’ 소품전, 이랜드갤러리, 서울 
 ‘ART18제주’아트페어, 박영덕화랑, 메종글래드호텔 
 아트아시아(Solo) / 박영덕화랑, KINTEX, 일산 
 '예술하라2018', 팔레드서울 
 ‘팝아트’, 김재선 갤러리, 부산 
 ‘2018 큐피드’, 키다리 갤러리, 대구 

2017 ‘블랑블루 blanc blue’ 아트페어 in 그랜드엠베서더 호텔, 장충동 
 ‘이상한나라의 괴짜들; geeky land’ K현대미술관, 청담동 
 Asia contemporary art show in Conrad, space776 gallery, 홍콩 
 아트부산, 키다리갤러리  
 '소품전’ art247 갤러리, 이태원 
 'Happy virus’ 설미재미술관, 가평 
 대백프라자, 대구 

2016 ‘블랑블루’ 그랜드앰베서더 호텔, 서울  
 ‘RED’, 마롱갤러리, 서울 
 'Summe;refresh' 히든엠갤러리 
  ‘부산디자인페스티벌’, 갤러리메이, 부산 
 ‘뜻밖의발견, serendipity’, 키스갤러리, 서울 
 ‘동시대적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알레고리‘, 리각미술관, 천안 

2015 모모 프로젝트, 갤러리 일호, 서울 
 ‘2015 아트캔버스 프로젝트’, 독일 
 ‘베이징을 말하다’, 청작갤러리, 서울 

2014 서울아트쇼/ 블루인아트, 코엑스, 서울 
 ‘CIGE 북경 아트페어, 중국 국제컨벤션센터, 베이징, 중국 
 개관전 ‘love’, 지포라이터 뮤지엄, 제주 
  

콜라보레이션 

2019 파마리서치, 리주란 화장품팩트 패키지 아트콜라보레이션 12월 런칭(–2020) 
 삼성화재 SNS광고 9-11월 
 이랜드백화점 리테일홍보 9-11월 

2018 아펠가모 공덕 오프닝전시 및 아트캠페인 

2017 네이버 프로젝트 꽃, 크리에이터데이 vol.3, 라이브드로잉 참여 
 여성복 지컷 g-cut17s/s 협업작업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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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나이티드제약 재단,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랜드문화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