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고 바움가르텐 CV 

 

1964 독일 하노버 출생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  

 

학력 

1999  동경예술대학원 졸업(MFA), 도쿄, 일본 

1993-94  시각예술고등예술원, 파리, 프랑스 

1991  노포크디자인예술대학교, 영국 

1987-88  에꼴데보자르 국립미술대학교, 파리, 프랑스 

1984-92  칼스루에국립미술대학교 졸업, 독일 

 

주요 개인전 (2000~) 

2021  잉고 바움가르텐: just painting, 갤러리JJ, 서울 

2019  space & color, 통인화랑, 서울 

Something behind, 유나이티드 아트뮤지엄, 우한, 중국 

2018  soft colors-hard edges, Galerie Plan-D, 뒤셀도르프, 독일 

Passages, 갤러리조선, 서울 

2017  Urban Details, United Art Museum, 우한, 중국           

2016  Perception, 아뜰리에 아키, 서울 

2015  Point of View, 한미갤러리, 서울 

2013  住宅 (주택), 이유진갤러리, 서울 



2010  잉고 바움가르텐, 로남갤러리, 서울 

2008  城市造形 (Forms of City), Art Center of the Kun Shan University, 타이난, 대만 

2007  異質的美學 (Heterogeneous Aesthetics), Art Center of the Kao Yuan University, 가오슝, 대만 

no title, Bruno David Gallery, 샌루이스, 미국 

2006  Close Up, Galerie Le Deco, 도쿄, 일본 

Town at the Lake, 제플린미술관,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2005  The Beauty of the Common, Galerie ABTART, 슈투트가르트, 독일  

l'atelier de la MAJT, 릴, 프랑스  

2003  Ansichtssache Stadt("View of the city"), Galerie im Saalbau, 베를린, 독일  

2002  Our Town, Galerie SPHN, 베를린, 독일 

 

주요 단체전 (2000~) 

2019  Take ( ) at Face Value, 호주한국문화센터, 시드니, 호주 

2018  평화의 바람, 국제올림피아 아트페스티벌, 강원도 

2016  DMZ 국제아트페스티벌, 강원도  

2015  25주년 ZF문화재단전시회, 제플린미술관,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Visible Air, 경희대학교미술관, 서울 

2014  유니버설스튜디오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Der Blick Zurück nach vorn, Galerie ABT ART, 슈투트가르트, 독일 

2012 Totally German , KIMKIM Gallery, 서울 

2003  DIE GROSSE Kunstausstellung NRW, 뒤셀도르프, 독일 

City Landscapes, Galerie Haus Schneider, 에틀링엔, 독일 

Zeitgenössisch, 베를린, 독일 

 



레지던시 

우한 창조자본 레지던시, 우한, 중국 (2017, 2019)  

MAJT 레지던시, 릴, 프랑스 (2005)  

ZF 예술재단 레지던시,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2005) /  

 

수상 

일본 문부성 장학금, 동경, 일본 (1996-96)  

바덴뷔르템베르크예술재단 장학금 (1996)  

시각예술고등예술원 장학금, 파리 (1993-94)  

에라스무스 유럽연합프로그램 장학금, 노르치, 영국 (1991)  

독일-프랑스 국가유소년 장학금, 파리 (1987-88) 

 

작품 소장처 

District Government Karlsruhe, 독일 

사쿠라은행, 도쿄, 일본 

Communal Gallery Kornwestheim, 독일 

NBK Arthothek, 베를린, 독일  

Art Foundation of ZF Friedrichshafen, 독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국 

Wuhan Creative Capital, 중국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