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두리   Park du ri 

 

1981 세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B,F,A) 

2000 경남대학교 대학원졸업 (M,F,A) 

 논문제목: 에트루리아 미술의 특성연구 

2016    Selected for the Artist Residency VYT in New York, USA 

2015-2017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USA 

2018   School of Visual Art (SVA) Residency  

 

아티스트경력 

2016-2017         동서미술상 운영위원 

2009-2010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 미술코너 해설 

2008, 2012 성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 

2007-2008   창원시 도시건축심의위원  

2003-2008   마산미술협회 서양화 분과 위원장 

2001-2006 경남대학교 미술과 강사 

2002-2010 마산 창신대학교 미술과 강사 

2008-2012   마산대학교 강사 

1981-1995 마산제일여자 중, 고등 학교 교사 

 

해외 초대전 및 개인전 

2018   School of Visual Art (SVA) 전시회 

2018   아트비트 345 NYC 박두리 개인전/뉴욕, 미국  

2016   갤러리 엔낵 박두리 초대전/ 엔넥아트스페이스, 뉴욕 인터내셔날 센터/ 뉴욕, 미국 

2016   리버사이드 갤러리/ 리버사이드 스퀘어, 헥튼섹크, /뉴저지, 미국 

2007   이탈리아 로마 한국대사관 초대전/ 로마 한국대사관 아트 홀/로마, 이탈리아 

2006   타이난 시립미술관 박두리 초대전/ 타이난 시립미술관, 타이완 

2005   비즈 갤러리 박두리 초대전/ 비즈갤러리, 샌프란시스코, 미국 

2005   중앙일보사 박두리 초대전/ 중앙일보 아트홀, 샌프란시스코, 미국 

2005   후지 갤러리 신년기획 박두리 초대전/후지갤러리,오오사카. 일본 

2004   후지갤러리 박두리 초대전/ 후지갤러리,오오사카,일본 



2001   갤러리 에띠엔느 드 꼬장  / 파리, 프랑스 

 

 

해외 기획전시 초대전 

2018   2018 10 Art Competition Archives – Portfolio Magazine 

2018   Class Show 헤리만 맛손 갤러리, New York 

2018   BYOW NYC Edition, New York 

2018   아트박스 프로젝트/Artbox Gallery, 뉴욕, 미국  

2016   홀리데이 인 쇼  /갤러리 RSVP, 뉴욕, 미국 

2005   중국 무순시 국제교류전/ 무순, 중국 

2004   아티스트 국제교류전/ 후지 갤러리, 오오사카, 일본 

2003   아티스트 국제교류전/ 비엔나, 오스트리아 

2001   아티스트 현대미술교류전/ 비엔나, 오스트리아 

1999   자연의 반영전 /방콕, 타일랜드 

1999   아티스트 현대미술교류전/ 스톡홀롬, 스웨덴 

1999   러시아 국제미술교류전/ 스트라스부르그, 러시아 

 

개인전 30회 

2018     ART Beat 345 NYC, New York, NY, USA 

2016     Gallery Annex Art Spheres, INTERNATIONAL CENTER in New York, USA 

2016     SBS 드라마협찬 “함부로애틋하게”기념 전국순회전시/ 박영덕갤러리/롯데백화점갤러리 

2015     박두리 개인전/ Gallery Riverside , hakten sake, New Jersey ,USA. 

2014     챔버 갤러리 기획 박두리초대전/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 창원 

2013     봄을 건네다 숲 갤러리 기획초대전/ 숲 갤러리, 창원 

2012 숲의 비의전/ 가나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2     숲의 비의전 /성산아트홀, 창원 

2010 무학 문화의거리 개관기념 박두리초대전/ 무학그룹 본사, 창원 

2008 대안공간마루기획 박두리 초대전 / 대안공간마루, 창원 

 롯데 백화점 기획 초대전/ 롯데백화점 갤러리, 창원 

2007 이탈리아 로마주재 한국대사관 초대전/로마대사관 아트홀, 이탈리아 

2006 MBC경남기획, 벽화와 함께하는 박두리 초대전/ MBC경남 아트홀, 창원 



타이완 문화관광부기획, 타이난시립미술관 박두리초대전/ 타이난시립미술관, 타이완 

문화관광부 기획, 김해 허황옥 축제 박두리특별 초대전/김해 

2005 샌프란시스코-비즈 갤러리 초대전/ 비즈 갤러리, 샌프란시스코/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박두리 초대전/중앙일보 문화홀, 샌프란시스코, 미국 

 후지갤러리 신년 기획 박두리 초대전/후지갤러리, 오사카일본  

청계 아트갤러리 개관기념 박두리초대전/청계아트갤러리, 서울   

2004 제14회 동서미술상 수상기념 초대전 /동서화랑, 마산 

 이오스 갤러리 박두리 초대전 /이오스 갤러리, 서울 

롯데백화점 갤러리 기획 박두리 초대전/롯데백화점 갤러리, 마산 

 The path, 박두리 개인전/ 후지 갤러리, 오사카 /일본 

2002 박두리 개인전/롯데백화점 갤러리, 마산 

2002 박두리 개인전/ 예가족 갤러리, 서울 

2001 박두리 개인전/갤러리 에띠엔느 드 꼬장, 파리, 프랑스 

2000 박두리 개인전/ 단성갤러리, 서울 

1999 박두리 개인전/ 대우백화점 갤러리, 마산 

1996 박두리 개인전/ 성안백화점 아트홀, 마산 

 

벽화 

2010 주식회사 무학그룹 본사, 문화의거리 조성 프로젝트, 벽화제작/창원 

2010 경상남도지정, 모범 팜 하우스 다감농원 벽화제작/창원 

2008 롯데백화점 주차빌딩 벽화제작/ 롯데백화점 마산점 

2008 창원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오동동 불종거리 통술골목 벽화제작 /창원 

2008  MBC문화방송국 외벽, 벽화 제작 /창원 

 

기획전 및 초대전(국내외 300 여 회 참가) 

2015   Holyday in show, Gallery RSVP /뉴욕, 미국    

2015   오승우 미술관기획 봄의향기전/ 무안 

2015   여수 국제 아트 페어 /여수 

2015   동서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3.15 아트센터, 창원 

2015   김종영100주년 기념 초대전/성산아트홀/창원 

2012   한국현대미술의장/ 서울 미술관, 서울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제 기념 300호 초대전 /안동 예술의 전당, 안동 

여수 세계문화 엑스포 기념 초대전 /진남 문예회관, 여수 

현대미술 14인교류전 /대산 미술관, 창원 

부산, 울산, 경남 15인 초대전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2011   안산 문화 예술회관 기념초대 부스 전 /안산예술의 전당, 안산 

현대미술 경남작가전 /창원아트센터, 창원 

부산/울산/경남 현대구상작가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0 화합과 소통 전 /3.15아트센터, 창원 

2009 영남 현대작가 초대전 /대산 미술관, 창원 

 경상남도 미술품경매전 /성산아트홀, 창원 

2008 오픈스튜디오 작가 전 /마산아트센터, 창원 

2007 동서미술의 현재 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대구MBC 옥션 경매 전 /대구MBC홀, 대구 

 성산 미술대전 초대 전 /성산아트홀, 창원 

 문화관광부기획 김해문화답사 퍼포먼스 / 클레이 아크 미술관 야외 특설무대, 김해 

2006 성산미술대전 초대전 /성산아트홀, 창원 

 세종 회화 동문 전 시각의 다양성전 /세종 문화회관, 서울 

2005 나로부터의 풍경 전 Site & Site /경남도립미술,, 창원 

 대한민국 현대미술작가 Festival /세종 문화회관, 서울 

 네팔 바증에 배움의 학교를전 (창원대 전시실/창원 

 중국 무순 시 미술교류전 /무순, 중국 

 5월 미술축제 초대전 /동서화랑, 마산 

 평범한 자연, 평범하지 않은 자연 전 /대안공간 마루, 창원 

2004 국제 미술교류전 /후지갤러리, 일본, 오오사카 

 향토사랑순회 경남작가전 /마산, 진주, 함안 등 

 국립 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초대전 /삼진미술관, 마산 

 창신대학 교수 미전 /대우갤러리, 마산 

2003 국제 미술교류전 /비엔나, 오스트리아 

 월간미술세계 창간20주년 기념전 /임립 미술관 

 바다미술제 /마산 



 남부 현대미술제 /전주 

2002 신춘기획 고향의 봄 전 /갤러리 자유로, 고양 

 서울 국제미술전 /예술의전당, 서울 

2001 현대미술교류전 /비엔나, 오스트리아 

  오월미술축제 초대전 /한국화랑협회, 동서화랑 

 창동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창동갤러리, 마산 

 국제 연극제 기념 초대전 /마산 

2000  남부 현대미술제 /구미, 대전 

 갤러리 회화제 /조형갤러리, 서울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 

1999 금강산 기행 초대전 /현대백화점갤러리, 서울 

  자연의 반영전 /방콕,, 타일랜드 

  스웨덴 현대미술전 /스톡홀름, 스웨덴 

  러시아 국제교류전 /스트라스부르,/ 러시아 

 

수상 

2004 제 14회 동서미술상 수상 

2000 마산 미술인상수상 

 

현재:  ART STUDIO, 345 CMMUNTY, NEW YORK , USA 

한국미술협회, 신작전, 선과색동인, 

WORK SPACE : 345 EAST 104 STREET, NEW YORK,NY 10029, USA 

주소:  592, 9 AVU AP2B NEW YORK, NY, USA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모곡4길 132번지,   

전화 : 1) 917-574-1725, 휴대폰 : 010-6641-2370  

E-mail: duripark@yahoo.com 

Website :  www.duripark.com 

Instargram:  duripark7 

Blog: daum .net duripark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