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대미술관(HoMA) 제1관 전시일정표
기간

3

4

5

6

7

신청학과 1

전시명

비고

2.27(월)-3.3(금)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9회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동문전

전관

3.6(월)-10(금)

미술대학 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과

제 8회 디자인학부 연합전시"8"

전관

3.13(월)-17(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대학원 회화과 석사학위청구전1부

전관

3.20(월)-24(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대학원 회화과 석사학위청구전2부

전관

3.27(월)-30(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신승연 외 2명 박사학위청구전

1실,홀

4.3(월)-7(금)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학위청구전1부

전관

4.10(월)-14(금)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학위청구전2부

전관

4.17(월)-21(금)

미술대학원 동양화,판화,조각전공

석사학위청구전

전관

4. 24(월)-28(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권민정,이수진 박사학위청구전

전관

5.1(월)-5(금)

미술대학 예술학과

예술학과 기획전

전관

5.8(월)-12(금)

디자인콘텐츠대학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청구전

전관

5.15(월)-19(금)

일반대학원 미술,디자인계열

석사학위청구전

전관

5.22(월)-26(금)

문화예술평생교육원

제31회 문화예술평생교육원 창작콘서트展

전관

5.29(월)-6.2(금)

일반대학원 섬유미술과

대학원 섬유조형전

전관

6.5(월)-9(금)

일반대학원 조소과

대학원 조소과 과제전

전관

6.12(월)-16(금)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대학원 동양화과 와원전

전관

6.19(월)-23(금)

일반대학원 도예과

대학원 도예과 연합평가전 크리틱

전관

6.26(월)-30(금)

건축대학 건축전공,실내건축학전공

2017 제61회 홍익건축전

전관

7.3(월)-7(금)

일반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 과제전

전관

7.10(월)-14(금)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

제36회 홍익섬유조형展

전관

7.17(월)-21(금)

일반대학원 조소과,동양화과

조아라,이다혜 박사학위청구전

2실,1실

7.24(월)-28(금)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김춘옥 박사학위청구전

2실

7.31(월)-4(금)

8

9

전시장 공사

8.7(월)-11(금)

전관

8.14(월)-18(금)

중앙사진동아리

모래알 사진반 정기전시회

전관

8.21(월)-25(금)

일반대학원 섬유미술과,목조형가구학과

이해연외2명,정재나 박사학위청구전

전관

8.28(월)-9.1(금)

일반대학원 메타디자인학부 사진

대학원 석,박사 사진계열 졸업평가전

전관

9.4(수)-8(금)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금속조형디자인과 소모임 기획전

전관

9.11(월)-15(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대학원 회화과 GPS전

전관

9.18(월)-22(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대학원 회화과 석사학위청구전1부

전관

9.25(월)-29(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대학원 회화과 석사학위청구전2부

전관

10.9(월)-13(금)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금속조형디자인과 졸업전시회

전관

10.16(월)-20(금)

공과대학 도시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졸업작품전시회

전관

10.30(월)-3(금)

미술대학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졸업전시

전관

11.6(월)-10(금)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전공 졸업전시

전관

11.13(월)-17(금)

일반대학원 디자인계열

석사학위청구전

전관

11.20(월)-24(금)

미술대학 동양화과

동양화과 졸업전시회

전관

11.27(월)-12.1(금)

미술대학 판화과

판화과 졸업전시회

전관

12.4(월)-8(금)

미술대학 회화과

회화과 졸업전시회

전관

12.11(월)-15(금)

미술대학 도예유리과

도예유리과 졸업전시 및 과제전

전관

10.2(월)-6(금)

10

10.23(월)-27(금)

11

12

12

1

12.18(월)-22(금)

일반대학원 도예과

대학원 도예과 연합평가전 크리틱

전관

12.25(월)-29(금)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실내건축학과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학위청구전

전관

1.1(월)-5(금)

디자인콘텐츠대학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청구전

전관

1.8(월)-12(금)

일반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 과제전

전관

1.15(월)-19(금)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대학원 동양화과 필묵전

전관

조형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소모임 '팡세전'

전관

2.19(월)-23(금)

일반대학원 회화과

정호상 외 2인 박사학위청구전

전관

2.26(월)-3.2(금)

일반대학원 조소과

강덕봉 외 3명 박사학위청구전

1.22(월)-26(금)
1.29(월)-2(금)
2.5(월)-9(금)

2

2.12(월)-16(금)

전관
총 48개

: 현재 비어있는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