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원 KIM JIWON (1961-)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 

1994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 미술학교 슈테델 슐레 졸업 

1988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2 LEMON, PKM 갤러리, 서울 

2021 거기재: 내가 거기 있었다, 누크갤러리, 서울 

2019 유랑-꽃집, 몸미술관, 청주 

2019 캔버스 비행, PKM 갤러리, 서울 

2017 그림보초, 갤러리 분도, 대구 

2016 맨드라미, PKM 갤러리, 서울 

2015 제 15 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전 <김지원: 그림의 벽>, 대구미술관, 대구  

2014 지평선이 되다, 조현화랑, 부산 

2012 바람처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광주 

2011 바람처럼, 하이트 컬렉션, 서울  

이륙하다 , 금호미술관, 서울 

맨드라미, 조현화랑, 부산  

2010 PKM 트리니티 갤러리, 서울 

2009 분도 갤러리, 대구 

2007 PKM 갤러리, 서울 

2006 Strange Explanations(Enlightening Painting), 앤드류샤이어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비행, 가 갤러리, 서울 

2005 회화적 회화 : 김지원, PKM 갤러리, 서울 

2004 맨드라미, 갤러리 피쉬, 서울 

2003 정물화, 화, 대안공간 풀, 서울 

2002 비닐 그림, 갤러리 피쉬, 서울 

1999 그림의 시작-구석에서-, 서남미술관, 서울 

 비슷한 벽, 똑같은 벽, 아트선재미술관  별관(현 우양미술관), 경주 

1998 제 4 회 김지원展, 전경숙 갤러리, 부산 

1997 34×24, 갤러리 보다, 서울 / 동아 갤러리, 부평 

1995 제 2 회 김지원展, 금호미술관, 서울 

1988 종이 오려 붙이기, 제 3 갤러리, 서울 

그림 모음, 그림마당 민, 서울 

  

주요 그룹전  

2022  온 페이퍼, PKM 갤러리, 서울  

 무빙어라운드, 창성동실험실, 서울 

Poetry and Painting, 갤러리 더 씨, 서울  

수직의 수면,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21  설원기 컬렉션: “1+1” 소장가의 시선,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2020  꽃꽃꽃, 서울식물원, 서울 

  전망-자연, 바다, 독도 그리고 화가의 눈,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2019  DMZ, 문화역서울 284, 서울 

  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8  누크갤러리 살롱전, 누크갤러리, 서울 

  보태니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시선의 벽, 아트 딜라이트, 서울 

2017  한국의 진경: 독도와 울릉도,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 

  코리아 투모로우 2017,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시리즈Ⅱ 화화-반려·교감 (畵畵-伴侶.交感),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그림과 그림, 누크갤러리, 서울 

  풀풀풀, 대구 신세계갤러리, 대구 

2016   4 가지 은유 - 명랑풍경, 아트센터 화이트 블럭, 파주 

한반도의 사실주의, American University Museum, 워싱턴 DC 

Flower Blossom, 신세계 갤러리, 인천  

자연, 그 안에 있다, 뮤지엄 산, 원주  

PAPER, 조현화랑, 부산  

2015     표정과 몸짓_소마미술관 소장품, 소마미술관,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광복 70 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우주생활, 일민미술관, 서울  

2014   物質매직, 일우 스페이스, 서울 

2013  동질이형, 누크 갤러리, 서울  

풍경-그림을 그린다는 것, 신세계 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2012  2012 SeMA Archives : 돌아보기/내다보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코리아 투모로우 2012,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순간의 꽃, OCI 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중국전 : 리부팅, 얀황예술관, 베이징 

횡단, 미마르시난 미술대학 토파네이 아미레 문화예술센터, 이스탄불 

SeMA 중간허리 2012 : 히든 트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형상회화 2012, 관훈 갤러리, 서울  

한국 당대회화, 국립대만미술관, 타이중 

2011  기억의 미래를 쫓는 사람들,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현대형상회화 2011, 관훈 갤러리, 서울  

비형식의 논증, 자하미술관, 서울  

추상하라!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현대미술작품의 새로운 해석,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2010 현대미술의 선물,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1 & Their Times,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드로잉 30 년: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2009 김지원, 차혜림 2 인전 - 붉은 낮잠, 그 문화, 서울 

2008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립지 않으랴, 천관문학관, 장흥  

굿모닝 Mr.백남준,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2007 It Takes Two to Tango, 금호미술관, 서울 

2006 플랫폼 서울 2006: 썸웨어 인 타임, 아트선재센터, 서울  

Through the Looking Glass-Korean Contemporary Art, 아시아 하우스, 런던 

잘 긋기,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상:상(想像)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 서울 

2005 시대의 초상, 일상의 울림, 박수근미술관, 양구 

만남, 한일 예술 대학 교수 작품 교류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동경예술대학교 미술관, 도쿄 



 

 

2005     올해의 예술상-노미네이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The Play Between: Korean Contemporary Drawing, 앤드류샤이어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 아레나 1 갤러리, 

산타모니카, 미국  

번역에 저항한다, 토탈미술관, 서울  

2005     서울미술대전-회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4  평화선언 2004 세계 100 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4     현대미술의 시선,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정물예찬, 일민미술관, 서울  

2003  일상이 담긴 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CROSSINGS 2003: KOREA / HAWAI’I, 이스트-웨스트 센터 갤러리, 하와이 / 갤러리 이올라니, 윈드워드 

커뮤니티 컬리지, 하와이 

혼성회화의 제시,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02  2002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3 집행유예, 5.18 자유공원, 광주  

Neo Painting,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01  2001 오딧세이,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광동미술관, 광저우 

2000  풍경과 장소- 유토피아  & 아토피아, 경기문화예술회관(현 경기도 문화의 전당), 수원 

미술, 그 주술적 힘,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인사미술공간 개관기념전-또 다른 공간, 인사미술공간, 서울 

1999  형상풍경, Space Untitled, 뉴욕 

회화의 회복-21 세기 주역, 성곡미술관, 서울   

1998  서남 미술아카데미-1999 프리뷰, 서남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개관 9 주년 기념전 그림보다 액자가 더 좋다, 금호미술관, 서울  

1997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표현, 포스코 갤러리, 서울    

다름의 사랑, 금호미술관, 서울    

1995 미술, 습관, 반성, 금호미술관, 서울 

1994 카페  ‘라팔로마’, 함부르크 

1993 쾰른 아트콜로니 W.D.R 스튜디오, 쾰른 

1989  88 문제작가 작품전, 서울미술관, 서울 

1987 제 7 회, 제 8 회 젊은 의식, 한강미술관, 서울 

1986  제 9 회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3 제 6 회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수상 

2014 제 15 회 이인성 미술상  

1986  제 9 회 중앙미술대상전 특선 

1983  제 6 회 중앙미술대상전 특선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리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소마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려대학교 

박물관, 하나은행, 하이트 컬렉션, JTBC, 부민병원 

 

 



 

 

정보영 JEONG BOYOUNG (1973-)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 

2012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졸업  

1998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96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2  ‘Flowing and pause’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21  ‘Still Looking’  Nook 갤러리, 서울 

2020  ‘Light rays, upon the window opened’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19  ‘Scattered’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16  ‘Blue Hour’ 갤러리 미고, 부산  

2015  ‘Light, the Narrative of Absence’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12  ‘Light, the Border with Time’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09  'Space, a boundary of the Sublime' 갤러리 인, 서울  

2007  'Still Looking'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06  'Still Looking'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주요 그룹전  

2022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 제 3 회 제주비엔날레 / 제주도립미술관 외, 제주 

2021  이화익갤러리 20 주년전 / 이화익갤러리, 서울 

2020  Autumn breeze /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19  정물화의 유혹 / 무안군오승우 미술관, 무안  

2018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예술가의 명상법 /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7  공간- 비움, 깊이, 빛 / 021 갤러리, 대구  

2016  풍경을 보는 여섯 가지의 시선 / 무안오승우 미술관, 무안  

2015  시.각.시.감 視.覺.視.感 /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14  조르조 모란디;모란디와의 대화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2013  현현 / LIG 아트스페이스, 서울 

2012  홍콩크리스티- ‘아시아 20 세기와 동시대미술’ 프리뷰전 / 홍콩컨벤션센터, 홍콩 

2011  여성작가전- 평면에서 설치까지, 여성미술의 힘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0  색과 빛, 그 지점 / 인터 알리아, 서울 

2009  Wonderful Pictures / 일민 미술관, 서울 

2008  Cutting edge 8th / 서울 옥션 스페이스, 서울 

2007  Sense of moment / 카이스 갤러리, 홍콩 

2006  Mirror of Reality /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05  송은 미술 대상전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4  Atelier Report 展 /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03  대한민국 청년작가비엔날레 - '천개의 사유, 천개의 길'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2  Pls. Be quite / 갤러리 상, 서울  

2000  ‘불-임' 展 / 문예진흥원, 서울  

1999  Hand-Made-Text : 개인사 박물관 / 인사 갤러리, 서울  

산(山).수(水).풍(風).경(景).  / 아트선재센터, 서울.경주  



 

 

그림보다 액자가 좋다 / 금호 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서울 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구시립미술관, 송은 문화재단, 금호 미술관, 스페이스몸 

미술관, 여주미술관, 서울미술관, 양평군립 미술관, 아산사회복지재단, 전북은행, 성남미술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