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b.1953)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1988 청년미술관, 서울 

1997 담론 혹은 만남, 사비나갤러리, 서울 

2000 내일의 작가전: 담론-백자, 성곡미술관, 서울 

2002 담론-자연, Expo Paris-Seoul Maison des Metallos, 파리 

2012, 15 담론-벽, 고도갤러리, 서울 

2017 미술이 철학을 사유하다,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20 숨,결, 데이트갤러리, 부산 

2020 숨,결,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21 선리선경, 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21 공안, 솔루나화인아트, 홍콩 

 

주요 그룹전 

 

1981-84. 양상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1-88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국립현대미술관외 서울 대구 부산 

1982-87 서울현대미술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1-93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 한국-오스트리아 현대미술교환전, Pholten 

1994 동아아트그룹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4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중국미술학원화랑, 북경 

1997 제 8 회 아시안아트비엔날레, 실파카라 아카데미, 방글라데시 

1998-05 서울 VECTOR, 관훈미술관, 서울 

2000 Manif 서울국제아트페어,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4 Zugvogel, Georg-Meistermann-Museum, Wittlich 

2008 내일의 작가전, 성곡미술관, 서울 

2014 Motion Sensor Seoul, Frankfurt Ausstellungsraum Eulengasse, 프랑크푸르트 

2017 한국미술의 풍경, 금산갤러리 동산방화랑, 서울 

2017 The Road, 김근태 Eberhard Ross 2 인전, UNC 갤러리, 서울 

2017 Akira Matsuda Dorrit Nebe 김근태 3 인의 철새전, 담갤러리, 서울 

2018 한국의 후기단색화전, 리안갤러리, 서울 대구 

2019 한국현대미술작가전,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2019 淡, White Stone Gallery, 홍콩 

2019 다른 듯 같은 같은 듯 다른,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2020 텅빈충만 -한국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박여숙화랑, 서울 

2021 현대미술의 시선.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작품소장 

 

성곡미술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하나은행 

조선일보미술관 

넷츠 

 

 

 

 

 

 

 

 

 

 

 

 

 

 

 

 

 

 

 

 

 

 

 

 

 

 

 

 

 

 

 

 

 



 

 

 

김춘수 (b.1957) 

 
1981, 8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8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CSULA 대학원 졸업 

 

개인전 

 

1985     Fine Arts Gallery, CSULA, 로스앤젤레스  

1986, 91  LA Artcore Gallery, 로스앤젤레스  

1988     관훈미술관, 서울  

1993, 94, 96, 02, 05, 19 갤러리신라, 대구  

1994    토탈미술관, 토탈미술대상 수상기념전, 서울  

1996    비엔날레전시관, 제23회 상파울루비엔날레/ 상파울루  

2004, 09  아트포럼뉴게이트, 서울  

2009, 15  Galerie Son, 베를린 

2015 갤러리데이트, 부산 

2016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20 한얼갤러리, 주스페인한국문화원, 마드리드 

 

주요 그룹전 

 

1980     제8회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0-82, 93-95, 99  서울80, 공간미술관 갤러리신라, 서울 대구  

1981-82, 92, 94-96  에꼴 드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1987-96, 99  로고스와 파토스, 관훈미술관, 서울  

1990-92  현대한국회화전, 호암갤러리, 서울 

1994     모노크롬 이후의 모노크롬, 환기미술관, 서울 

1995     환류-일 한 현대미술전, 아이찌현 미술관, 나고야  

1998 붓에 의한 회화 -붓이 떠난 회화, 사이갤러리, 서울 

2000 새천년의 항로: 주요국제전 출품작가들, 국립현대미술관 

2004 한국의 평면회화 어제와 오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5 시간을 넘어선 울림-전통과 현대,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2010 OFF the WALL,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2011, 13 Dialogue, 갤러리 손, 베를린 

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5 텅빈충만, Centro Cultural Recoleta, 부에노스아이레스 

2016 지속가능을 묻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7 한국미술의 산책 II 단색화, 뮤지엄 산, 원주  

2018 한국의 후기단색화, 리안갤러리, 서울 대구 

2019 다른 듯 같은 같은 듯 다른,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2021 素 Empty Morph,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21 層_고요하며 깊다, 갤러리CO, 서울 

2022 The Hidden Masterpiece, 갤러리bk, 서울 

 

작품소장 

 

삼성미술관, 선재현대미술관, 토탈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상철 (b.1946) 

 
전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 

196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1  아트스페이스3, 서울 

2020      AV 모던 & 컨템포러리, 제네바, 스위스 

2018      아트스페이스3, 서울 

2016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09      쿤스트독, 서울 

2007      쿤스트독, 서울 

2005      모란갤러리, 서울 

2003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01      갤러리 상, 서울 

1999      갤러리 상, 서울 

1996      갤러리 깃쇼도, 교토, 일본 

1994      금호갤러리, 서울 

199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6      관훈갤러리, 서울 

198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주요 그룹전 

 

2022      The Hidden Masterpiece, 갤러리 BK, 서울 

2021      텅 빈 충만, 박여숙화랑, 서울 

2020      판데믹의 한 가운데서 예술의 길을 묻다 – 작업(作業),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17      아시아 디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Black’n Black - Color of Abyss ,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2016      동작의 전환, 소마미술관, 서울 

검정, 갤러리3, 서울 

2015      선으로부터, 갤러리3, 서울 

2013      Who Are You, 삼탄아트마인, 강원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2012      한국드로잉 50년전, 예술의 전당, 서울 

실험적 예술 프로젝트 1부 매너와 풍경,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09      김환기 국제미술제전, 롯데갤러리/이앙갤러리, 광주/서울 

2008      김환기 국제미술제전, 갤러리 라이트/롯데갤러리, 서울/광주 

화가의 30년 - 그 아름다운 변화, 예술의전당, 서울 

한·중동 포럼 한국의 미 특별전, 국립오페라하우스, 카이로, 이집트 

2007      1970년대 한국미술, 예술의전당, 서울 

2005-18   파고전, 토포하우스, 교하아트센터, 파주시민회관, 경기 

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3      가일미술관 개관 기념전, 가일미술관, 경기 

야당리·들판·들꽃, 정글북 아트갤러리, 경기 

포천 미술협회 초대전, 포천반원아트홀, 경기 

2002      한국 현대미술의 초극, 갤러리 라메르, 서울 

금빛 날개 - 경기 북부의 회화와 조각, 경기도 제2청사, 경기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2001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 전환과 역동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또 하나의 국면 -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전, 환원미술관, 서울 

2000      서울대학교와 새천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그림일기 그림읽기, 갤러리상, 서울 

1999      90년대의 정황, 앨런 킴 머피 갤러리, 서울 

1998      시대 정신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1997      DOTS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6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미술대학 동창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1994-97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3      한국현대작가 2인전 - 동양의 눈, 동양의 정신, 갤러리 사이하쿠, 오사카, 일본 

1992      일-한 현대작가 교류전, 예술의전당, 서울 

개념에서 본질까지, 금호미술관, 서울 

서울–사뽀로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생명-현상전, 미도파화랑, 서울, 

1991      ‘혼돈의 숲에서’, 자하문미술관, 서울 

1990       90 새로운 정신전, 금호미술관, 서울 

한·일 현대미술 동질과 이질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미술 - 오늘의 상황전, 예술의전당, 서울 

1989-97   Abstract전, 갤러리63, 서울 

1989      아시아 현대미술전, 후쿠오카시립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89서울-교토 37인전, 교토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관훈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초대작가 89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1988       국제 아시아-유럽 비엔날레, 앙카라, 터키 

1988-91   인터내셔날 임팩트 아트 페스티벌, 교토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1986      서울대학교와 한국미술전,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 

1984-07   동세대전, 관훈미술관, 서울 

1982      현대미술의 조명 - 인천전, 몽마르뜨화랑, 인천 

1981-89   오늘의 작가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1      상 파울로 비엔날레, 상 파울로, 브라질 

1980-88   프로세스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0      회화 7인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아랍 미술교류전, 아랍문화회관, 서울 

1979      서울회화 15인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78-79   6인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78      아시아 현대미술전, 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부산 현대미술제, 부산시민회관, 부산 

1977-79   서울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5-78   대구현대미술제, 계명대학교, 대구 

1974      미술회관 개관기념 초대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실험작가전, 대구백화점 갤러리, 대구 

1973-76   신체제전, 명동화랑, 서울 

1971-89   한국미술협회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0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68      동아국제미전, 동아대학교, 부산 

 

수상경력  

1970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서울특별시장상, 한국일보사 

 

작품소장   

2007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02 국립현대미술관 

2001 국립현대미술관 

1999 대전시립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