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소 (CHOI Byungso 1943~) 

 

1985 계명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7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 인 전 

2022 Choi Byung-So, 우손갤러리, 대구, 한국 

2020 意味와無意味 SENS ET NON-SENS,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2016 Choi Byung-So — oeuvres sur papier, 마리아룬드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Choi Byung-So, 생떼띠엔느현대미술관, 셍때띠엔느, 프랑스 

2014 긋기와 지우기, 데이트갤러리, 부산, 한국 

2013 최병소展, 누오보갤러리, 대구, 한국 

2012 최병소展,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05 Black Mirrors, 갤러리 IBU, 파리, 프랑스 

1997 최병소展, 시공갤러리, 대구, 한국 

1979 최병소展, 무라마츠갤러리, 도쿄, 일본 

 

그 룹 전 

2022 시적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 한국 

2021 ( )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한국 

2020 위대한 서사,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18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17 Tracing The Past and Shaping The Future, POWERLONG 뮤지엄, 상하이, 중국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15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2012 한국의 단색화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08 겹, 소소갤러리, 헤이리, 한국 

1997-02 FIAC, 시공갤러리, 파리, 프랑스 

1996 한국 모더니즘의 발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1981 Korean Drawing NOW, 브룩클린미술관, 뉴욕, 미국 

1980 국제 Impact 예술제, 교토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1979 상 파울로 비엔날레, 상파울로, 브라질 

1978 한국 현대미술 20 년 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1977 한국 : 현대미술의 단면, 센트럴미술관, 동경, 일본 

1975-79 서울 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1976-79 에꼴 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1974-78 대구현대미술제, 계명대학교, 대구, 한국 

1974 한국실험작가전, 대백화랑, 대구, 한국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Frankel Foundation, Musée d’Art Moderne, Musée des Beaux-arts de Lyon,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박기원 (PARK Kiwon, 1964~) 

 

1989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개 인 전 

2022 웍스 퍼니처, 차[茶] 스튜디오, 인천 

2019 연속, 313아트프로젝트, 서울 

2016 숨겨진 표면, 갤러리아 콘티누아, 베이징 

2016 성장공간, 313아트프로젝트, 서울 

2010 올해의 작가-누가 미술관을 두려워하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 마찰, 공간화랑, 서울 

2006 가벼운 무게,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마드리드 

2006 파멸,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4 보온, 시공갤러리, 대구 

1996 움직임, 가인화랑, 서울 

 

그 룹 전 

2022 R22, R Gallery, 서울 

2021 박기원이 이인현을 만났을 때, 차[茶] 스튜디오, 인천 

2021 빛으로 그리는 신세계,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0 신나는 빛깔마당,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0 수평의 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8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OCI미술관, 서울 

2017 율동: 규칙과 운동감,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5 Spheres8, Galleria Continua, Les Moulins, France 

2015 옅은 공기속으로, 금호미술관 



 

2014 Empty Fullness, SPSI Museum, Shanghai 

2013 한국미술 대항해 시대를 열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2 순간의 꽃, OCI 미술관 

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1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08 Contextual Listening, 몽인아트센터 

2007 한국미술-여백의 발견, 리움 삼성미술관 

200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네치아 

2000 한일현대미술의 단면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청

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제여란 (JE Yeoran, 1960~) 

 

198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대학원 졸업 

 

개 인 전 

2021 313 아트프로젝트, 파리 

2018 전혁림 미술관, 통영 

2017 공간화랑, 부산 

2016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파주 

2015 인당미술관, 대구 

2014 스페이스 K, 대구,과천 

2006 토탈미술관, 서울 

1990 인공갤러리, 대구 

1988 관훈미술관, 서울 

1988 윤갤러리, 서울 

 

그 룹 전 

1995 오늘의 동서작가 85 인전, 포스코갤러리, 서울 

1995 한국의 여성미술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6 90 년대 한국미술의 양상전,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동경, 오사카 

1998 금호미술관 개관기념전“그림보다 액자가 더 좋다.”, 금호미술관, 서울 

2000 물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8 2008 부산 국제 비엔날레 현대미술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9 한국 스페인 현대미술전, 세비야예술센터, 스페인 

2012 한국의 회화 - ‘매너에 관하여’, 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3 한국현대미술-담화(淡畵)전, ICAS 싱가포르 현대 미술관, 싱가포르 

2014 두가지 현상, LIG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4 김환기를 기리다, 환기 미술관, 서울 

2015 ‘견’ 김춘수, 김택상 , 제여란, 세줄갤러리, 서울 

2015 한국현대미술 ‘텅 빈 충만’, 레꼴레따 문화센터, 아르헨티나 부에노 

2016 텅 빈 충만, ‘물성과 정신’, 밀라드타워 아트센터, 테헤란 이란 

2016 전조와 전복, 갤러리 바톤, 서울 

2018 올오버,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8 시각 서사,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파주 

2018 성북동프로젝트-관점 1, 관점 2, 313 아트프로젝트.서울 



 

2019 카운터 웨이브전, 세종미술관. 서울 

2021 전남수묵비엔날레, 전남도립미술관, 광주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동경화랑, 루드비히파운데이션, 서울시립미술관, 포스코센터, 토탈 미술관, 코오롱, 

바이엘, 인당미술관,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파라다이스 P-시티, 미술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