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유

1965  공주생

1988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90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원(서양화 전공) 졸업

주요개인전

2019  노화랑 (서울

2018  인당 뮤지엄 (대구)

      갤러리 전 (대구)

2017  롯데 에비뉴엘 아트홀 (서울)

2016  Scope New York 2016 (뉴욕)

2015  Sis Gallery (뉴욕, 맨하탄)

      Hasted Kraeutler  “Living Together” (뉴욕,첼시)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4  갤러리세솜 (창원)

2013  롯데갤러리 (서울)

2012  갤러리현대 (서울)

       Hasted Kraeutler (뉴욕)

2011  갤러리바톤 (서울)

2010  성곡미술관 (서울)

2009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 (서울)

      이화익갤러리(서울)

2008  브라운베렌스갤러리 (뮌헨)

2007  사비나미술관 (서울)

2005  아트파크갤러리 (서울)

2004  롯데화랑 (대전)

2001  스페이스몸 (청주)

1999  금호미술관 (서울)

1997  조성희화랑 (서울)

1996  대전문화원 (대전)

       조성희화랑 (서울)

1993  제3갤러리 (서울)

1989  현대화랑 (대전)

 



주요단체전

2019    100 Movies 100 Artists 전 (롯데에비뉴엘아트홀,서울)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 기념전 (롯데에비뉴엘아트홀,서울)

        무위 – 자연스럽게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제주)

2018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제주)

         KIAF (코엑스,서울)

2017    더 아트쇼 (현대백백화점,판교)

        싱가폴 컨템퍼러리 (싱가폴)

2016    아트 아부다비 (아부다비,UAE)

        아트 마이애미 (미드타운마이애미,Wynwood)

        아트 파리 (파리,프랑스)

2015    디올정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SCOPE Basel 2015  (바젤, 스위스)

2014    정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Constructive Units (제임스크리스티스룸, 홍콩)

        PEOPLE (독립궁전미술관, 카자흐스탄)

        의미의 패턴 (아트센터 화이트블록, 파주)

        회화의 발언전 (이공갤러리, 대전)

        當代의 語法展 (이공갤러리, 대전)

        아트스테이지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익스히비션 & 컨벤션센터)

2013   LA 아트쇼 (LA 컨벤션센터/사우스홀 J & K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USA))

        아트 팜비치 (팜비치 컨츄리 컨벤션센터, (팜비치, 마이애미, USA)

        아트14런던 (올림피아그랜드홀)

        모방의 미학 (이화여대 박물관)

        아트13런던 (올림피아그랜드홀)

        아트스테이지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익스히비션 & 컨벤션센터)

2012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일우스페이스, 서울)

        현대미술사용설명서 展 (포스코미술관, 서울)

        블루밍 아트 (롯데갤러리, 대전)

        미술경작 展 (대전시립미술관)

        The Queen: Art & Image (내셔널뮤지움, 아일랜드/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 런던)

2011   코리안 랩소디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The Queen: Art & Image (로얄아카데미, 에딘버러 / 얼스터뮤지움, 아일랜드)

        조형예술의 탐색 (이공갤러리, 대전)

        금강미술대전 (대전중구문화원 / 대전MBC 갤러리M)

        점 그리고…(인터알리아, 서울)

        이화익갤러리 개관 10주년 기념전 (이화익갤러리, 서울)

        회화의 발언전 (덕린갤러리, 대전)

        호텔 아트페어 (그랜드하얏트, 서울)

        듀얼 이미지 (포항시립미술관)

        전환된 이미지V (갤러리룩스, 서울)



        서울 오픈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9회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Beyond the Blue (갤러리현대, 서울)

        A Glocal View : Korean Contemporary Art (웁살라미술관, 스톡홀름)

        38°N SNOW SOUTH:KOREAN CONTEMPORARY ART(갤러리샤롯데룬드,스톡홀름)

        분단미술-눈위에 핀 꽃 (대전시립미술관)

        아트 스테이지 싱가폴 (싱가폴)

2010    KOREAN EYE (런던/싱가포르)

         From Seeing To Discovering (이공갤러리, 대전)

        아시안 컨템포러리 아트 (컨벤션센터, 홍콩)

        아시안 컨템포러리 아트 & 20세기 중국미술 (컨벤션센터, 홍콩)

        다중효과 (갤러리인, 서울)

        SEOUL OPEN ART FAIR (코엑스, 서울)

        Art DUBAI (두바이)

        SCOPE New York (링컨센터, 뉴욕)

        KOREAN art show (뉴욕)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 (홍콩)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갤러리현대, 서울)

2009   아시안 컨템포러리 아트 (홍콩)

        모나리자의 콧수염 (상록전시관, 광주)

        회화의 발언전 (우연갤러리, 대전)

        아트 싱가포르 (선텍, 싱가포르)

        KIAF (코엑스, 서울)

        From Seeing To Discovering (이공갤러리, 대전)

        미술과 놀이- Art in Superstar (예술의전당, 서울)

        개관 10주년 기념전-재현에 대한 재현 (이공갤러리, 대전)

         From YEONHUI-DONG (연희동프로젝트, 서울)

        뜻밖의 전시회 (디아트갤러리, 대전)

        Small is beautiful (이화익갤러리, 서울)

2008    아시안 아트 인 런던 메이페어 (런던)

        전후 동시대 미술 (런던)

        아트 싱가포르 (선텍, 싱가포르)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 (동경)

        개관 30주년 기념전 (브라운베렌스갤러리, 뮌헨)

        KIAF (코엑스, 서울)

        첫걸음-한국의 새로운 미술 (아트시즌스, 싱가포르/베이징)

2007    브리지 아트페어(런던/마이애미)

        아시아 동시대 미술 (컨벤션센터, 홍콩)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페어 (뉴욕)

        회화의 발언 (우연갤러리, 대전)

        유명화가 작품전 (공주대, 공주)



        아시안 아트 인 런던 메이페어 (런던)

        아트 싱가포르 (선텍, 싱가포르)

        아트 타이페이 (무역센터, 타이페이)

          KIAF  (코엑스,서울)

         북경 아트페어 (무역센터, 북경)

         일상과 미술 (롯데화랑, 대전)

         Small is beautiful (이화익갤러리, 서울)

2006   아트 싱가포르 (선텍, 싱가포르)

         아시아 동시대 미술 (컨벤션센터, 홍콩)

         기호와 이미지 (이안갤러리, 대전)

          KIAF (코엑스, 서울)

         Best Collections (이화익갤러리, 서울)

         길을 가다 (이공갤러리, 대전)

2005    아시아 동시대 미술 (컨벤션센터, 홍콩)

         회화의 발언 (오원화랑, 대전)

         대전 미술제 (시립미술관, 대전)

         KIAF (코엑스, 서울)

         금호미술관 개관15주년 기념전 (금호미술관, 서울)

2004    부드러운 반복 (무심갤러리, 청주)

         한국현대미술전-미술과 놀이Ⅱ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회화의 조건 (신세계갤러리, 인천/광주)

         신소장품전 (서울시립미술관)

         봄에 이끌림 (시민회관, 대전)

2003     Sense & Sensibility (부산시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City-net Asia (서울시립미술관)

         갤러리 화소 개관기념전 (갤러리 화소, 대전)

         회화 10인의 발언 (오원화랑, 대전)

         백화점에 간 미술가들 (롯데화랑, 대전)

         Painting and Painting (인사갤러리, 서울)

         움직이는 정물 (do ART갤러리, 서울)

         자화상전 (롯데화랑, 대전)

2002    21C 인간의 해석 (21C갤러리, 대전)

         Daejeon 色 (시민회관, 대전)

        기념품전 (롯데화랑, 대전)

        롯데화랑 개관기념전-Contemporary Daejeon (롯데화랑, 대전)

        한국현대미술제-한국미술을 이끄는 66인의 개인전 (예술의전당, 서울)

        상상력과 호기심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1    젊은창작-보는 것, 보이는 것 (세종문화회관, 서울)

         Daejeon 風 (시민회관, 대전)

         Night & Light (이공갤러리, 대전)

         Drawing-Media (이공갤러리, 대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작품전 (목원대학교 학술정보관전시실)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 (사이타마미술관, 일본동경)

        새로운 시작 (교차로아트갤러리, 대전)

        나비도상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2000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작품전 (중구문화원, 대전)

        한국현대미술 ‘시대의 표현 - 눈과손’ (예술의전당미술관, 서울)

        강경-Art. History. Images (한림미술관, 대전)

        2000년-200인 작은그림 축제 (선화랑, 서울)

        386 새로운 지평 (립화랑, 대전)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 (갤러리사비나, 서울)

        뷰파인더 캔버스 (서남미술전시관, 서울)

        롯데화랑 개관기념 유망청년 작가전 (대전)

        21C 한.일 미술교류전 (대전시립미술관)

        용꿈 (성곡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2018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1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1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1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1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11  국립현대미술관

2010  성곡미술관

2009  삼성미술관

2008  뉴올리온즈미술관

2007  경기도미술관

       인물미술관

       사비나미술관

2006  서울시립미술관

       임옥미술관

2005  대전시립미술관

2004  부산시립미술관

2003  대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민속촌미술관

2001  대전시립미술관

2000  한림미술관

1999  금호미술관

1993  호암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