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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근 PARK Younggeun
학력
현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판화 석사
서울대학교 서양화 학사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원
개인전
2012 제 27 회, 금산 갤러리
2009 제 26 회, 아라리오 갤러리
2008 제 25 회, 갤러리 세줄
제 24 회, 우랑가갤러리, 스페인,빌바오
2007 제 23 회, KIAF 코엑스 태평양홀
제 22 회, 두루아트스페이스
2006 제 21 회, 갤러리 상
2005 제 20 회, 갤러리 상
2004 제 19 회, 소카 갤러리, 북경
2003 제 17 회, 사이 갤러리, 오사카
제 18 회, 고바야시 갤러리, 동경
2002 박영근 초대전, 갤러리상
박영근 초대전, 금산갤러리
2000 제 15 회 개인전, 상갤러리
제 14 회 개인전 동경, 고바야시 화랑
박영근 개인전, 갤러리상
1999 제 13 회 개인전-NICAF, 도쿄국제포럼
제 12 회 개인전-화랑 미술제, 예술의전당
제 11 회 개인전-판화 미술제, 예술의전당
제 10 회 개인전, 금산갤러리
1998 제 9 회 개인전, 보다갤러리
제 8 회 개인전,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5 제 7 회 개인전 예일화랑
제 6 회 개인전, 예술의 전당
1994 제 5 회 개인전, 예술의전당
제 4 회 개인전, 홍의갤러리
1993 제 3 회 개인전, 갤러리 이콘
1992 제 2 회 개인전, 예술의전당
1991 제 1 회 개인전, 갤러리예향

E : info@keumsangallery.com

단체전
2008 화랑미술제, Bexco
Chicago Artfair 07, 나비페어페스티벌홀,시카고
2007 Arco Artfair 07, madrid,spain
Chicago Artfair 07, 나비페어페스티벌홀,시카고
Spectum of korean print, 러시아 로보시비르스크 아트 뮤지엄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포천반월아트홀
화랑미술제,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그림보는법, 사비나미술관
노아의 방주,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판화 1958-2008, 국립현대미술관
지구의 기억, 제비울 미술관
Apple, Gallery Yemac
갤러리 The K 개관기념전, 갤러리 The K
시간의 빡센 두께, 토포하우스
컬렉션을 노크한다, 갤러리 각
한국현대미술과 컬렉션의 향방, 빛갤러리
회화정신 한중교류전, 동덕아트갤러리
꽃 전, 두루아트스페이스
드 아카데미의 작품, 두루아트스페이스
신나는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경남국제아트페스티발, 경남도립미술관
메리크리스마스전, 갤러리 더 케이
근현대 인천미술의 궤적과 방향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06 Arco, medrid,spain artfair
한.중.일 3 국 회화작품전, 하봉시 인민정부
판의 공간, 추계예술대학교 전시
프린트스펙트럼, 선화랑
신소장품 200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과놀이-펀스터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어울림 미술관
천사, 갤러리 정
국제판화네트워크-헤이리 INK, 북아트하우스
판화전공 교수전, K 갤러리
회화정신전, 경북대학교 미술관
북 아트페어, 코엑스 인도양홀
Crossing gene, 선 컨템포러리
현대미술 40 인전,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판화-듀얼로그전, 모란갤러리
목인천강지곡, 공평아트센터
북경아트페어, 중국국제 과학기술센터, 북경
부산국제판화제, 부산시민회관, 부산
2005 할로 구텐베르크-한국현대판화전, 프랑크푸르트
부산국제판화제,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한국현대판화 국제교류전, 세종문화회관
중국 국제화랑전람회, 중국세계무역센터, 중국
아트 시카고, 나비페어 페스티벌홀, 시카고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SIPA,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신작로전, 국민아트갤러리
서울판화, 토포하우스
상해아트페어, 상해마트홀, 상해
2004 중국국제화랑전람회, 중국국제 과학기술센터, 북경
샌프란시스코 아트페어, 포터메종센터, 샌프란시스코

아트시카고, 나비페어 페스티벌홀, 시카고
현대판화 정예작가 초대전, 우림갤러리
운정의 향기,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전시실
길을 묻다, 갤러리 라메르
산책, 취옹예술관
키아프, 코엑스
금강산 기행전, 국민갤러리
서울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국제판화제 수상작가전, 가진화랑
실버벨, 편도나무 갤러리
판화 2004-새로운 모색과 실험전, 한전프라자 갤러리
상해 아트페어, 상해마트홀, 상해
미술초대전, 북경문화센터, 북경
한.중 국제판화교류전, 중국흑룡강성 미술관
2003 상해 아트페어, 상해마트홀, 상해
한.칠레교류전, 산티아고
한국우수 판화가작품전, 칭다오 문화전시센터, 청도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방글라데시 파칼라 아카데미
대구아트엑스포,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
한국현대판화전-국제판화교류전, 세종문화회관
우리시대 삶과 해학전, 세종문화회관
새생명.빛전-2 부 Taking off, 진흥아트홀
서울 아트 페어, 예술의전당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안기행, 국민아트갤러리
키아프 , 코엑스
한국현대미술의 오늘전, 조선대학교 미술관
2002 멜버른 아트페어, 멜버른 왕립미술관, 호주
깃발제, 월드컵공원
앙코르왓 전, 국민아트홀
장미전, 갤러리 상
회화정신전, 롯데화랑
화랑미술제, 예술의전당
한.중.일 작가 특별전, Bexco
국제현대판화전, 성산아트홀
한국현대판화 전, 관훈미술관
미술의 반성전, 하나아트갤러리
2002 100 인의 작가소품전, 빛갤러리
Stream, 라메르갤러리
생명의 서-봄, 아지오갤러리
동거를 통한 중용으로 종용하기, 백월화랑
2001 팜스프링스 아트페어, 팜스프링스 컨변션센터
해외 국제 판화제 수상작가전, 예술의전당
회화정신전, 마이아트갤러리
리놀륨 초대작가전, 덕원갤러리
한양에서 서울까지 40 일간의 여행, 상갤러리
아시안 세기의 시작, 오사카 현대미술관
한국의 자유정신, 하와이 니키스갤러리
한국 현대판화 2001 년, 서울시립미술관
판화의 거장전, 기욜시립미술관
라티 국제 판화전, 라티미술관
2000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전, 사비나갤러리

밀레니엄 그라피카-요코하마 국제판화전, 가나가와 프레펙쳐갤러리
사포로 국제 판화 비엔날레, 사포로 현대미술관
Y2K 국제 판화전, 국립대만예술교육원
그림일기-그림읽기전, 상갤러리
햇빛갤러리 개관기념전, 햇빛갤러리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인간의 숲, 회화의 숲, 광주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인간의 숲, 회화의 숲, 광주
현대판화 위상전, 청주문화관
서울대학교와 새천년전, 서울시립미술관
토론토 아트페어, 토론토
마카오 국제 판화전, 마카오 현대미술관
Relativities Exhibition, Off Center Gallery
회화정신전, 대구 공산갤러리
1985 ~ 1988 한국수채화협회 공모전, 미술회관
수상
요코하마 미술관상
이비자 국제판화비엔날레 명예상
1993 한국판화가협회 공모전 우수상
1992 동아미술제 특선
MBC 미술대전 대상
1988 한국수채화협회공모전 미술협회 이사장상
중앙미술대전 특선
1987 한국수채화협회공모전 문예진흥원장상
1986 목우회 공모전 특선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 문화관광부 / MBC 문화방송 /노보시비르스크 미술관(러시아)/ 예술의 전당 / 고운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하정웅 켈렉션)/ 요코하마 미술관(일본) / 사포로 현대미술관/ 방스카 비스트리카시/ 갤러리(슬로바키아) /
이비자 현대 미술관(스페인)/ 교보문고 / 서울시립미술관 / 성신여대박물관 / 관루미술관(대만)

B-103, Namsan Platinum, 46, Sogong-ro, Jung-gu, Seoul, Korea
T : +82 2 3789 6317

E : info@keumsangallery.com

박 영 근 PARK Younggeun
Education
1994 M.F.A. Dept.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8 B.F.A. Dept.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
2012 Twelve apples, Keumsan Gallery, Seoul, Korea
2009 ARARIO GALLERY, Cheonan, Korea
2008 The Tools, Gallery Sejul, Seoul, Korea
The Tools of Picasso and Dali, Uranga Gallery, Bilbao, Spain
2007 Duru Artspace, Seoul, Korea
2006 Desire to his narrative, Gallery Sang, Seoul, Korea
2005 The Image of Genealogy, Gallery Sang, Seoul, Korea
2004 The String, Soka Art Center, Beijing, China
2003 The Fish, Kobayashi Gallery, Tokyo, Japan
2002 The Time, The Fish, Keumsan Gallery, Gallery Sang, Seoul, Korea
2000 The Super, The distance traveled, Gallery Sang, Seoul, Korea
1999 The Super, The distance traveled, The Time,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3 Who is Alice , Light gallery, Venice, Italy
Dream Walking in the Magical Realit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12 Artists with ARARIO 2012 Part 3, ARARIO GALLERY, Seoul cheongdam, Korea
2011 Korean Rhapsody: A Montage of History and Memory, Leeum, Seoul, Korea
2010 Present from the Past,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UK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Seoul, Cheonan, Korea
2008 Art in Busan 2008,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07 SangSang Factory,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Pocheon Asia Biennale, Pocheon, Korea
Method of seeing paintings,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Noah’s ar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06 Art & Playing-funsters, Hangaram Art Museum of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03 Biennale Bangladesh 2003, Bangladesh Shillpakala Academy, Banglade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