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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국 진 KANG Kukjin
(1939~1992), Korea
학력
1983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1965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1

오마주! 강국진 – ‘온고’와 ‘지신’ 사이展, 금산갤러리, 서울

2020

강국진 소품전, 인사센트럴뮤지엄, 서울

2019

Hommage! Kang, Kukjin - Look Different, 금산갤러리, 서울
매체, 추상, 실험: 트랜스미디올로지 하기, 수림아트센터, 서울

2018

추계예술대학 판화과 30 주년 기념 판화전 Hommage! Kang, Kukjin-Prints Exhibition, 추계예술대학교, 서울
Hommage! Kang, Kukjin - Light of History, 금산갤러리, 서울

2017

Hommage! Kang, Kukjin, 금산갤러리, 서울

1995

돌아간지 세돌 강국진 그림잔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1989

역사의 빛-유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5

가락-유화, 우정미술관, 서울

1979

유화, Han Gook Gallery, 뉴욕, 외 다수 개인전

주요 전시
2018~2019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도쿄국립근대 미술관, 일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싱가포르

2019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강국진, 김구림 오마주전, 라벨라치타 청사포 , 부산

2018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2017

KIAF 2017 ART SEOUL, COEX, 서울
역사를 몸으로 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 2017 특별전, 서울

2008

20 세기 경남 미술 1-회화,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03

시립미술관 신소장품전, 시립미술관, 서울

2002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6

한국 모더니즘의 전재 1970-1990 년 근대의 초극, 금호미술관, 서울

1983

국회개원 제 35 주년 기념 미술 초대전, 국회의사당 중앙홀, 서울

1978 한국미술 20 년 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4 서울 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이외 다수 초대전
수상
2019. 10. 22. 문화훈장 보관
2009. 한양대학교 총장 감사패
2001. 12. 20. 문화관광부 장관 감사패
주요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국회의사당 / 경남도립미술관 / 모란미술관 / 마산경남은행본사 / 주택금융공사 /
한양대학교 박물관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他界 후 학술 활동
2019 “강국진선생 학술세미나” 매체, 추상, 실험: 트랜스미디올로지 하기 / 수림아트센터 / 서울
2018 “강국진 학술세미나” /추계예술대학 창조관 오렌지룸 / 서울
“강국진 학술세미나” 강국진의 작품세계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
2017 “강국진 25 주기 학술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 서울
2014 국립현대미술관에 개인 아카이브 기증 / 부인 황양자
2007 “실험미술가 강국진의 삶과 예술” 경남도립미술관 학술세미나 / 경남창원
강국진 도록발간 / 경남도립미술관 / 경남 창원
2009 한양대학교 개교 70 주년 기념 달력 제작 / 한양대학교 / 서울
한양대학교 총장 감사패 수령 / 부인 황양자
2006 www.kangkukjin.com 온라인 강국진 전시공간 제작 / 부인 황양자
2001 국립현대미술관에 단체전 아카이브 기증 / 부인 황양자
1995 강국진 도록 발간 「돌아간 지 세돌 강국진 그림잔치」 / 부인 황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