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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25 KIM25
학력
199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서울
198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

개인전
2022 <오월의 시>, 국회 환경 조성 특별전, 국회아트갤러리, 서울
2021 <The Boundary of Uncertainty>, Mizuma & Kips 갤러리, 뉴욕
2020 제 17회 개인전, 한국경제신문갤러리, 서울
2019 제 16회 개인전, 금산갤러리, 서울
제 15회 개인전, 나인갤러리, 광주
2014 제 14회 개인전, JJ중정갤러리, 서울
2013 제 13회 개인전, J갤러리, 광주
2004 제 12회 개인전, 노화랑, 서울
제 11회 개인전, 일본 오사카 부립 미술관, 일본
제 10회 개인전, PICI갤러리, 서울
2002 제 9회 개인전, 단성갤러리, 서울
제 8회 개인전, 나인갤러리, 광주

E : info@keumsangallery.com

1999 제 7회 개인전, 신세계 갤러리, 광주
제 6회 개인전, 단성갤러리, 서울
1996 제 5회 개인전, 궁전갤러리, 광주
제 4회 개인전, Make & Tamura 갤러리, 일본
1994 제 3회 개인전, 캠브리지 갤러리, 광주
제 2회 개인전, 인재미술관, 광주
제 1회 개인전, 갤러리2000, 서울

단체전
2021 아트 마이애미, 미국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서울
키아프, 서울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부산
화랑미술제, 서울
2020 부산 국제아트페어, 부산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서울
화랑미술제, 서울
2019 아트 마이애미, 미국
키아프, 서울
화랑미술제, 서울
2018 광주 아트페어, 광주
2014 아트 바젤 스콥
2013 홍콩 컨템포러리 아트 페어, 홍콩

아트 오사카, 일본
아트 햄튼, 미국
아시아 탑 갤러리 아트페어, 콘래드 호텔, 서울
멕시코 어포더블 아트페어, 멕시코
아트 토론토, 캐나다
2005 키아프, 서울
오사카 아트페어, 일본
2004 편의점전, 서울
2001 <야생화>, 나인갤러리초대전, 광주
2000 신세계갤러리 신년 기획전, 광주
1998 한국현대미술전, 제주
신세계갤러리 기획초대 현대작가 에뽀끄전, 광주
IMF와 현대미술전, 광주
전남대학교 교수작품전, 광주
홍익전, 광주
광주 청년미술작가전, 광주
1997 서른전후 – 여성작가 5인전, 광주
남도현대미술뿌리와에뽀즈, 광주
1996 ~ 1994 광주미술제, 광주
1995 광주 청년미술제, 광주
21세기 그 빛과 어두움, 광주
현대미술 10인 초대전, 광주
광주 현대작가 경도 초대전, 일본

한국 지역 청년작가전, 서울
한국인의 회화작품전, 상파울로, 브라질
1995 ~ 1990 청년작가협회전, 광주
1993 동경-제주-광주 교류전, 광주
대전엑스포 국제미술제, 대전
1993 ~ 1988 광주현대판화협회, 광주
1992 청년시대 – 부드러운 제안전, 광주
현대의 시각전, 광주
한.일 교류전, 광주
서울현대판화제, 서울
1989 서울현대미술전, 서울
c-517전, 서울
1987 국제판화비엔날레전, 서울
1986 현대판화공모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