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영 (1971년 서울생) 

학력  

2004 쿤스트아카데미 브리프 학위 (석사,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 

2004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졸업 (교수: 다니엘 뷰렌, 지그프리트 안칭어) 

2002 마이스터슐러 학위 (석사,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 

19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개인전  

2013 ‘풍경’, 원앤드제이 갤러리, 서울 

2011 ‘균제’, 원앤드제이 갤러리, 서울 

2008 ‘풍경’, 원앤드제이 갤러리, 서울 

2007 ‘금호 영아티스트’, 금호미술관, 서울 

2005 갤러리 현대 윈도우갤러리, 서울 

2004 ‘Cite du refuge in Paris’, 대안공간 LOOP, 서울 

2004 ‘build a building on the painting’, 샘표스페이스, 이천, 경기 

2003 두아트 갤러리, 서울 

2003 빌라 드 방크, 엔쉐데, 네델란드 

2002 리카르다 폭스 갤러리, 에쎈 베르덴, 독일 

단체전 (selected) 

2013 ‘Black in White’, 갤러리 101, 서울 

2012 ‘고백’, 일민미술관, 서울 

2012 ‘in the LOOP’, 대안공간 LOOP, 서울 

2012 ‘AR 페스티벌’, 파주출판도시, 파주 

2012 ‘The art of display 1’, 유진갤러리, 서울 

2012 ‘Shift’, 조현화랑, 부산 

2011 ‘No.45’, 금호미술관, 서울  

2011 ‘한국의 그림- 사진을 읽다’,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1 ‘한국의 그림- 사진을 그리다’, 갤러리 16번, 서울 

2011 ‘도시를 스케치하다’,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2011 ‘HOUSE/HOLD’, 유진갤러리, 서울 

2010 ‘ONE AND J GALLERY AT PIERRE KOENING’, 피에르 쾨닝  

2010 케이스스터디 하우스 #21, LA, 미국 

2010 ‘별 프로젝트 # 12- 낯설음’ , 별 컬렉션 & 스페이스 프로젝트 별, 서울 

2010 ‘아르코를 만나다’, 아르코 미술관 컨테이너 갤러리, 서울 

2010 ‘40x40x40x40’, 솜씨, 서울 

2009 ‘Versus 2’,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08 ‘촉’, 워크룸, 서울 



2008 ‘트레이스’, 원앤드제이 갤러리, 서울 

2008 ‘현혹되고 그려지는’, 서미앤투스 갤러리, 서울 

2008 ‘View from a different standpoint’,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8 ‘일탈의 기술’, 인터알리아, 서울 

2007 ‘everyone collects something’,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07 ‘평행선 ’, 세오갤러리, 서울 

2007 ‘도시회화의 행방’, 신한갤러리, 서울 

2007 ‘Meta Space’, 신세계갤러리, 서울 

2007 ‘감수성, 핑크, 사이보그, 불완전한 구조’,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 

2007 ‘김수영,이미경,이종명,최승훈+박선민’,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06 Work in Progress_ ’Minimized Maximum Maximized Minimum’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06 ‘ANEW CITY_ 집에 관한 사유’,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05 ‘cross over’, ?세오갤러리, 서울 

2005 ‘현실을 우회하는 그리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3 ‘진경- 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경기도 

2001 ‘Wo Anders’, 아르톨 라보어 레지던시, 베트부룩하우, 독일 

2001 ‘쿤스트아카데미 젋은 작가들’, 카스트 시립갤러리, 카스트, 독일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0-2011 몽인아트스페이스 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2011-2012 APT 스튜디오 프로그램 , 뉴욕,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