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상 (b. 1974, 서울) 

  

학력 

200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개인전 

2016     아라리오갤러리, 상해 (Upcoming) 

2015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제주 

백아트, 로스앤젤레스 

오키나와현대미술센터, 오키나와   

2014     Structure, KH 바텍, 서울 

Osang Gwon, 조이스 파리, 파리 

           Osang Gwon: The Deodorant Type, 스타트오일 아트 프로그램, 스타트오일, 바룸 

2013     테멩공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싱가포르 

           Postmodern Times, 하다 컨템포러리, 런던 

           Masspatterns, 13 S/S Collaboration Exhibition #03, 맨메이드 우영미, 서울 

2012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청담 

2011     Adore, 안도파인아츠, 베를린 

           Sculpture, 두산 갤러리, 서울 

2010    토르소, 갤러리 2, 서울 

          두산 갤러리, 뉴욕 

2009    아라리오 갤러리, 뉴욕 

2008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맨체스터 

2007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2006    Gwon, Osang, 유니온 갤러리II 개관전, 런던 

The Sculpture,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2005    Deodorant Type & The Flat, 앤드류 샤이어 갤러리, 4-F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2001    Deodorant Type, 인사미술공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단체전 

2015     Tech 4 Change, Vestfossen Kunstlaboratoriumn, 베스트포센, 노르웨이 

드림소사이어티 – Originability, 서울미술관, 서울 

Seoul Museum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피스마이너스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토탈미술관, 서울 

           장면의 탄생, 갤러리 룩스, 서울 

2014     Pillars,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콜라주아트, 생각엮기 그림섞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기금마련 전시와 경매, 예술의전당, 서울 

코리아투마로우2부, 문화지형도, DDP,서울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비엔날레 아카이브展): Voyage to Biennale – 한국 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년), 부산문화회관 대.중 전시실, 부산 



           Medium at Large,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Well-Constructed, 안도파인아트, 베를린 

           KOREAN SHAPE, 갤러리 파리-베이징, 파리 

교감, 리움개관 10주년 기념전,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한국초상미술, 기억을 넘어서,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K – pop : Korean Contemporary Art, Taipei MoCA, 타이페이 

2013     조각의 속도, BSSM 백순실미술관, 파주 

           The Hero-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서울 미술관, 서울 

           대중의 새발견-누가 대중을 상상하는가?, 문화역서울284, 서울 

Photoscape: 세상을 향한 눈, 인터알리아, 서울 

2012     토포스-은유의 장소, 모란미술관, 남양주 

한국현대미술-시간의 풍경들, 성남아트센터, 성남 

몸의 사유, 소마미술관, 서울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 두산갤러리, 서울 

개관20주년전 – 진(進).통(通).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대안공간 루프 후원전, 대안공간 루프, 서울 

On Manner of Forming, Edwin Gallery, 자카르타 

2011     Artists with Arario part 1,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청담 

The Korean Miracle; A Cultural Evolution, Asia House, London 

Embracing the void, 하다 컨템포러리, 런던 

생활의 목적, 포항 시립미술관, 포항 

Chopping Play, ION 갤러리, 싱가포르 

Collector’s Stage,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2010     미래의 기억들, 삼성 리움 미술관, 서울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사치 갤러리, 런던; The Art House, 싱가포르;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국제교류재단, 서울 

라운드어바웃 컬렉션(Roundabout Collection) 소장품전, 웰링턴 시립미술관, 웰링턴 

만레이와 그의 친구들의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뉴욕 포토페스티벌, 스맥맬론, 뉴욕 

한국의 현대사진의 조망 : 1999-2008, 대만 국립미술관, 대중 

Present Tense, 캔버라 국립 초상미술관, 캔버라 

A POSITIVE VIEW, 서머셋하우스, 런던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천안 

2009     Art & Techne,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보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Manipulating Reality, 스트로치냐 현대미술센터, 피렌체 

Conflicting Tales–버거 컬렉션(Buger Collection) 개관전, 짐머슈트라세, 베를린 

감성론, 인터알리아, 서울 

2008     젊은날의 초상, 아반세이 컨템포러리, 취리히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아르헨티나 국립현대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시아 미술 트리엔날레,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맨체스터 

글로벌 유라시아 특별전, 아트쾰른, 쾰른 

2007     Mad Love, 아르켄 현대미술관, 코펜하겐 



 원더랜드: 한국현대미술, 중국 국립현대미술관, 베이징 

 박하사탕: 한국 현대 미술 중남미 순회전, 산티아고 현대미술관, 산티아고 

 Urban Reviews Seoul: Space, People, IFA,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2006     Give Me Shelter, 유니온 갤러리, 런던 

2005     아름다운 냉소,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서울; 지금까지, 왕립 샬롯텐보그 미술전시관, 코펜하겐 

포스트 IMF, 아트 아크 갤러리, 상해 

2004     한·중·일 젊은모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Officina Asia, 현대미술관, 볼로냐 

Unusual Combination, 플러스 갤러리, 나고야 

Real Reality, 국제갤러리, 서울 

Out the Window, 일본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 동경 

2003     유니크, VU갤러리, 파리 

Facing Korea-ID, 암스테르담 사진미술관(FOAM), 암스테르담 

모바일, 대안공간 Care Of, 밀라노 

2002     오리엔트-익스트림, 르뤼유니끄 미술관, 낭뜨 

사람바람 한국현대사진의지평, 사이타마 미술관, 사이타마 

사람바람 한국현대사진의지평, 센다이 미디어테크 미술관, 센다이 

일상의 거울,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2001     도시의 정적, 광주 시립미술관, 광주 

연금술, 성곡미술관, 서울 

가족,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00     교란 (2인전), 보다 갤러리, 서울 

만남과 표현, 영은미술관, 광주 

시대의 표현-눈과 손, 예술의 전당, 서울 

오류 인터체인지, 성곡미술관, 서울 

지-록-위-마, 서남미술관, 서울 

1999     호부-호형, 아트선재센터, 서울 

세기의 전환, 성곡미술관, 서울 

진공 포장, 대안공간 루프,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랩 

2010     두산 레지던시 스튜디오, 뉴욕 

2005     국립 창동 스튜디오, 서울 

2003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콜라보레이션 

2013     Masspatterns, 맨메이드 우영미, 서울 

2011     Fashion into Art, 보그코리아, 플라토, 서울 

2009     W 코리아, 2009년 8월호, 서울 

Hoodie on Moment, 나이키 스포츠웨어, 갤러리현대 강남스페이스, 서울 

2008     하퍼스바자와 콜라보레이션, 2008분더샵, 서울 

영국의 락밴드 ‘Keane’, ‘Perfect Symmetry’ 앨범, 런던 



NIKE SU08_DUNK, 나이키, Be True 아트갤러리, 서울 

2006     펜디와 콜라보레이션, 인갤러리, 서울 

2002     Opaque 백화점 광고, 도쿄 

  

주요 작품 소장처 

싱가폴미술관 

삼성미술관 Leeum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영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주) 쌈지 

일본 아사노 연구소 

(주) 로렌스 제프리스 

주한 스위스 대사관 

David Roberts Art Foundation 

The Zabludowicz Collection 

Burger Collection 

Roundbout Collection 

Universal Music Group 

아라리오 뮤지엄 

서울시립미술관 

  

수상 

김세중 청년조각상, 2013 

사진비평상,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