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수  CV 

 

학력 

1998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1996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주요 개인전 

2021    동구리 20년 (프로젝트스페이스 미음, 서울) 

        Art Skybridge-동구리 학교에 가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 

2019    PartI  파초(芭蕉) Plantain_ Permanent Blue  (아뜰리에 아키, 서울) 

Part II  Drowing (아뜰리에 아키, 서울) 

2015    Hoosou 후소 後素 (롯데 갤러리 본점,서울) 

2013    The Golden Garden (박여숙갤러리, 제주) 

        Kwon Kisoo (Space.1 Daum본사, 제주) 

2012    Hello, Dongguri ( Artmia, 북경) 

2011    Reflection : 明鏡止水 (갤러리 현대, 서울) 

        Dongguri's mysterious smile (Sigiarts Gallery, Jakarta) 

        Dream Worlds (Opera Gallery, Dubai)  

2010    Are you waiting for me? (Metaphysical Art Gallery, Taipei) 

        New paintings (어반아트, 서울) 

        I have a dream (Opera Gallery, Paris) 

        Recent Work (Flowers Gallery,  New York) 



         SKY HIGH (ILWOO Space, 서울) 

2009    여행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Utopia (Bamboo Art Space, Shanghai)  

        From deep black (Flowers Gallery, London) 

2008    4seasons (박여숙갤러리, 서울)  

        Who's dongguri? (Metaphysical Art Gallery,Taipei) 

        Layer (갤러리 나우, 서울) 

2006    Black Forest (아트파크 갤러리, 서울) 

2005    권기수-Animation (백해영갤러리, 서울) 

2004    붉은 분수, A Red Fountain (갤러리 피쉬, 서울) 

2002    '아! 꽃이다' (월전미술관 별관 '콩두' 지하,1층, 서울) 

        '아! 꽃이다' (갤러리 피쉬, 서울) 

1998    THE SHOW 1998 (관훈갤러리 1,2층, 서울) 

 

주요 단체전 

2021     One Day in The Future...(如果有一天...) (Metaphysical Art Gallery, Taipei)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영흥늘푸른아트센터(영흥늘푸른센터, 옹진군) 

         불편하고 흥미진진한 (강남 인테리어디자인 위크, 서울) 

         필묵지간(筆墨之間)-서화, 한글을 만나다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미궁迷宮-회화미학(원·에디션 아트 스페이스, 서울) 

         제13회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자연을 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0     Dialogue (Atelier Aki, 서울) 

         Super Collection(슈페리어갤러리, 서울) 

         Endless : 확장된 시선 (Atelier Aki, 서울) 



2019     Korean eye:2020 Korean Contemporary Art, pop-up (하나은행, 서울) 

2018     욕망의 귀환(중랑아트센터, 서울) 

          The Third Print 호모 아키비스트; 작가의 개입(도잉아트, 서울) 

          Urban Art -어반아트 이전개관전 (어반아트, 서울) 

          우리집은 어디인가? (예술의 전당, 서울) 

2017      DNA of Coreanity (우양미술관, 경주) 

          낭만창전(浪漫窓前)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Moving Korea (주필리핀한국문화원, 마닐라)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유쾌하고 발칙한 현대미술(교보아트센터, 서울) 

          Animamix Biennale 2017 : Myth & Science (Art:1 New Museum, Jakarta) 

          Small is beautiful (Flowers gallery, London) 

2016     교감(交感) : Between Art (토파즈홀 , 판교) 

          공간의 발견 (경기도미술관, 안산) 

          DNA of Coreanity (Tehran Milad Tower Gallery, Tehran) 

          "지구 살리기" 그린 코어(UN 본부, New York) 

          미인도취(세종미술관, 서울) 

          small is beautiful(Flowers Gallery, London) 

2015      Flower Power (박여숙갤러리, 서울) 

          공공 프로젝트 : 달려라 피아노 (서울) 

          The Moment of Karma-SOMAF (Gillman Barracks, Singapore) 

          몽중애상-삼색도 (자하미술관, 서울) 

헬로우 아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Very Fun Park (Fubon Art Foundation, Taipei) 

          어린이 童 - 미래의 희망을 보다 (국립 청주 박물관, 청주) 



2014      네오 산수 (대구미술관, 대구) 

          A-AF 특별전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3     상(象) : Image and Reality-권기수, 김동유 2인전 (신도리코 갤러리, 서울) 

          탐매 (박여숙 갤러리,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 'Panorama of Paradise‘(동춘역 지하보도, 인천시 연수구) 

          대중의 새발견: 누가 대중을 상상하는가? (문화역서울 284, 서울) 

          ART & SHAKE -Daum Mobile Art project (Daum app) 

          Clues of Asia (Long Museum, Shanghai) 

          대숲에 부는 바람 風竹 (국립 광주 박물관, 광주) 

          애니마믹 비엔날레 (대구미술관, 대구) 

2012     교과서 속 우리 미술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Korean eye (Fairmont Bab Al Bahr, Abu Dhabi) 

          Future Pass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wan) 

          진.통. 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매화꽃이 있는 정원 (환기미술관, 서울) 

2011      상상의 논리 (자하미술관, 서울) 

          시화일률[詩畵一律] (가나아트센타, 서울) 

          친절한 현대미술 (경기도 미술관, 안산) 

          Future Pass - from Asia to the World :  

          Collateral Event of the 54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靑-Beyond the Blue (현대 갤러리, 서울) 

          테크놀러지, 전통을 만나다(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Museum of Art and Design, New York)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Future Pass (Wereldmuseum, Rotterdam) 

2010     수상한 집으로의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프리 스타일 : 예술과 디자인의 소통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HOMA, 서울) 

          한국화의 이름으로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Residence 

Jerusalem Center for Visual Arts, 예루살렘, 이스라엘 

 

Grant 

Fulbright Scholar-in-Residence (Visiting Professor) 

 

Collectio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Long Museum in Shanghai, Asian Art 

Museum in San Franci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