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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20� 화이트원� 미술상� 수상� 기념전_김병종展,� 갤러리화이트원,� 서울
2018�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 � � � � 오스갤러리,� 완주

2015� 생명의� 노래,� 금일미술관,� 베이징,� 중국

2014� 김병종� 30년,� 생명을� 그리다,� 전북도립미술관� 전관,� 교동아트센터� 1,2관,� 전주

2013� 산수간,� 갤러리현대� 본관,� 두가헌,� 서울

2009� 길� 위에서-황홀,� 갤러리� 현대,� 서울

2008� 길� 위에서,� 갤러리� 현대,� 서울

2005� 생명의� 노래,� 갤러리� 현대,� 서울

2004� 생명의� 노래,� 가나아트센터,� 서울

� � � � � � 바보예수에서� 생명의� 노래까지,� 광주비엔날레,� 광주

1999� 생명의� 노래,� 가나아트센터,� 서울

� � � � � � 생명의� 노래,� 몽뜨니� 갤러리,,� 파리,� 프랑스

1996� 생명의� 노래,� 가나보부르� 갤러리,� 파리,� 프랑스

1995� 선� 미술상� 수상� 기념전,� 선� 화랑,� 서울

1994� 생명의� 노래,� 가나화랑,� 서울

1993� 바보예수,� 구아르니드� 미술관,� 베를린,� 독일

1990� 미술기자상� 수상� 기념전,� 동산방화랑,� 서울

� � � � � � 바보예수,� 베즈티루르� 갤러리,� 폴란드

� � � � � � 바보예수-흑색눈물,� 기욜시립미술관,� 헝가리

1989� 바보예수,� Roho갤러리,� 베를린,� 독일

1986� 김병종전,� Hot갤러리,� 오사카,� 일본

�

단체전� /� 아트페어

2015� 꽃과� 달항아리전,� 갤러리가이아,� 서울



2014� 이어령,� 김병종의� <생명>展,� 영인문학관,� 서울
� � � � � � 삼인행전� -� 김병종,� 이두식,� 조일상,� K갤러리,� 부산

� � � � � � 봄의� 소리� -� 김병종,� 아카야마준,� K갤러리,� 부산

2010� 한중일작가� 3인전� -� 김병종,� 아키야마준,� 이선돈,� 앤갤러리,� 서울

2009� 아름다운� 세상을� 부탁해,�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2008� 컬렉터가� 뽑은� 화가전,� Gallery� H,� 서울

2007� 회화와� 도자의� 만남,� 동원갤러리,� 대구/� 부일미술관,� 부산

2006� 김병종과� 필라도프� 동서의� 예수전,� 밀알미술관,� 서울

2005� 베이징비엔날레,� 차이나� 밀레니엄� 모뉴멘트홀,� 베이징,� 중국

2004�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바보예수에서� 생명의� 노래까지,� 광주

2003� 전통과� 혁신,� 갤러리� 현대,� 서울

2002� 한국화가� 4인� 기획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1� 한국현대미술제� -� 21세기� 세계로� 가는� 한국미술전

� � � � � � 한국미술2001� :� 회화의� 복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00� 바젤� 아트페어,� 바젤,� 스위스

1998�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전,� 예술의� 전당,� 서울

1998� 21세기� 종과� 횡전,� 봄베이� 국립미술관,� 인도

1997�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 성곡미술관,� 서울

1996� 제23회� 파리국제현대미술제,� FIAC,� 파리,� 프랑스

� � � � � �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5� 한국� 현대회화� 50년의� 전개전,� 한림갤러리,� 대전

� � � � � � 유네스코� 한국미술전,� 파리� 유네스코회관� 전시장,� 프랑스

1994� 한국� 현대미술전,� 중국미술학원� 화랑,� 상해,� 중국

� � � � � � FIAC� 94,� 파리,� 프랑스� /� 바젤� 아트페어,� 바젤,� 스위스

1993� 한국� 대표작가전,� 북경� 중국화� 연구원� /� 인도� 트리엔날레,� 다카� 국립미술관,� 인도

1992� 한국� 현대미술의� 일본� 순회전,� 후쿠오카미술관� 등,� 일본

1991� 동경� 아트� 엑스포,� 동경� 국제견본시장,� 일본

1990� 베를린� 아트페어,� 베를린,� 독일

1989� 동방의� 빛,� 헝가리� 부다페스트,� 베를린시립미술관,� 독일

1988� 독일로� 가는� 한국화전,� 워커힐미술관,� 베르나우한� 갤러리,� 독일

1987�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데카� 국립미술관,� 방글라데시

1986� 한국화� 86� 현상전,� 청년미술관,� 서울

1985� 청년작가�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3� 한국으로부터의� 2인전,� 훗� 갤러리,� 오사카,� 일본

1981� 4인전,� 아랍미술관,� 서울

수상

2020� 화이트원� 미술상

2019� 자랑스런� 전북인상

2018� 허백련� 미술상

� � � � � � 녹조근정훈장

2014� 대한민국� 문화훈장�

2004� 제17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1997� 기독문화대상�



1995� 선� 미술상� �

1991� 한국미술작가상�

1989� 미술기자상� �

1981�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외� 다수

저서

화첩기행� 1,2,3,4,5,� 효형출판,� 문학동네,� 2014

중국회화의� 조형의식�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9

스무개의� 연필로� 쓴� 생명� 이야기,� 서울대출판부,� 2015

길� 위에서,� 열화당,� 2008

황홀,� 갤러리현대,� 2007

Song� of� Life,� 연미술,� 2003

김병종,� 시공사,� 1993

바보예수,� 효형출한,� 1992

생명의� 노래,� 효형출판,� 1992

경력사항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미술제,� MBC미전,� 중앙미술대전,� 전국대학미전� 등� 심사위원

외교부� 미술자문위원,� 광주비엔날레� 자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초시립미술관� 자문위원� 등� 역임�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장� 등� 역임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광주시립미술

관,� 광주� /� 호암미술관,� 용인� /� 한솔미술관,� 서울� /�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한양대학교미술관,� 서울� /� 청와대�

/� 올림픽회관,� 서울� /� 국립국악원,� 서울� /� EC대사관,� 벨기에� /� 방글라데시국립박물관,� 방글라데시� /� 대영박물

관,� 런던� /� 온타리오미술관,� 캐나다�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무대면막� /� 국립국악원� 소극장무대면막� /� 충무아트홀�

대극장무대면막� /� 중국,� 핀란드,� 베트남� 등� 10여� 개� 한국� 재외� 공관� /� 영등포�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면막�

외� 다수

[출처]� 갤러리가이아

http://www.galerie-gaia.net/

『KIM� BYUNG� JONG� 김병종,� 바보예수에서� 생명의� 노래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