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 

 

김재남(Kim Jaenam, 金材南, b.1971, 여수) 

 

주소 :  

작업실-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2(파주 출판도시) 아티스트 스튜디오ALT 101 

전화 : 010-9723-0316  

이메일 : sumartist@hanmail.net  

홈페이지 : kimjaenam.com  

 

교육 

홍익대 대학원 미술학 박사 

홍익대 대학원 회화과 졸업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9 닿을 수 없는 지점, 보이지 않는 시점(쉐마미술관, 청주, 한국) 

2018 검은 소금을 찾아서(무풍지대 아트스페이스, 북경, 중국) 

2017 사라진 풍경(벽과나사이갤러리, 서울, 한국) 

2017 문래 거주 프로젝트(뮤온예술공간, 서울, 한국)  

2016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갤러리오, 서울, 한국) 

2012 Nostalgia 프로젝트(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11 두 개의 섬 프로젝트(CSP 111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06 표류하는 영웅들 프로젝트(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01 Time code ‘가시 바다’ 영상전(보다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0 다양한 언어로서의 현대미술(쉐마미술관, 청주) 

2019 김재남&유승호 협업 프로젝트 ‘검땡’(파티움아트갤러리, 인천) 

2019 이미지-역사와 인간 사이(토탈미술관, 서울) 



2019 retro Media(복합문화지구 NU－E, 완주) 

2019 Our Reflection(artP갤러리, 비엔나, 오스트리아) 

2019 New Dialogue(갤러리89, 파리, 프랑스) 

2019 공감(엑스포아트갤러리, 여수) 

2019 아시아 창작촌 교류전(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19 서울의 미술계는 안녕한가?(피카디리미술관, 서울) 

2019 개관 2 주년전(파티움아트갤러리, 인천) 

2019 서울아트쇼 특별기획-플래시아트(코엑스, 서울) 

2018 미망과 현혹(한새뮤지엄, 부산) 

2018 New Dialogue-한국, 프랑스 국제교류전(쉐마미술관, 청주) 

2018 아름다운 여행전(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18 한 조각의 평화(고래곰나비 프로젝트갤러리, 파주) 

2017 바다미술제-Ars Ludens: 바다+미술+유희(다대포해수욕장, 부산) 

2017 15 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특별전-Taste of Tea(Haydarpasa Train Station, 

이스탄불, 터키) 

2017 문래서유기-한, 중, 일, 인도 네트워크전(문래예술공장, 서울) 

2017 Fantastic Voyage(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2017 혜초 이후-한국·인도 문화의 소통(주인도한국문화원 KcciGallery, 뉴델리, 

인도) 

2017 Season 2 : Fantastic Voyage(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2017 갤러리 30 개관전-10 인 10색(갤러리 30, 서울) 

2017 18 회 세계지식포럼 기획전(신라호텔, 서울) 

2017 화이트 테이블 아트페어(블루스퀘어 네모, 서울) 

2017 청주국제현대미술전(쉐마미술관, 청주) 

2016 New dream New future(Quartair, 헤이그, 네델란드) 

2016 서울아트쇼 특별기획 ‘한국미술의 주목할 작가 10 인’(코엑스, 서울) 

2016 아트스테이지 싱가포르(마리나베이센즈 컨벤션센타, 싱가포르) 

2016 확산을 위한 변화들(스페이스 알트, 파주)  

2016 ‘avec passion’(리디아갤러리, 서울) 

2016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2016 한국, 네델란드 국제교류전(쉐마미술관, 청주) 

2016 Breath(예술공간뮤온, 서울)  

2016 아트스페이스 휴 기획, ‘회동길 아트마켓’(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2016 서울사진축제-열 개의 문장으로 쓴 편지(문래예술촌, 서울) 

2016 통일 페스티발 ‘우리들의 노래’(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서울)  

2015 Wandering 2(갤러리 MC, 뉴욕) 

2014 미디어 아트 ‘잇다’(서울시청 시민청 미디어 아트월, 서울 ) 

2014 서울아트쇼 2014(코엑스, 서울) 

2014 Media Peninsula(문지 문화원 사이, 서울) 

2014 Hongkong Contemporary (The Excelsior, 홍콩) 

2014 전북아트쇼(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4 Wandering 1(갤러리 MC, 뉴욕)  

2013 서울아트쇼 2013(코엑스, 서울)  

2013 한국, 방글라데시 국제교류전(Athena 갤러리, 방글라데시) 

2012 이태원에는 부군당이 있습니까?(이태원 ccuull Pool, 서울)  

2011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 Video+Cast(인사미술공간·아르코미술관, 서울) 

2011 포스코 건설 기획, 초대전(포스코 E&C 갤러리, 인천)  

2011 길현미술관 개관기념전(길현미술관, 남해)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설치미술전 ‘모천회귀’(청계천, 서울)  

2011 서울포토 2011(코엑스, 서울)  

2011 synchro2(아트스케이프서울, 서울)  

2010 아시아프 특별전 ‘태양은 가득히’(성신여대 수정관갤러리, 서울)  

2010 beyond the cultural horizons(상상미술관, 북경, 중국) 

2010 synchro1(아트스케이프서울, 서울)  

2010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 ‘Extopia’(진남문예회관, 여수)  

2010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 설치미술전 ‘오색찬란’(청계천, 서울)  

2010 communion&communication(포스코갤러리, 포항)  

2010 개교 60 주년 전. 현직 교수 작품전(홍익대현대미술관, 서울) 

2010 자치구역 1-130(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청사, 아르코, 서울) 

2009 meta-data(구로아트밸리, 서울) 

2009 사물의 발견(갤러리갈라, 서울) 

2009 자하-자화-자찬(신세계백화점, 서울) 

2009 pluralism(홍익대현대미술관, 서울) 

2009 Seoul Photo2009(코엑스, 서울) 

2009 자하-자화-자찬 2(모박사 본점, 안성) 

2008 Europ'art2008(Palexpo, 제네바) 



2008 자연상상전(갤러리진선, 서울) 

2008 표류하는 영웅들 프로젝트(구채구~북경, 중국) 

2008 화랑미술제 특별전(벡스코, 부산) 

2007 Diversity in Form & Thought(도륜현대미술관, 상하이) 

2007 디지로그(구 서울역사, 서울) 

2007 美의 사색(외환은행 로즈갤러리, 서울) 

2007 멋돼지 복돼지(통인갤러리, 서울) 

2007 The Asian spirit & soul(성남아트센터, 성남) 

2007 표류하는 영웅들 프로젝트(뮌헨~슈투트가르트, 독일) 

2006 make up(나우갤러리, 서울) 

2006 Diversity in Form & Thought(황성예술관, 북경) 

2005 make up(조흥갤러리, 서울) 

2004 SEFORMA2004(아트센터나비, 서울) 

2004 Reply-4 인의 지도그리기(토포하우스갤러리, 서울) 

2003 SEFORMA2003(연세대, 서울) 

2003 나이롱전(한성대 A&D 갤러리, 서울) 

2003 Make Up(deep갤러리, 서울) 

2002 Mapping Korea(일주아트하우스, 서울) 

2002 SEFORMA2002(연세대, 서울) 

2000 사진학개론-인물과 풍경(아트선재센터·선재미술관, 서울·경주) 

2000 황금박쥐(사북탄광촌, 정선) 

2000 Neo Wave Photography(도올아트센타, 서울) 

2000 Video & Installation(부평구청사, 인천) 

1999 banana 쇼(서경갤러리, 서울) 

1999 불량식품(도올아트센타,서울) 

1999 구드레 야외 설치미술제(금강·부여조각공원, 부여) 

1999 뽈리포니(대안공간풀, 서울) 

1998 서울현대미술제(미술회관, 서울) 

1998 Cross Point(예맥화랑, 서울) 

외 다수 

기타. 싱글채널 실험 영상 <싸늘하게 혹은 사랑스럽게> 외 단편영화 <가시 

바다>, <파 꽃>, <축제>, <Spring of Osaka>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