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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History (전시경력)

개인전 [5회]

-

2024. 5회 개인전 l 뉴욕갤러리, 미국(N.Y)

2023. 4회 개인전 l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2. 3회 개인전 l 부산시민회관, 부산

2021. 2회 개인전 l 대구미술관, 대구

2020. 1회 개인전 l 예술의전당, 서울

단체전 [100여회]

-

2020. 그룹아트전 l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2015. At the Heart of image전 l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한국-프랑스 교류전 l 프랑스 한국대사관, 프랑스(Paris)

2005. 그룹아트전 l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2000. Artifex 그룹전 l Artifex Gallery, 온라인

2000~2010. 아트그룹 A 정기전 l 서울

외 다수

초대전 [2회]

-

2024. 100인 초대전 l 서울갤러리,서울

2023. 중견 작가 초대전 l 부산갤러리, 부산

아트페어 [5회]

-

2024. 서울아트쇼 l 코엑스,서울

2023. Seoul OpenArtFair l 코엑스, 서울

2022. 서울 아트쇼 l 코엑스, 서울

2021. KIAF l 코엑스, 서울

2020. 부산아트페어l 벡스코, 부산



기타

-

2025. mbc 아침드라마 <홍길동> 작품협찬

2020. 영화 <홍길동> 작품협찬

소장처

-

서울아트센터 l 한국대학교 l 한국갤러리 l 

서울미술관 및 개인소장다수

수상

-

대한민국미술인상 수상

한국전업미술가상 수상

Exhibit�History (전시경력)



Career (경력사항)

전)

-

가나다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ABC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현)

-

가나다미술협회 회원

ABC미술협회 회원

소속 그룹

아트그룹A / Artifex / 홍길동회

한국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학과 미술학 박사

한국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졸업

한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학사졸업



Artist�Note (작가노트)

공백공 어촌기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 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 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 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 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2020. 홍길동 -



Works

대표_산야의 붉은 가을바람︱130.0x80.0cm, Oil on canvas︱2019



Works

01_천고에 피는 청춘의 꽃︱130.0x80.0cm, Oil on canvas︱2019 02_원대한 약동-1A︱110.5x90.0cm, Oil on canvas︱2019



Contect Us

카카오톡 : 아르티펙스메이전시 / 메일 : artifexmagency@naver.com / 전화 : 02.6412.3380 로

연락주시면 전시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