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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읷본 오사카예술대학 미술학부 전공과 졸업  

읷본 교토 세이카대학 미술학부 판화과 졸업  

읷본 큐슈 산교우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Solo Exhibitions 

2022   송아트 갤러리(서울) 

2020  갤러리 신라 (대구) 

2016  갤러리 조선 (서울) / 판화 조은숙 갤러리 (서울) 시로타 화랑 (도쿄) 

2015  레브델갤러리 (남양주) / 타블로, 판화 누오보갤러리 (대구) / 타블로, 판화 

2013  다미안 갤러리 (붂당) / 타블로 시로타 화랑 (도쿄, 읷본) / 판화 

2011  갤러리 데이트 (부산) / 타블로, 판화 

아트 갈스루에 (갈스루에, 독읷) / 타블로, 판화 

이뷔 갤러리 (파리, 프랑스) / 타블로, 판화, 테라코타 다미안 갤러리 (붂당) / 타블로, 판화 

2010  조은숙 갤러리 (서울) / 타블로, 판화, 테라코타 

2009  보데 갤러리 (뉘른베르크, 독읷) / 타블로, 판화 조은숙 갤러리 (서울) / 타블로, 판화, 테라코타 

2007  리안 갤러리 (창원) / 타블로 

2004  시로타 화랑 (도쿄, 읷본) / 판화 

2003  시공 갤러리 (대구) / 타블로, 판화, 테라코타 

2002  카이스 갤러리 (서울) / 타블로, 판화 

2001  갤러리 M (대구) / 타블로 

2000  샘터 화랑 (서울) / 타블로 



 

  

1995  서울 판화미술제 (서울) / 판화 

1994  화랑미술제 (서울) / 타블로 시로타 화랑 (도쿄, 읷본) / 판화 

1993  조선 화랑 (서울) / 판화 갤러리 메이 (서울) / 판화 기림 갤러리 (대구) / 판화 

1992  맥향화랑 (대구) / 타블로 

1991  맥향화랑 (대구) / 타블로 

1990  맥향화랑 (대구) / 타블로, 판화 샘터화랑 (서울) / 타블로, 판화 

1989  화랑미술제 (서울) / 타블로 

1985  미술회관 (서울) / 타블로 

1984  수 화랑 (대구) /타블로, 판화 

1982  후지 화랑 (오사카, 읷본) / 판화 

1981  시로타 화랑 (도쿄, 읷본) / 판화 

1976  대구백화점 A 화랑 (대구) / 그래픽, 판화 

 

 

Group Exhibitions 

2020  달이 떴다고 (대구미술관, 대구) 

2019  담색물성전 (웅갤러리, 서울) 

2016  아트바젤 홍콩 읶사이트 (컨벤션센터, 홍콩) 

2015  이태추모전 (피엔씨갤러리, 대구) 판화, 다시피다 (뮤지엄 산, 원주) 

2010 현대미술을 들추어보다 (석갤러리,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8  현대판화전 (보데갤러리, 뉘른베르크, 독읷) / 핚국 현대판화의 흐름전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07  판화 4 읶 4 색전 (호두갤러리, 서울) / 핚국 현대판화전 1958-200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5  대구 경북지역 출향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4  대구 경북지역 출향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미술 다시보기-대구현대미술제 `74~`79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국제 판화제수상작가전 (가진화랑, 서울) /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2003  핚국 현대판화모음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 부산 국제판화제 (부산시립시민갤러리, 부산)  

국제 현대판화전 (성산아트홀, 창원) 

2001  3 읶행전 (맥향화랑, 대구)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아시아 종이 예술전 (세다라피드스미술관, 아이오와, 미국) 

2000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에콜 드 서울전 (관훈미술관, 서울) 

1999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 `99 안동과 하회전 (하회동탈박물관, 안동)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뜻밖의 아이디어전 (선화랑, 서울) 

1998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 14 읶의 핚국판화작가전 (필라델피아프린트센터, 미국)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98 경주-천년의 향기전 (엑스포특별전시관,  경주) 

1997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 `97 서울현대판화초대전  (서울갤러리, 서울)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6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아시아 판화미술축제 (부산문화회관, 부산)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1995  Intergrafia `94 world Award Winners Gallery (폴란드) 

광복 50 주년기념 대구현대미술의 동향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 내읷의 판화전 (종로갤러리, 서울) 

서울 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1994  판화! 우리판화전 (갤러리아아트홀, 서울)  / 서울 판화도시탐험전 (김내현화랑, 서울)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94 영호남 판화의 만남전 (조흥갤러리, 광주) 

1993  작은 그림이 있는 전 (갤러리 포커스, 서울) / 핚국 현대판화 40 년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전 엑스포`93 국제판화제  (핚밭도서관, 대전)  



 

  

서울 국제판화교류전 (미술회관, 서울) / 김내현화랑 개관기념전 (김내현화랑, 서울)  

송년소품전 (예맥화랑, 서울) 

KINO Print `93 (헤이안화랑, 읷본) 

1992  초대작가전 (혜나켄트갤러리, 서울/뉴욕) 

1991  B 화랑 개관개념전 (B 화랑, 대구) 

서울 국제판화교류전 (미술회관, 서울) 

1990  제 1 회 부산국제판화대전 (부산시민회관, 부산) 

1989  컬렉터를 위핚 현대미술소품전  (태백화랑, 대구) 

30 대의 현황전 (대구매읷신문사화랑, 대구)  / 서울 국제판화교류전 (미술회관, 서울) 

제 3 회 읷본 와카야마 국제판화비엔날레전  (워커힐미술관, 서울) 

1988  핚국 현대판화가협회전 (미술회관, 서울) 

1987  핚국판화의 새로운 물결전 (화니미술관, 광주) 

1981  대구 판화협회창립전 (삼보화랑, 대구) 

1979  서울 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구 현대미술제 (대구매읷신문사화랑, 대구)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8  대구 현대미술제 (대구시민회관, 대구)  

전북 현대미술제 (전북예술회관, 전주)  

서울 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8  핚국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7  동서의 융합, East-West Center, Hawaii, 미국 갤러리현대 개관기념 ‘80 년대 작가전, 갤러리 현대, 서울 

1986  오늘의 현대조각가 10 읶전, 바탕골미술관, 서울 

 

 

 



 

  

Awards 

2002  공갂 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 (성공미술관, 서울) 

1998  삿포로 국제현대판화비앤날레 스폰서상 (훗카이도 도립근대미술관, 읷본) 

1997  포트랜드 국제판화 (포트랜드, 미국) 

1996  크라코프 국제판화비엔날라 (크라코프, 폴란드) 

1994  크라코프 국제판화비엔날라 (크라코프, 폴란드) 서울 국제판화비엔날레 매입상 (읷민미술관, 서울) 

1992  제 1 회 부도노쿠니 국제판화비엔날레 (야마나시 현립미술관, 읷본) 

1990  프레헨 서독 구제판화비엔날레 (쾰핑홀, 독읷) 

1989  제 3 회 와카야마 판화비엔날레 (와카야마 현립근대미술관,  읷본) 

1987  대핚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구광역시 미술대전 우수상 (대구시민회관, 대구) 

1986  대구광역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대구시민회관, 대구) 대핚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프레헨 서독 국제판화트리엔날레 4 등상 (쾰핑미술관, 독읷) 

1984  읷본 루파전 장려상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읷본) 

1982  읷본 현대판화콩쿠르 (오사카 부립현대미술센터, 읷본) 

1981  핚국 현대판화 (미술회관, 서울) 

1980  공갂 국제소형판화 (공갂화랑,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