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연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 졸업
국립중국미술대학 판화과 석사 졸업

개인전
2020 카린(부산)
2019 포스코미술관(서울)
수류헌(진주)
2018 오픈스페이스 배(부산)
2016 기당미술관(제주)
2015 신세계갤러리(광주)
2014 마이클&융갤러리(광주)
2013 마이클슐츠갤러리(독일-베를린)
2012 일단원갤러리(중국-북경798)
2011 마이클슐츠갤러리(서울)
2010 마이클슐츠갤러리(서울)
2008 센마리팀의회당 대전시실, 프랑스-루앙)
2007 롯데갤러리(광주)
200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2004 전남도립미술관(전남)
2003 신세계갤러리(광주)
2002 신세계갤러리(광주)
2001 기노구니야갤러리(일본-나고야)
신세계갤러리(광주)
2000 오스카갤러리(일본-동경)

단체전
2022 <Deeper East> 오스틴 퍼블릭 라이브러리 (미국)
<한국-프랑스 판화 작품> (프랑스)
2021 <국제 현대예술요청전> 마카오 예술박물관 (중국)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3관
2019 <DISTORTION> UPdate gallery (독일)
<각자의 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2019> 담빛예술창고(담양)
<동시대 미술, 역사를 말하다> 산수미술관(광주)
<종이충격> 양평미술관(양평)
2018 <아트앳홈Ⅱ: 예술이 가득한 집> 신세계갤러리(광주)
<필문 이선제 묘지(墓誌) 20년만의 광주 귀향 특별 꼴라보> 국립광주박물관(광주)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보길도> 신세계갤러리(광주)
<한·프랑스 교류 11주년 ‘COREELATION 4’> 지호갤러리/무등갤러리(광주)
<복(福) 받으시개(犬)> 신세계갤러리(광주)
2017 <꼬레라숑(COREELATION)3-화실> 센마리팀의회당(프랑스-루앙)
<대구-인 텍트>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장소예찬-예술가와 여관> 여관프로젝트(제주)
2016 <브릴리언트메모리즈-동행>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브릴리언트메모리즈-동행> 광주시립미술관(광주)
<프랑스문화원/파리도서관 한국전시>(프랑스-파리)
2015 <openbooks – 예술가와 그들의 중국책> 온주현대미술관(중국/인도/홍콩/캐나다/미국)
<아시아현대미술> 전북도립미술관(완주)
<1980년 한국형상미술전> 전북도립미술관(완주)
<어린이성찬> 전북도립미술관(완주)
2014 <빛> 유네스코본부 전시장(프랑스-파리)
2013 <all about korea> 화이트박스미술관(독일-뮌헨)
<생명의 빛 아시아>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시(광주)
<남도 원류를 찾아서> 신세계갤러리(광주)
2012 <원점의 심도> 상해미술관(중국)
<무등설화> 금일미술관(중국-북경)
2010 <지역네트워크전시> 아르코미술관(서울/광주/부산)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빛2010> 광주시립미술관(광주)
<12띠 동물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09 <우보만리> 신세계갤러리(서울)
<환경미술제> 신세계갤러리(광주)
<지심도> 거제문화회관미술관(거제)
<한국의 단면> 대만국립미술관(대만)
<오즈의 마법사> 신세계갤러리(광주)
<지역네트워크전시> 아르코미술관(서울)
2008 <김환기 국제미술제> 빛 갤러리(서울)
<미술과 놀이>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컨템포러리 네오 메타포 2008> 인사아트센터(서울)
<광주 미술의 현황과 전망> 인사아트센터(서울)
<화랑미술제> 벡스코(부산)
<역대 지역 참여 작가 근작전시> 광주비엔날레홍보자료관(광주)
<전라도> 롯데갤러리(광주)
<운주사 천불 천탑> 신세계갤러리(광주)
2007 <질투는 작업의 힘, 작업은 열정이다> 대안공간충정각(서울)
<스페인 아르코 특별전 한국-이야기를 펼치다> 마드리드문화체육부미술관(스페인)
<성남 국제 북 아트페어> 율동공원 책 테마파크(성남)
<부산국제판화제> 부산시청(부산)
<宋庄국제미술제-예술연접> 宋庄미술관(중국-북경)
<꼬레라숑(COREELATION)> 센마리팀의회당(프랑스-루앙)
2006 <열풍변주곡-자연과 몸> 광주비엔날레(광주)

<북 아트> 코엑스(서울)
<과거와 현재, 그 사이> 광주시립미술관(광주)
<산전수전> 거제문화예술회관미술관(거제)
<세계 북 아트 페어> 프랑크푸르트미술관(독일)
2005 <조용한 빛, 맑은 기운> 예술박물관(중국)
<made in gwangju> 광주시립미술관(광주)
<환경미술제> 옥과미술관(전남)
<수묵화의 흐름> 관산월미술관(중국-심천)
2004 <생로병사> 광주시립미술관(광주)
<꿈꾸는 동화세상> 롯데갤러리(광주)
<바라보기-자아> 광주시립미술관(광주)
<세계 북 아트페어> 코엑스(서울)
<세계 북 아트페어> 프랑크푸르트미술관(독일)
2003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광주)
<uncanny-어떤 낮섦> 라메르갤러리(서울)
<광주 20경> 신세계갤러리(광주)
<작가와 그림책> 롯데화랑(광주)
<중국기행 3,256km> 신세계갤러리(광주)
2002 <젊은 예술가의 초상> 신세계갤러리(광주)
<비상21전> 남도예술회관(광주)
2001 <형상과 비판> 무등예술관(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