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명 HongSoun 洪淳明

1959  서울 출생

198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1989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에꼴 데 보자르)

전시

2016    개인전-마비니 2016년 2월 (마비니 갤러리, 마닐라, 필리핀)

         Made in Seoul (아베이에 생 앙드레 현대미술관, 메이막, 프랑스)

         Looking for secret (The Texas project, 서울, 한국)

         4월의 동행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한국)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영은 미술관, 광주, 한국)

         김데몬展 (헬로우 뮤지움, 서울, 한국)

         Forget-Me-Not (짐머만 크라토츠빌 갤러리, 그라츠, 오스트리아)

         개인전-제1회 전혁림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전혁림미술관, 통영, 한국)

         개인전-세월의 파편 (논베를린, 베를린, 독일)

         서울 아트 스테이션 (서초 T-센터, 서울, 한국)

         창원 조각 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Timeless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

         개인전-Above Us Only Sky (짐머만 크라토츠빌 갤러리, 그라츠, 오스트리아)

2015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사비나 미술관, 서울, 한국)

         한.필 현대미술 교류전 (한국문화원, 마닐라, 필리핀)

         Momentum: Art/Omi (토탈 미술관, 서울, 한국)

         몽중애상. 삼색도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개인전-사소한 기념비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놀이시작 (헬로우 뮤지움, 서울, 한국)

         나-잠시만 눈을 감아보세요 (마라야 아트센터, 샤르자, 아랍 에미레이트)

         메이드 인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한국)

         플라스틱 신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한국)

2014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Finale Gallery, 마닐라, 필리핀)

         네오산수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개인전-스펙터클의 여백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한국)

         세종대왕, 한글문화시대를 열다 (국립 한글 박물관, 서울, 한국)

2013    slow art (Art space with Artist, 헤이리, 한국)

         Bingo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미술과 놀이-놀이 시~작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The Future of Museum (울산 문화 예술회관, 울산, 한국)

         북서울 미술관 개관전. 장면의 재구성 (북서울 미술관, 서울, 한국)

2012  개인전 (사비나 미술관, 서울, 한국)

       빛으로 가는 길 (영은 미술관, 경기도, 한국)

       우리 - Tina B 현대미술 페스티벌, (세인트 일리 도미니칸 대성당, 프라하, 체코)

       국제 케이지 100 페스티벌 (아이젠반, 라이프찌히, 독일)

       DMZ 평화 프로젝트 겨울 겨울 겨울 봄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한국)



2011  신진기예전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호흡 : 들숨과 날숨 (갤러리 Being, 서울. 한국)

      새로운 발흥지 (우민 아트센터, 청주, 한국)

2010  조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한국)

       개인전 (스페이스 캔, 서울)

       Let's Imagine (분도갤러리, 대구, 한국)

       The more, the better (선화랑, 서울, 한국)

       경기도의 힘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한국)

       Puzzling (a) Space (Hillyer Art Space, 워싱턴DC, 미국)

2009  신진기예전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Land Balance (세오갤러리, 서울, 한국)

       Double ACT : 01 (사비나 미술관, 서울 , 한국)

       도시의 층위 (갤러리 아트사이드 베이징, 베이징, 중국)

       Art in Haje (분도갤러리, 대구, 한국)

       개인전 (쌈지 스페이스, 서울)

       개인전 (갤러리 도트, 울산)

2008  산타페 국제 비엔날레 (SITE 산타페, 산타페, 미국)

      부산 국제 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미술의 표정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문화유전자 (송장미술관, 베이징, 중국)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한국)

2007  개인전 (세오갤러리, 서울)

       하제의 미래 (Aschaffenburg 미술관, Aschaffenburg, 독일)

      매체의 기억-'후기-'증후군 (MoA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전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한국)

      쇼핑페이트 (갤러리 보우, 울산, 한국)

2006  감각의 파노라마 (라운지 갤러리, 런던, 영국)

      Wake up Andy Warhol (갤러리 쌈지, 서울)

      SEO + LOVE + MEMORY (세오갤러리, 서울, 한국) 

2005  꿈꿀권리 (현대백화점, 서울, 한국)

       개인전 (쿨라이디와 갤러리, 마닐라, 필리핀)

      현대회화전 (쿨라이디와 갤러리, 마닐라, 필리핀)

2004  3rd MAPP - Media Workshop (현작소, Space-T, 서울, 한국)

      그 너머를 보다 (Space C, 서울, 한국)

      헤이리 페스티벌 (헤이리, 경기도, 한국)

      개인전 (갤러리 쌈지, 서울)

      정지와 움직임 (서울 올림픽 미술관, 서울, 한국)

      구성과 중심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2003  진경眞景-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Mindscape (갤러리 현대 플러스, 서울, 한국)

2002  WATER walks (이세갤러리, 뉴욕, 미국)

      KOREAN AIR FRANCE (글라스 박스, 파리, 프랑스)

      KOREAN AIR FRANCE (쌈지 스페이스, 서울, 한국)

      Our house (달링미술재단, 서울, 한국)

      경계와 변화 (나카츠에 YMCA, 나카츠에, 일본)

      광주비엔날레 (남광주역, 광주, 한국)



      네오 페인팅 (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한국)

2001  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생활과 예술 (갤러리 현대, 서울)

      WORK 2001 - 수,목,금,토,生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0  고도를 떠나며 - 부산국제 아트 페스티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이미지 미술관 (미술회관, 서울, 한국)

      조각놀이공원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생명의 그물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공장 미술제 - 눈먼 사랑 (샘표식품 본사, 서울, 한국)

1999  개인전 (갤러리 현대, 서울) 

1998  미디어와 사이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아시안 아방가르드 (크리스티, 런던, 영국)

      도시와 영상-의 식 주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1997  전통과 현대의 만남 (현대화랑, 서울, 한국)

      개인전 (갤러리 현대 윈도우 갤러리 , 서울)

      잇시 비엔날레 (잇시 시립미술관, 잇시 레 물리노, 프랑스)

1996  잊혀진 근원 (샤토 공띠에 시립 문화센터, 샤또 공띠에, 프랑스)

      잊혀진 근원 (비벙뜨 뮤지움, 몽트뢰이, 프랑스)

      Art at Home (갤러리 서미, 서울, 한국)

      일곱 공간 한 장소 (마니팍뛰르 데 죄이, 이브리, 프랑스) 

1995  파리의 한국 작가전 (아레아 갤러리, 파리, 프랑스)

      잊혀진 근원 (라 호셀 시립 문화센타, 라 호셀, 프랑스)

      흐르는 예술 (도빌 경마장, 도빌, 프랑스)

1994  새벽으로 가는 비상구 (아르스날 파리, 파리, 프랑스)

      백지 위임전 (불로뉴 문화센터, 불로뉴, 프랑스)

      병기고의 신예들 (아트빔 갤러리, 서울)

      살롱 몽후즈 (몽후즈 문화예술센터, 몽후즈, 프랑스)

1993  개인전 (벨프르와 화랑, 파리, 프랑스)

      시튜아시옹 드 랭 시튀 (오크르 다르, 샤또루, 프랑스)

      살롱 몽후즈 (몽후즈 문화예술센터, 몽후즈, 프랑스)

1992  살롱 몽후즈 (몽후즈 문화예술센터, 몽후즈, 프랑스)

      불로뉴의 작가들 (불로뉴미술관, 불로뉴, 프랑스)

1991  3인의 설치작업 (지하실, 불로뉴, 프랑스)

      마주보기 (특수구호센터, 깡, 프랑스)

      PLATES & PRINTS (다다갤러리, 부산, 한국 / 단공갤러리, 대구, 한국)

1990  블랙이미지전 (티모티 티유화랑, 아틀란타, 미국)

1989  살롱 드 메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개인전 (티모티 티유 화랑, 아틀란타, 미국)

1988  국제 판화 비엔날레 (다뉴레뱅 미술관, 프랑스)

      석판화전 (그라피카 센터, 베니스, 이태리)

1985  시대정신전 (한국 7개 도시 순회전)

      황색벌판전-꼴라쥬, 역전의 힘 (카톨릭센터, 부산, 한국)

      황색벌판전-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카톨릭센터, 부산, 한국)

1984  강패전- 부산 그 주변 (유화랑, 부산, 한국)

1983  부산 청년 비엔날레 (부산 시민회관, 부산, 한국)

      국제 메일아트 페스티발



      겨울. 대성리전 (경기도 대성리 화랑포 강변, 한국)

      부산미술제 (고려미술관, 부산 한국)

      이젠 너를 우리라 부르자 (프랑스 문화원, 서울, 한국)

      오브제와 현장 (카톨릭센터, 부산, 한국)

1982  서울 다큐멘타전 (미술회관, 서울, 한국)

      부산미술대전 판화부문 금상 수상 (부산시민회관, 부산, 한국)

1981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 현대 판화전 (미술회관, 서울, 한국)

      오브제, 12인의 현장전 (현대화랑, 부산, 한국)

     

작품소장

      

      -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한국

      - 대법원, 서울, 한국

      -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미국

      -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한국

      - 호암 미술관, 서울, 한국

      - 제니트 (뇌연구소 대학병원), 막드부르그, 독일

      - 잇시 레 물리노 시립미술관, 잇시 레 물리노, 프랑스

      - 파리국립미술학교, 파리, 프랑스

      - 쌈지 스페이스, 경기도 헤이리,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