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연 

1967년  서울 출생 

 

학력 

1995 Pratt Institute, Fine Art 대학원 졸업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8 Abstract: Intrinsic, 스페이스 소, 서울 

Between forms, 송아트 갤러리, 서울 

2016 갤러리 분도, 대구 

갤러리 AG, 서울 

2015 Equilibrium_Explosion, 갤러리 로얄, 서울 

2011  류화랑, 서울 

2010  Still life in Space, 갤러리 플랜트, 서울 

2009  Artwall Gallery,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서울 

  the room, 토탈 미술관, 서울 

2007  갤러리 분도, 대구 

2005  갤러리 인, 서울 

2003  와이트 월 갤러리, 서울 

2002  The firmament, 금호미술관, 서울 

2001  Vestibule, 포스코미술관, 서울 

1996  Sunnen 갤러리, 뉴욕 

1992  소나무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2018 누크갤러리 살롱전, 누크갤러리, 서울 

Hommage to Posco,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7 Dialogue 고희승 & 홍수연 누크갤러리, 서울 

2014 Small is Beutifule, Flower 갤러리, 뉴욕 

Floweing Island, Nefs Art 갤러리, 서울 

Huue opening exhibition, 휴 갤러리, 싱가포르 



 

 

2013 Corporeity, 홍수연&이헌정 2인전, BK갤러리, 서울 

검은 사각형, 101 갤러리, 서울 

Vessels, LWL-industriemuseum, 도르트문드, 독일 

미적범주,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2 Korean Eye, 사치 갤러리, 런던 

간헐적 위치 선정,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Gefabe, Stiftung Zollverein, 에센, 독일 

2011 벗이 있어 즐겁지 아니한가, 포스코 미술관, 서울 

피오마이, 브릿지 갤러리, 서울 

2010 21 & Their Times, 금호미술관, 서울 

Art Docking Spot, 우명미술관, 경기도 

  교환가치의 이미지, Artspace Hue, 서울 

  Cycle & recycle, 인터알리아, 서울 

2009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Artist Gallery_ Fleeting,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서울 

2008  Dazed & Painted _ 현대회화의 회화성, 써미앤투스 갤러리, 서울 

To Have or To Be, 국제교류재단, 아일랜드-포루투칼-홍콩 순회전 

  홍수연, 이재효, 한생곤 3인전, 갤러리 인디프레스, 부산 

  多색多감,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07  MoA Picks: 매체의 기억-'후기-'증후군,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서울 

  Post Feminity with Mine, 유아트 갤러리, 서울 

2006  홍수연 & 이환권 2인전, 백해영갤러리, 서울 

2005  만남, 한일교류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 동경예술대학교 미술관, 서울&동경 

  Blue,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모더니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2004  Flower Flows Flowery, 아티누스 갤러리, 서울 

  Cutting Edge, 서울옥션, 서울 

2003  센스 & 센스빌리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Pronto. C/O, 밀라노 

  Dreamy Hive, Space Zip, 서울 

  Intro, 갤러리 인, 서울 

2002  Surface, 갤러리 전, 서울 

  피크닉, 국립현대미술관 공공프로젝트, 과천 



 

 

2001  New York Academy of Art’s Annual Benefit Art Auction, 뉴욕 

12월 감성전, 피쉬 갤러리, 서울 

2000  불-임, 미술회관, 서울 

  White, Nikolai Fine Art, 뉴욕 

  Terra Sacrare, Puffin Room, 뉴욕 

1999  Surface Structure, Nikolai Fine Art, 뉴욕 

  Summer Group Show, Painting Center, 뉴욕 

1998  Artist for Gardens, Puck Building, 뉴욕 

  Art Exchange Show, 2 Broadway, 뉴욕 

1997  Today’s Vision, H.Heather Edelman Gallery, 뉴욕 

  Vision 21, Half Concert Hall, 뉴욕 

1996  Dialogue of Consciousness, Eighth Floor Gallery, 뉴욕 

  smallabstractartworks, 450 B’way Gallery, 뉴욕 

  Human Invitational Show, Walker Wickiser Gallery, 뉴욕 

  Studio, 450 Gallery, 뉴욕 

1995  Rise and Shine, Cast Iron Gallery, 뉴욕 

  Non Logo, One Night Stand Gallery, 뉴욕 

1994 Inks, Manhattan Graphic Center,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3 Opekta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쾰른, 독일 

2009  서울문화재단 정기 공모 지원 사업선정 

2002-2003 제1기 창동 미술스튜디오 프로그램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술은행, 과천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상하이 한국 총 영사관, 상하이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 헤이그 

인도 한국 대사관, 뉴델리 

금호미술관, 서울 

우민아트센터, 청주 



 

 

연세대학교 박물관, 서울 

포스코센터, 서울 & 광양 

삼성 서초사옥,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 서울 

해비치 호텔, 제주 

롯데호텔, 울산 

노보텔, 대구 

보바스 병원 & 더헤리티지, 분당 

(주)한섬, 서울 

(주)신세계, 서울 

(주)한국가스해운, 인천 

삼성호텔, 거제 

IFC 콘라드 호텔, 서울 

포시즌 호텔, 서울  

롯데호텔, 양곤, 미얀마 

아난티코브 힐튼호텔,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