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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졸업 (서양화전공) 

 

개인전 

2012 N Gallery, 성남 분당 

2011 한전아트센터, 서울 

2008 노화랑, 서울 

2006 Cheltenham Art Center, 필라델피아 (U.S.A) 

2006 밀알미술관, 서울 

2005 Cheltenham Art Center, 필라델피아 (U.S.A) 

2004 갤러리상, 서울 

1982 덕수미술관, 서울 

 

단체전 및 초대전 

2012 N 갤러리 초대전, N 갤러리, 성남 분당 

국제드로잉전, 예술의전당, 서울  

2011 한전아트센터초대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토착과 그정신 씨올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Salon Blanc 초대, 오오모리 벨포트, 도쿄 

한국기독교 미술협회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분당작가회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국제드로잉전, 예술의전당, 서울 

아시아수채화연맹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0 The Spirit Asia 전 초대, 스콜라아트센터, 북경 

2010 Contemporary Art in Korea, 긴자아트홀,동경 

분당국제아트쇼 초대, 성남아트센터, 성남분당 

2010 한국•일본• 라틴아메리카전, 라메르갤러리, 서울 

토착과 그 정신 씨올전 ,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9 2009 Salon Blanc 초대, 도쿄무지엄, 동경 

한•일 현대미술조망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Korea contemporary Arts today, 상해조각공간,상하이 

2009 Malaysia Art Expo, MECC 센터, 쿠알라룸푸르 

2008 남송 국제 아트페어 초대, 성남 아트센터, 성남분당 

토착과 그정신 씨올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분당미술제 초대, 성남아트센터, 성남분당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2008 Salon Blanc 초대, 오오모리 밸포트, 동경 

2007 취리히 아트페어, 콩그레스하우스, 취리히 

한국적 토착의 미전, 물파스페이스, 서울 

2007 Salon Blanc 초대, 도쿄도미술관, 동경 

 

한•중 미술교류전, 연정국악문화회관, 대전 

토착과 그정신 씨올전, 예술의 전당, 서울 



 
 

N GALLERY  52 Seohyun-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 82-70-7430-3323 F 82-31-703-5201 www.ngalleryart.com 

 

분당 미술제 초대, 성남 아트센터, 성남분당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2006 Seoul International Art Fair, 인사아트센타, 서울 

현대 매체 미술 Light 전 초대, 성남아트센타, 성남분당 

한•미 현대미술교류전, 인사아트센타, 서울 

한남대학교 교수작품전, 현대화랑, 대전 

San Diego Art Fair 2006, CJ Gallery, Sandiego, U.S.A 

Cheltenham Art Center 초대, 필라델피아(U.S.A) 

분당 작가회전, 성남아트센타, 성남아트센타, 성남분당 

‘인사동의 봄’ 초대, 인사아트센타, 서울 

2005~1982 

한국기독미술협회전 

한국미술협회전 

분당미술제초대 

분당작가회전 

대한민국미술대전 

Korean Artists & Their tour of America,USA 

 

수상 

2008 Salon Blanc 그랑프리, 오오모리 밸포트, 동경 

2007 Salon Blanc 우수상, 오오모리 밸포트, 동경 

1997 제 14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8 제 7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7 제 6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작품소장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 뉴욕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한전아트센터, 서울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 기독교 미술인협회, 분당작가회,  

씨올회 회원,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회원,  

한국조형예술학회 정회원   

Michele Gallery 전속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