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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JOONG-SIK KIM  

 

충남공주 출생 

추계예술대학 

프랑스국립미술학교 

파리그랑쇼미에르아카데미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 버즐국제미술협회 회원  

프랑스재불작가협회 회장 / 국제창작예술가협회 회원(ICAA)  

 

<주요 개인전> 

김중식 초대전 [르뮤제갤러리]2014 

김중식의 이중주의 하모니 초대전 [이브갤러리] 2013 

이중주의 하모니 전[서울 구하갤러리] 2013 

‘세계의 스타전’ [예술의 전당] 2013 

‘시공합일-이상향’[리서울 갤러리] 2012 

‘SOAF’ 초대전[리서울 갤러리] 2012 

‘이중주의 하모니’[리서울 갤러리] 2011 

센텀아트프라이스초대전[센텀호텔,부산] 2011 

문갤러리초대전 [문갤러리, 홍콩, 중국] 2010 

갤러리 아트컴포지션초대전 [갤러리 아트컴포지션, 도쿄, 일본] 2010 

필립강갤러리 초대전 [필립강갤러리, 서울] 2009 

신한 PB 갤러리초대전[역삼동스타타워, 서울] 2009 

매일경제 선정작가 특별전[매일경제신문미디어센터, 서울] 2009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기획초대전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2008 

베이징올림픽초대전 [연우갤러리, 베이징, 중국] 2008 

프랑스한국문화원 판화전 [프랑스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주요 아트페어> 

화랑미술제 2014 -본화랑 [코엑스,서울] 

아트쇼 부산 2014-[벡스코, 부산] 

아트광주 2013 -[김대중컨벤션센타,광주] 

대구아트페어 2012- [엑스코,대구] 

SOAF 2012- 리서울 갤러리[코엑스, 서울]  

SOAF 2011 -카이노스갤러리[코엑스,서울]  

화랑미술제 2011 -청작화랑 [코엑스,서울]  

LA 아트페어 2011 - 청작화랑 [LA, USA] 

대구아트페어 2011- 대구 청담갤러리 [엑스코,대구] 

KIAF(한국국제아트페어)2010 - 필립강갤러리 [코엑스, 서울] 

부산비엔날레 2010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AHAF(아시아 탑 갤러리 아트페어)2010 - 필립강갤러리 [신라호텔, 서울] 

REVOLUTION ART 2010 TAIPEI -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타이페이국제무역센터, 대만]  

아트대구 2010 - 필립강갤러리 [엑스코, 대구] 

SOAF(서울오픈아트페어) 2010 - 필립강갤러리 [코엑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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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트웍 2009 - 문갤러리(홍콩) [홍콩 아트웍 SoCO Cage, 홍콩, 중국] 

아트아시아 인 마이에미 2009 - 홍콩문갤러리 [윈우드 컨벤션센터 소호스튜디오 마이에미, 마이에미, 미국] 

KIAF(한국국제아트페어)2009 - 필립강갤러리 [코엑스, 서울] 

화랑미술제 2009- 본 갤러리 [BEXCO, 부산] 

 

<주요 해외전> 

중국닝보시립미술관초대전 2014[닝보시립미술관,중국] 

AAF 싱가포르 아트페어 2012 [싱가포르] 

컨텍트아트마이애미 2012 [마이애미, USA] 

아트아시아 마이애미 2012 [마이애미, USA] 

동방의 빛 초대전 2011- 중국 황산  

아트아시아 인 마이에미 2009 - 홍콩문갤러리 [윈우드 컨벤션센터 소호스튜디오  

마이에미 ,마이에미, 미국] 

갤러리 아트컴포지션초대전 2010[갤러리 아트컴포지션, 도쿄, 일본] 

"JUST SHOW 기획전" 2009[수(秀)갤러리, 베이징, 중국] 

"한국-호 주 미술교류전 2009" [글로벌갤러리, 시드니, 호주] 

PDAF(피스 드림 아트 페스티발)09 한국-스페인 현대미술전 :  

파리 15 구 구청 초대展 2008 (프랑스 4 개 화랑 순회전)  

베이징 798 아트페스티벌 2008 [수(秀)갤러리, 베이징, 중국]  

베이징올림픽초대전 2008 [연우갤러리, 베이징, 중국]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말레이시아대사관 

강원대학교 

삼척대학교  

남송미술관  

성남토마토저축은행 

박영사, 올포스킨피부과대구본원점.  

양평군청,대원고, 여주검찰청장실.안양지방검찰청. 

도곡동 타워팰리스,선화예고 명예의전당소장 고려대학교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