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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인 선 

 

1963 광주출생  

Drew university 연구교수, 뉴저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개 인 전 

2014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3 예화랑, 서울 

2012 데미화랑, 광주 

2011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 서울 

두인갤러리, 서울 

2010 서화갤러리, 서울 

두인갤러리, 서울 

2009 예화랑, 서울 

2008 학고재, 서울 

2007 The firehouse Gallery, 뉴욕 

2006 Art Bank Gallery, 뉴저지, 미국 

진 아트 갤러리, 경기도 

2005 웅 갤러리, 서울 

세오 갤러리, 서울 

2004 노화랑, 서울 

2003 Heidi cho Gallery, 뉴욕 

Dorothy Young Center for the Arts, 뉴저지, 미국 

Albert shahinian Gallery, 뉴욕 

2001 금호미술관, 서울 

웅 갤러리, 서울 

서신갤러리, 전주 

2000 갤러리서화, 서울 

예화랑, 서울 

아티누스 갤러리, 서울 

궁동갤러리, 광주 

1998 Water Mark / Cargo Gallery, 뉴욕 

Unison Gallery, 뉴욕 

1997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백상기념관 대상수상기념 초대개인전, (한국일보사 초대), 서울 

SUNY College Art Gallery, 뉴욕 

1996 예술의 전당 (예화랑 초대전),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1995 예화랑, 서울 

박영덕 화랑, 서울 

1994 인화랑, 서울 

1993 갤러리아그배,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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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인화랑 초대전), 서울 

사계화랑, 서울 

1991 홍익대학교 전시실 (석사학위 청구), 서울 

최 갤러리, 서울 

1990 갤러리 2000, 서울 

1989 관훈 미술관, 서울 

 

 

아트페어 

 

2012 광주 국제아트페어, 광주 

2011 국제 아트페어(KIAF), 코엑스, 서울 

2010 Scape New york, 뉴욕 

Korea art show, 뉴욕 

2009 국제 아트페어(KIAF), 코엑스, 서울 

2008 베이징 아트페어, 중국 

상하이 아트페어, 중국 

시카고 아트페어, 미국 

홍콩 아트페어, 홍콩 

싱가폴 아트페어, 싱가폴 

국제 아트페어(KIAF), 코엑스, 서울 

 

수 상 

 

2005 제 1 회 세오 중진작가상  

2003 제 2 회 하종현 미술상  

2002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1996 제 2 회 한국일보 청년작가초대전, 대상  

1994 제 13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1992 제 15 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작 품 소 장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시립 미술관 

광주 시립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리움 미술관 

한국일보사 

금호문화재단 

광주고등검찰청사 

타워 팰리스 

스타타워 

마우나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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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파라다이스 호텔 

 

 

경매 

 

뉴욕 소더비 경매 

홍콩 크리스티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