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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헌 (b.1964) 
 

2008 런던 예술대학교 첼시 칼리지 미술 석사  

2006-7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Fine Art 석사과정 1 년 수학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개인전 

2019 Galerie Richard, 파리<11월-1월예정> 

Electronic Nostalgia, 갤러리 리차드, 뉴욕, 미국 

2017 Virtual Space, 초이앤라거갤러리, 서울 

2016 Noise-Electronic Nostalgia, 가일미술관, 가평 

2012 Cloud Map, 자하미술관, 서울 

2003 Höherweg 271 Studios, 뒤셀도르프, 독일 

2002 시테 국제 미술관, 파리, 프랑스 

1997 Dark Side of the Moon, 웅전갤러리, 서울 

1995 토탈미술관, 장흥 

 

주요 그룹전 및 아트페어 

2019 KIAF, Seoul 

4482, 셀로아트, 서울 

In Line, Made Hotel Art Space, 뉴욕 

2018 Color Matters, 갤러리 리차드, 뉴욕, 미국 

김영헌 김진 2인전, 갤러리 이배, 부산 

2017 Natural Selection, 크리스티, 홍콩 

2013 Homo Utopicus, 하다 컨템포러리, 런던, 영국 

2012 금강 자연 미술비엔날레, 금강 자연미술센터, 공주 

비밀오차의 범위, 광주 시립미술관 & 서울 아르코미술관 

2011 비밀 오차의 범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9 Nomadic Project – Time and Space, 달란자가드 시립미술관, 고비, 몽골 

2000 Media Art- Virtually Yours,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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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중앙미술대전, 호암갤러리, 서울 

1997 텍스트로서의 육체, 금호미술관, 서울 

해체와 소생, 아르코미술관, 서울 

1993 정신의 전환, 한가람미술관, 서울 

1992 빛- 그 힘의 궤적, 덕원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 수상 

2003 회허베르크 스튜디오, 뒤셀도르프, 독일 

2000-2 파리 삼성 아틀리에 프로그램, 시테 국제 미술관, 파리, 프랑스 

1996 프리만 펠로우쉽,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버몬트, 미국 

1995 중앙 미술대전 대상 수상 

 

작품소장 

한국석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정부 미술은행, 서울 

Bank of America, 뉴욕 

코오롱그룹, 서울  

자하미술관, 서울 

성곡 미술관, 서울      

The Arts Club, 런던 

삼성 미술관 리움, 서울 

풀무원 코엑스 김치박물관, 서울 

 

Press 

Wall Street International, April, 2019 

dArt international, Spring, U.S, Canada, 2018, p15 

Asia Now, FIAC and Paris Internationale: A walk-through, Ocula report, Oct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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