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금

1966

한국출생
현재 한국 거주

EDUCATION
1997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순수미술 석사 졸업, 뉴욕, 미국
1991
198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 한국

SOLO EXHIBITIONS
2019
한없는 관용, 갤러리바톤, 서울
2016
2012

오마주 투유 - 자본과 사랑, 갤러리바톤, 서울
Homage to you, 선 컨템퍼러리 서울

2011
2009
2008

Typography + Transliteration, 닥터 박 갤러리, 양평
The Transformed as I Mentioned two, 푸르지오 갤러리, 서울
The Transformed as I Mentioned (만해 한용운 연구), 테이크 아웃 드로잉, 서울

2007
2006

Mist of signs four, 선 컨템퍼러리, 서울
Mist of signs three, 국립 고양 미술 창작 스튜디오, 고양
Mist of signs, Gallery Skape, 서울

2003

Mist of signs two, Gallery Ssamzie, 서울
Williamsburg Art Historical Center, 뉴욕

1997
1995
1991

Second Floor Gallery, 뉴욕
프랫 갤러리, 뉴욕
관훈 미술관, 서울

GROUP EXHIBITIONS
2021
[forthcoming] 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20
흰 밤 검은 낮,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9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한글 특별전 <ㄱ의 순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8

씨실과 날실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전환의 봄, 그 이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7

미술은 폼(form)이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특별전: 균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확신과 의문 (Trilogy), 021갤러리, 대구

2016

SeMA Collection: 집요한 손, 성북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teel Drawing,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탐-색 Craving Colors, 63 아트 미술관, 서울

2015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6, 라온 갤러리, 울산
소마 드로잉_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Look at their stories, 성곡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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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 (Unexpected Encounter),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흔적에서 작품으로,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개관기념전, 갤러리 밈, 서울
2014

2013

문래동 개관전: 고산금 김승영 차기율, 쿤스트 독, 서울
Tomorrow 2014 part 1 '발아'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Re–Novation, 월전미술문화재단 한벽원갤러리 – 서울
The diﬀerence, Lespace 71, 서울
문화역 서울 284 온기, 서울 문화역 284, 서울
White & White (Nel Dialogo Corea-Italia/Dialogue Between Korea and Italy), 카를로 빌로티, 아렌시
에라 디 빌라 보르게제 미술관, 로마
친절한 현대미술/추상은 살아있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2
201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개관 소장품 기획전, 북서울미술관, 서울
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한국의 단색화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System Pia, 영은 미술관, 광주
창조와 패러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마을미술 행복프로젝트, 대구/서울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경기도 신몽유도원도, 안산
Moa Pick,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0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관찰하기, 사비나 미술관, 서울
백색의 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퍼레이드, 인천아트프랫폼, 인천
330인전, 선 갤러리, 서울
The Shape of Time,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

2009

경기창작센터 오픈 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안산
숨비소리전,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
채림전, 관훈갤러리, 서울
A’ la Yves saint Lauren, 아트사이드, 서울
연금의 수 – 인터 알리아, 서울

2008

한미 태국 수교 50주년 기념 (Daily Life in Korea), 방콕 퀸즈갤러리
거울아 거울아, 국립 현대 어린이 미술관, 과천
포스코스틸아트, 포스코미술관, 서울
홍제천 프로젝트, 홍제천, 서울
브루크린 익스프레스, 관훈미술관, 서울
이화의 젊은 작가, 이화미술관, 서울
채림전, 관훈미술관, 서울
여보시오, 쌈지갤러리, 서울

2007

평론가선정 현대미술 55인 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누군들 따뜻한 남쪽 마을이 그립지 않으랴 (2008년도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주관), 장흥 천마산문학관,
장흥
한국 현대 미술 ,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아트인생프로젝트(의정부명물찌개에반한 59인의 작가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
이미지 반전, 경기도 미술관, 안산
Time & Space, Museum of South Gobi, 달란자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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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술관 신소장품전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미술관, 안산
신 소장품 200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채림전, 관훈갤러리, 서울
아트마켓, 갤러리쌈지, 서울
Open Studio3,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Korean Project, C5 Art Beijing, 북경
37 31' N 126 58' E Seoul, Archeus Gallery, 런던
언어적 형상, 형상적 언어: 문자와 미술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un contemporary 0708, 선 컨템퍼러리, 서울
2006

Pick and Pick, 쌈지스페이스, 서울
바람전, Channel 5 Five,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채림전, 관훈미술관, 서울
Gallery Kunst Doc Opening Exhibition, 갤러리쿤스트독, 서울
2006 Art Chicago, Grand Park Butler Field(UM갤러리), 시카고
Drawing Festival, 갤러리쿤스트독, 서울
개념의 현현전, 갤러리쿤스트독, 서울
광주비엔날레, 제3섹터 시민프로그램 열린아트마켓, 광주
Somewhere In Time, 선재아트센터, 서울
Brooklyn Express,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4

Re – Open, 갤러리스케이프, 서울
Seo + Love + Memory, 세오갤러리, 서울
Crossing Zone, Hutchins Gallery(Long Island University), 뉴욕

2003

Baram (Wind of Hope), Poet’s Den Theater, 뉴욕
Local Artist small Works, Wha Center, 뉴욕

2002

100 Years 100 Dreams, Space Worlds, 뉴욕
25th Small Works,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ies(New York University), 뉴욕
Reaction, Exit Art, 뉴욕
Nokmee, New Century Artist Space, 뉴욕
26 Metro Artist, Parker Gallery, 뉴저지

2001

The Rebellion of Space, Dumbo Art Center, 뉴욕
Freedom Aftermath,주 워싱턴 한국 문화원, 워싱턴 DC
Out of Hibernation, Im n IL Gallery, 뉴욕
Brooklyn New Work, The Cathedral of Saint John Divine, 뉴욕
Absorption on the Ground 31, Space World, 뉴욕

2000

Skin Deep, 한국 문화원, 뉴욕
Reflection & Refraction, New Century Art Space, 뉴욕

1998
1997

400 Size Matters, Gle Gtes et al Gallery, 뉴욕
Footstep Since 1997, Stueben East Gallery, 뉴욕
Get Together, New Gallery, 뉴욕

1996

The Ear Project, Pratt Institute 도서관, 뉴욕
16th Annual Symposium selected by Donald Kuspit, Higgins Hall, 뉴욕

1994

Puck show Selected by Elga Wimmer, Puck Building Gallery, 뉴욕
12” x 12” x 12” Selected by Louise Kalin, Islip Art Museum,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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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감성과 반응 전, 한성갤러리, 서울
시각과 시대 전, 청남미술관, 서울
서울 방법 전,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1991

젊은 작가 신춘 43인 “91 신춘 회화 초대전”, 63미술관, 서울
현대미술의 예감 전, 관훈 미술관, 서울
현대미술의 전개와 확장전, 광주 카톨릭회관 금호미술관, 광주

1990

13회 중앙 미술대전(특선), 호암미술관, 서울
동아 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청년작가 15인 발언전, 토탈미술관 기획, 서울
서울 현대 미술제,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걷는사람전, 관훈 미술관(1990-1991), 서울

1989
1988

90년대 통합으로써의 미술전, 타래 미술관, 서울
집전, 도올갤러리, 서울
예후전, 백악미술관, 서울
Inner Process, 관훈미술관(1988- 1991), 서울
충남 미술의 오늘과 어제, 대전미술관, 대전

AWARDS
2002
1994
1991

25th Small Works -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ies, 뉴욕
12 x12 x (12) - Islip Art Museum, 뉴욕
중앙미술대전 결선 진출, 중앙문화센터, 서울

1988

동아미술상 수상, 서울

RESIDENCIES
2010
경기창작센터 초청작가, 한국
2008
2006

노마딕 아트 레지던스,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SELECTED PUBLIC AND NOTABLE PRIVATE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경기도미술관, 한국
경기창작센터, 한국
서울대학교 미술관, 한국
마곡이대 서울병원, 한국
센터포인트 돈의문, 한국
삼양사, 한국
포항시립미술관, 한국
몽인아트센터, 한국
U. PINE MED,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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