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영 남 朴英男

b. 1949-, 서울

학 력
1983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뉴욕
197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4

금호미술관, 서울

2012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8

장흥아트파크, 양주

2006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2

갤러리 현대, 서울

1999

가나아트센터, 서울

1998

신세계 가나아트, 서울

1996

갤러리 가나보부르, 파리

1995

가나화랑, 서울

1992

김수근 미술상 수상 기념전, 공간미술관, 서울

1991

가나화랑, 서울

1989

가나화랑 서울

1983

CCNY Gallery, 뉴욕

1979

고려화랑, 서울

주요 단체전
2015

물성을 넘어, 여백의 세계를 찾아서-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1, 가나아트센터, 서울
5인 5색, 장욱진 고택, 용인
60‘s New Vision, 이브 갤러리, 서울

2013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Contemporary Age, 가나아트센터, 서울
환기를 기리며, 환기미술관, 서울

2012

Healing Camp, 가나아트센터, 서울
신소장품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1

아시아 국제미술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0

Final Cut, 장흥아트파크, 양주

2009

형상의 얼굴 읽기, 오스갤러리, 전주

2008

THE ch ART, 가나아트센터, 서울

신소장품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7

Summer Collection, 가나아트센터, 서울
Inner Landscape: I Hear Voices, 아트선재미술관, 경주
Hommage 100: 한국현대미술 1970-2007,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Collector's Choice: Collection 2, 대림미술관, 서울

2006

아뜰리에 사람들 Ⅳ: 졸업,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5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Seoul Art Festival,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9인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4

신소장품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3

십자가를 위한 변주곡, 밀알미술관, 서울

2002

봄의 소리,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일현대미술전, 요코하마 갤러리, 요코하마

2000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파리
하늘과 땅 사이, 성곡미술관, 서울

1998

한국현대미술 6인전, 갤러리 가나보부르, 파리
가나아트센터 개관 기념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1997-98

FIAC, 파리

1996

Aus Seoul, 슈투트가르트 시립전시관, 슈투트가르트

1995

의자, 계단 그리고 창,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전, 북경중국미술관, 북경

1994

예술과 삶, 미건갤러리, 서울
여섯 작가 소품전, 가나화랑, 서울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3

가나화랑 10주년 기념미술전, 가나화랑, 서울
대한민국종교인 미술전, 예술의 전당, 서울

1992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1-96

제주신라호텔 개관 기념전, 제주신라호텔, 제주

1991-92

레알리떼 서울, 덕원갤러리, 서울

1991

한국현대미술 6인전, 프랑크하넬 갤러리, 프랑크푸르트

1990-94

Abstract, 갤러리 예향; 갤러리 허스; 갤러리 예맥; 갤러리 63, 서울

1988

서울 올림픽 기념 한국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4

Difference & Style, 112 Greene Street, 뉴욕
CCNY 교수동문회전, 에론데이비스홀, 뉴욕

1980

포럼 7인전, 문예진흥원미술회관, 서울

1973

5인전, 미국문화원, 서울

수 상
1992 3회

김수근미술상

주요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삼성미술관, 서울
선재미술관, 경주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신라호텔, 서울, 제주
삼성의료원, 서울
한국타이어, 서울
신세계연수원, 용인
통신개발연구원, 서울
삼성용인중앙개발, 용인
갑을방직, 서울
한국방송공사, 서울
세인트쥬드종합병원, 로스앤젤레스
스와로브스키 컬렉션,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청, 서울
서울남부지청, 서울
대전송촌성당, 대전
동양화재 강남 신사옥, 서울
한솔리조트, 문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