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1955 년

서울 출생

1975.3-197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80.3-1981.6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수료

1981.9-1983.5

Parsons School of Design 졸업 B.F.A. Photography

1983.9-1987.6

Pratt Institute 졸업 M.F.A. Photography

1979.1-1980.3

대우실업 기획조정실 근무

1987.9-1988.2

한국과학기술대학 강의

1988.3-1993.5

상명여자대학교 사진예술과 조교수

1989.3-2005.2

이화여자대학 산업미술대학원 강의

2001.9-2002.8

일본대학교 사진과 교환교수

2011.9-2012.8

시테 인터내셔널 작가

1993.9-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개인전
2017.3.9-4.1

하늘 바람 별 그리고 나, 갤러리 비케이, 서울

2015.11.10-12.8

김대수전, 프랑소아즈 리비넥갤러리, 파리

2015.9.1-9.29

김대수전, 갤러리 아침, 서울

2015.6.6-8.19

뉴웨이브,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4.11.13-2015.3.28

김대수전, 이부갤러리, 파리

2013.11.8-11.21

트리스 피플, 아트파크갤러리, 서울

2012.10.18-11.17

리슨 투 더 뱀부, 갤러리 율랜스 피겔, 갤러리 휴버그 24, 바젤

2012.5.18-5.31

센시빌리티 오브 뱀부, 이후갤러리, 서울

2012.3.8-3.28

피플 두 뱀부, 필립즐롯 갤러리, 파리

2011.11.10-2012.3.20

보이스 오브 뱀부, 한미 두손갤러리, 제주도

2011.9.15-10.13

보이스 오브 뱀부, 인천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0.3.17-3.31

컬러 오브 뱀부, 갤러리 인, 서울

2007.10.26-11.8

김대수 작품전, 맥화랑, 부산

2006.6.20-7.4

하늘 명상, 화이트월갤러리, 서울

2004.4.30-5.20

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 김영섭화랑, 서울

2003.1.20-1.29

사람으로부터 숲으로 혹은 거꾸로, 금산갤러리, 서울

2000.5.9-5.22

세 가지 나무 이야기, 사진마당, 서울

1999.10.27-11.7

하늘 길, 금호미술관, 서울

1998.9.21-10.2

대한국인, 올리브갤러리, 서울

1996.6.7-6.18

지혜의 땅, 보다갤러리, 서울

1990.8.25-9.13

한국 신파 촬영가 전, 써니게이트갤러리, 타이완

1988.9.7-9.13

창조 그리고..., 갤러리 한, 서울

1987.4.26-5.1

석사 청구전, 히긴스 홀, 뉴욕

1984.4.30-5.6

빛으로의 탐구, 공간화랑, 서울

1983.4.22-4.28

학사 청구전, 파슨스 홀, 뉴욕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산타바바라 뮤지엄 오브 아트 갤리포니아, 미국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대법원 검찰청, 서울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단체전
2017.2.3-3.12

풀풀풀, 대구신세계갤러리, 대구

2016.12.8-2017.1.10

하이라이트, 사이갤러리, 서울

2016.11.3-11.26

핸드, 갤러리 율렌스 피겔, 바젤

2016.10.20-11.15

꿈, 행복, 사랑을 이야기하다, 수호갤러리, 분당

2016.5.4-7.24

공적인 또는 사적인: 1989 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2016.4.7-5.14

김대수: 포토그라피엔, 갤러리 율렌스피겔, 바젤

2016.4.5-5.31

셰어링 더 스팟라이트, 아트스페이스 제이, 분당

2015.12.18-2016.2.28

2015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사진의 여정전, 김해 문화의 전당 윤슬미술관

2015.11.20-11.27

응축된 시간, 예술의 전당, 서울

2015.10.6-10.11

한국 국제아트페어, 코엑스 태평양홀, 서울

2015.9.11-9.13

어포더블아트페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2015.9.9-11.15

광복 70 주년 기념-퍼멘티드 소울, 케이트신갤러리, 뉴욕

2015.8.25-11.22

마인드스케이프, 신세계아트월, 서울

2015.5.21-7.25

21 세기 핸드매이드 프린트전, 갤러리 270, 뉴저지

2014.9.24-9.28

한국 국제아트페어, 코엑스 태평양홀, 서울

2014.5.17-9.28

코리안 뷰티: 두개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4.5.3-6.30

휴: 레스트, 아메리칸크럽, 싱가폴

2014.3.6-3.27

스페이스: 라이프 앤 루틴, 최정아갤러리, 서울

2013.11.12-2014.2.2

대숲에 부는 바람,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2013.6.27-7.1

지-서울 13 특별전, 그랜드힐튼호텔, 서울

2013.6,20-7.31

사진의 터, 아트스페이스제이, 분당

2013.6.19-7.8

항구-인천의 숨결, 인천 신세계갤러리, 인천

2013.5.17-5.29

인 비투인, 혜화아트센터, 서울

2013.2.28-3.21

포토스케이프: 세상을 향한 눈, 인터알리아갤러리, 서울

2012.12.7-12.27

홍익 국제미술제, 아트갤러리, 서울

2012,9.13-9.17

한국 국제아트페어, 코엑스 태평양홀, 서울

2012.6.18-7.20

모노크롬 인 코리아, 도로테아갤러리, 마인츠, 독일

2012.3.28-3.31

아트파리, 그랑팔레, 파리

2011.12.2-12.31

북페어사진전, 류가헌, 서울

2011.11.2-11.30

서울 사진축제 2011, 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2011.9.22-9.25

핑트아트페어, 코엑스호텔, 서울

2011.8.22-8.31

뷰 리뷰 프리뷰, 한벽원, 서울

2011.7.14-10.16

한류-사진작가 6 인과 한국을 만나다, 아람미술관, 고양

2011.5.4-5.8

서울 오픈아트페어 2011, 코엑스, 서울

2011.3.29-4.30

당신을 기억합니다, 현대예술관, 울산

2011.3.10-5.4

자연-이미지,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1.2.21-4.1

홍익대학교 2010 년 소장품전, 홍익현대미술관, 서울

2010.12.6-12.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교수작품전, 홍익현대미술관, 서울

2010.11.1-2011.1.29

숲의 향기 숲의 소리, 이대박물관, 서울

2010.10.7-10.27

한 ․ 스페인 수교 60 주년 사진전, 팔레드 서울갤러리, 서울

2010.10.7-10.9

아트에디션 2010, 벡스코, 부산

2010.7.3-9.19

카오틱 하모니: 한국현대사진가전, 산타바바라박물관, 산타바바라

2010.5.27-5.30

홍콩 국제아트페어, 홍콩 컨벤션센터, 홍콩

2010.4.22-4.26

서울 오픈아트페어 2010, 코엑스 인도양홀, 서울

2010.4.16-5.30

긍지의 날, 대안공간 풀, 서울

2009.12.2-12.6

아트아시아, 마이아미, 미국

2009.11.19-11.2

파리포토, 캐로셀 두 루브르, 파리

2009.10.17-11.3

숲에서 꿈꾸다, 드림 갤러리, 서울

2009.9.25-11.30

인천아트플랫폼 개관기념전-다시 개항, 인천

2009.9.18-9.22

한국 국제아트페어, 코엑스 태평양홀, 서울

2009.9.12-9.16

서울 국제판화 ․ 사진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서울

2009.5.14-5.17

홍콩 국제아트페어, 홍콩 컨벤션센터, 홍콩

2009.4.16-4.19

북경 국제화랑제, 북경

2009.4.8-4.12

서울포토 2009. 코엑스 인도양홀, 서울

2009.4.4-4.26

2009 사진전, 금산갤러리, 헤이리

2009.3.5-5.31

한국 현대사진 60 년전 1948-2008, 경남도립미술관

2008.8.15-10.26

한국 현대사진 60 년전 1948-200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6.20-7.10

국제정상회담기념 초대사진전, 홋카이도 모리미술관

2008.5.30-6.5

마음의 정원, 신세계백화점 문화홀, 서울

2008.2.1-3.7

굿모닝 미스터 백남준, 주영한국문화원 개관기념전, 런던

2007.10.18-10.2

현대미술 오늘과 내일,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7.10.5-10.31

선택된 우연, 갤러리 와, 서울

2007.9.3-9.28

5028-사람 그리고 경, 갤러리 이룸, 서울

2007.5.17-6.17

한국 현대사진가 스펙트럼-풍경, 트렁크갤러리, 서울

2007.5.9-5.13

한국 국제아트페어, 코엑스 태평양홀, 서울

2006.9.27-10.1

서울 국제판화 ․ 사진 아트 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2006.9.1-10.8

카메라 워크,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2006.7.5-7.30

포토그라피 앤 라이프아트, 갤러리 아트앤드림, 서울

2006.6.23-6.29

신세계아트페어 퍼플케이크, 신세계 문화홀, 서울

2006.1.18-1.24

정물전, 갤러리 룩스, 서울

2005.10.14-11.2

공주 국제미술제 숲을 세우다, 임립미술관, 공주

2005.7.20-7.28

바다, 라메르갤러리, 서울

2005.4.12-5.8

사진 60 년 시대와 사람들 1945-2005, 서울

2005.3.21-3.24

남남북녀, 가나아트, 서울

2005.1.14-1.28

한국모더니즘-시선의 교차와 혼성, 금호미술관, 서울

2005.1.14-1.20

풍경 삼국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

2004.9.3-9.15

스케이프-경(景) 그 고요한 순간들, 광주 가나아트, 광주

2004.4.7-4.13

들여다 보기, 백상기념관, 서울

2003.12.26-2004.1.6

사물과 상상, 갤러리 룩스, 서울

2003.12.3-12.13

풍경이다전, 조흥갤러리, 서울

2001.12.5-12.11

정물시선 3,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1.7.19-7.24

한국의 풍경전,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일본

2001.6.22-7.22

2001 사진영상페스티벌, 가나아트, 서울

2001.1.10-1.20

정물시선 2, 갤러리 룩스, 서울

2000.5.19-6.13

풍경과 장소, 경기 문화예술회관, 과천 시민회관

2000.3.23-4.9

일기예보전, 갤러리 사비나, 서울

2000.1.22-1.28

고요한나라 3, 051 갤러리, 부산

2000.1.12-1.18

고요한나라 3, 대안공간 풀, 서울

2000.1.11-1.20

정물시선, 담갤러리, 서울

1999.12.22-12.28

현대미술의 검증과 확인, 백상기념관, 서울

1999.10.14-11.3

도시와 영상전-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9.1.25-3.28

문턱을 넘어서, 힐우드 아트 뮤지엄, 뉴욕

1998.12.22-1999.1.24

사진의 시각적 확장전-현실과 환상, 국립현대미술관, 과

1998.11.20-12.19

한국사진의 역사전, 예술의전당, 서울

1998.11.4-11.24

고요한나라 2, 사이갤러리, 서울

1998.9.17-9.26

보고서 보고서전, 사이갤러리, 서울

1998.9.11-9.20

'98 서울사진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8.8.12-9.6

드로잉 횡단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8.2.2-2.14

고요한 나라, 갤러리 2000, 서울

1997.11.21-12.28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 성곡미술관, 서울

1997.9.12-9.21

'97 서울사진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7.9.1-11.27

청년정신전-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교육홍보관, 광주

1997.3.4-3.31

사진의 본질 사진의 확장. 워커힐미술관, 서울

1996.12.5-12.9

서울 국제미술제, 코엑스 태평양관, 서울

1996.12.4-12.10

한국 현대미술 현재와 미래전. 홍익대 현대미술관

1996.6.1-7.2

사진-새로운 시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6.2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 지상전

1995.10.12-10.18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전-통일, 서울

1995.9.1-9.17

한국 사진의 지평전, 갤러리 현대, 서울

1995.8.10-8.24

그날을 위하여, 갤러리 목시, 서울

1995.6.19-7.1

우리 시대의 사진가들, 갤러리 아트빔, 서울

1995.3.31-5.31

사진 오늘의 위상전, 선재미술관, 경주

1994.11.12-12.6

젊은 모색 '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4.9.23-9.28

제 11 회 코그다협회전-환경 테마전, 서울

1994.9.1-9.15

9 월 1 일전 한국미의 재발견, 갤러리아 백화점 아트홀

1994.8.17-8.23

11 월 한국사진의 수평전-세계의 눈, 공평아트센터

1994.4.11-4.18

'94 사진 새 바람, 현대 아트갤러리, 서울

1994.2.23-3.1

사진 '94 한국인, 인데코화랑, 서울

1994.1.18-2.10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전 1945-1994, 예술의 전당, 서울

1993.11.26-1994.1.15

사진과 이미지, 선재미술관, 경주

1993.9.20-9.25

제 10 회 코그다협회전-그린 테마전, 동방프라자, 서울

1992.11.28-12.7

11 월 한국사진의 수평전-아시아의 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2.9.14-9.19

제 9 회 코그다협회전-녹색 테마전, 동방플라자, 서울

1991.11.25-11.29

제 8 회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전, 디자인포장개발원, 서울

1991.11.16-11.30

11 월 한국사진의 수평전, 장흥 토탈미술관, 장흥

1991.10.7-10.12

제 8 회 코그다협회전-디자인+안, 동방플라자, 서울

1991.9.28-10.1

제 1 회 한일 포스터 교류전-페이퍼 쇼, 서울

1991.6.19-6.29

비무장지대 문화운동 작업전, 예술의 전당, 서울

1990.9.17-9.22

제 7 회 코그다협회전-백색 이미지전, 동방프라자, 서울

1990.5.9-5.22

금호 미술관 개관 1 주년 초대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0.3.2-3.9

제 24 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0.2.12-2.23

한국사진가 2 인전, 알아이티갤러리, 로체스터

1989.12.11-12.20

사진 '89-'90 전, 한마당화랑, 서울

1989.11.30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 작품

1989.9.25-9.30

제 6 회 코그다협회전-오늘, 동방플라자, 서울

1989.3.4-3.10

제 23 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8.10.15-10.20

제 6 회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전, 조선일보 미술관

1988.5.18-6.17

사진 새 시좌전, 워커힐미술관, 서울

1987.4.16-5.15

Figurative Ideas,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1980.11

제 17 회 조일 광고상, 본상

1980

상공미전 입선

1978

상공미전 입선

1978.10.12-10.22

한 ․ 일대학 미술교류전, 대판예술대학교, 오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