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형 黄在亨 b. 1952
198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주요 개인전
2017
십만 개의 머리카락, 가나아트센터, 서울
제 1 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전, 박수근미술관, 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갤러리문,
서울
2013
삶의 주름 땀의 무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삶의 주름 땀의 무게,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0
쥘 흙과 뉠 땅, 가나아트뉴욕, 뉴욕
쥘 흙과 뉠 땅,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7
쥘 흙과 뉠 땅, 가나아트센터, 서울
1991
쥘 흙과 뉠 땅, 가나화랑, 서울
1988
쥘 흙과 뉠 땅, 온다라 미술관, 전주
1987
쥘 흙과 뉠 땅, 백송화랑, 서울
1984
쥘 흙과 뉠 땅, 제 3 미술관, 서울; 아카데미화랑, 광주
주요 단체전
2017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포스트모던 리얼, 서울대미술관, 서울
우리 역사,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평창비엔날레 2017: 다섯 개의 달-익명과 미지의 귀환,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컨벤션센터 전관, 양구
2016
한반도의 사실주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뮤지엄, 워싱턴 D.C.
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II: 리얼리즘의 복권,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강렬하게 리얼하게,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힘 있는 강원, 국립춘천박물관, 춘천
옛길, 새길: 장흥 문학길, 전남목공예센터, 장흥
순실뎐,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얼굴, 맞서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5
기억과 체험: 황재형, 오치균,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봄여름가을겨울을 걷다, 서울미술관, 서울
1980 년대와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4
제 10 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
고원의 기억과 힐링, 삼탄아트마인, 정선
한국의 초상미술: 기억을 넘어서,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풍류탄생 최치원,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서울
바람을 흔들다: 역사적 그림을 위하여,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김용태와 함께한 미술인들의 출판기념전: 함께 가는 길, 가나아트센터, 서울
제 7 회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 리얼리즘, 윤슬미술관, 김해
2013
충북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현실 미술과 미술의 시대 정신, 우민아트센터, 청주
개관 30 주년 기념전: Contemporary Age-작가와 함께한 30 년,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현대 판화 50 년, 마닐라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마닐라
임술년 30 주년 초대전, 수성 아트피아 호반 갤러리; 멀티 아트홀, 대구
2012
풍경남북: 고양 600 년 기념전, 고양아람누리미술관, 고양
2011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2009
미술과 놀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7
민중의 힘과 꿈: 청관재 민중미술 컬렉션,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5
민족 미술의 논리와 전망,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2003
강원도의 자연 그리고 삶, 박수근미술관, 양구
2000
탄광촌미술관, 고한 구사택촌,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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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 15 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현대 판화 스페인 순회전, 국립판화미술관, 마드리드
한국 현대 판화-스페인 순회전, 국립판화미술관, 스페인
세계 인권 선언 50 주년 기념전, 예술의 전당, 서울
인간과 미술의 가치, 한강미술관, 서울
그 10 년 이후,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대표 시인 주제 미술전: 주막, 학고재갤러리, 서울
한국미술 95: 질·량·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다섯의 제안, 예가화랑, 대전
좋은 작가 8 인, 아그배화랑, 광주
민중미술 15 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학농민혁명 100 주년 기념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 전당, 서울
4 인의 우리 땅 동행, 가람미술관, 서울
젊은 아시아, 마루키갤러리, 도쿄
80 년대 민족미술 걸작 38 선, 온다라 미술관, 전주
젊은 아시아, 오사카시립미술관, 오사카
실크로드 미술 기행, 동아미술관, 서울
JALLA, 일본 순회 전시
그림마당 민 개관 5 주년 기념 초대전, 그림마당 민, 서울
우리 시대의 표정: 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4 인의 우리 땅 동행, 한선갤러리, 서울
새해맞이 광산문화대잔치, 태백석탄회관, 태백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예술마당 금강, 서울
4 인의 우리 땅 동행, 그림마당 민, 서울
3 인의 기행, 광주가든미술관, 광주
한국현대미술 신세대 16 인, 신세계화랑, 서울
윤범모 시집 <불법체류자> 발간 기념전, 샘터화랑, 서울
4 인의 우리 땅 동행, 그림마당 민, 서울
임술년, 해인화랑, 부산
오늘을 위한 작업, 인재미술관, 광주
80 년대 형상 미술 대표작전, 한강미술관, 서울
84-85 문제 작가 작품전, 서울미술관, 서울
광주의 현역 작가전, 화니미술관, 광주
우리 시대 30 대 기수전, 그림마당 민, 서울
제 3 세계와 일본, 도쿄미술관, 도쿄, 일본
84 년 문제 작가 작품전, 서울미술관, 서울
봄판화전, 제 3 미술관, 서울
임술년, 아카데미미술관, 서울
3 회 임술년, 백상기념관, 서울
해방 40 년 역사, 아카데미미술관, 서울
80 년대 미학의 진로, 한강 미술관, 서울
시대 정신, 맥화랑, 서울
임술년 초대전, 수화랑, 대구
전환의 회화,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조형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2 회 임술년, 아랍문화회관, 서울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임술년 창립전, 덕수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조형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현대 미술의 조명 인천, 몽마르뜨 화랑, 인천
제 3 회화의 전개, 관훈미술관, 서울

1980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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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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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7회
제3회
제5회

박수근미술상
민족미술상
민족미술상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