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 명 수  

 
 

□ 개인전  

2019 ALIVE, 그려지는 대로 그리고 그리다.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5 Berlin- Drawing, LEE Galerie, Berlin 

2015 고 토 (故土), 갤러리 현대_ 윈도우 갤러리, 서울 

2014 Beyond the Landscape, AK 갤러리, 수원 

2013 Desire of Paintings,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1 City scape, ANDREW SHIRE Gallery, Singapore 

2010 City scape,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08 함명수전, SKAPE 갤러리, 서울  

2008 함명수전, 스페이스 향리, 서울 

2004 Scape Series - 정물. 상 갤러리, 서울 

2001 면발 풍경. 금산 갤러리, 서울 

1998 사유도(思惟圖). 이콘 갤러리, 서울  

1998 사유도(思惟圖). 인데코 갤러리, 서울 

1997 사유지형도(思惟地形圖). 이콘 갤러리, 서울 

1996 사유공간(思惟空間). 관훈 갤러리, 서울 

1993 함명수전, 청남 아트 갤러리, 서울 

□ 단체전 

2018 유유산수, 서울을 노닐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8 전환의 봄,그 이후, 대전 시립 미술관, 대전 

2017 Winter Art Fair `Merry-go-round’ 신세계 갤러리, 인천 

2016 화랑 미술제 코엑스, 서울 

2015 OPEN STUDIO,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2015 환상의 섬-내버랜드에서 놀자, 현대 예술관, 울산  

2015 ART SHOW BUSAN, BEXCO, 부산 

2014 WHITE CHRISTMAS 아다마스253 갤러리, 파주 

2014 KIAF 한국 국제 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14 당대의 어법, 이공 갤러리, 대전  

2013 KIAF 한국 국제 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13 ART in LIFE 2, 롯데갤러리, 파주 

2013 ART SHOW BUSAN, BEXCO, 부산 

2013 세솜갤러리 개관전, 세솜갤러리, 창원 

2012 ART OF MIRACLE, AK 갤러리, 수원  

2012 ASIAN CONTEMPORARY ART ,CHRISTIE'S ,홍콩 

2012 ADAMAS 253 Prologue ,ADAMAS 253 갤러리,파주 



2012 KIAF 한국 국제 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12 아시아 탑 호텔 아트페어,조선호텔, 서울 

2012 아트쇼 부산, 벡스코, 부산 

2012 Self-portrait, 갤러리 이즘, 대전  

2012 미술경작,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2012 절차탁마, 물성의 틈을 넘다, 인터알리아, 서울 

2012 나, 화가, 아트포럼뉴게이트, 서울 

2011 다시, 그리고, 서호 미술관, 남양주 

2011 Doors 아트페어,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서울 

2011 이화익 갤러리 개관 10 주년 기념전,이화익 갤러리, 서울 

2011 KIAF 한국 국제 아트페어,코엑스, 서울 

2011 아시아 탑 호텔 아트페어,그랜드 호텔,서울 

2011 The 10 Masters, 갤러리 고도, 서울 

2011 花-畵 그 두 번째 조율, 리안갤러리, 창원 

2011 ASIAN CONTEMPORARY ART, CHRISTIE'S, 홍콩 

2011 화랑 미술제, 코엑스, 서울 

2011 SOAF 서울 오픈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11 개관기념전 'COLOR 시리즈 1 부 - 파란꽃', 갤러리 거락, 서울 

2010 ASIAN CONTEMPORARY ART. CHRISTIE'S, 홍콩 

2010 Doors 아트페어,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서울  

2010 책을 그리는 작가, 홍성찬 갤러리, 서울 

2010 KIAF 한국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10 회화의 발언,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우연갤러리, 대전  

2010 투영-존재의 유희, 한원미술관, 서울 

2010 Beyond the Labor,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2010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홍콩 

2009 ASIAN CONTEMPORARY ART, CHRISTIE’S, 홍콩 

2009 책을 그리는 작가들, 갤러리 진선, 서울 

2009 소통과 모색 그 방향성, 전북 도립미술관. 전주 

2009 사자화담, UNC 갤러리, 서울 

2009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하얏트 호텔, 서울 

2009 10 인 10 색 10 각, 이공갤러리, 대전 

2009 Beyond The Line 개관 기념전, UNC 갤러리, 서울  

2009 A Suspended Stillness, Andrewshire Gallery, 싱가포르  

2008 KIAF 한국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08 대전 미술–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2008 파편의 선택, K- art space, 서울  



2008 색깔있는 책 풍경, 갤러리 진선, 서울  

2008 싱가포르 아트페어, 싱가포르 Suntec, 싱가포르 

2008 Korea Now, Sotheby’s Israel, 이스라엘  

2008 BIAF 부산국제아트페어, 부산문화회관, 부산 

2008 The Professor Work, 성갤러리, 대전 

2008 시장 미술제, 중앙시장, 대전 

2008 화랑 미술제, 벡스코, 부산  

2008 회화의 발언, 우연갤러리, 대전  

2008 SOAF 서울 오픈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08 대구 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2007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서울 

2007 대구 아트페어, 컨벤션 센터, 대구 

2007 SOAF 서울 오픈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2007 퀠른 아트페어, 퀠른, 독일 

2007 From C to Pop, 소헌 컨템포러리, 대구 

2007 회화의 발언, 우연갤러리, 대전 

2007 CIGE, 중국국제화랑예술제, 베이징, 중국 

2007 REAL IMAGE,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7 신소장품전, 대전시립미술관,대전 

2007 The Professor Work, 대덕문화센터,대전 

2007 The Open Door, 갤러리 고도,서울 

2006 성탄과 송구영신전, 갤러리 고도, 서울 

2006 “표류기” 동덕여대 큐레이터과 기획전, 동덕아트 갤러리, 서울 

2006 사람이 크는 미술마을, 동덕아트 갤러리, 서울 

2006 바람- channel 5 전, 대전 시립 미술관, 대전 

2003 맛있는 미술관, 인사 아트 갤러리, 서울 

2003 서울, 파리 작가 교류전, ARTITUDE 갤러리, 파리 

2003 포토 폴리오전, 고도 갤러리, 서울 

2003 Painter, Paint, Painting 전, 상 갤러리, 서울 

2003 보물 찾기전, 롯데 갤러리, 대전 

2002 미스터리전, 사비나 갤러리, 서울 

2002 여섯개의 전시, 이공 갤러리, 대전 

2002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 문화 예술회관, 대구 

2002 전환의 봄, 시립 미술관, 대전 

2001 Re-Landscape 전, 롯데 갤러리, 대전 

1999 진화랑 개관 기념전, 진 화랑, 인천 

1999 국도 - 44 전, 문화 예술 회관, 홍천 



1997 자화상전, 현대 화랑, 대전 

1997 反 - 풍경전, 동아 갤러리, 서울 

1997 작업실의 작가들,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7 삼백 개의 공간전, 서남 미술관, 담 갤러리, 서울 

1996 New Landscape 전, 인데코 화랑, 서울 

1995 Time 전, 삼정 미술관, 서울 

1994 공산 미술제, 동아 갤러리, 서울 

1994 국제화의 대응과 방향성전, 도올 갤러리, 서울 

1993 나무 아카데미전, 나무 화랑, 서울 

1992 New Form 전, 윤 갤러리, 서울 

1992 현대 미술교류회전, 문화예술회관, 대구 

1991 Untitled 전, 삼덕 갤러리, 대구 

1991 형상, 정신전, 문화원, 대전 

1990~92 청년 미술작가전 

1986~92 파로전  

1986~96 홍천 미술전 

□ 작품소장 

국립 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서울 시립미술관 

대전 시립미술관 

홍천 문화예술관 

하나은행 

개인소장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