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환

1983

한국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중

EDUCATION
2011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성남, 한국
2008
청주 서원대학교 미술학과 학사 졸업, 청주, 한국

SOLO EXHIBITIONS
2020
랍스터 쿼드릴, 챕터투 야드, 서울
2019

아무 말도 없는 그림들, 갤러리퍼플, 남양주

2018

파쇄기, 챕터투, 서울
오래된 공놀이라네, 두산갤러리, 뉴욕
자화상, 필름 부문, 아트 바젤 홍콩, 홍콩

2017

숨쉬는 섬, 갤러리바톤, 서울
서식지, 두산갤러리, 서울

2015

능구렁이 같이 들개 같이,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4

기름 붙일 곳을 찾는 사나이,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서울
Was It a Cat I Saw?,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2

Black Gymnasium, TV12, 서울

GROUP EXHIBITIONS
2021
Don’t say a word,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20

깍지, OCI 미술관, 서울

2019

사루비아 기금마련 전시, 사루비아다방, 서울
시그너스 루프, 갤러리바톤, 서울
코끼리, 그림자, 바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Support Sarubia 2019,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생.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8

북쪽의 숲, 배윤환/박광수 2인전, Galerie RX, 파리

2017

SeMA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 프롬나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Dual Narrative, 챕터투, 서울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6

Neo - Eden, 진지 호수 미술관, 소주
회화 극장, 난지 전시실, 서울
SOMA Insight : 지독한 노동, 소마미술관, 서울
You, the living,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누구에게나 시선은 열려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5

애니마믹 비엔날레, 대구미술관, 대구
Doosan Art LAB, 두산갤러리, 서울
POST-PICTURES, 갤러리175, 서울

2014

Super Romantics,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NEW MONSTERS, 아람미술관, 고양
시대의 눈 - 회화 , OCI미술관, 서울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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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artist, 토탈미술관, 서울
2013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NEW ROMANCE, 스페이스 K, 서울

2012

DRAW 엿들은 대화, 갤러리 로얄, 서울

2010
2009

스며듦, 박수근미술관, 강원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OTHER PROJECTS
2018
애니메이션 스크리닝 In Motion: Yoon Hwan Bae and Umber Majeed,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뉴욕
2017

능구렁이 같이 들개 같이, 옵저베이션 덱, 서울

2015

아르코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 아르코미술관, 서울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지원사업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시각 예술분야 차세대 예술인력 (AYAF),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3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충청북도 문화재단, 청주
동방의 요괴 best 10, 아트인컬쳐, 서울

2012

아르코미술관 신진작가 워크숍,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1

사비나미술관 아트프로젝트, 사비나미술관, 서울

RESIDENCIES
2021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18
두산갤러리 레지던시, 뉴욕
2016

챕터투 레지던시, 서울

2015

서울시립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장흥아뜰리에, 장흥

2011

Col Art Studio, 베이징

200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AWARDS
2014

제36회 중앙미술대전 파이널리스트, 중앙일보, 서울

PUBLIC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서울특별시청, 한국
부산현대미술관, 한국
청주시립미술관, 한국
대구미술관, 한국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한국
KCPMED, 한국
챕터투, 한국
(주)시몬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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