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중

1987

한국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

EDUCATION
2014
2013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포스트 디플롬, 파리, 프랑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국가고등조형예술학위, 파리, 프랑스

SOLO EXHIBITIONS
2021
Score over Score, 챕터투/챕터투 야드, 서울
2020
2019
2018

잔상의 깊이, 송은아트큐브, 서울
선, 곡선 그리고 다채로운 움직임들, 갤러리바톤, 서울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정신적 태도, 2018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지원프로그램 선정, 갤러리조선, 서울

2017
2016
2015
2014

소셜 픽션,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밤의 독백, 갤러리 파리 오리종, 파리
모노폴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
미장센, 갤러리 유럽, 파리

GROUP EXHIBITIONS
2021
Selfish Art-Viewer : 오늘의 감상, 금천예술공장, 서울
Rain Reading, 두산갤러리, 서울
불안을 삼키지 마라, 디오티미술관, 부산
2020
작업의 온도,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9

2018

2017

2016

모, 스페이스 소, 서울
열리지 않는 전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불안한 사물들, 남서울미술관, 서울
팬텀 모드, 챕터투, 서울
발신자 조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밤을 잊은 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흑백의 시간, 소다미술관, 화성
아름다운 다리 3,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공사, Galerie du Crous de Paris, 파리
괄호 안에 제시하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꿈꾸세요! #2, Collection Lambert, 아비뇽
경기아트프리즘 2017, 경기도미술관, 안산
표류하는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안산
아시아 나우, LEAP Pavilion, 9 avenue Hoche, 파리
마이크로/살롱, Le 22, 니스
드로잉룸 016, La Panacée/Centre de Culture Contemporaine, 몽펠리에
샤를페로에게 현대미술을 묻다, 피노키오뮤지엄 도도갤러리, 파주
크락 제 15회 현대미술 비엔날레, Salle Jean-Morlet, 샴피니 쉬흐 마른
100 뎃셍,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새로운 것,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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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나아질거야, Galerie ALB Anouk le bourdiec, 파리
아름다운 다리 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40 x 30, Galerie ALB Anouk le bourdiec, 파리

2015
2014

분할된 세계의 가능성, Palais des Beaux-Arts, 파리
만화경으로 부터의 나비, Fellini gallery, 배를린
프리아트 스쿨, 59 Rivoli, 파리
전체적인 우연, Groupe d'Art Contemporain d'Annonay, 아노네

2013

포아시 딸렁, Centre de diffusion artistique de Poissy, 포아시
피에르 다비드 어워드, Palais de l’Institut de France/Académie des Beaux-Arts, 파리
예술가들의 여정, Aux passerelles, Pontault-Combault
필수구역에서 보안경 착용,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틈, Le Fil Rouge/ La Q.S.P., 루베

2012
2011
2010
AWARDS
2020
2018
2017
2015

2020 송은 아트큐브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외부전시 선정작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정기전시 선정작가

2014
2013

정헌메세나 청년작가상 수상
프리 아트스쿨 뎃셍부분 3등 수상(Lauréat du 3ème prix de la catégorie Dessin, Prix Art School)

RESIDENCIES
2020
SeMA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2019
2018
2017

챕터투, 서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경기창작센터, 안산

PUBLIC COLLECTIONS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서울특별시청, 한국
대전시립미술관, 한국
경기도미술관, 한국
정헌재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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