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환
1969년생
학력

1990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주요경력

2013

Re:emerge – Towards a New Cultural Cartography, 제11회 샤르자비엔날레, 아랍에미리트

2012

유행가-엘리제를 위하여, 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2011

Medi(t)ation, 제3회 아시아아트비엔날레, 대만

2009

도서관 프로젝트 “내일(來日),” 아트선재센터, 서울

2005

Secret Beyond the Door, 제 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수상

2018

APB 시그니처 예술대상 최종후보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 | 수상작: 빛의 사원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 | 수상작: 도서관 프로젝트 “내일(來日)”

2007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최종후보

2004

대한민국 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2

광주비엔날레 현장상 공동수상

주요 개인전

2017
2016

배영환 프로젝트 전시, 신세계 갤러리, 분더샵, 서울

프로젝트 전시 배영환, PKM 갤러리, 서울
배영환: 새들의 나라,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2012

유행가-엘리제를 위하여, 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2010

오토누미나, PKM 갤러리 | 바틀비 비클 & 뫼르소, 서울

2009

도서관 프로젝트 내일(來日), 아트선재센터, 서울

2008

불면증, PKM 갤러리, 서울

2005

남자의 길, 대안공간 풀, 서울

2002

유행가 3 – 잘가라 내청춘, 일주 아트하우스, 서울

2000

소수자 프로젝트: 노숙자 수첩-거리에서 2001, 서울

1999

유행가 2, 금호미술관, 서울

1997

유행가, 나무화랑, 서울

주요 단체전

2018

SeMA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 프롬나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GMoMA 컬렉션 하이라이트, 경기도미술관, 안산
불안의 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APB 시그니처 예술대상 최종후보 작품전,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On the Periphery of Vision, 제인 롬바드 갤러리, 뉴욕 , 미국

2017-2018 경기도미술관 한국-독일 현대미술 교류전: 아이러니&아이디얼리즘, 경기도미술관, 안산; KF갤러리,
서울; 쿤스트할레 뮌스터, 독일

2017

두 도시 이야기: 기억의 서사적 아카이브,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7 풀이 선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201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년 특별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클럽 몬스터, 광주 문화의 전당, 광주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시민과 함께 하는 광복 70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현대미술 읽기: 신소장품 201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4회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 김중업박물관, 안양
미디어시티 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Voyage to Biennale- 한국 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년, 부산 문화회관, 부산

2013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개관전 Ⅱ부 <장면의 재구성 #2_NEW SCENES>,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미술관속 사진 페스티벌:사진과 사회-소셜아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Unknown Forces, 톱하네 이 아미레 컬쳐 앤 아트 센터, 이스탄불, 터키
All You Need Is Love: From Chagall to Kusama and HatsuneMiku,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Re:emerge- Towards a New Cultural Cartography, 제11회 샤르자비엔날레, 아랍에미리트

2012

Phantoms of Asia: Contemporary Awakens the Past, 아시아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2011

Countdown, 문화역서울 284, 서울
Medi(t)ation, 제3회 아시아아트비엔날레, 대만 국립미술관, 대만

2010

Plastic Garden, 민생현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A Different Similarity: 한국현대미술전 독일순회전, 보훔미술관, 독일
K-Art Archive Room,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The Infinite Starburst of Your Cold Dark Eyes, PKM 갤러리 | 바틀비 비클 & 뫼르소, 서울

2009-2010 악동들 지금/여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9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순회전 귀국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Discoveries, ShContemporary 09, Shanghai Exhibition Center, 상하이, 중국
Emporium – A New Common Sense of Space, Museo Nazionale della Scienza e della Tecnologia

Leonardo da Vinci, Milan, 이탈리아
Unconquered: Critical Visions from South Korea, Museo Tamayo Arte Contemporaneo, 멕시코시티,

멕시코
Void of Memory, 플랫폼 서울 2009, 기무사, 서울
Museum as Hub: In and Out of Context, 뉴 뮤지엄, 뉴욕, 미국
Made in Korea – Leisure, a disguised labor? Sinn Leffers 백화점, 하노버, 독일
A Different Similarity: Towards the Sea, 센트럴이스탄불, 이스탄불, 터키

2008

트랜스POP: 한국 베트남 리믹스, 아르코미술관, 서울; San Art and Galerie Quynh, 호치민;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 캠퍼스, 얼바인; Yerba Buena Center for the Arts, 샌프란시스코, 미국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순회전,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7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액티베이팅 코리아, 뉴질랜드 고벳 브루스터 아트갤러리, 뉴플리머스, 뉴질랜드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순회전, 산티아고 현대미술관, 칠레
Fast Break, PKM 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2006

Somewhere in Time, 아트선재센터, 서울
드로잉전 잘긋기, 소마미술관, 서울
사춘기 징후, 삼성미술관, 로댕 갤러리, 서울

공공의 순간, 쌈지 스페이스, 서울
Three Stories, PKM 갤러리, 서울

2005

The Battle of Visions, 다름슈타트 쿤스트할레, 다름슈타트, 독일
Secret Beyond the Door, 제 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2004

먼지한톨 물한방울, 제 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미술관 ‘봄’ 나들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3

양광찬란, 비즈아트 센터, 상하이, 중국
아시아의 지금,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Facing Korea: Demirrorized Zone, 드 아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공원 쉼표 사람들 | Park-ing,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서울생활의 발견 – 삶의 사각지대를 보라, 쌈지 스페이스, 대안공간 루프, 서울
물 위를 걷는 사람들, 청계천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2002

문화에서 문화로,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디지털 비디오 다이어리,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이미지, 텍스트, 타이포,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프로젝트3: 집행유예, 제 4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5.18 자유공원, 광주

2001

해, 그리고 달: 비디오그라피, 일주 아트센터, 서울
흩어지다,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건너가다, 성곡미술관, 서울

환경테마열차 “굿모닝 한강,” 지하철 1호선, 서울
2000

상처, 광주비엔날레 영상전, 광주민속박물관, 광주
한국현대미술, 시대의 표현 – 눈과 손, 예술의 전당, 서울
릴레이릴레이, 인사 미술공간,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9

도서관 프로젝트 “내일(來日),” 경기도미술관, 안산; 탄도항, 안산; 제주여미지식물원, 제주;

밀머리미술학교, 여주; 경기문화재단, 시흥
2008

점자 - 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서울맹학교 담장

2007

수화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서울농학교 담장

2006

갓길 프로젝트

2001

소수자 프로젝트: 노숙자 수첩 – 거리에서 2001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경기도미술관, 안산
금호미술관, 서울
모리미술관, 도쿄
아트선재센터, 서울
삼성미술관, 서울
5.18 기념재단, 광주
아티스트 펜션 트러스트 (A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