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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2012–1981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

1989–1988

독일 빌레펠트 대학 G. Jaeger교수 초청으로 사진 디자인과에서 연구

197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석사

197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사

주요 개인전
2016

Part:Meet, Axel vervoordtgallery, 홍콩

2015

D’une forêt l’autre , Domain national de Chambord, 프랑스
Dans le paysage, Saint-Etienne Metropole, 프랑스
Bae Bien-U, Between Island and Forest, 광주 시립 미술관, 광주, 한국

2014

Counterbalance, Axel vervoordtgallery, 앤트워프, 벨기에

2012

Towards the Ocean, 여울마루 미술관, 여수, 한국

2013

Windscape,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2

Windscape, 안도 파인아트, 베를린; 크리스토프 가이 갤러리, 취리히; RX 갤러리, 파리
배병우: 대양을 향하여, 예울마루, 여수

2011

배병우, 아트선재미술관, 경주
Bae Bien-U, 악셀 갤러리, 앤트워프, 벨기에

2010

Where God and Man Collide, 모차르트 하우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2009

Soul Garden,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서울; 알함브라 그라나다 미술관, 그라나다
Sacred Wood: Bae, Bien-U, 안도 파인아트, 베를린; 갤러리 슈토커렉, 취리히

2008

Bae Bien-U, 필립스 드 퓨리, 런던
Timeless Photography, 보자르 아트센터, 브뤼셀

2006

Bae Bien-U, 티센 미술관, 마드리드

2002

Bae Bien-U, 아트선재센터, 서울

2001

Bae Bien-U, ISE 문화재단, 뉴욕

1998

Photographies du Kyungju, 갤러리 쟝-룩 & 타카코 리차드, 파리

주요 단체전
2017

Photo London Public Commission Project, 서머셋 하우스, 런던

2016

Public to Private: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 since 1989,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2015

Proportio, 팔라초 포튜니, 베니스

2012

오래된 미래,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1

TRA: Edge of Becoming, 팔라초 포튜니, 베니스

2009

제53회 베니스 비엔날레: INFINITUM, 팔라초 포튜니, 베니스

2008

Bozar Festival: Made in Korea, 보자르 아트센터, 브뤼셀

2006

Simply Beautiful, 상트르파스카르, 비엘, 스위스; 르 그랑 자르뎅, 죠인빌, 프랑스

1998

Alienation and Assimilation, 현대사진미술관, 시카고
한국의 현대미술, 세계 문화의 집, 베를린

1997

Inside Out, ICA, 필라델피아

1996

1990년대 한국 미술의 단면, 국립현대미술관, 도쿄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빅토리아 내셔널 갤러리, 멜번
휴스턴 현대미술관, 휴스턴
시카고 현대사진미술관, 시카고
21C 미술관, 루이스빌, 켄터키
알함브라 박물관, 그라나다
솔 르윗 컬렉션, 미국
엘튼 존 컬렉션, 영국
아핀자 컬렉션, 스페인
이작 앤딕 에르메이(Mango 회장) 컬렉션, 스페인
시슬리 컬렉션, 프랑스
칼더 재단, 미국
로스차일드 재단,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