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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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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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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on the line, 센터에이, 밴쿠버, 캐나다
Photographs 2001-2015 by Seung Woo Back,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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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실현불가능한 일반화, 가나아트센터, 서울
Memento,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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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보류, 아트 선재 센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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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Ideals, 가나아트 뉴욕, 뉴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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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World, 인사 아트센터, 서울
Real World, 포일 갤러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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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 up, 가나 보브루 갤러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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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커스, 서울 미술관, 서울
사진 - 다섯 개의 방, 두산 갤러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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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location, Smith college Museum of Art, 메사추세츠, 미국
Seoul vite vite, Lille 3000, 릴, 프랑스
거짓말의 거짓말, 토탈 미술관, 서울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North Korean Perspectives, Drent Museum, 아센,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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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Print, 토탈 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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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진축제 2014 <경성에서 서울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사진과 미디어 - 4:00 AM,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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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 Illusion, 서울옥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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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주안역 광장, 인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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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Graphos, 가나아트센터, 서울
드림랜드, 퐁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ArchiTECHtonica, CU Art Museum. 콜로라도, 미국
한국 현대 사진의 조망 1999-2008, 국립 대만 미술관, 대만
On the line, 대림미술관, 서울
Man Ray & His Heritage,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제주 도립 미술관, 제주, 한국

2009

Chaotic Harmony, 휴스턴 뮤지엄 오브 아트, 휴스턴, 미국
제 9회 포토페스티벌 What is Real?, 가나아트센터, 서울
사진비평상 10년의 궤적-시간을 읽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Photography now, China, Japan and Korea,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샌프란
시스코, 미국

2008

39조 2항, 선재 아트 센터, 서울
가나아트 개관 25주년 기념전: The Bridge, 가나 아트 센터, 서울
Real illusions-Young Korean Artists, 가나 아트 뉴욕, 뉴욕
Untitled, Bauhaus, 베를린, 독일
한국 현대 미술전, Cite Internationale Arts, 파리
천송이 꽃을 피우자, 인사 아트 센터, 서울

2007

꿈속을 걷다,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Up and Comers, 금호 미술관, 서울
한국 현대 사진의 풍경,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06

Documentary, Contemporary Art Space, 런던, 영국.
영국 현대미술, 가나아트센터, 서울
Wondering Stars,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5

Transit, 서울 사진 트리엔날레,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Landscape, Photo Festival, 가나아트 센터, 서울
Untitled Nation, 가나 보브르 갤러리, 파리

포토 런던, 왕립 아카데미, 런던
Untitled, Museum of Domestic Architecture, 런던
2004

The Six <6>, Vertigo Gallery, 런던
13, Ecology Center, 런던

2002

Healing Society, 광화문 갤러리, 서울
Speed, 중앙아트센터, 서울
MBC Photo Essay Photo Director, MBC 방송국, 서울

2001

Photographic Critic, 박 갤러리, 서울

2000

In the Room, 중앙아트센터, 서울
중앙 사진전, 중앙아트센터, 서울

수상 및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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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아티스트,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2009

Prix Pictec 2009, 후보 선정, 영국 & 스위스
제 1회 일우사진상, 서울

2008

Discovery Show, 포토페스트, 휴스턴, 미국
KLM Paul Huf Award nominated, Foam Fotografiemuseum,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Leopold Godowsky, Jr. Color Photography Awards honorable Mention, 보스턴 사진 연구
센터, 보스턴, 미국
This Photo is Great, 2008 아사히 신문, 일본

2006

Six Shooting Stars: BJP, 런던

2005

One of Best Portfolio; 브라스티라바 포토 페스티발, 브라스티라바, 슬로바키아

2004

드로잉 프로젝트: 윔블던 스쿨 오브 아트, 런던

2001

제 3회 최우수상: 사진 비평, 타임스퀘어, 서울

작품 소장처
현대 사진 미술관, 시카고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한국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대구 미술관, 대구
아트선재센터, 서울
Portfolio foundation,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휴스턴 미술관, 휴스턴, 미국
가나문화재단, 서울
두산연강재단, 서울
넥슨 코리아 컬렉션, 서울
매일 유업 컬렉션, 서울

일우 재단, 서울
산타 바바라 미술관, 산타 바바라, 미국
샌 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Michael G. Wilson 컬렉션, 런던
스미스 대학 미술관, 메사추세츠, 미국
금호 미술관, 서울
뉴 사우스웨일즈 갤러리, 시드니, 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