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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 훈 KWON Daehun
학력
2005 영국 런던대 슬레이드 미술학교 SRDP 과정 이수
2004 영국 런던대 슬레이드 미술학교 MFA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개인전
2017

Chlna-enlightenment, Gallery by the Harbour, 홍콩

2012

Chalna, 라흐마니노프스 갤러리, 런던, 영국
Flying Fish, 브레인팩토리, 서울
Willowwacks, 갤러리 비원, 서울

2010

一切有心造일체유심조, 갤러리 비원, 서울

2009

라흐마니노프스 갤러리, 런던

2005

포칼-루틴 컨템포러리 미술과 조명 축제, 웨일즈 루틴

단체전
2017

Objemage- KIAF 2017 Solo Project, 코엑스, 서울
터. 위. 꿈, 수에뇨 339, 서울
Iconic Sculpture 7, 아트그라운드 헵타, 서울

2016

조각적 전회, 모란미술관, 경기도 서울조각회,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Where am I? , UNC 갤러리, 서울
Alma_marter II,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5

Encounter/ the story begins with, 박여숙 갤러리, 서울 Alma_Marter, 가나 아트센터, 서울
Break Ope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우석 갤러리, 서울
The Memory of Europe, ART SPACE HOSEO, 서울

2014

Now, Here, Nowhere, 유중아트센터, 서울
With art, With artist!, 아트로드 77, Adamas253 갤러리, 헤이리
가을회상, 서울조각회전, Artspace H,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 2, 서울대학교 문화관, 서울
시시각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3

Image Installation,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Clifford Chance Installation, Clifford Chance at Canary Wharf, 런던
RA Summer Exhibition 2013, Royal Academy of Arts, 런던
White & White, Museo Carlo Bilotti, 로마
L’imaginare, LIG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대학교, 서울
예술 영원한 빛, 예술의전당, 서울
조각, 광복에서 오늘까지, 독립기념관, 천안

2012

조각 무엇을 생각하는가?,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1

써머 엑스비션, 로얄아카데미 오브 아츠, 런던
몹쓸낭만주의, 아르코미술관, 서울
마법의 나라,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개관기획전, 양평

2010

눈먼자들의 도시, 보안여관, 서울
Primavere del bianco -Springs in white,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4482-2010 Utopia, Dystopia: A Palace with Contemporary Views, OXO Bargehouse, 런던
SBS 투모로우 페스티벌, 오목공원, 서울
Present from the Past, 한국문화원, 런던

2009

U.S.B,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Frieze Art Fair, Rachmaninoff’s, 런던
36 프로젝트, 아텔리에 구스타브, 파리, 프랑스

2008

지구의 빛, 2008 과학과 예술의 만남, 국립과천과학관, 과천
4482, OXO Tower Bargehouse, 런던
LUX-(e), Galerie Vanessa Quang, 파리, 프랑스 The
others, St Marry's Old Church, 런던
반응하는 눈: Digital Spectrum,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London lit Plus 페스티벌, The Situation Mordern # 2, 런던
’00 Nature exhibition, Contemporary Art Project, 런던
Electric Blue, Oxo Tower BargeHouse, 런던
Form Art Fair, 런던

2007

Arcadia, I-Myu Projects, 런던
주 아트페어, 라흐마니노프스 갤러리, 런던
4482, Korean Contemporary Artists in London, 런던
Performance-Fold 07 출판식 이벤트, Tate Britain, 런던
Cool Bits,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서울

2006

당인리 문화 공장, 쌈지 스페이스, 한국 서울
The Event in London, The Plum Tree, 런던
Betrayed by the Senses, OXO Tower Bargehouse, 런던
ON, 프로젝트 스페이스 커버업, 런던

2005

영국왕립 조각가 협회 공모전, RBS 갤러리, 런던
맥스 5 아티스츠 비디오 페스티벌-카페 갤러리 프로젝트, 사우스 파크, 런던
25, 익스포져 갤러리, 스완씨
2 인전 권대훈, 데이비드 헌, 라크마니노프스 갤러리, 런던
Twenty to One, 카나리 워프, 런던

2004

2 인전 권대훈, 안강현 Playground of Camouflage, 아트 엣 킹글리코트 갤러리, 런던

주요 수상
2011 더 잭 골드힐 조각상-The Jack Goldhill Award for sculpture, Royal Academy of Arts Summer Exhibition
2005 영국 왕립 조각가 협회전- RBS Bursary Award

2001 중앙 미술대전
2000 중앙 미술대전

주요 소장처
미술은행, 구하우스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