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약력 

배 남 주  Bae, Nam-ju 

1985. 부산 生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Solo Exhibition> 

2016  관계에 대한 화두, 갤러리폼, 부산 

2015  빛과 물질에관한 이론,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부산 

없어도 되는 허구, 갤러리폼, 부산 

2014  대안의 숲, 케이갤러리, 부산 

2013  갤러리 골목 기획 초대 전날의 숲, 갤러리골목, 서울 

2012  갤러리 봄 기획 초대 기묘한이야기 EP2, 갤러리봄, 부산 

기묘한이야기 EP1, 갤러리 이드, 청주 

 

<Group Exhibition> 

2017  변대용, 배남주展, 갤러리 래, 부산 

       몽롱한 탐닉 展, 아트소향, 부산 

2016  8085,  SPACE1326 , 창원 

  비밀의 동물원 , 갤러리 경 , 대구 

  8085 DRAWING , 갤러리아인 , 부산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갤러리 맥 , 부산 

  갤러리 마레 신년 특별기획 HAPPY YEAR" , 갤러리 마레 , 부산  

2015  Gallery Form at Affordable Art Fair Hong Kong 2015 ,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Hong Kong 

Gallery Form at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2015 , F1 Pit Building , Singapore 



 

 

특급소나기 , 울산문화회관 , 울산 

The Ugly Duckling , 갤러리 아트숲, 부산 

2014  예술가여 안녕하십니까? V-Party Vol.5 , 광주 신세계갤러리 , 광주 

NEW YORK AFFORDABLE ART FAIR , 11th Avenue at 28th Street ,New York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부산문화회관, 부산 

      행복한 그림,  맥갤러리, 부산  

BAMA2014 BLUE, 벡스코 신관, 부산  

2014 지역신진작가지원 멘토링전, 센텀신세계 갤러리, 부산 

아트쇼부산 2014 아트악센트,  벡스코 신관, 부산 

2014 KAF 미술관 신진작가지원공모전 실기실을 주목한다, KAF 미술관, 부산 

  오션갤러리 특별기획 청년작가 6 인전, 오션갤러리, 부산 

The Gift,  갤러리이듬, 부산 

2013  효재와 친구, 롯데갤러리, 일산 

미부아트센터 기획 초대 Yellow..ing, 미부아트센터, 부산 

부산예술제 2013 부산미술의 젊은시선, 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매개공간 쌈 기획초대전 619 오춘기, 문화매개공간쌈,  부산 

2013 부산청년미술제, 부산문화회관 , 부산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2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문화역서울 284, 서울 

삼청갤러리 기획 초대 꿈의 항해 , 삼청갤러리 , 서울 

부산문화재단 선정작가, 아트폼, 부산 

2011  하버갤러리 기획 초대 Y 새로운 시선, 하버갤러리, 부산 

갤러리봄 기획 초대 젊은 작가 주목 , 갤러리봄 , 부산 

TOM N TOMS COFFEE 기획초대전 배남주, 더아트갤러리, 부산 

2010  프라이덴 신진작가 주목전, 프라이덴갤러리, 부산 

2009  하버갤러리 기획 초대 5+619, 하버갤러리, 부산  

2008  제 4 회 카타르시스 만남&소통, 갤러리 화인, 부산  

제 5 회 인공호흡, 센텀 롯데 백화점,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