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란 (RAN HWANG) 

서울 출생, 뉴욕과 서울에서 작업. 

학력

BFA 스쿨오브비주얼아트(순수미술) 졸업, 뉴욕, 미국

개인전

2022 제목미정, 빨레 데 보 아트, 브뤼셀, 벨기에 

2021 제목미정,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2019 The Flight of Time, 레일라헬러 갤러리, 두바이

2017 Joseon Korea: Court Treasures and City Life, 아시아문명 박물관(ACM), 싱가포르 

Ran Hwang: Sacred Space,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2016 Visual Symphony, 아시안아트웍스, 부산 
2015 Beginning of the Bright, 유네스코 본부-미로홀, 파리, 프랑스

 Ran Hwang: Untethered,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매스모카), 매사추세츠, 미국 

 아트부산2015 특별전, 벡스코, 부산

 Game of Artifice, 국제예술과학미술관(IMAS), 텍사스, 미국

2014 Becoming Again, 써드 플로어 에르메스, 싱가포르

      Ran Hwang: The Snowfall of Spiders,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Intervals, 아시안아트웍스, 베이징, 중국 

2012 Ran Hwang: Transition,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2010 Illusion & Reality, 갤러리 학고재, 서울

2009 Dreaming of Joy, 카샤 힐데브란드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2008 ACAF (아시아 현대미술 아트페어), 뉴욕, 미국

2007 Present Absence, 2X13 갤러리, 서울

2006 블룸스버그 대학교 하스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2005 오픈 스튜디오, 버몬트 스튜디오 아트센터, 버몬트, 미국

2004 롱아일랜드 대학교 허친스 갤러리, 뉴욕, 미국

2002 허드슨 리버 갤러리, 뉴욕, 미국

      이목화랑, 서울

2001 허드슨 리버 갤러리, 뉴욕, 미국

2000 아트스널 갤러리, 파리, 프랑스

1999 허드슨 리버 갤러리, 뉴욕, 미국

2인 그룹전

2019 Zen Grace, 이젤갤러리, 심천, 중국

2016 Re:visioning HANJI, 뉴욕 아시아 아트워크,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2015 Reincarnation, 아시안아트웍스, 부산 

2005 Refresh!, 2x13 갤러리, 뉴욕, 미국

      예술이 패션과 만날 때, 신초이 패션스페이스, 뉴욕, 미국

그룹전

2020 Pinned, Stitched, and Glitzed: Challenging the Gender Stereotype, 아트아펠 갤러리, 아테네, 그리스

2019 DIFC Sculpture Walk, 두바이국제파이낸셜센터(DIFC), 두바이

Matter 物, SA+ 갤러리, 홍콩

DOUBLE VISION (Curated by Jane "Baby Jane" Holzer),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Conversations: Contemporary Asian Art, 허미티지 박물관, 버지니아, 미국

KOREAN CONTEMPORARY PAINTINGS & DECORATIVE TRADITIONAL ARTS, 뉴욕아시아위크, 

강컬렉션, 뉴욕, 미국



2018 Infinite Blue, 브루클린 미술관, 뉴욕, 미국

Connected: The AHL Foundation Contemporary Visual Art Awards Exhibition,  AHL재단, 연대대학교 

치과병원, 서울  

POSTMODERNISM AND AESTHETICS: COLLIDE OR STEER?,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Paper Moon, 크레테 현대미술관, 크레테, 그리스 

PASSION. CONTINUED: A Wave of Peace from Korea to the World, 뉴욕아시아위크 특별전,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PASSION. CONTINUED. 100X100, 2018 평창올림픽&동계 패럴 올림픽 특별전,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The Art of Matter- New Arts of Asia, 오페라갤러리, 모나코

2017 Infinite Blue, 브루클린 미술관, 뉴욕, 미국

Light & Shadows - A Curated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오페라갤러리, 레바논 

Trans Allegoria, 미코노스 비엔날레, 그리스 

Material Girls, 던롭 아트 갤러리, 서스캐처원, 캐나다   

2016 Art & Life, 아트스페이스 벤, 서울

Material Girls, 컨템포러리 칼가리, 캐나다 

Pinned Stitched and Glitzed, 아시안 아트웍스, 베이징, 중국 

Poeticizing Nature, 더 서레이, 뉴욕, 미국

Viewing The Past Thru Modern Eyes, 뉴욕아시아위크 특별전, 강컬렉션, 뉴욕, 미국 

Lady Dior As Seen By, 하우스 오브 디올, 서울

Material Girls, 도리스 맥카티 갤러리, 캐나다

Water, 카네코, 네브라스카, 미국 

2015 Pinned Stitched and Glitzed, 아냐 앤드류 시바갤러리, 존제이 컬리지, 뉴욕, 미국

Summer Show, 레일라 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조우, 북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Diverse Works: Director’s Choice, 1997-2015, 브루클린 미술관, 뉴욕, 미국

Arts in Spring,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광저우, 중국

Arts in Spring, 광저우 국립도서관, 광저우, 중국 

Material Girls, 던롭 아트 갤러리, 캐나다

2014 Asian Collection, 아시안아트웍스, 베이징, 중국

     Asian Art Works,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11회 베네핏 갈라, AHL재단,  뉴욕, 미국

      15주년 베네핏옥션, 메사추세츠 현대미술관(매스모카), 메사추세츠, 미국 

       이스탄불 아트페어, 레일라헬러 갤러리, 이스탄불, 터키 

Mix & Match, 아트스페이스 벤, 서울

Annual Watermill Summer Benefit Auction, 워터밀 센터, 뉴욕, 미국

       The Archives of Korean-American Artists, 퀸즈 미술관, 뉴욕, 미국

       The Fabergé Big Egg Hunt, 파버지, 뉴욕, 미국

       아모리쇼,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2013 아부다비 아트페어,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아부다비

       한국 국제 아트페어, VIP라운지, 아시안아트웍스, 서울

       Paths to Peace, 해먼드 미술관, 뉴욕, 미국

       Living Room, 아시안아트웍스, 부산

       Summer Group Show,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Freedom: Just another word for…, 메사추세츠 현대미술관(매스모카), 매사추세츠, 미국 

Transparencies: Contemporary Art and A History of Glass, 디모인스 아트센터, 디모인스, 미국 

2012 Media Variegations, 아시안 아트웍스, 베이징, 중국

       L'Asie en Vogue Exhibition, 파고다 아트센터, 파리, 프랑스 

Peekskill Project V, HVCCA-허드슨밸리 현대 아트센터, 뉴욕, 미국



Conference of Birds, 신시아-리브스 프로젝트, 마나 컨템포러리, 뉴저지, 미국

FIFTH ANNUAL QUEENS ART EXPRESS, 자마이카 아트센터, 뉴욕, 미국

       VIP 아트페어 2.0, 레일라헬러 갤러리, 뉴욕, 미국

2011    놀이의 순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AHL 재단 옥션, 리만 머핀 갤러리, 뉴욕, 미국

소피아 국제 페이퍼 아트 비엔날레 2011, 소피아, 불가리아 

SCOPE 바젤 2010,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두바이

아트파리, 카샤 힐데브란드 갤러리, 파리, 프랑스

아트두바이, 카샤 힐데브랜드 갤러리, 두바이

흐름을 찾다, 제주 현대 미술관, 제주도

아트스테이지, 카샤 힐데브란드 갤러리,싱가포르

인디아 아트 서밋 / 인도 예술 회담, 카샤 힐데브란드 갤러리, 인도

2010 아트아시아 마이애미 / 아시아 마이애미, 카샤 힐데브란드 갤러리, 마이애미, 미국 

KUNST 10,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스위스

AHL 재단, 갈라 옥션, 아라리오 갤러리, 뉴욕, 미국

B.I.E.N.N.A.L.E + ONE, 광주 

포쿠스 우츠 비엔날레 2010, 우츠, 폴란드 

KIAF 2010,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서울

아트 타이페이 2010 / 대만 미술 2010,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대만

SCOPE 바젤 2010,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바젤, 스위스

아트 HK10, 홍콩 국제 미술 아트페어,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홍콩

아트 두바이,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두바이

2009 만화경,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신호탄전, 국립현대미술관 – 기무사, 서울신관, 서울

KIAF, 갤러리 학고재, 서울

세 개의 빛, MNAV 국립 현대미술관, 우루과이

아트 두바이 2009,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두바이

2008  아트 아시아,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마이애미, 미국 

ACAF (아시아 현대 미술 박람회), 2x13 갤러리, Pier 92, 뉴욕, 미국

아트 파리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궁전, 카샤 힐데브란트 갤러리, 아부다비

KIAF, 코엑스, 2x13 갤러리, 서울

페이셜 오브 아트- 20주년 기념 전시,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07    아시아 현대 아트페어, 특별전-시뮬레이션, Pier-92, 뉴욕, 미국

Incarnation, 해먼드 미술관, 뉴욕, 미국 

Drawing the Line - Against Domestic Violence-Auction,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뉴욕, 미국

미 아트 페어, 밀라노, 이탈리아

2006 Queens International 2006, 퀸즈미술관, 뉴욕, 미국 

     펀스터스,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어포더블 아트페어 뉴욕 2006,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뉴욕, 미국

Drawing the Line - Against Domestic Violence-Auction, 헬레 밀스 극장, 뉴욕, 미국

시티 아트 옥션, 첼시 미술관, 뉴욕, 미국

아시아 아트 워크 / 아시아 미술작품 옥션, 헬렌 밀스 극장, 뉴욕, 미국

2005 Woman in Love, 텐리 갤러리, 뉴욕, 미국

더 아트빌, 2x13 갤러리, 뉴욕, 미국

Joy, 아트 갤러리, 밀란, 이탈리아

      현대 아시아 작가전, 해먼드 미술관, 뉴욕, 미국

문화접변, 자극, 반응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넘어서, 텐리 갤러리, 뉴욕, 미국

8인의 코리안 아티스트, 2004/2005: AHL 파운데이션 비쥬얼아트 부분 입상자전, 화이트 박스, 뉴욕, 

미국



2004 1000개의 드로잉의 밤, 아티스트 스페이스, 뉴욕, 미국

      Green Light,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덤보 아트 언더 더 브릿지 페스티벌, 덤보 아트센터, 뉴욕, 미국

제 1회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 특별전, 공주

      반복, 가나 아트 갤러리, 서울

2003 제네레이션 1.0, 한국 이민 100년의 해 전시, 한국 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Visual Delight – 뉴욕 겨울 축제 2003, 빈클리 마나 갤러리, 뉴욕, 미국 

2002 이트 아트 5, HEAR 아트 코-갤러리, 뉴욕, 미국

      그들만의 방, 한국 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2000 엡스츄렉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웨스트사이드 갤러리, 뉴욕, 미국

수상경력

2015 폴락-크래스너 재단 기금, 뉴욕, 미국

2015 국제 예술 과학 미술관(IMAS), 아트 레지던시, 텍사스, 미국

2014 써드 플로어 에르메스 파운데이션, 2014 프로그램 선정작가, 싱가포르

2014 메사추세츠 현대미술관(매스모카), 레지던시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미국 

2014 아시안아트웍스, 아티스트 스튜디오 레지던시, 베이징, 중국

2011 PS 122 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 미국

2006 AAI-Artist Alliance, Lower East Side-Rotating & Long Term Studio Program, 장기 스튜디오 

프로그램, 

뉴욕, 미국

2005 버몬트스튜디오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펠로우쉽, 버몬트, 미국

2004 금상, AHL 재단 아트공모전, 뉴욕, 미국

컬렉션

Brooklyn Museum (브루클린 미술관), 뉴욕, 미국 

Des Moines Art Center (드모인즈 아트센터), 아이오와, 미국 

Third Floor-Hermès (에르메스), 싱가포르

King County Library (킹카운티 도서관), 워싱턴, 미국 

Hammond museum (해먼드 뮤지엄), 뉴욕, 미국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 서울

대표 커미션작

Lady Dior As Seen By 2016 (디올 아트프로젝트 커미션), 서울 

Royal Caribbean Cruise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엘리베이터홀

Pullman Kaifeng Hotel 로비, 카이펑, 정저우, 중국 

Plaza Hotel(플라자호텔)l, 뉴욕, 미국

포시즌 호텔 로비, 서울

롯데호텔(명동) 로비, 서울

특강경력

2015 아티스트 토크 (그룹쇼- ‘Diverse Work: Director’s Choice, 1997-2015), 브루클린 미술관, 뉴욕, 미국

2014 특강, 텍사스 판 아메리카 대학교, 텍사스, 미국

      초대작가 강의, 순수미술 세미나V (BFA 순수미술 수업), 프랫인스티튜트, 뉴욕, 미국

      아티스트 강의, 스쿨오브 비주얼 아트, 뉴욕, 미국

2012 금상 수상자 강연, AHL 재단, 뉴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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