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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광 호(鄭 廣 鎬, Kwang Ho Jeong) 

 

1959 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현재 대전거주, 공주대학교 재직 

전시발표 

개인전 

1987 '사물/오브젝트', 동아전시관, 대전 

1988 '체인드 & 언체인드 오브젝트', 윤갤러리, 서울 

1992 '이미지 & 오브젝트', 대전문화원, 대전 

1994 '비-조각적 조각', 녹색갤러리, 서울 

'비-조각적 조각', 신라갤러리, 대구 

1996 '표면․피부', 학천갤리리, 청주 

1997 조현갤러리, 서울 

윈도우갤러리, 현대갤러리, 서울 

1998 금호미술관, 서울 

스테데릭뮤지엄 쯔볼레, 네덜란드 

2000 샘터화랑, 서울 

선재미술관, 경주 

전경숙갤러리, 부산 

2001 현대아트갤러리, 울산 

카이스갤러리, 서울 

2003 갤러리토마스, 뮌헨, 독일 

2004 갤러리 현대, 서울  

2006 백해영갤러리, 서울 

갤러리 루멘, 파리 

2007 캔바스 인터내셔널 아트, 암스테르담 

갤러리 루멘, 파리 

2009 석갤러리, 대구 

연희동프로젝트, 서울 

2010 일우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1979 금강현대미술제(금강, 공주) 

1980 2 인기획 '조형과 조형넘어'(대전문화원, 대전) 

1987 '(인/아웃)게임'(수화랑, 서울) 

5 인전(윤갤러리, 서울) 

제 3 현대미술제(시민회관, 대구) 

'향방 87 여름'(윤갤러리, 서울) 

'3'카운터스'(동아미술관, 대전) 

1988 '하드코어 19 대전 코넥션'(대전문화원 & 현대화랑, 대전) 

3 월의 서울전(미술회관, 서울) 

'공간의 언어'(미술회관, 서울) 

1989 3 인전(동아전시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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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迷術行脚'(대전문화원, 대전) 

1991 제 1 회 지역현대미술동인전(현대화랑, 대전) 

1991-1992 '物-존재와 공간'(이콘갤러리/예술의 전당, 서울) 

제 2 회 지역현대미술동인전(현대화랑, 대전) 

1992 '입장들'(현대화랑, 대전) 

1992, 1994, 1995 淸州-千葉교류 현대미술 신세대전(청주박물관/般僑시민갤러리, 청주/千葉) 

'프라워 조각'(현대화랑, 대전) 

7 일간의 미술전(오원화랑, 대전) 

1992-95 '애스펙트'(무심갤러리/학천갤러리, 청주) 

1992-98 '로고스와 파토스'(관훈미술관, 서울) 

1993 영상과 다중매체전(비젼갤러리, 대전) 

2 인전(익명의 장소, 대전) 

'박람과 외연'(홍인갤러리, 대전) 

1994 '히든 인 스페이스'(녹색갤러리, 서울) 

1995 '미술․습관․반성(금호미술관, 서울) 

'비무장지대'(인사갤러리, 서울) 

제 6 회 소형조각 트리엔날레․유럽-아시아(쉬드베스트 LB 포럼, 슈투트가르트) 

충남대교수작품전(백마아트홀, 충남대) 

2 인기획 '痕迹'(중구문화원, 대전) 

1996 '아트 앹 홈'(서미갤러리, 서울) 

'인스탈-스케이프'(대구문예회관, 대구) 

조갤러리 개관기념 3 인전(조갤러리, 서울) 

SIAF 특별전(코엑스 전시장, 서울) 

1996-97 '90 년대 한국미술의 양상(동경 국립근대미술관/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1997-99 공주 미술교수 연합전(공주문예회관, 공주) 

1997 대전고 동문전(시민회관, 대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립미술관, 광주) 

한국현대미술해외전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형태로'(조셀로프갤러리, 하트포드) 

'그리기와 쓰기'(한림미술관, 대전) 

3 인전(학천갤러리, 청주) 

1998 '벽위의 조각'(사이 갤러리, 서울) 

예술과 도시(한림미술관, 대전) 

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문예진흥원 논산창작실 순회전(미술회관, 서울) 

KBS 미술초대전(KBS 특별전시실, 대전) 

'그림보다 액자가 더 좋다'(금호미술관, 서울) 

1999 '전환의 봄'(시립미술관, 대전) 

추계예대 개교 25 주년기념 인터넷미술전(www.chugye.gallery.co.kr) 

대안공간 풀 기금 모음전(대안공간 풀, 서울) 

90 년대 미술의 정황(앨런킴머피 갤러리, 서울) 

'다시 시작하는 정신의 풍경'(가람갤러리, 서울) 

'이코노텍스트'(종로갤러리, 서울) 

서울조각회전(예술의 전당, 서울) 

2000 'TRACE-영원한 흔적과 순결한 표면'(카이스갤러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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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한․일 미술교류전(시립미술관, 대전) 

일상의 변환-6 인전(롯데화랑, 대전) 

'Good Morning Art @ 밀레니엄 공간'(갤러리현대, 서울) 

웅갤러리 개관기념전(웅갤러리, 서울) 

'실전'(사간갤러리, 서울) 

화랑미술제(예술의 전당 가람화랑부스, 서울) 

한밭 21(대전광역시청사, 대전) 

Autumn Aroma-금빛으로 타는 숲(헬로아트닷컴 갤러리, 서울) 

2001 제 3 회 사이버 아트페어,www.manif.com(가람화랑, 서울) 

예술과 공간(갤러리현대, 서울) 

쇼핑․쇼킹(롯데화랑, 대전) 

NICAF(카이스갤러리의 Booth No.72, Tokyo) 

2 인전 '선과 색을 넘어서'(신갤러리, 청주) 

바젤아트페어(갤러리 현대 Hall/Stand 2.0/H3, Basel) 

Koreanische Gegenwartige Kunst seit 1980(Hana Gallery, Kronberg) 

Tradition & Innovation(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원 예악당, 베를린) 

2002 샌프란시스코 아트페어(카이스갤러리 부스, 샌프란시스코) 

'봄 이야기'(가나아트센터, 서울) 

시카고아트페어(카이스캘러리 부스. 시카고) 

Art/33/Basel(갤러리현대 부스, 바젤) 

Tradition & Innovation II(Museum Zollverein Halle 6, ESSEN, Germany  

/ Un Office, Geneva, Switzerland) 

미술로보는 월드컵(갤러리 현대, 서울 & Galerie Enrico, PARIS) 

Art Unlimited(MCH Messe Basel AG, Basel) 

멜버른 아트페어(SP 갤러리부스, 멜버른) 

2003 '움직이는 정물'(두 아트 갤러리, 서울)  

'봄 이야기'(가나아트센터, 서울) 

샌프란시스코아트페어(카이스갤러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아트페어(카이스갤러리, 시카고) 

유아트스페이스 개관전(유아트스페이스, 서울) 

karti 개관전(카티갤러리, 보은&서울) 

Art/33/Basel(갤러리현대 부스, 바젤) 

서울옥션페어 2003(서울옥션하우스, 서울) 

제 3 회 현대미술제(예술의 전당, 서울) 

‘아름다움’(성곡미술관, 서울) 

‘자연예찬-풍경’(송미령갤러리, 서울) 

시티넷 아시아 2003(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4 시카고아트페어(카이스갤러리 부스, 시카고) 

아모리 쇼(현대갤러리, 뉴욕) 

‘야! 꽃이다’(제비울미술관, 과천) 

Officina Asia(Cesena, 이탈리아) 

니르바나(모란미술관, 서울) 

바젤아트페어(갤러리현대, 바젤) 

스케이프(갤러리스케이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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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이야기(노화랑, 서울)  

꽃전(아티누스갤러리, 서울) 

문자향(김종영미술관, 서울) 

그림자의 이면(시립미술관, 대전) 

대구 텍스타일 아트 도큐멘타 2004(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 

2005 도홍록 정광호 2 인전(EBS 스페이스, 서울) 

이동엽 정광호 2 인전(자넷오갤러리, 서울) 

미술과 수학의 교감(사비나미술관, 서울) 

아이들을 위한 미술전(가나아트센터, 서울) 

꽃과 와인의 만남(김현주갤러리, 서울) 

바젤아트페어(갤러리현대, 바젤) 

시간을 넘어선 울림(이화여자대하교 박물관, 서울) 

21 세기 공예의 모험(청주국제공예비안날레 특별전시장, 청주) 

2005 부산 롯데아트페어(롯데백화점, 부산) 

2006 미소(갤러리조선, 서울) 

도자향 서권기(박여숙화랑, 서울) 

매스와 공간 사이(개러리우덕, 서울) 

미술, 꽃을 피우다(이안개러리, 대전) 

'Simply Beautiful'한국 현대미술의 자연숨결(파스크아트, 스위스/ 그랑조르당, 프랑스) 

바젤아트페어(갤러리현대. 바젤) 

‘부드러움’(소마미술관, 서울) 

2007 KOREA NOW(캔버스갤러리, 로테르담) 

‘공간을 치다’(경기도미술관, 안산) 

두바이아트페어(갤러리현대, 두바이) 

한국현대미술 100 인 1970-2007(코리아 아트 센터, 부산) 

‘애플’(갤러리 예맥, 서울) 

한국미술-여백의 발견(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2008 김홍주 정광호 2 인전(가나아트센터, 서울) 

자연성과 신비성의 조화-어울림(신미술관, 청주) 

삼각주-합류된 서로 다른 시선들(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Transcendence:modernity and beyond in Korean Art(싱가폴아트뮤지엄, 싱가폴) 

kiaf(닥터박갤러리, 서울) 

ARTSingapore2008(닥터박갤러리, 싱가포르) 

서울대학교미술관 신소장품전(서울대미술관, 서울) 

공주대학교 개교 60 주년 교수초대작품전(백제교육문화회관, 공주대) 

2009 화가와 달항아리전(갤러리현대, 서울) 

'연희동에서'(연희동프로젝트, 서울)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사물의 대화법(갤러리현대, 서울) 

'간격'(청담갤러리, 서울) 

2010 블랙&화이트-그 사이의 풍경들(이윤수갤러리, 서울) 

말랑말랑한 사고(롯데갤러리, 대전) 

'싸이클, 리싸이클'(인터알리아, 서울) 

'이마고 & 쓰기'(관훈갤러리/대전프랑스문화원, 서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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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전미술이다'(홀스톤갤러리, 대전) 

강진 도자기 축제(강진) 

kiaf(뤼멘갤러리, 서울) 

2011 ART CODE(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테크놀로지의 명상-철의 연금술(포항시립미술관, 포항) 

'무한, 무한'-14 인의 한국미술전(Kwai Fung Hin Gallery, Hongkong) 

'달항아리, 복을 담다'(Gallery H, Daegu) 

서울오픈아트페어(미소갤러리, 서울) 

2012 '달하 노피곰 도다샤 ...'(일우스페이스,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대림미술관, 서울 

아트선재미술관, 경주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신미술관, 청주 

제비울미술관, 과천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 

자하미술관, 서울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공공미술 

하카타 리버레인 빌딩, 후쿠오카 

포인트뷰 프로퍼티스 코퍼레이션, 런던 

스와이어 코퍼레이션, 홍콩  

애경연구소, 대전 

나인브릿지 클럽하우스, 제주도 

삼성사옥, 서울 

삼성중공업 거제호텔, 거제도 

한화콘도, 경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