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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영 

 

현재  

• 재불예술인총연합회 회장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the Artists Korean in France) 

•  프랑스예술가협회 회원 (Member of La Maison Des Artistes in France)  

•  국제창작예술가협회 부회장 (ICAA, International Creative Artists Association)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Adjunct professor, Hong ik University)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B.F.A.)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M.F.A.) 졸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영어과(F.L.I.) 수학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한국, 미국)  

2012  엔 갤러리(N Gallery(Bundang)) 

2011  가산 갤러리 Gasan digital valley(Seoul, Korea) 

1996  샤인 갤러리 Shine gallery (Korea) 

1995  화인 갤러리 Fine gallery (Gangnam, Korea) 

1994  이목 화랑 Yeemock gallery (Gangnam, Korea) 

1994  연세 갤러리 Yonsei gallery (Yonsei University, Korea) 

1993  이목 화랑 Yeemock gallery (Gangnam, Korea) 

1991  가산 화랑 Gasan gallery (Gangnam, Korea) 

1991  모던아트 갤러리 Modern art gallery (L.A., U.S.A.) 

1991  예향 갤러리 Yehyang gallery (Dongsungdong, Korea) 

1989  현대 아트 갤러리 Hyundai art gallery (Gangnam, Korea) 

1986  서울 갤러리 Seoul press center (Seoul Newspaper Gallery, Korea) 

  

3 인전 ( Invitational 3 Artists Exhibition) 

 

2000  3 인 3 색 전 3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Suga Gallery, Busan, Korea -수가화랑)  

(김병종, 임동락, 정택영)  

 

 

그룹 및 단체전/ (Group and Invitational Exhibition)  

2012  - Galerie Etoile Parisjisung 600 호 발간기념 초대전 (63 rue Gergovie, Paris) 

2011  - 소르본느대학교 초대전 (수플로 미술관) 

           Vision Active 2 - Strates 

           Exposition collective de la Fédération des Artistes Coréens en France 

           Université Paris 1 - Galerie Soufflot 12, Place du Panthéon 75005 Paris 

         

 - 시테 국제기숙사 한국관 건립기금 조성 특별전-원로작가초대전 

« When gesture appears from painting ; Lorsque le geste émerge de la pein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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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1 October, O.E.C.D. 한국대표부 전시관, Paris 

 

2009   -서울국제현대미술제-Tomorrow(조선일보미술관)   

 

2008  - Neo-Pax 네오팍- Korea Visual Arts Show-2008 

우수작가선정-올해의 주목작가초대전 (이형아트갤러리)  

- 본 화랑 기획 초대전(본화랑)  

 

2007  - 프랑스 샹꼐이 시 초대전 2007  

CHAMPCUEIL(91) Exposition AJAC et les artists  Coréenes  

de NEW YORK Paris Invitational Exhibition( Marie de Champcueil, France) 

-   제 16 회 서울국제미술제-Peace in Seoul (조선일보미술관) 

 

2006  - 제 13 회 21C ICAA International Festival, 흑룡강 우순문화예술연구원, 우순미술관, 중국(Heilongjiang 

Yushun Culture Art Academy Yushun Art Museum, China)                      - 한겨레신문을 위한 한국미술 

120 인의 마음'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2005  - '오늘의 현대미술 다양성'-이형아트센터 개관기념 초대전, 이형아트센터 

           - '비상', 한일 현대예술제, 금호미술관 

           - 그림일기-색채의 여행전, 갤러리 수 

           - 제 12 회 서울국제미술제, 조선일보미술관 

           - 제 20 회 한국크로키회 정기전(인사아트센터, 인갤러리 초대)  

 

2004  - 현대판화작가전, Korean Contemporary Print Exhibition 

(May 21 - June 9,  Modern  Art Gallery, U.S.A. 

-   제 11 회 비엔나 국제교류전 

The 11th 21C ICAA Viena International Exchange Arts Exhibition,  

Russisches Kultur Institut Center, Viena, Austria  

 

2003  - 제 9 회 21C ICAA-Seoul International Art Festival, 

- "경계를 넘어서"(Over the Wall), 세종문화회관 별관) 

-  The 10th Rieti International Meeting of Finest Art, Teatro Flavio Vespasiano, Italy  

 

2002  - 제 8 회 서울 국제미술제 ICAA-Seoul (세종문화회관) 

 

2001  - 제 6 회 IGS(인터네셔널 그룹전)-‘서울-평화전’ 기획위원장(전쟁기념관, 서울, 한국)  

 

2000  - 밀레니엄 국제미술가 100 인 초대전(모던아트갤러리,미국)  

The Millennium Exhibition(Dec. 17th, 1999 - Jan. 10th, 2000), Modern Art Gallery, U.S.A. 

- 삼인 삼색전(김병종, 임동락, 정택영), 수가화랑 기획 초대전 

- 본화랑 새 터에서의 초대, 본화랑 초대전 

 

• 작품소장처/ Public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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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엔젤리스 중앙일보사 (미국) 

GUAM 현대미술관 (괌, 미국) 

Modern Art Gallery( L.A., U.S.A.) 

세종문화회관 본관(광화문) 

대한생명 63 빌딩 국제 컨벤션 센터(여의도, 서울) 

동양엘리베이터 사옥(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인천지방검찰청사 

고등법원 청사(서초동, 서울) 

유화빌딩 (서울) 

연봉빌딩 (서울) 

대명콘도 로비 (홍천)  

삼성그룹 연수원 (부산) 

현대그룹 사옥 로비(서울) 

국립 군산대학교 현대미술관 (군산) 

마가 미술관 (용인, 경기도) 

대관령박물관 전시관 내부 컨셉 및 네이밍 시공 완료 

 

 

 

• 기타경력 

 

국제조형예술가협회(IAA) 세계총회 및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한국위원 참가, 통역 

국제창작예술가협회 세계 40 여 개국 조직위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워크샵 참가 

 

세계 최초 ‘탈무드 영어그림동화’-전 15 권 illustration 개발, 출판 

‘월간 에세이’ 10 년 연재 집필 

현재 약 50 여 권의 문학 및 사회과학 서적 기획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출판    

 

• 벽화 및 천정화 제작 Commission 

1993 국립 현충원 위패실 천정화 제작 헌정(‘천국의 문’/ 1993/ 220 평)  

 

 

• 논문 및 출판, 에세이/ Publications & essay 

1985 ‘현대미술에 있어 물의 개념과 그 변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A study on Concept and Transformation of the Object in Contemporary Art.’ (Hong ik University) 

1994 ‘포스트 모더니즘론’-성신여자대학교 산업미술지 기고논문 

1990 시론 ‘책과 컴퓨터의 대결’ (월간 미술세계) 

'Post-Modernism'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1998~2006 카피라이팅 및 일러스트레이션 드로잉 작품으로 50 여권의 책 출판. 

1998~2003 “월간 에세이” ‘정택영의 한시산책’-6 년 집필 연재 

2009~2011 “월간 에세이” ‘정택영의 파리스케치’- 3 년 집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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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현재 월간 “아츠 앤 컬쳐 Arts & Culture” – ‘파리스케치 에세이’ 집필 연재 중 http://www.artsncul-

ture.com/   http://www.iartsnculture.com/    

2012~현재 e-magazine “아트뮤지엄” ‘프랑스 예술, 이래서 강하다” 연재 집필 중 http://www.artmuse-

ums.kr/admin/?corea=sub2_11&no=1    

2010~현재 한위클리, 파리지성 신문- 칼럼 연재 집필 중  

http://www.francezone.com   http://www.parisjis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