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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사)전국조각가협회 “파리에 꽃 피다” 특별초대전을 프랑스
‘ La Galerie du Genie ’ 의 초청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작가들의 르네상스 시작과 그 보존을 이야기하는 이곳
파리에서 전국조각가협회 회원들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열심히 뛰어 왔던 협회 회원들의 ‘전시와 여행’이라는 일정으로
재충전의 길을 출발합니다.
이번 파리 특별전을 통해, 예술적 유대감 증진과 현대미술의
변화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전시가 있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과 파리의 ‘ La Galerie du Genie ’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정춘표
(사)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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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표

Discours de bienvenue
‘Association nationale des sculpteurs’ de Corée du Sud va faire une
exposition à Paris par une invitation de ‘La Galerie du Génie’ de Paris.
À l’époque de l’art moderne, les arts fleurissaient dans la ville de Paris,
et maintenant, Paris est en avance sur la préservation de l´art. Dans
cette ville de Paris, Nous voudrions élever la réputation de nos membres
de l´association.
À cette occasion, nos membres qui travaillent très dur jusqu’à présent,
pourrions profiter pas seulement faire l’exposition, mais aussi faire le
voyage en Europe.
Par cette exposition, nous attendrions pouvoir améliorer l’entente
artistique avec les français et partager le changement de l´art
contemporain dans les deux pays.
Nous remercions à Fondation Gwangju Cultural, Gwangju Museum of
Art et le directeur de la Galerie du Génie pour nous avoir aidé à faire cette
exposition.
L´administrateur général de l´Association nationale des sculpteurs

JUNG Chun Pyo

5

6

참여작가
Les participants de l’ex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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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 Gyeong Oh
Go Young Hwan
Kim Dae Gil
Kim Moon Ju
Kim Sung Yong
Kim Sook Bin
Kim Wang Hyeun
Kim Jung Hye
Kim Jong Pil
Kim Hong Gon
Kim Hee Sang
Moon Byoung Gyun
Park Gwang Gu
Park Jeong Yong
Park Hyun Ju
Oh Soon Bok
Wee jae hwan
Wee jae hwan
Lee Eun Hee
Lee Lee Nam
Lee Chai-kook
Lee In Hang
Jun Min Ji
Jung Choon Pyo
Cho Yu Na
Choi Yong Seok
Han, Young Ho
Hong won chul
Hwang Kyung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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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 오

Guk Gyeong Oh

국내외 개인전 31회
아트페어 70회 단체전 350회
선화랑 기획초대 개인전(서울)
L.A라디오 코리아 초대개인전 (L.A)
시카고 아트페어 2회참가
아트스테이지 싱가폴 2회참가
시드니, 상하이,바젤스코프 아트페어참가
한국화랑미술제 15회참가
KIAF 한국 국제아트페어 7회참가
현재: 전업 조각가
전북 익산시 신흥동600-6
H.P 82-10-3658-1900
E-mail. kugoh73812@naver.com

Discovery 12 × 23 × 41 cm, bronz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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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고 영 환

45 × 43 × 10 cm, 목재, 자연석 (bois et pierre)

Go Young Hwan

1983~ 개인전 7회 (충남, 서울, 뉴욕), 단체전, 초대전 190여 회, 평창동계올림픽 세계미술축전 (한국미술관)
KPAM대한민국미술제 (한가람미술관), 한-일 현대미술의단면전 (후쿠오카아시아 시립미술관), NewYork World Art Festival (UN본부기념
전), 문화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사)전국조각가협회, (사)내포문화조각가협회,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정골 1길 55-7 H.P 82-10-8812-2989 E-mail: yungp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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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길

Kim Dae Gil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 동대학원 졸업
2017 광주시립미술관 초대 개인전
“생명의 힘_그 앞에 서다”
2017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기획 초대 개인전
1985-2018 한국 조각가협회전 (서울 KOSA 갤러리)
2013 ‘ 정중동 “부산 JOY 갤러리 초대전
2009 Contemporary Art Festival (일본 동경 근대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초대 ‘경계’ (광주 시립미술관)
2007 광주 미술 현장전(광주시립미술관)
2005 살롱 드돈느 파리 2005 초대출품 (파리 벵센느)
2003 태평양 민속조각 현대화 심포지움
(국립 타이페이 예술대학)
국제조각 심포지움 (중국 장춘)
2002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깊은 산중에서 소를 잃다”
(광주 시립미술관)
유럽문화예술학회 회장 고문, 감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미협 회원
한국조각가협회 회원, 운영위원
춘천MBC조각대전 운영위원
전국무등미술대전 운영위원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 예술연구소장 역임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생명력(vitality)
15 × 15 × 50 cm, 인조대리석 (marbre artificiel) 2017
10

Love

46 × 55 cm, multi-média

김 문 주 Kim Moon Ju
2018 인사동 아트페어 초대전 (라메르), 2018 제13회 대한민국 현대미술 총람전 “꿈의 시작”
2018 전국 우수작가 초대전 “The Waltz of Spring”, 2017 한국미술협회 제24대 임원초대전 (한국미술관)
2017 국제미술교류전 대한민국·루마니아 (탑 Gallery), 2017 Korea ART - New York 첼시 초대전 (K&P Gallery)
한국미술협회 조각분과부위원장
HP. 82-10-6332-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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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스런 날들(L’Enfant chéri)

21 × 34 × 35 cm, bronze

김 성 용 Kim Sung Yong
개인전 15회(서울,대전,북경,델리,켈커타,연길,삿포로)
2004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수상, 2009 국토해양부장관상,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시립미술관.대전)
한국현대조각초대전 ( 문화방송.춘천), 한국미술협회전, 전국조각가협회전(예술의 전당,서울), 화랑미술제, SOAF, KIAF (코엑스,서울)
대전국제교류회장, 한국미협대전지회 부지회장, 전국조각가협회이사장역임, 충청남도미술대전초대작가 / 심사ㆍ운영위원,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운영, 심사위원, 2012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 행복도시건설청 심의위원,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 123번길 46-15, 스마트시티 503동 2901호 H.P 82-10-3412-3541 E-mail : art-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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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잉어(Carpe qui a le ventre plein)

김 숙 빈

30×20×10cm, 투명수지, 폐품(résine transparent, rancart), 2007

Kim Sook Bin

조선대학교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 호남대학교 미술학과(조소전공)졸업
개인전 3회(서울, 광주)
2016, 2017, 2018년 서울국제조각페스타(예술의전당, 서울)
2017, 2018년 울산야외조각초대전(문화예술회관, 울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19-17 Mobile 82-10-3607-6091 E-mail kimsb3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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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02(Modelage-02)

김 왕 현

125 × 30 × 37 cm, 스텐레스 스틸(acier inoxydable)

Kim Wang Hyeun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한국구상각회전,한국조각가협회전, 서울카톨릭미술가회전, 목우회전
1997국제미술제(스위스 제네바 )외 5회, 국내조각개인전 7회, 국외조각개인전 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경기 ·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역임, 동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역임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33 H.P 82-10-3645-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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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혜

Kim Jung Hye

개인전 14회 (서울, 부산, 대구, 도쿄, 워싱턴 DC)
2016 제14회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김정혜 초대전’(문신미술관/창원)
2015 예술의 기쁨 –김세중 조각실 초대 개인전(예술의 기쁨/서울)
2014 부산의 발견 2014 “손끝의 예술:물질의 변형” / 부산 시립 미술관 외 다수
2013 서동 문화 예술 창작공간 개관 기념전 / 서동 문화 예술 창작 공간
2012 아트비엔날레 (후쿠오카)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걷는 여자(Femme marchant)

15 × 20 × 32 cm, 스테인레스에 캔디도장(acier inoxydab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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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필

Kim Jong Pil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2000-2018 개인조각전 13회
(대전,서울,천안,대구,India New Delhi,중국 옌지)
1997-2018 아트페어 12회 외 단체전380여회 전시
2016 제20회 가톨릭미술상 (본상) 수상
대전시전, 충남도전, 현대미술대전 심사,운영위원 역임
현재, (사)전국조각가협회, (사)한국미협대전광역시지회,
(사)충청조각가협회, (사)대전조각가협회, 한밭조각회,
대전가톨릭미술가회 회원, 충남도전, 대전광역시전,
단원미술대전 초대작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07번길100
센트럴자이A 103-1904
H.P 82-10-5143-0510 E-mail : jprafael@naver.com

Magificat
16

7.5 × 7.5 × 24 cm, plâtre

김 홍 곤

Kim Hong Gon

개인전 10회(서울, 광주, 대구 등)
2016,2017 광주 아트페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및
전라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및 동아미술제
보문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역임.
현재, 한국미술협회, 남도조각회, 백학조각회 회원
전남 담양군 원대방길 25-5
H.P : 82-10-4266-9600

아침을 여는 사람(L’homme qui ouvre le matin)
25×25×40(H)Cm bronz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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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김 희 상

Kim Hee Sang

개인전 9회 단체전 및 그룹전 150여회
2013 대전시립미술관 초대전(창작센타), 2012 KIAF2012 coex hall B (모리스 갤러리)
2012 모리스갤러리 (김희상 stone dreaming 전), 2011 소호갤러리 ( 돌에 상처내다 전)
2010 쌍리 갤러리 (김희상 sculpture전), 2008 hadlai 갤러리 (drawing전)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38-2 번지 노루벌 (작업실) H.P 82-10-7315-7923 E-mail. stone84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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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20 cm, bronze

문 병 권

Moon Byoung Gyun

경기미술대전, 단원미술대전 초대작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회원,
사단법인 전국조각가협회 회원
한중미술협회 회원,
대한민국+키르기스스탄 교류협력위원회
문화예술관광위원
개인전 15회, 아트페어 5회
초대전및 그룹전 130여회
39회 경기미술대전 대상 수상
2003 KBS자연환경미술대전 대상 수상
(환경부장관상)
2002 단원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제14회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373
문병권 조형연구소
H.P 82-10-9048-4052
E-mail : byengkwoun@hanmail.net

못의 변주곡 – 옹이 예찬
La variation musicale des clous – l’Éloge du broussin
21 × 15 × 28 cm, 나무에 못박아 갈아내기(bois et clou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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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광 구

Park Gwang Gu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특별상
개인전 10회 및 단체전 290여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311. 106동 1601호
(각화동, 서희스타힐스)
H.P. 82-10-7612-4120
E-mail. pgg@hanmail.net

향기를 보다(Voir l’Odeur)
20 × 38 × 3 cm, 부조 위에 아크릴(acrylique sur le relie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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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꽃(Rose trémière)

박 정 용

21 × 21 × 6 cm, PRF (plastique renforcée de fibres)

Park Jeong Yong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개인전 13회
2017 “달하 높이곰”-롯데갤러리광주점, “호남의 현역작가들”-전북도립미술관, “일상을 품다”-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조각가협회부회장, 전남대학교 출강, 영상강문화관자문위원
담양문화재생사업자문위원 E-mail: fromtheha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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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주

Park Hyun Ju

부산대학교 예술대 미술학과 학사 및 석사졸업
부산대학교 예술대 미술학과 박사과정재학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박현주 초대 및 개인전 8회(부산 동경 서울)
아트쇼, 아트페어 및 단체전 다수 참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51 아델리스 102-3305
H.P 82-10-3722-8880
E-mail. beom1120@gmail.com

AUR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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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60 cm, marbre, 2017

동행(Compagnie)

오 순 복

테라코타(terre cuite)

Oh Soon Bok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조소전공)
개인전 5회, 단체초대전 230여회
현재, 한국미술협회, 전국조각가협회, 대전기독미술인회, 대전조각가협회, 충청조각가협회, 충남수채화협회 회원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리오 조형연구소 대표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시왕길 311번지 (리오 아틀리에) H.P 82-10-9461-1211 E-mail. osb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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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가(révasseur)

위 재 환

Wee jae hwan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조선대학교 동대학원 수료,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순수학부 조교 역임
개인전 5회 및 초대개인전 6회 외 그룹전 200여회
2016년 광주광역시 추천작가, 2001년 춘천MBC 추천작가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134번길 14 ,1F (Lee jin 조형연구소)
H.P 82-10-5609-4006 작업실 062-430-4006 E-Mail:gummhan@hanmail.net 홈페이지;WWW.w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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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e, 2011

프로메테우스의 하늘(Le ciel de Prométhée)

이 은 래

54×15×45cm, PRF (plastique renforcée de fibres)

Wee jae hwan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석.박사 졸업, 2010~현재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미술교사(본직)
2017~현재 조선대학교 교직 시간강사(겸직), 개인전 2회 및 그룹전 다수
2005‘구상전(특선), 현대여성미술대전(입선), 신조형미술대전(입선), 2006’보문미술대전(입선), 대한민국신미술대전(특선), 무등미술대전
(입선), 2007‘행주미술대전(특선), 현재, (사) 전국 조각가 협회, 백악조각가협회, 남도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H.P 82-10-6234-0079 E-mail. dldms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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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each other..

이 은 희

35×19×15cm, FRP

Lee Eun Hee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Solo Exhibitions(외8회)
시선갤러리 특별초대전(부산),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광주), KOSA space Gallery(서울), 단체전 Groupe Exhibitions(외50회)
부산 조각제-지역을 넘어 세계로Ⅳ, Gallery 탑 기획 전국우수작가 초대전, 조선대학교 백학조각회 30주년 정기전,
현재 Present Activities,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600 삼호아파트 101-503(일곡동) H.P 82-10-3606-4406 E-mail. tk-2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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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위하여 (Dare to be True)

이 이 남

35 × 140 × 10 cm, 혼합재료(multi-média), 2018

Lee Lee Nam

2017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박사
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2018 남북정상회담 디지털병풍전시, 2018 백남준, 이이남 미디어아트전, KAIST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 미디어아트 감독, 2016 빌비올라. 이이남 2인전, 벨기에 세인트 제이콥 교회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미술총감독, 2015 베니스비엔날레 개인의 구축물전, 이탈리아
27

이 채 국

Lee Chai-kook

개인전 2회
(서울 조형 갤러리, 울산 모드니 갤러리)
개인 초대전 (울산 한마음 회관)
그룹전 단체전 다수
환경조형물 다수 제작
현재 한국미술협회, Ssim 조각회,
경남현대조각회, 전국조각가협회 이사
홍미회 회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138번지
척암 조각터 발리동천 운영
Tel 052-237-1634
H.P 82-10-5398-1634

풍요의 땅(La terre d’abondance)
19 × 14 × 31cm, bro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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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심속의 문(2018–La porte dans le centre-ville) 10.5 × 10 × 7cm, 테라코타, 벽면에 피스고정(terre cuite)

이 인 행

Lee In Hang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다섯번째 야외조각 개인전, 야외조각 2인초대전 및 3인 조각 초대전
거창 화강석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외 초대 기획 단체전 200여회 전시
현재, 한국미협, 전국조각가협회, 울산 SSIM 조각회, 울산 , 신라 ,한마음 미술대전 초대작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덕현3길 34 H.P 82-10-8570-8607 E-mail. lih44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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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 지

Jun Min Ji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졸업
동대학원석사과정
대전 미술대전(대전), 도솔미술대전(천안)
전국조각가협회정기전(서울,광주)
한국·몽골 초대작가교류전
(울란바트라, 몽골국립미술관)
공주국제미술제 (임립미술관)
충청조각협회초대 세종조각협회교류전
(세종문화예술회관, 임립미술관)
대전미술제(대전예술가의집)
현대조각조형전(아산예술문화)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777 sk뷰@ 102-804호
H.P 82-10-4697-1140
E-mail. dhdeorhf@naver.com

태동(Mouvements fœtaux)
25 × 25 × 25 cm, 테라코타(terre c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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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처럼 바람처럼(Comme l’eau, comme le vent)

정 춘 표

30 × 13 cm, 알루미늄(aluminium)

Jung Choon Pyo

개인전 15회(일본, 프랑스, 서울,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초대전 및 단체전 1,000여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대전, 전라북도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장식품, MBC 구상조각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조선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동신대학교, 서강정보대학교 외래강사 역임
현재, 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한국미술협회, 한국구상조각가협회, 한국여류조각가협회, 전국조각가협회, 남도조각가협회 회원
작업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64번길 37 TEL 062-942-5950 H.P 82-10-3616-5922 E-mail: form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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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Autoportrait)

조 유 나

29 × 29 cm, 레진에 아크릴채색(acrylique sur résine), 2018

Cho Yu Na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동대학원 미술학박사과정
개인전-2015 “OBSESSION” 금호갤러리 (광주), 단체전 및 기획전-2018 “2018 다므기”, 하정웅미술관 (광주), “1978-2018展”, 광주시립미술
관 금남로분관 (광주), “꽃길만 걸어요”, 광주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 (광주), 2017 “BLUE CLAY”, G&J광주전남갤러리 (서울), “일상을 품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조각 꽃 무등에 피다”, 광주비엔날레 1전시관 (광주), 2013 “즐거운 미술관에서 놀자”,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광주), “이으다”, SPACE A (광주) 현재, 전국조각가협회, 전남조각회, 푸른흙, 남도조각회 회원
작업실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37 3층 H.P 82-10-7930-0123 E-mail cyn00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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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ve

최 용 석

60 × 50 cm, soudage sur le bois

Choi Yong Seok

호남대 미술학과, 목포 미술교육대학원
광주광역시 서구 구성로 123 Design NEO
H P: 82-10-9076-6958
E-mail: keven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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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 호

Han, Young Ho

개인전 13회 개최
(독일3회, 북경1회, 춘천2회, 서울7회)
Korean Arts Festival 전
(Monash Uni.Gallery, Merbourne 호주)
야외조각 Project 2 - 인간, 도시, 환경전
(세종미술관, 서울)
한국현대조각야외초대전
(춘천MBC 호반광장, 춘천)
강원대학교 교수작품전
(강원대학교 미술관, 춘천)
한국드로잉 50년전 (예술의 전당 미술관, 서울)
현재,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371-6
H.P 82-10-4212-0743
E mail : hanyh@kangwon.ac.kr

손을 든 여인(La femme qui lève la main)
52 × 43 cm, 드로잉, 펜(dessin à plume), 2015
34

홍 원 철

Hong won chul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5회, 광주시립미술관 야외조각전 (광주)
부산비엔날레 2017 바다미술제 (부산)
Asia contemporary Art Fair(홍콩)
전국조각가협회정기전(서울,미술세계)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코엑스 서울)
춘천MBC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
korean art show2011(뉴욕)
AHAF 아시아탑갤러리호텔아트페어(홍콩)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제25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대상
제 45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대상
H.P 82-10-2090-9630
E-mail : hwc0506@naver.com

Mechanized Human

50 × 30 × 40 cm, multi méd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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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릴적에~ (Terrain de jeux)

황 경 숙

48 × 43 × 30 cm, 가변설치, 철판(fomex, acrylique)

Hwang Kyung Suk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졸업
개인전 4회(서울, 광주) , 국내외 단체전, 초대전 300여 회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전국조각가협회, 남도조각가협회
백학조각가협회, 광주.전남여성작가회, 토만사회 회원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47 111동 1503호(두암타운) H.P 82-10-3610-6855 E-mail. yunsin-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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