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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옥｜JEON Kang-Ok 

 

2001 : 파리 I 판테온 소르본 대학, 조형 예술학 박사  

2000 : 프랑스 렌느 에꼴 데 보자르, 국립고등조형예술학위 

1996 : 프랑스 렌느 II 오트 브르타뉴 대학, 조형 예술학 석사  

1993 : 원광대, 조소과 

 

｜개인전｜ 

2018: 조각 페스타 부스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16: 조각 페스타 부스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14: 조각 페스타 부스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14: Gravity Mass, 팔레 드 서울, 서울 

2012: Gravity-Up, KAIST Research & Art 갤러리, 서울 

2011: 중력-기울어진 풍경(서울문화재단지원), 유중 갤러리, 서울 

2010: 중력-삐딱하게 서있기(서울문화재단지원), 그림손 갤러리, 서울  

2008: 중력(서울시립미술관지원), 관훈 갤러리, 서울 

2007: 라퓨타 II，라갤러리，파리，프랑스 

2007: 라퓨타，에스파스 이카르，이씨 레 물리노, 프랑스 

2005: 살롱 막 2005 (부스개인전), 에스파스 샹페레, 파리, 프랑스 

2002: 불안정한 균형/신성한 놀이, MJC 문화 센터, 쏘, 프랑스 

2002: 실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 라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2: 멀티메디아3, 동제 반 사아넨 갤러리, 로잔, 스위스 

2001: 매어달린 시간, 그랑 꼬르델 갤러리, 렌느, 프랑스 

 

｜단체전｜ 

(최근 3년) 

2018: 

-조형아트페어, COEX, 서울 

-BAMA, 벡스코, 부산 

-서울 모던 아트쇼, 예술의 전당,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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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슈퍼마켓, 인사 아트센터, 서울 

-견생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 

-견생전, 경의선 책거리, 서울 

-디어 마이 웨딩드레스, 서울미술관, 서울 

-부산아트쇼, 벡스코, 부산 

-야외조각전, 레이크 우드 CC, 양주 

-견생전, 금천구청 금나래 중앙공원, 서울 

-화랑 미술제, COEX, 서울 

-100 Beyond Sculpture Exhibition, COEX, 서울 

 

2017: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기억과 상상, 양평 군립 미술관, 양평 

-대구 아트페어, EXCO, 대구 

-상하이 아트페어, 상해 컨벤션 센터, 상해 

-견생전,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야외 조각전, 덕계공원, 양주시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 춘천 MBC, 춘천 

-광명 동굴 야와 조각전, 광명동굴 빛의 광장, 광명 

-경주 아트페어, 하이코 경주 화백 컨벤션, 경주  

-KIAF, COEX, 서울 

-마포구와 크라운 해태가 함께하는 야외조각전, 경의선 책거리 공원, 서울 

-더 코르소 국제 아트페어, 롯데 호텔 울산, 울산 

-경주 아트 페어, 하이코, 경주 

-야외 조각전, 마로니에 공원, 서울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서울 

-부산아트쇼, 벡스코, 부산 

-모던 아트쇼, 예술의 전당, 서울 

-100인 & Beyond 조각전, COEX, 서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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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립미술관 개관5주년기념<소장품전>,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종로구청과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야외조각전, 마로니에 공원, 서울 

-서울 아트쇼, COEX, 서울 

-공예 트렌드 페어, COEX, 서울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서울시청광장, 서울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전, 세움 갤러리, 서울 

-대구 아트페어, EXCO, 대구 

-KIAF, COEX, 서울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영일대 해수욕장, 포항 

-힐링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조형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0감이 오다, 퐁데자르 갤러리, 서울 

-조각페스타, 예술의 전당, 서울 

-부산 아트쇼, 벡스코, 부산  

-SOAF(서울오픈아트페어), COEX, 서울 

-경주 아트페어, 하이코 경주 화백 컨벤션, 경주  

-부산 국제화랑아트페어, 벡스코, 부산 

-스프링 아트 컬렉션, 코스모스 갤러리, 강화도 

-KAIST 경영대학 개원 20주년 특별전, Research&Art 갤러리, 서울 

 

｜창작스튜디오/창작지원금/수상｜ 

2018: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조각공원 프로젝트 선정 

2018: 서울 모던 아트쇼 메세나 대상전 선정 

2017: 조각 페스타 아리랑 어워드 선정 

2012: 아트밸리 창작 스튜디오 입주 

2010: 서울 문화재단, 예술 표현 활동(시각예술) 지원 

2010: 양주 장흥 조각 아틀리에 입주 

2009: 광주 대인 예술시장 레지던시 단기 입주 

2008: 서울 문화재단, 예술 표현 활동(시각예술) 지원 

2008: 서울 시립 미술관, SeMA 신진 작가 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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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립 현대 미술관 고양 미술 창작 스튜디오 4기 장기 입주  

2006: 아틀리에 데 자르슈, 장기 입주, 이씨 레 물리노, 프랑스 

2004: 특별 창작 지원금, 프랑스 국립 조형 예술센터, 파리 

2002: 죈 크레아퉤어 콩쿠르 상, 아트 콩템포렌 2000, 에스파스 오퉈이, 파리 

2002: 특별 창작 지원금, 프랑스 국립 조형 예술센터, 파리 

2001: 살롱 죈 크레아시옹 비평가선정, 살롱 죈 크레아시옹，파리 

 

｜컬렉션｜ 

2016: 포항 시립 미술관 

2013: 양평 군립 미술관 

2010: 서울 시립 미술관 

2006: 뉴욕 작가 후원회, 뉴욕, 미국 

2003: 에스파스 트리스탕 베르나르, 파리, 프랑스 

2001: 동제 반 사아넨 갤러리, 로잔, 스위스 

2000: 렌느 시청, 렌느, 프랑스 

 

 

｜조형물 설치｜ 

2016: 강남 재승빌딩 

2015: 홍천 샤인데일골프장 

2014: 강남 레미안 아파트 

2012: 장흥 조각공원 

2012: 감사원 본관  

2011: 장흥 조각공원 

2011: 양주 하늘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