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득 용  T-yong Chung (1977~ ) 

1977년 대구 출생

2009  밀라노 아카데미 (Accademia di Belle Arti), 조각과 2°Livello 졸업 

2007  밀라노 아카데미 (Accademia di Belle Arti), 조각과 1°Livello 졸업 

2002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학사 졸업

초대 개인전 

2022  ‘Erasing Cogito(생각하는 내가 있기 이전에)’, Studio Divine 스튜디오 디바인, 서울, 한국

2022  ’Persona & Vacuità’, Cattelani 페밀리 컬렉션, 모데나, 이탈리아

2019  ’The subject as space’, Renata Fabbri Arte Contemporanea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2019  ‘Stanze-Odes to the Present’, Keats-Shelley 뮤지움, 로마, 이탈리아

2018  ‘Contatto’, 74/b 판화공방, 밀라노, 이탈리아

2017  ’Lavinia’, Fonderia Battaglia 전시장, 밀라노, 이탈리아

2015  ’Odyssey in Italy’, OTTO ZOO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2007  ’Short show’, Neon/fdv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외 다수

초대 주요 그룹전  

2022  ‘No, Neon, No Cry’, MAMBO(Museo Arte Moderna Bologna), 볼로냐, 이탈리아

2021  ’61° Faenza Prize Talks ‘, Museo Internazionale delle Ceramiche(인터네셔널 세라믹 뮤지움), 파엔자, 이탈리아

2021  ’ASSENZE’(Cattelani 페밀리 컬렉션 중), Museo Villa Carlotta, 트레메지나 꼬모, 이탈리아 

2020  아트로드 수성 트레일전, 수성못, 대구, 한국

2020  ’Cassina 뉴 컬렉션’, ‘Cassina’ 비아 두리니 쇼룸, 밀라노, 이탈리아

2020  ‘Arcipelago fossile’, 돌로미티 산속 트렉킹 코스에 작품 설치, 코르티나 암페죠, 이탈리아 

2019  ’Ponte di Conversazione con Paolo Aita’, Carlo Bilotti 뮤지움, 로마, 이탈리아

2019  ‘Il colore Interiore’, Montelupo 뮤지움, 몬테루포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2019  ’BieNoLo (밀라노 비엔날레)’, G.Cova, 밀라노, 이탈리아

2019  ’Fernanda Wittgens 정원’, Cittadella degli Archivi di Milano(밀라노 문서보관소), 밀라노, 이탈리아(공공설치소장 조각)

2019  ‘Facile’, L’ENTREPÔT 갤러리, 모나코 왕국

2019  ’Alchemilla’, Vizzani-Sanguinetti 팔라죠, 볼로냐, 이탈리아

2018  ’Premio Michetti 2018′, Michetti 뮤지움( Mu.Mi.), 프랑카빌라 알 마레, 이탈리아) 

2018  ’Brain-Tooling’, Dolomiti Contemporanee, 피에베 디 카도레, 이탈리아

2018   ‘Visionnaire’, 밀라노 국제가구전시회(박람회 메인관), 로 피에라 전시장, 이탈리아

2017 ’Il Volto che cambia’, MIDeC 뮤지움,라베노 몸벨로, 이탈리아

2017  ’불확실에 대한 소고 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한국

2017  ’Bronze in Now’, Fonderia Battaglia 전시장, 밀라노, 이탈리아

2016  ‘Field Meeting Take 4 - Asia Contemporary Art Week’, Asia Society뮤지움, 뉴욕, 미국

2016  ‘강정미술제’, 강정보 디아크, 대구, 한국

2016  ‘Vitellotonnato’, Plutschow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2016  ‘Homeworks va in gita’, C/O Care of, 밀라노, 이탈리아

2015  ’Art of Living’, Triennale 뮤지움, 밀라노, 이탈리아

2015  ‘Distances’, Escougnou-Cetraro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4  ’Artist Run Space Internation Show’, Space BAR, 대구, 한국 외 다수..

아트페어

2022  대구아트페어, EXCO, 대구



수 상

2021  61° Faenza Prize Talks(선정), Museo Internazionale delle Ceramiche(인터네셔날세라믹뮤지움), 파엔자,이탈리아

2018   Premio Michetti 2018(선정), Michetti 뮤지움 – Mu.Mi., 프랑카빌라 알 마레, 이탈리아 

2017   Premio Santa Croce Grafica’(선정), Pacchiani 빌라, 산타크로체 아르노, 이탈리아

2010   Regione Veneto Prize’ (수상), Bevilacqua La Masa 파운데이션, 베니스, 이탈리아

2010  Camina con l’Arte 2010′ (수상), 스톤플라이 프라이즈, 베니스, 이탈리아

레지던시

2010  Bevilacqua La Masa 파운데이션, 베니스, 이탈리아

작품소장

Collezione Cattelani, 모데나, 이탈리아

Marval Collection, 베를린-밀라노

Carlo Zauli 뮤지움, 파엔자, 이탈리아

Montelupo 세라믹 뮤지움, 몬테루포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Tender to Art 파운데이션, 밀라노, 이탈리아

Cittadella Archivio di Milano(밀라노 문서 보관소) - 공공설치 조각, 밀라노, 이탈리아

Stonefly 회사 본관 외 개인소장 다수  

GALLERY PALZO www.gallerypalzo.com

http://www.gallerypalz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