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승

1974

한국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중

EDUCATION
2007
2005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사진학과 석사 졸업, 런던, 영국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사진학과 학사 졸업, 런던, 영국

199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한국

SOLO EXHIBITIONS
2020
Copier, 신도문화공간, 서울
2017
2017 중간보고서-스탄차,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3
2012

ROSE IS A ROSE IS A ROSE, 페리지 갤러리, 서울
정희승, PKM 갤러리, 서울
부적절한 은유들, 하다 컨템포러리 갤러리, 런던
부적절한 은유들, 아트선재센터, 서울
Still life, 두산갤러리, 서울

2011
2008

Unphotographable, 두산갤러리, 서울
Persona, 갤러리 와, 서울

2016
2014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올해의 작가상 20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Live Forever, 하이트 컬렉션, 서울
나로서 보고있는 것, 챕터투, 서울
벨파스토 포토페스티벌, 벨파스토

2018

예술가의 책장,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고양
상상된 경계들, 제12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자연스럽게,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7

송은 수장고: Not your ordinary art storage, 송은문화재단 수장고, 서울
매체 연구: 긴장과 이완, 대구미술관, 대구
You are a Space, 누크 갤러리, 서울
복행술, 케이크 갤러리, 서울
돌我봄: 송은문화재단 유상덕 이사장의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수상 기념 특별전,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사진: 다섯 개의 방, 두산갤러리, 서울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헤렌 프로젝트, PKM Gallery, 서울
호기심 상자 속의 원숭이, 신세계 갤러리, 서울

2015

Dialogues of Space, 한국문화원, 런던
거짓말의 거짓말, 토탈미술관, 서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하이트컬렉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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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팔로우-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도큐멘타리: 달 뒷면의 세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청춘예찬: 한-중 청년작가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4 난지아트쇼 lll - Band of Feeling,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아트스펙트럼 2014,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사진과 미디어: 새벽 4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Heeseung Chung, Richard Kolker, Jochen Klein, Ruoff foundation, 슈투트가르트
정희승, 제백 이인전, 하다컨템포러리, 런던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실패의 승리, 사우스 힐 파크, 브랙넬, 영국
I love your profile, Espacio Menosuno, 마드리드
싱가폴 국제사진 페스티발, 싱가폴 내셔널뮤지엄, 싱가폴
분리시선-떨어져보기, 관훈갤러리, 서울
I love your profile, 카디츠 유니버시티, 카디츠
실패의 승리, 노암갤러리, 서울
Photography as Contemporary Art, 두산 갤러리, 서울
2008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인간풍경, 구 서울역사, 서울
4482_Emerging Korean artists in London, Barge House, 런던
Photo España 2008 Descubrimientos PHE, Consejeria de Culturay Turisimo, 마드리드
예술가의 센서빌리티, 쌈지아트마트, 서울
Nikon Discovery awards, London Olympia Conference Centre, 런던
MAP 2007 Final Show,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런던
Photography for Begindners, LCC Eckersley Gallery, 런던

AWARDS
2018
2016
2012
2011
2008
2007

신도 작가지원 프로그램 (SINAP) 선정, 한국
Unveil’d Photobook Award
제11회 다음작가상, 한국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한국
Photo España 2008 Descubrimientos PHE, 스페인
Critical Mass Top 50, Photolucida, 미국
Nikon Discovery Awards, 영국
Sproxton Memorial Award' for best in show,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영국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서울시립미술관, 대한민국
JTBC,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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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대한민국
런던 예술대학교, 영국
Roland Cowan Architects,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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