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데우스 로팍의  2021년 가을 예정된 첫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 갤러리의 개관 소식을 알립니다.

한남동에 위치할 타데우스 로팍의 서울 갤러리는 건축적 명소로 자리매김한 포트힐(Fort Hill) 건물 2층의 200
평 공간에 마련됩니다. 사이(SAI)건축 박주환 건축가의 설계로 탄생한 포트힐은 201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및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의 내부 공간 디자인은 양태오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재해석을 통해 갤러리 주요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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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의 새 전시공간을 예술적 교류를 장려하는 역사 깊고 단단한 기반을 갖춘 서울이라는 도시에 
개관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지역 미술씬의 성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함께한 작가 이불과의 협업, 2009년 파리갤러리에서 개최한 이우환의 전시, 2007
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게오르그 바젤리츠 전 등 한국의 주요 기관 및 작가들과 다년간 진행한 
유수의 프로젝트들이 큰 영감과 동력이 되었으며, 우리가 한국과 맺은 유대관계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들이 더 심층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이를 
뒷받침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기관, 뛰어난 제도적 토대, 세대를 잇는 작가 양성 정신 등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세기 동안 눈부신 속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왔음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서울에서 
우리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일 새 집을 찾은 느낌이며, 다가오는 10월 개관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 타데우스 로팍

현대미술에 주력해온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이 담긴 다양한 전시공간에서 매해 40여 
회 이상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3년 설립된 이래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작가를 대표하며, 유럽의 런던, 파리, 잘츠부르크 등 세 도시에 위치한 5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데우스 로팍과 서울이 맺어온 인연은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최된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첫 
국내 개인전 《잊을 수 없는 기억: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러시안 페인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해, 
갤러리는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작가 이불을 영입, 작가의 첫 전시를 잘츠부르크의 
빌라 카스트 (Villa Kast) 갤러리에서 선보인 이후 각지에 위치한 갤러리의 여러 전시 공간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불의 초기 작업은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회고전 《
이불-시작》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6일까지). 또한 작가들의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르셀 뒤샹》 전 및 《하룬 파로키 –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 2019~2020년 부산시립미술관 안토니 
곰리 개인전 《느낌으로》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업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현대미술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인 서울의 관객들에게 타데우스 로팍의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지역 미술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서울 갤러리 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작가, 컬렉터, 미술관 및 유관 기관들과의 유의미한 협업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담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황규진, 아시아 디렉터
 

또한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은 도날드 저드, 요셉 보이스, 로버트 라우센버그, 스터티번트 등 주요 작가 재단 
및 에스테이트를 대표하며,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더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더불어 전문적인 
큐레이터십을 중시하여 주요 미술관, 공공기관, 민간 및 기업 컬렉션의 자문 역할을 지속해왔으며 독립적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및 2차 미술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로팍은 전세계 주요 아트 
페어에서도 전속 작가들의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 지향적인 내부구조를 꾀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유리 패널이 
특징적인 포트힐은 총 다섯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중앙박물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 도심내 주요 기관들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한국 및 아시아 전역에서는 최근 아트 및 크레이티브 씬의 중심지로서 급격히 활성화된 한남동 인근 지역이 
뿜어내는 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데우스 로팍은 이런 지역의 역동적인 예술적 교류와 에너지에 합류 및 
일조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관객 여러분을 새 전시공간에 초대하기를 고대하며, 
서울 갤러리가 타데우스 로팍의 지속되는 여정에 새로운 의미와 도약의 기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서울 공간의 개관 소식과 더불어 올해 부산현대미술관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기관에서 개최될 타데우스 로팍 
작가들의 전시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번째로 참여하는 아트부산 (5월 13일~16일, 
부스 A19)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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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우스 로팍

1983년 잘츠부르크에 첫 갤러리를 설립한 
타데우스 로팍은 장 미셸 바스키아, 요셉 보이스, 
로버트 메이플소프, 앤디 워홀 등의 작가들과 
이어온 인연을 계기로 이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첫 
전시를 개최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잘츠부르크 
빌라 카스트의 공간으로 이전, 1990년 파리 마레 
지구에 새 지점을 개관하였다. 

2012년 파리 팡탕(Pantin) 지역에 주철공장을 
개조한 대규모 전시장을 설립, 안젤름 키퍼와 요셉 
보이스의 전시를 개관전으로 선보였으며, 2017
년 런던 메이페어 지역에 위치한 18세기 저택에 
개관한 런던 지점은 길버트와 조지, 마르조나 
컬렉션, 요셉 보이스, 올리버 비어 등 4개의 전시를 
동시에 개최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

황규진, 아시아 디렉터

황규진은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컬렉터, 미술
기관, 이불을 포함한 작가들과의 업무를 지속해
왔다.

현재 타데우스 로팍에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며 
런던과 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의 공공미술기관 및 컬렉터와 협업해 온 황규진은 
타데우스 로팍의 서울 갤러리 개관에 중심적인 역
할을 하였으며 향후 서울팀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기관, 아트페어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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