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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우스 로팍 서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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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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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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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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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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작가 정보
Cory Arcangel

Rachel Jones

Jack Pierson

Jules de Balincourt

Donald Judd Foundation

Rona Pondick

Stephan Balkenhol

Martha Jungwirth

Imran Qureshi

Ali Banisadr

Ilya & Emilia Kabakov

Arnulf Rainer

Miquel Barceló

Alex Katz

Robert Rauschenberg Foundation

Alvaro Barrington

Anselm Kiefer

Daniel Richter

Georg Baselitz

Imi Knoebel

Gerwald Rockenschaub

Oliver Beer

Wolfgang Laib

Megan Rooney

Joseph Beuys Estate

Jonathan Lasker

James Rosenquist Estate

Marc Brandenburg

Lee Bul

Tom Sachs

Jean–Marc Bustamante

Roy Lichtenstein

David Salle

Rosemarie Castoro Estate

Robert Longo

Markus Schinwald

Tony Cragg

Liza Lou

Sean Scully

Richard Deacon

Marcin Maciejowski

Raqib Shaw

Marcel Duchamp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Andreas Slominski

Mandy El–Sayegh

Jason Martin

Sturtevant Estate

VALIE EXPORT

Bjarne Melgaard

Emilio Vedova Foundation

Harun Farocki Estate

Ron Mueck

Not Vital

Sylvie Fleury

Patrick Neu

Andy Warhol

Adrian Ghenie

Nick Oberthaler

Lawrence Weiner

Gilbert & George

Lydia Okumura

Robert Wilson

Amos Gitaï

Irving Penn Foundation

Erwin Wurm

Antony Gormley

Elizabeth Peyton

Yan Pei–Ming

갤러리 공간

London Ely House

Paris Marais

37 Dover Street
London W1S 4NJ
+44 020 3813 8400
london@ropac.net

7 Rue Debelleyme
Fr-75003 Paris
+33 1 42 72 99 00
paris.marais@ropac.net

Paris Pantin

Salzburg Villa Kast

69, Avenue Du Général Leclerc
Fr-93500 Pantin
+33 1 55 89 01 10
paris.pantin@ropac.net

Mirabellplatz 2
A-5020 Salzburg
+43 662 881393 0
salzburg@ropac.net

Salzburg Halle

Seoul Fort Hill

Vilniusstrasse 13
A-5020 Salzburg
+43 662 876246
salzburg@ropac.net

2F, 122-1 Dokseodang-ro
Hannam-dong 04420
+44 7460 899 071
seoul@ropa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