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앙 꼬졸 Christian Caujolle
1953 년 2 월 26 일생
프랑스 생클루드 고등사범 대학 졸업
프랑스 유명 철학가 Michel Foucault, Roland Barthes, Pierre Bourdieu 의 제자 및 협력가
히스패닉 문학 및 소수족 언어 (카탈루냐어 및 케추아어) 전문
1978 년 프랑스 국립 과학 연구 센터 연구원 (CNRS)
1978 년~1986 년 프랑스 보도 신문 리베라씨옹 Libération 사진 비평 전문기자
198 1 년~1986 년 리베라씨옹 신문 Libération 사진부 편집장
노벨 문학상 프랑스 수상자 Jean Paul Sartre 및 Jean Cocteau 특별호 다수 발행
1986 년
1997 년
2000 년
2001 년

사진 에이젼시 뷰 Agence VU 창립
아를 국제 사진 페스티벌 Rencontres Internationales de la Photographie d’Arles 아트 디렉터
로테르담 사진 비엔날레 Foto Biennale de Rotterdam 초청 큐레이터
포토 에스파냐 PhotoEspaña 초청 큐레이터 이란, 태국, 영국 신진 작가 프로모션

독일 DG Bank 아트 컬렉션 위원
2007 년 Images Singulières 페스티벌 공동 기획자 및 큐레이터 (레지던시, 전시, 출판 담당)
2013 년 ~2015 년 스페인 Getxophoto 사진 축제 큐레이터
2008 년~현재 포토 프놈펜 Photo Phnom Penh 페스티벌 창립자 및 전시 디렉터
1986 년~2006 년 에이젼시 뷰 디렉터 및 1998 년 갤러리 뷰 VU’ la galerie 디렉터
2006 년~ 현재 프랑스 국립 사진 영화 루이 루미에르 Ecole Nationale Supérieure Louis Lumière
학교 교수

다수의 전시 기획
1983 년 아를 국제 사진 페스티벌 Rencontres Internationales de la Photographie d’Arles
Iturbide, Christer Strömholm, Richard Avedon, Françoise Huguier 전시 기획

Graciela

2008 년~현재 CétAvoir 페스티벌 공동 기획 및 Anders Petersen, Bertrand Meunier, Juan Manuel
Castro Prieto, Richard Dumas 사 진 전 시 및 영 상 전 시

2009 년 아를 국제 사진 페스티벌 Gérard Rondeau,
ans” 전시 기획

“Sean Lee”

“On n’a pas tous les jours vingt

HSBC 은행 재단 사진 컬렉션 디렉터
Actes Sud 출판사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출판
André Frère 출판사 « Juste entre nous » 인터뷰 컬렉션 디렉터
Anders Petersen, Raymond Depardon, Sarah Moon, Paolo Roversi, Josef Koudelka 서 적 출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