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 

1972년 출생 

 

 학력 

 2005 석사,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사진학과, 런던, 영국 

 2002 학사 (hons), First Class, 켄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앤 디자인, 사진학과, 켄트, 영국 

 1996 학사 (hons),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개인전 

 2016 No More,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3 이정, 그린 아트 갤러리,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Day and Night,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1 아포리아,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8 또 다른 나라, 스페이스 바바 갤러리, 서울. 한국 

 2007 접경, 스페이스 바바 갤러리, 서울, 한국 

 

단체전 

 2017 메타-스케이프, 우양미술관, 경주 

  안티 아트뮤지엄 쇼, 케이 현대 미술관, 서울 

2016 비밀의 화원, 서울 미술관, 서울 

  셀렉트&아트, 신세계갤러리, 부산 

 2015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Living & Art : 인엔 디자인웍스, 서울 

  Korean Contemporary : Fusion, 갤러리 론 만도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4 Seven Korean Artists: Sovereign Asian Art Prize, 인덱스 갤러리, 서울 

  Sovereign Asian Art Prize’, Rotunda, Exchange Square, 홍콩, 중국 

 2013 Crossing Media, 아트 앤 미디어 트리엔날레, 에슬링겐, 독일 

  아포리아, 갤러리 현대, 서울 

 2012 시간의 풍경들, 성남 아트 센터, 성남 

  대구 사진 비엔날레 : Photographic!, 대구 문화 예술 회관, 대구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A Postcard form Afar : North Korea from a Distance, Apexart. 뉴욕, 미국 

  사진의 힘, 트렁크 갤러리, 서울 



 

 2011 미지의 대지,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 인천 

  프리즈 아트 페어, 사진 부문 참여, 런던, 영국 

  듀얼 이미지,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2010 광주 비엔날레 : 만인보, 광주 

  Chaotic Harmony, 산타 바바라 미술관, 캘리포니아, 미국 

 2009 Chaotic Harmony, Museum of Fine Arts, 휴스턴, 텍사스 

  New Digital Age, Novosibirsk State Art Museum,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2008 메타-텍스트, 메타-이미지, 광주 시립 미술관, 광주 

  Young Photo, 신세계 아트월 갤러리, 서울 

  Photo 300, 트렁크 갤러리, 서울 

 2007 문자와 미술 : 그림 쓰기, 글 그리기,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The Voyeurs, 트렁크 갤러리, 서울 

  이상한 나침반, 갤러리 눈, 서울 

  한국 현대 사진가 스펙트럼 ‘풍경’전, 트렁크 갤러리, 서울 

  Dreamworks, 갤러리 Haas & Mayer AG, 취리히, 스위스 

  Culture Bound, Eastwing Collection 07, Courtauld Institute, 런던, 영국 

 2005 RCA Summer Show, 후퍼스 갤러리, 런던, 영국 

  The Show One,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런던, 영국 

 2004 Secret,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런던, 영국 

 

 수상이력 

 2014 Finalists, Sovereign Asian Art Prize, Sovereign Art Foundation, 홍콩, 중국 

 2001 서울 문화 재단, 서울 

 2007 서울 문화 재단 NarT 2007 :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서울 

 2005 후퍼스 갤러리, The Show one,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런던, 영국 

  Matthews Wrightson Awards,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런던, 영국 

 2004 Fine Art Bursary,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런던, 영국 

 2003 영국 외무성 장학생 선정,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