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와정 

  

개인전 

2019 윌링앤딜링 오픈 프로젝트 바이 로와정,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8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6 Fringed with Joy,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5 Live and let live, 스페이스 비엠, 서울 

2014 그 정도 거리, 갤러리 팩토리, 서울 

 Return trip, Galerie Dohyanglee, 파리, 프랑스 

2010 서교예술실험센터 아카이브룸 오프님 초대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09 RohwaJeong solo exhibition and Summer Festival, Schloss Balmoral, 독일 

2008 별책부록, 갤러리 라이트박스, 서울 

     2 인용 1 인실(Emerging8), 쌈지스페이스, 서울 

2007 The key in a suitcase(진흥 뉴 아티스트 2007 선정작가), 진흥 아트홀, 서울 

  

단체전 

2020 마침표와 붙임표 사이, 오래된 집, 서울 

     아나모르포즈 : 그릴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WESS, 서울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 Minus Hours, 우민아트센터, 청주 

     Scenographic Imagination, 베이징 코뮨, 북경, 중국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 쿤스트할 니콜라이, 코펜하겐, 덴마크 

     기하학 단순함 너머, 뮤지엄산, 원주 

2018 Will you be there?, Project Fulfill Art Space, 타이페이, 대만 

     MOTIF, 학고재, 서울 

     광주비엔날레<상상된 경계들>,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Le temps des pommes, l'espace d'art contemporian ETE78, 이셀, 벨기에 

still life, Galerie Dohyanglee, 파리, 프랑스  

2017 Lesson 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to 교토, 소넨안, 교토, 일본 

    things of FACTORY, 갤러리팩토리, 서울 

2016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to 서울, 갤러리팩토리, 서울 



다음 곡을 준비하는 앙상블, 누크갤러리, 서울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달, 쟁반같이 둥근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Neo-Eden, 쑤저우진지레이크아트뮤지엄, 쑤저우, 중국 

     The thing that you know, I do not want to know, la compagnie, 마르세유, 프랑스 

     MOUSAÏ – MUSES, Galerie Dohyanglee, 파리, 프랑스 

     구사구용,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중성적 시대, 보안여관, 서울 

     On the way to red, 북경복장학원, 북경, 중국 

     그때 그일을 말하자면, 난지전시관, 서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하이트컬렉션, 서울 

     Speculative Dust,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북극의 개념-정신분열증적 지리학,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구인전, 분도갤러리, 대구 

2014 Open Lab, KRISS, 대전 

 가면의 고백, MoA, 서울 

 6-8, 아트선재센터, 서울 

 미래가 끝났을 때,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3 No one river flows, 타이페이, 대만 

 생명은 아름답다, 카이스트, 대전 

 예의를 잃지 맙시다-염중호개인전, 하이트컬렉션, 서울 

 EX, Espace des arts sans frontierés, 파리, 프랑스 

2012 Work out, Schloss Plueschow, 독일 

     옷, 이화아트센터, 서울 

     망망대해 -딩고스, 동덕아트센터, 서울 

2011 Being with you -딩고스, 갤러리 비 하이브, 서울 

     손 없는날 -딩고스, 류화랑, 서울 

2010 Zeitgleich, WERKSTATT GALERIE 20, 독일 

     감각의 확장, 대안공간 루프 & ICC 미디어 아트 교류전, 송원 아트센터, 서울 

     인천 국제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2010, 송도 투모로우 씨티, 인천 

     Balmoral Blend, Arp Museum, 독일 

     아시아프 특별전,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Close Encounter,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문지방, 디방 , 서울 

     DECENTERED,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 부산 

2009 제 1 회 아르코 지역 네트워트전 DECENTERED, 아르코 미술관, 서울 

     홍 벨트 페스티발 Title Match, 갤러리 킹, 서울 

     Home & Away,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도 

2008 Intro,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도 

     Ssamzie Space 1998-2008, 쌈지 스페이스, 서울 

     Fashion show, 모란 미술관, 경기도 

     Medium,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7  HIAP -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me, 헬싱키, 핀란드 

20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9 기, 서울 

2013  금천예술공장 5 기, 서울 

2012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삼성문화재단지원, 파리, 프랑스 

2010  Schloss Plüschow, 독일 

2009 Schloss Balmoral, 독일 

2008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고양 5 기 

  

프로젝트 

2017 things of FACTORY 전시기획, 갤러리팩토리, 서울 

2015  교차점, 세계문자심포지아 2015 예술프로젝트, 서울 

      동식물계 - 전시 디자인,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14 비밀의 소리,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서울 

2013 Flow District/끝나지 않는 소설, 미디어캔버스-서울 스퀘어, 서울 

  

수상 및 기금지원 

2017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문예진흥원 문예진흥기금 

201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2013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문예진흥원 문예진흥기금 

2010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문예진흥원 문예진흥기금 

     Arbeitsstipendien Schloss Plüschow 2010, 독일 



2009 Vermont 2009-10Freeman Foundation Asian Artists' Fellowship 

    -Korea Honorable Mention 선정, 미국 

2008 문예진흥원 문예진흥기금 _ 신진예술가지원 

  

작품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