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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 경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트라팰리스 420호 

+010-5377-8283 / moonscape713@hotmail.com 

 

학 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석사, 한국)  

뉴욕 주립대학 회화과 졸업 (학사, 미국) 

 

전 시 

 

개인전  

2019 

2018 

2016 

 

2014 

제 15 회 개인전(초대전), 갤러리 롤랑, 서울, 한국 

제 14 회 개인전(초대전), M 갤러리, 서울, 한국 

제 13 회 개인전(초대전), 국회의원 회관 갤러리, 서울, 한국 

제 12 회 개인전(초대전), 류미재 갤러리, 양평, 한국 

제 11 회 개인전(초대전), JNA 갤러리, 산타모니카, 미국 

2012 제 10 회 개인전(초대전), 갤러리 LS, 샌 페드로, 미국 

2010 제 9 회 개인전(초대전), 갤러리 웨스턴, 로스앤젤레스, 미국  
제 8 회 개인전, 갤러리 이즈, 서울, 한국 

2009 제 7 회 개인전, 짤츠부르그, 오스트리아  
제 6 회 개인전, 인천, 한국 

2008 제 5 회 개인전(초대전), FT ART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04 제 4 회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1999 제 3 회 개인전(초대전), 갤러리 가산, 서울, 한국  
제 2 회 개인전,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1997 제 1 회 개인전, 사비나 갤러리, 서울, 한국 
  

3 인전  

2004 제 3 회 LA ART CORE(초대전), Los Angeles, USA  

1995 제 2 회 경인미술관, 서울, 한국 

1994 제 1 회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단체전 

2020 

 

2019 

 

생각의 온도(SpaceD9, 서울) 

감각하는 사유-봄 그리고 보다(H 갤러리, 서울)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 전,(국제 교류전, 강릉시립 미술관,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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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7 

 

 

 

 

 

 

2016 

 

 

 

 

 

 

 

 

2015 

감각하는 사유 2019-인사동, 여기에서 우리전(H 갤러리, 서울) 

‘Mop 詩’ 전(갤러리 롤랑, 서울)  

한국화 길을 묻다 전(미술세계 갤러리, 서울) 

KIAF(코엑스, 서울) 

역사, 여성, 미래 한국여성 미술인 120 인전(토포하우스, 서울) 

Smart, AIXEN PROVENCE, France 

한국화, 형상의 지평을 열다 전(자하 미술관) 

어제와 다른 내일 전(양평군립미술관, 양평) 

Freedom, Now & Future (후쿠오카 아시안 아트 뮤지움, 일본) 

21 새기 동문 전람회(인영갤러리, 서울) 

중예원전(중앙대학교 301 갤러리, 서울) 

두겹의 그림자, 노동 전(세종문화관 미술관, 서울) 

예술과 지성-감각하는 사유 전(H 갤러리) 

연-필연적 관계성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여성통문’ 120 년 기념. 역사, 여성, 미래 전(국회아트갤러리, 서울) 

중예원전 (중앙대학교 301 갤러리, 서울) 

불이: 여성과 자연 전(조선일보 미술관) 

인천대 교강사 전(아트 스페이스 인) 

다중충돌-天涯若比隣展 (화가촌 갤러리, 북경, 중국) 

홍콩 아트 페어 

롯데 호텔 아트 페어 

서울아트엑스포(코엑스) 

시간 여행 1976, 갤러리 노리, 제주 

다섯개의 통로전 (가온갤러리, 인천) 

드로잉전, 갤러리 비채 

인천대 교강사 전(아트 스페이스 인) 

디셈버 한미교류전 

마음의 표정과 ‘긍정의 아포라’전, 한러교류전, 러시아 한국문화원, 모스크바, 러시아  

한미 현대미술 국제 교류전, 강동 아트센터, 서울, 한국 

일상과 풍경에서 노닐다, 여성작가회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 

한미 교류전, LA Artcore annex, Los Angeles, USA  

용의 비늘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교강사전, 중앙대학교 한국학과 

예술, 공감의 코드, 제주 문예회관, 제주도, 한국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 

봄 나들이 전, 광진교 8번가갤러리, 서울, 한국 

따로 또 같이 가는 길 전, 광진교 8번가갤러리, 서울, 한국 

분당작가회,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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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방미인 전. 인천, 한국 

2014 HOT 寒 전(화봉 갤러리), 도끼자루회, 서울, 한국 
 한국화의 변신(조선미술관) , 한국화 여성작가회, 서울, 한국 

 분당작가회전(성남아트센터) , 분당작가회, 성남, 한국 
 SHARING ART PROJECT (모자원) , 한국화 여성작가회, 서울, 한국 
 문화와 예술의 공간 속으로 전, 광진교 8번가 갤러리, 서울, 한국 
 한국화의 변신, 한국화 여성작가회, 델리, 인도 
 세화전(갤러리 이즈), 중앙대 한국화 동문회, 서울, 한국 
 여름 나들이 전, 갤러리 아이, 서울, 한국 

2013 
한여름 영혼의 울림 전, 정부청사갤러리, 서울, 한국  

새로움의 논리를 초극하는 ‘자기안의 이야기’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미술관 초대전, 용인, 한국 

 오토픽션-한국화의 유혹과 저항 전, 갤러리 이즈, 서울, 한국 
 분당작가회전, 성남아트센터, 성남, 한국 
 선갤러리 초대전, 선갤러리, 분당, 한국 

2012 한미교류전, LA ARTCORE, 로스앤젤레스, 미국 
 한독교류전, 한국문화원, 베를린, 독일 

 한독교류소품전, 슈판다우갤러리, 슈판다우, 독일 
 백화노방전(한국화여성작가회), 양평미술관, 양평, 한국 
 FLOWER 전, 한국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분당작가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한미교류전, 강동아트센터, 서울, 한국 
 중앙대 한국화 동문전, 중앙대아트센터, 서울, 한국 
 미주 한인의 날 기념전, 갤러리 웨스턴,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1 제네바 아트페어, 제네바, 스위스 
 산수풍정(한국화 여성작가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 미술축제,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분당작가회, 성남 아트쎈타, 경기도, 한국 

2010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전, 일본 아시아박물관, 도쿄, 일본 
 한일 여류 작가전, 한국문화원, 도쿄, 일본 

 송수련교수 은퇴기념전, 아트센타, 중앙대학교, 서울, 한국 
 중앙대 예술대학 교강사전시회, 서라벌홀, 중앙대학교, 안성, 한국 
 한국화 여성작가회, 한전 아트쎈타, 서울, 한국 

2009 용의 비늘 전,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자연 사람 미술의 어울림 전, 포천, 한국 

 중앙현대미술대전,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여성이 본 한국미술,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역사를 간직한 바다 전, 부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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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예술대학 교강사 전시회, 서라벌홀, 중앙대학교, 안성, 한국 
 한국미술 대표작가전(MBC 미국 개국기념), 아틀란타, 죠지아, 미국                                  

2008 WORLDWIDE NEW YEAR SHOW, 갤러리 웨스턴, 로스앤젤레스, 미국 
 REPRESENTATION, 갤러리 아이앰, 로스앤젤레스 

 84th ANNUAL SHOW, 브랜드아트갤러리, 글렌대일, 미국 
 WPW SHOW, 앨에이 아트코어 브루어리 아넥스, 로스앤젤레스, 미국 
  “TWENTY” THE YEAR-END ART SHOW, 에프티 아트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WPW AT VIVA, 셔먼옥스, 미국 

2006 “SPRIT OF KOREA, 한국문화원, 로스앤젤레스, 미국 

2005 PSA SHOW, “EIGHTIETH ANNIVERSARY”, 로스앤젤레스, 미국 
 PSA FALL EXHIBITION, FINE ARTISTS FACTORY, 파사디나, 미국 

2004 한국화 여성작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지의 물성전, 종로갤러리, 서울, 한국 2003 

2003 “PASADENA SOCIETY OF ARTISTS”, 모던아트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LANDSCAPE MINDSCAPE,” 마운틴뷰 메모리얼 갤러리, 알타디나, 미국 

 “ONE GREAT NATION,” 비바 갤러리, 놀스릿지, 미국 
 “INVENTIVE MIXED MEDIA EXHIBITION,” 파사디나, 미국 

2002 “MULTICULTURAL LANGUAGE OF ART” 랭커쉼 아트센터, 놀스 헐리우드, 미국 
 “AN AFFAIR WITH COLOR” 비바 갤러리, 놀스릿지, 미국 

 “STUCK ON COLLAGE” 비바 갤러리, 놀스릿지, 미국  
 “FALL COLLAGE SHOW” 비바 갤러리, 놀스릿지, 미국  
 “NATURE―GOD’S ART WORK AND OURS, 알케이디아, 미국 

2001 “COLLAGE MARCHES ON,” 비바 갤러리, 놀스릿지, 미국  
 “AFTER THE FIRST EIGHTY YEARS,” 올랜도 갤러리, 미국 

  

  

연구 및 출판  

유인화 글/정문경 그림(2014), 『한국의 춤이 알고 싶다』, 동아시아출판사 

유지애 글/정문경 그림(2010), 『한 줄의 느낌』, 문예 운동사. 

정문경(1998), “석도 화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중앙대학교 예술학대학원 

Moon-Kyung Jung (1988), “Great Depression and Art Activity: Role of Government”, (BFA  

Thesis), SUNY Oswego 

 

 

포 상 

2013 Grant (연구 장려금) for Residency in Vermont Studio Center, VSC, Johnson, Vermont,  

 USA 

2003 Award of Merit: ‘Inventive Mixed Media’, Fine Arts Factory, Pasadena, Californ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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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able Mention: ‘Landscape Mindscape’, Altadena, California, USA 

 Honorable Mention: ‘PSA’ Modern Art Gallery, Los Angeles, California, USA 

2002 Honorable Mention: ‘Stuck on Collage’, Viva Gallery, Northridge, California, USA 

 Honorable Mention: ‘Multicultural Language of Art’, Lankershim Art Center,  

 North Hollywood, California, USA 

2001 Honorable Mention: ‘Collage Marches on’, Viva Gallery, Northridge, California, USA 

 

교육 경 력 

2010~2019               인천대학교 강사 

2009~2016               중앙대학교 강사 및 겸임 교수 

2013/3~현재              KMA 조형연구소 소장 

 

 

소속 단체  

1992~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2001~2007  MEMBER, COLLAGE ARTISTS OF AMERICA, CA, USA 

2001~2007  MEMBER, WOMEN PAINTERS WEST, CA, USA 

2002~2007  MEMBER, PASADENA SOCIETY OF ARTISTS, CA, USA 

2004~현재      한국화 여성 작가회 회원 

2009~2017      분당 작가회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