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탈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1976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디자이너를 

위한 갤러리로 출발하였으며, 1984년에는 경기도 장흥에 국내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을 설립

하였다. 당시는 미술관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등록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

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7년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처음으로 미술관 등록을 허가

하였다. 이후 2002년까지 수많은 예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은 명소였다.

미술관의 개념의 확대와 함께 1992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예술 전반을 통섭하는 현대적인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점차 본관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공간은 국내외 현대미술 전시 외에

도 음악회와 각종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도서 간행, 강연,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토탈미술관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건전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향유하는 풍요로움을 선물하

고자 한다. 더불어 작가들에게는 무한한 실험정신과 창의적인 활력을 이끌어내는 문화생산자

로서의 역할을 지향함으로써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소통의 장을 꿈꾼다.

월요살롱은 루이스 부르주아의 선데이 살롱에서 왔다. 일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그녀의 살

롱에는 미대생과 화가, 시인 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작품 들을 소개했고, 

상대방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했다. 선데이 살롱에서 모토를 가져온 월요살롱은 월요일 오후 3

시에 진행한다. 누가 본인의 이야기를 할지에 알지 못한 채 월요일 3시에 모인다. 참여자는 모

르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을, 발표자는 모르는 누군가의 앞에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한다

는 설렘을 가지고 3시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월요살롱은 예술계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지향한다. 그렇기에 발표형식도 자유롭다. 

시를 낭독하는 발표자가 있는 반면에,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틀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

가도 있다.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는

다. 매개체를 통해서 교류했던 관계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확장된다. 월요살롱은 단순 작

가와의 대화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운 커뮤니티다.

월요살롱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평창동 STATION. B 3027에서 진행한

다. 와인이 있고 와인과 함께할 주전부리가 있다. 평창동 언덕길이 험난하고 멀지만, 앉아서 시

간을 보내다 보면 언덕의 험난함을 잊게 될 것이다. 월요살롱은 그런 곳이다.

토탈뮤지엄(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월요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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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민은(1984년 부산 출생, 서울 거주)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런던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순수예술 석사를 마쳤다. 박혜민의 작업은 사회 속의 혹은 관객과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작업의 과정을 하나의 시각예술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일상의 현상과 존재하

는 구조들에 대한 관찰, 그 안에서 발견된 사회적 차이를 시각적 언어로 소통하고자 했으며, 일

상적 공간에 대한 허구적 재현과 허구와 실재를 넘나드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HPARK여행사:걸어서 세계로≫(갤러리골목, 서울, 2013), ≪IKEA≫(송은아트큐브, 서울, 

2012), ≪London information centre≫(목스페이스, 런던, 2012) 등 한국, 영국에서 5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2012 부산비엔날레 특별전_두개의 문≫(부산문화회관, 부산, 2012), ≪움

직이는 좌표≫(스톤앤워터, 안양, 201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_Solo Exhibitions

2016 떠남의 기술, 머무름의 기술: 스페이스캔, 서

울, 한국 

2013 HPARK여행사 ‘걸어서 세계로’: 갤러리골목, 

서울, 한국 (프로젝트)

2012 IKEA ‘ Korea OPEN’ :송은아트큐브, 서

울, 한국

2012 London information centre, 목스페이스, 

런던, 영국 (프로젝트)

2011 London Playground: St Martin-in-the-

field, 런던, 영국

2011 IKEA ‘The January Sale’: James Free-

man Gallery, 런던, 영국 (프로젝트)

 

_Group Exhibitions

2016 NCON 보통의 국가들, 공유공간 펙토리얼, 

인천, 한국

2016 Kultur Kontakt Artists in Residency 결

과보고전: Federal Chancellery Exhibition Hall, 

비엔나, 오스트리아

2016 Transcultural Emancipation: Fluc, 비엔

나, 오스트리아 

2016 ZK/U OpenHaus: ZK/U Berlin, 베를

린, 독일

2016 300프로젝트: 스페이스빔, 인천, 한국 

2015 System planning: 상상마당, 서울, 한국 

2015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

울, 한국

2015 임시계약자들: 용일자유시장 일대, 인천, 한국

2015 수봉다방 전시 2부: 수봉다방, 인천, 한국

2014 수봉다방 전시 1부: 수봉다방, 인천, 한국

2014 METAMORPHOCITY: 아시아게임 선수

촌, 인천, 한국

2014 만리장성 축조에 관한 보고서:아워몬스터, 

서울, 한국

2013 Here I am: 홀앤코너 M, 광주, Korea 

2013 철거전:승미빌딩, 서울, 한국

2013 플랫폼 액세스: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_Residency

2016 Kultur Kontakt, 비엔나, 오스트리아 (레

지던시)

2016 ZK/U residendy, 베를린, 독일 (레지던지, 

캔파운데이션)

2016 그린빌라, 인천, 한국 (레지던시)

2015 그린빌라, 인천, 한국 (레지던시)

2015 그린빌라, 인천, 한국 (레지던시)

2013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레지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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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작가 무채색을 기반으로 간헐

적인 선과 반복적인 행위로 본인의 어두운 내면을 표현한다.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내는 

작가의 작품은 자연을 닮았으나 자연과는 무관한 이미지들이다. 기억을 찾아가며 그린 하나의 

선이 다른 선을 만나면서 포개진 작업은 캔버스에 서사적인 화면으로 자리 잡는다. 작가는 구

루지갤러리, 수다방 갤러리, 송은 아트큐브, 갤러리 175등에서 개인적을 주최하였으며, 소마

미술관, 송은아트스페이스, 지오갤러리, 풀만, 키미아트갤러리, OCI 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

체전에 참여하였다.

_Education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 전문사 졸업

 2005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여명, 구루지 갤러리, 서울

2015 원형의 파노라마 수다방 갤러리, 서울

2014 역사 없는 밤의 세계, 송은 아트큐브. 서울

2008 An Obscure island, 갤러리175, 서울

_Group Exhibition

2015 구루지, 구루지 갤러리, 서울

2015 소마 드로잉: 무심, 소마 미술관, 서울

2015 Summer Love, 송은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4 장가계 창작 작가전, 풀만, 중국

2014 반딧불, 지오갤러리, 인천

2014 형상화된 일상의 낭만적 저항, 

        키미아트, 서울

2014 OCI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전, 

        OCI 미술관, 서울

2012 Unfinished Journey, 카이스 갤러리, 서울

2012 BOB UP, 오스 갤러리, 전주

2012 중앙 미술대전, 예술의 전당, 서울

_Residency

2014 중국 장가계 창작 레지던시, 중국

2014 서울 문화재단 예술 창작 지원 사업. 공모 선

정, 서울

2013 송은 문화재단 아트큐브, 서울 

2013 OCI 미술관 레지던시, 서울

_Award

2012 제34회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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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인 최두수는 1998년 서울시립대 예술대 환경조학과를 마친 이후 영국으로 떠나 첼시 

칼리지 예술대에서 1년 만에 조각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다.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

물들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여 설치작업을 한다. 기존에 형식적인 예술세계에 대한 차가운 

목소리 냄과 동시에 새로운 형식으로 작가들과 대중들이 소통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 갤러리현

대, 스페이스 오뉴월 등에서 개인전을 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등에

서 단체전을 했다. 또한, 2016년 개최된 유니온 아트페어에서 총감독을 맡았다.

_Education

1998 서울시립대학교 학사

1999 영국 런던 첼시컬리지 석사

2000 영국 런던 첼시컬리지 리서치 과정

_Solo Exhibition

2014 Tell me everything 팔레드 서울

2013 Wish you were here 대안 예술공간 이

포, 서울

2010 No man’s land 인사미술공간, 서울

주요그룹전시

2014 Cold enough concrete 피아룩스, 서울 

2014 거침없이 한국 디자인 K11 아트파운데이

션, 홍콩

강정 대구현대 미술제 강정보 디아크,대구

Emaf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옥상민국 대안공간 이포, 서울

2012 광고와 대중 일민미술관, 서울

2010 시장미술의 탄생 케이크갤러리, 서울

2009 Life in Hyper Real 삼성딜라이트갤러

리, 서울

2007 Stress Fighter 대안공간 풀, 서울

런던옥류관 Art House Gallery, 런던

2006 Depord X Temporarycontemporary, 

런던

2005 Electro Scape Zendai Museum of 

Contemporary, 상하이

미술과 놀이 예술의 전당, 서울

일상의 연금술 크라이스트처치 아트 갤러리, 뉴

질랜드

2004 쌈지스페이스 – IMA 국제 교류전, 서울/ 브

리스베인 

Match Making Project East Link Gallery, 상

하이

일상의 연금술 국립현대미술관/ Christchurch Art 

Gallery, 서울/ 뉴질랜드

2003 양광찬란 Biz- Art Center, 상하이

2002 미디어 시티 200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_Residency

2013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 경기도

2006 Red Gate Gallery Residency Program, 

베이징

2005 Atellierhaus Artist Residency , 

Worpswede, 독일 

2005 Artist Link, Biz-Art Center, 상하이

2004 쌈지스페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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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작가는 예술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하

는 역할로서의 예술가를 꿈꾼다. 그는 회화의 영역 안에서 회화가 오랫동안 존속해온 방식을 비

트는 작업을 통해 미술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에게 작품은 사회와 삶을 더욱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최선에게 예술은 작가와 작품 자체의 의미 생산이 아니라, 작업

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깨달음, 인식의 환기에 가치를 두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송은아트스

페이스, 봉산예술회관, 케이크 갤러리, MIA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소마미술관, 갤

러리현대, 피아룩스,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에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_Education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5 <메아리>,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5 <자홍색회화>, 봉산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2013 <두 세상>, 뱀부커튼 스튜디오, 타이베이, 

대만

2013 <매와 허공>, 뱅크아트 Studio NYK, 요코

하마, 일본

2011 <찰나의 숨>, 케이크 갤러리, 서울, 한국

2011 <실바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뱅크아트 

LIFE3 프로젝트, 요코하마, 일본

_Group Exhibition

2015 <The Meeting Point>, 워싱턴 D.C 한국문

화원, 워싱턴 D.ㅊ 미국

2015 <2015 바다미술제>, 다대포 해수욕장, 부

산, 한국

2015 <Think it Over, Think it Slow>, 뉴욕 한국

문화원, 뉴욕, 미국

2015 <멀쩡한 전시>, 피아룩스, 서울, 한국

2014 <팔로우미-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8기 리뷰전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2014 <아시아 예술축전>, 안산 만남의 광장, 안산

2014 <2014 난지쇼 Ⅳ : AIA>, 난지미술창작스튜

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2014 <동아시아의 꿈>, 2014 요코하마 트리엔날

레 특별연계전시, 뱅크아트 Studio NYK, 요코하

마, 일본

2014 <2014 난지쇼 Ⅲ : 느낌의 공동체>,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2014 <파라다 사라다>, 피아룩스, 한국

2014 <2014 난지쇼 Ⅱ : FTS>, 난지미술창작스튜

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2014 <2014 난지쇼 Ⅰ : 미술행위>,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난지전시실, 서울, 한국

_Awards

2014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기금,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한국

2013 Creative Talent Artist, 뱀부 커튼 스튜디

오, 타이베이, 대만

2013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참여작가 선발, 금천예

술공장, 서울문화재단, 한국

2013 제 12회 송은미술대전 대상, 송은문화재

단, 한국



2017년 2월 첫째주



이예희 07maya07@hanmail.net

2/6

이예희 작가는 이와여자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런던 Chelsea College of 

Arts에서 Fine Art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불완전한 세계’라는 큰 관심사 안에

서 욕망과 구원의 제스쳐를 평면회화로 표현한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환상적인 형광핑

크색으로 작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구축해낸다.  

_Education

2015 런던예술대학 Chelsea College of Arts MA Fine Art 졸업

2009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2007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판화전공 졸업

_Solo Exhibition

2013 / 핑크빛 현재 / 갤러리 AG, 서울

2011 / 불완전한 세계 /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1 / 성장통의 알레고리 / 가든파이브 9F,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 여름생색 展 /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6 / 또 다른 시간의 모호함 / 키미아트, 서울

2016 / 15☓15: A Moment to Remember / 스

페이스 BM, 서울

2015 / MA Post-graduate 서머 쇼 2015 / 첼

시컬리지, 런던

2015 / Office Session 4 / 40 Beak Street, 

런던

2014 / 인터림쇼 / 첼시 트라이앵글 스페이스, 런던

2013 / 13☓13: Art in London, Work in Seoul / 

아트클럽 1563, 서울 

2013 / 공유된 고립 / 금호미술관, 서울

2013 / 제 17회 나혜석미술대전 / 수원아트센

터, 수원

2013 / 예술, 영원한 빛 /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2 / 너를 이루는 그림_Sprout / 신미술관, 청주

2012 / Honored Workers / 57th 갤러리, 서울

2011 /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 경복궁역 메트

로미술관, 서울 

2010 /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밀알미술

관, 서울

2010 / 원더풀 픽쳐스 / 일민미술관, 서울

2009 / 아트로드 77_With Art, With Artist! / 북

하우스 아트스페이스, 파주

2009 / 아시아프_미래와 만나다 / 옛 기무사, 서울

2009 / 물 프로젝트/ 서울보증보험 사옥 갤러

리 / 서울

2009 / Beyond the Dream/ 갤러리 잔트 / 성남

 

_Award

2016 / 제5회 가송예술상 입선 / 동화제약, 가

송재단

2012 / 신인작가 지원 선정 / 안국약품

2011 / 문화숲 프로젝트 신인발굴전 선정 / 서울

문화재단

2011 /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 / 

서울시립미술관

2011 /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특선 / 서울메트로

2010 / 기독교미술대전 입선 / 한국미술인선교회



유소영 binma327@naver.com

2/6

유소영 작가는 덕성여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SMIT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미디어 아트

를 공부한다. 작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본성을 통해 나오는 관람객들의 행동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는데, 관람객들은 평소 본인의 감각으로 판단된 사물의 본질과 다른 실제

적인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다. 작가는 한국영상학회 레트로전, 제 3의 눈 전, 서울 국제 뉴미디

어 페스티벌 글로컬구애전, 면상전, 2016년 위로전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_Education

2012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2015 SMIT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콘텐츠학과 석사 과정

_Group Exhibition

2016 위로展, 압구정 힐링페스티벌, 서울

2016 뉴미디어 공공미술 실험 프로젝트 

2016 면상展,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6 글로컬구애전, 스페이스 오,서울

2016 WKU Aspects, Western Kentucky 

University, Bowling Green

2016 제 3의 눈, 온그라운드 갤러리, 서울

2016 한국영상학회 레트로, 서울과학기술대 갤러

리, 서울



2017년 2월 둘째주



장종완 glossvanish@naver.com

2/13

장종완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작가는 기존에 존재하다가 무너졌던 것들에 대한 

잊혀진 희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집중한다. 그의 작품 안에서 나타나는 피조물은 흥망성쇠

를 흐름을 그래도 느끼는 존재이다. 작가는 피조물이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의 근원을 신화화

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해낸다. 금호미술관, 윌링 앤 딜링, 살롱드 에이치, 델레피전 12에

서,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아라리오 뮤지엄, 대구시립미술관, 아마도 예술 공간 등에서 열린 그

룹전에 참여하였다.

_Education

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4 나는 네 소리를 듣는다,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14 황금이빨,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 

        서울, 한국

2012 이상한 돌, 살롱드 에이치, 서울, 한국

2011 S.O.S 텔레비전12, 서울, 한국

_Group Exhibition

2016 <보라! 내가 너희를>, 인터렉션, 서울, 한국

2015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아라리오 뮤지엄 탑동 바이크샵, 제주도, 한국

2014 <Vision and beyond :  The 2nd 

Shenzen 독립 애니메이션 비엔날레,>,Shenzen, 

중국

2014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삼상당대미술관, 

항저우, 중국

2014 <Parallel Encounters>, 아트이슈 프로젝트, 

타이베이시, 대만

2014 <느낌의 공동체>,난지갤러리, 서울, 한국

2014<상황>,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한국

2014<네오산수>,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한국

2013 <평화의 바다>,백령도 대피소 / 인천 아트 플

랫폼, 인천, 한국

2012 <The Un-bound archive>, 아르코미술

관, 서울, 한국

2012 <Cynical Resistance>, Canvas 

international Art /Nieuw dakota, 암스테르

담, 네덜란드

2012 <아시아 청년예술100>, 위엔 미술관, 베이

징, 중국

2012 <Blessing this space>, 쿤스트 독 갤러

리, 서울, 한국   

2011 <청년작가초대전>, 포스갤러리,  베이징, 중국

2011 <After humanism>, 대안공간 loop, 서

울, 한국

2011 <Korea tomorrow>,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2010 <Double meaning>, 송은갤러리, 서울, 한국

2010 <Mega stuff>, Salon de H, 서울, 한국

2010 <Less was more>,플러스 갤러리, 나고

야, 일본

2009 <동방의 요괴들>, 두산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9 <Picnic on the city>, 상상마당, 서울, 한국

2009<Peep2>, 송원아트센터, 서울, 한국



이정형 chungoweets@gmail.com

1/9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정형 작가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와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

다. 전시 공간 테크니컬 디렉터로 경력을 쌓으면서 접한 작업 현장을 기록하고 이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 받았다. 2015년 첫 개인전 <파인 웍스>(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을 비롯

해 여러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에게 끊임없이 모티브를 주는 전시 공간 현장에서 여전

히 일하고 있다. 

_Education

2013 홍익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졸업

2009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학사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오늘의 현장 , 송은 아트큐브, 서울

2015 Fine works, 윌링엔딜링,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블라인드데이트, 윌링엔딜링, 서울

2016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미술관, 서울

2016 밤의 호랑이들, SeMa 창고, 서울

       공기식물들,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갤러

리, 서울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서울 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아시아 창작공간네트워크-아시아민주주의의 

씨실과 날실, 아시아문화전당 교류원, 광주

       Dream Society, 서울미술관, 서울

       55, 옛국세청 남대물 별관부지, 서울

       플렛폼 B,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바람난 미술, 서울 문화재단, 서울

2014 목하진행중 아마도 에뉴얼날레, 아마도 예술

공간, 서울

2013 From I to I, YAP’13-대구청년미술프로

젝트, 대구

2012 공장미술제, 선셋장항페스티벌, 장항

2010 Double meaning, 송은갤러리,서울

2009 동방의 요괴전,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

리, 서울

2009 GEISAI#12, 아트 페스티발, 도교, 일본



2017년 2월 셋째주



The STREAM info.thestream@gmail.com

2/20

[더 스트림 / THE STREAM]은 다양한 ‘이미지-무빙이미지’에 기반한 예술 작품의 공유 시스

템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의 뉴미디

어아트 / 비디오아트 작품에 대한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작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

갈 예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영상 기반의 작품이 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색

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스트림은 한국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또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영 시스템을 

매칭하여 다양한 작가의 작업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lice On postmaster@aliceon.net

2/20

앨리스온(Aliceon)은 미디어아트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디

어 아 트의 속성과 확대된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을 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온(Aliceon)은 2004년 12월부터 매월 미디어아트에 관한 전시리뷰, 작가인터뷰, 웹 & 북 리

뷰, 컬럼, 앨리스뷰 등으로 구성된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에 관한 학문적 연 구

를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아트에 관한 전문지의 성격을 띄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현재 

mailing service를 이용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넷째주



정효섭 jhsub.total@gmail.com

2/27

2007년 사진학과에 진학하여 예술로서의 사진을 공부했다. 동 대학원을 다니면서 작가보다

는 기획자에 관심이 기울어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진을 기반으로 두지만 이에 국한하

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예술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생태의 횡단성과 그 기저에서 기능하는 예

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

_Education

2016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대학원 졸업

2012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_Exhibition

2015 <2016 Photo Ireland Festival – 

JIGEUM>, ,더블린, 아일랜드

2015 <Against Photography>,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

2014  <New Generation&Homagination>, 코디

네이터,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2014 <Photography Unknown #1 – 

Body&Nature>,  아트스페이스J, 경기 분당

2012 <공공미술 프로젝트 UBUS space>, 중앙

대학교, 서울

_Occupation

2016 - Present 코디네이터, 토탈미술관, 서울

2015 서울 사진분야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서울

2014  코디네이터, 토탈미술관, 서울

_Award

2015 일현 트래블그랜트 2014



2017년 3월 첫째주



송창애 songc72@naver.com

3/6

송창애는 미국 University of Oregon과 숙명여대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은 후, 홍익대학

교 동양화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예술관을 “이수관지(以水觀之, 물로써 세상

을 바라보다)”라고 말한다. 물은 작가의 모든 작품의 소재이자 주된 표현기법으로 작가만의 맑

고 투명한 조형세계를 이룬다. 현재까지 총 20회의 개인전을 포함,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

다. 2016년 “Korean Artist Project 2016” 아티스트로 선정(한국미술관협회 주관/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2010년 미국 폴락-크래스너 재단의 창작기금 수여

를 비롯하여, 미국 앤더슨랜치 아티스트 레지던지와 국내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어 프로그램

에 참여 한 바 있다.

_Education

2013   Ph.D.  홍익대학교 (동양화)

2008   M.F.A. Univ. of Oregon 미국 (Painting & drawing)

1997   M.F.A.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화)

1995   B.F.A.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화) 

_Solo Exhibition

2016 WATERSCAPE_水류화개, 백운갤러리

2015 WATERSCAPE_물我一體, 아라아트센터

2015 Waterful (갤러리선제)

2013 WATERSCAPE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3 MæSS_After Purification (공아트스페이

스, 서울)

2012 MæSS_Purification (현대미술관: 문헌관 전

관, 홍익대학교, 서울)  

2011 MæSS_山.水.火.風 (미술공간현, 서울)

2010 MæSS_LAND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0 MESS_Haiti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숙명여

자대학교, 서울) 

2010 MASS_Nebula (Fairbanks Gallery, 오리

건주립대학교, 오리건, 미국) 

_Group Exhibition

2016 탐.색 Colors (63 아트 미술관)

2015 소마 드로잉: 무심(無心) (소마미술관)

2015 평창베엔날레: 생명의 약동 (알펜시아 리조트)

2014 치유의 기술_비움과 채움  (제주도립미술관)

2014 WATER_천진난만  (소마미술관)

2014 360 min. Art (영은미술관)

2014 아트캠페인_바람난 미술 (서울시민청, 구로

아트벨리)

2014 Seascapes (갤러리포월스)

2014 신소장품 展 (제주현대미술관)

2013 한국미술의 조형과 방법 (임립미술관)

2012 KIAF: 형형색색-오늘을 읽다 (킨텍스)

2011 萬色, 然.人 (상명대학교 박물관)

2011 Collecting for the Future: The Safeco 

Gift and New Acquisitions (타코마 미술관)

2011 Art & Addition (화봉갤러리)

2011 Project 2011_Reason (백송갤러리)



2017년 3월 둘째주



김태연 taeyeon8608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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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b. 1986)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으로 건너가 

슬레이드 아트 스쿨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

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작가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찾아가며 꾸준히 작업하고 있

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런던에 있는 Mall 갤러리, 대구미술관, 갤러리도스, 토포하우스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_Education

2016 Slade School Art  MFA painting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4  유미독존도, 갤러리도스, 서울.

2013  십이지생도 2013년, 토포하우스, 서울.

2011  분/신, 인사아트갤러리,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제 2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

미술관, 양주.

2017 Jerwood Drawing Prize, The Turnpike, 

Leigh.

2017 FBA Futures 2017, Mall Galleries, 

London.

2016  Jerwood Drawing Prize, Jerwood 

Space, London. / The Edge, Bath.

2016 Slade Degree Show,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2016 Rising Stars 2016, New Ashgate 

Gallery, Farnham.

2016 행복한 원숭이展, 신세계 갤러리, 인천.

2014  21세기 풍속화,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이천.

2013  애니마믹스 비엔날레, 대구 미술관, 대구  

복을 전하는 열두 동물, 대구 현대 갤러리 H, 대구

2012  임진년, 용(龍)꿈을 꾸다, 부산 현대 갤러

리 H, 부산

2011  서동요, 부남미술관, 서울. 

2010  제 2회 선화예고 동문전 “SHA-SHA展” , 

공평 갤러리, 서울.

제 4회 인사미술제 특별기획 “미래의 작가전”, 우

림화랑, 서울 

韓·中·日·獨 교류전 “Image In Dialog(三國G)”

한전 아트센터, 서울/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갤

러리 미, 도쿄.

Art In Dialogue展, 서울대학교 기숙사 미술전시관 

Space 599, 서울.

     

_Award

2016 Selected for Jerwood Drawing Prize

2014 Eileen Gray Scholarship 

2009 하동철 창작지원상



홍학순 winkrabbit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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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독창적인 형식의 그림으로 기록된 [윙크토끼 설계도]책 시리즈

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 담긴 이야기와 세계관을 회화, 애니메이션, 만화, 영

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_Education

2009 한국영화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졸업

1997 계원예술대학 순수미술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본능미용실, 에비뉴엘, 서울

2016 본능미용실, 롯데갤러리, 부산

2007 우유각소녀 안녕, 미끌, 서울

2003 여섯소녀와 친구들, 대얼즈, 서울

_Group Exhibition

2015 일러스터 작업실, 블루스톤 갤러리

2014 한국독립애니메이션회고전, 서울애니메이

션센터

2011 CC아트헤프닝, 진선갤러리

2007 막긋기, 소마드로잉센터 개관전

2006 나노 인 뉴 아티스트, 머쉬룸갤러리, 뉴욕

2005 나노 인 뉴 아티스트, 루프 / 쌈지, 서울

2005 미술관 봄나들이, 서울시립미술관

2005 서울의 예쁜 것들, 쌈지 스토어

2004 라면수프, 리사이클, 벨기에

2003 새로운 희망, 스톤앤워터, 안양

_Award

2016 일본 후코오카 단편 애니메이션 페스티

벌 초청

2013 인디애니페스트 초청

2009 인디애니페스트 대상

2009 서울독립영화제 자막지원상 / 관객이 뽑은 

앵콜상영작

2009 계속달리는잉카씨 / 이태리 카툰온더베이

_Trailer

2013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트레일러

2010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 트레일러



2017년 3월 셋째주



김도균 kdk@kdkk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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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은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마이스터쉴러와 아카데

미브리프에서 수학했다. 평범한 건축물의 인공성에 주목한 <A>시리즈에서부터 <SF>시리드에 

이르는 김도균의 작업에는 일관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우선 그가 선택하는 피사체가 주로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작가는 상상력이 발휘되는 건축물을 선택한 후 가장 스펙터클하고 초현

실적인 글을 포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그렇게 선택된 건축물은 각기 그것들의 고유성을 잃고, 

가상의 색면 이미지로 재탄생된다. 김도균은 사진은 단순히 건축물 본연의 미학적 효과를 노린 

건축 사진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각적, 신체적, 물리적, 심

리적인 반응의 복합체이기를 바라고 있다.

_Education 

2009 아카데미브리프(크리스토퍼 윌리암스),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독일 

2006 마이스터쉴러(토마스 루프),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독일 

1999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Out of in>, Anndo Fine Art, 베를린, 독일

2015 <p>, Perigee gallery, 서울

2012 <b>, 갤러리 2, 서울 

2011 <Facility Skins>, Michael Schultz, 베

를린, 독일 

2011 <Space Faction>, MK2 Art Space, 베

이징, 중국

2010 <Line up>, 갤러리 2, 서울

_Group Exhibition

2015 <모서리를 걷는 사진들>, gallery lux, 서울

2014 <Well-constructed: contemporary 

photography from Korea>, 안도 파인아트, 베

를린, 독일

2014 <Space Gardening>, gallery planet, 서울

2014 <두 가지 현상>, LIG Art space, 서울 

2014 <Re-imagination>, 일우 스페이스, 서울 

2013 <Nivatour 2>, Korea-nigeria : A 

friendship over decades, 토탈미술관, 서울 

2013 <The show must go on>, Lasalle, 싱

가포르 

2013 <장면의 재구성#1_Scenes VS Scenes>, 서

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3 <What if project – Barter Center for 

images of Corea Camparella>, 아마데우스호텔, 

베니스, 이탈리아 

2013 <조작의 정체>, 화이트블럭, 파주



김형식 hyungsikkim.stu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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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김형식은 학업과 생

계를 위해 스튜디오에서 수년간 일하며 자신과 사진과의 관계, 사진의 본질에 관해 성찰하게 되

었다. 그러면서 작업초기부터 쓸모없게 된 암실장비나 인화지 박스들을 활용해 유럽의 개념미

술가들의 작업을 모방하며 스터디를 해왔다. 그가 경험한 ‘사진일상’이 반영된 이 과정은 스튜

디오와 사진용품들을 소재로 삼는 작업 방향의 근간이 되었다. 토탈 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더룸과 갤러리 팩토리에서 두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국립현대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문화

역 서울 284, 덴마크의 갤러리 이미지, 아일랜드의 포토아일랜드, 스위스의 사진축제 등 국내·

외 다수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_Education

2016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2007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_Solo Exhibition

2016 'Based on a True Story', BMW 

Photospace,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6 ‘사진과 스튜디오, 그리고 거짓에 관하여’, 갤

러리 팩토리, 서울

2014 ‘Distortion’, 프로젝트 스페이스 더 룸, 토

탈미술관,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Unknown knowns’,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6 ‘New Generation - SIZAK’, Centre for 

Contemporary Art Ła☓nia 2, 그단스크, 폴란드

2015 ‘지금’, 포토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 2014, 뉴신신사진관, 창원

2014 ‘New Generation’, Gallery Image, 

Aarhus, Denmark

2014 ‘New Generation’,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2014 Art Factory Project, 문화역 서울 284, 대

안공간 루프, 서울

2013 TRIALOG - music, video, performance 

by Kyungwoo Chun, Kunsu Shim, Gerhard 

St☓bler, 독일문화원, 토탈미술관, 서울

2013 Alt. +1000 Festival de Photographie, 

Rossini☓re, Switzerland

_Performance

2015 ‘Against Photography’,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



2017년 3월 넷째주



노세환 rohse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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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환은 1978년에 태어나 경희대학교와 런던 슬레이드 대학에서 회화와 미디어아트를 전공했

으며 미국, 중국, 일본, 영국등 여러나라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매스미디어와 대중들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Meltdown, 짜장면집 백자, 학습된 예민함 등

이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_Education

2012 M.F.A, Fine Art Media, Slade College of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런던

2005 B.F.A,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서울

_Solo Exhibition

2016 Thoughtless Thought, Spoon Art 

Show, 일산 킨텍스, 경기도

2016 Thoughtless Thought, 민님갤러리, 서울

2016 “Is An Apple Red?”, 장흥 아트파크 미술

관, 장흥, 경기도

2016 AWAS, 사바애니메이션 크리에이티스 콘텐츠 

센터,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2015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갤러리 버튼, 서울

2014 학습된 예민함, 표 갤러리, 서울

2013 Meltdown, 표 갤러리 LA, 로스앤젤레

스, 미국

2013 자장면집 백자, 자하미술관, 서울

2013 Is An Apple Red?, 갤러리 마노, 서울

2012 Meltdown-환영에 대한 구체적 재현, 표 갤

러리, 서울

2012 Meltdown-환영에 대한 구체적 재현, 아디론

데크 호수 아트센터, 뉴욕, 미국

2010 크리스마스에 사과잼 만들기, 표 갤러리,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Total Support전, 토탈미술관, 서울

2016 Histori-code국제 예술 페스티발, 난징, 중국

2016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구

사진 비에날레, 대구

2016 Object,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2016 공간에 예술을 더하다,세레스 홈, 서울

2016 사각사각마법상자, 금정문화회관, 부산

2016 아름다움을 소통하다., 모란미술관, 경기도 

남양주, 서울

2016 오픈레시피,토탈미술관, 서울

2015 갤러리 남케이, 서울

2015 천안 갤러리아, 한화 갤러리, 천안

2015 교차-시선, 리각미술관, 천안

2015 Happy Museum SOO, 금정문화회관, 부산

2015 AHAF- Corroboration with Darphin, 콘

레드호텔, 서울

2015 Touching Moment in Macau Through 

Artist’s Perspective,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5 대한적십자사 110주년 기념전(Oceanus 

K-Art 한국현대미술의비젼),오셔너스아트홀, 부산

2015 삼성카드 스테이지 03 – 아트 인 콘서트, 블

루스퀘어 삼성카드 홀

_Award

2009  송은 미술대상, 입선

2008  아시아프 작가상, 조선일보

2008  30회 중앙 미술대상, 선정작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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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 sunmua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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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는 1997년 탈북하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선무’는 가명으로 선이 없다는 

뜻을 가진다. 주요 작업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등 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이다. 그의 

작품에는 빨간 수건을 목에 맨 소년단 아이들의 얼굴이나, 북 그림에 등장하는 심볼들이 자주 등

장한다. 작품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붉은색과 파란색은 기본속성을 넘어 그것이 가지는 이데올

로기적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논한다.

_Education

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그것이 행복이라면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14 홍.백.남. 트렁크갤러리 서울

2014 紅.白.藍 원전 미술관 베이징

2013 머하니 갤러리 담 서울

2012 나는 누구인가, 갤러리이듬, 부산

2012 좌우지간 , 갤러리 예술기지 땅굴, 서울

2011 선을 넘다,주한 유럽상공회의소사무실,서울

2011 마인드 더 갭, sbd갤러리 ,뉴욕

2010 불러오다, 갤러리정 ,서울

2010 갤러리 이듬, 부산

2009 korea now, 상상마당갤러리,서울

2009 9회 북한인권회의, 하얏트 호텔, 멜버른

2008 세상에 부럼없어라,갤러리 쌈지,서울

2008 행복한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대안공간 충

정각,서울

_Group Exhibition

2015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관

2015 북한프로젝트 서울 시립미술관

2015 禁止 ngbk 독일 베를린

2013 gold black 수원미술관 경기도 수원

2012 하하 호호 롯데갤러리 영등포.서울

2012 유신의 초상, 스페이스99,서울

2012 평화의 바다 물위의경계, 인천아트플랫폼,인천

2011 해인아트 프로젝트 통, 해인사, 

2010 분단미술 눈위에 핀꽃,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9 나눔, 분단, 통합, 독일과 한국;랭전시대의 이

민운동, 신미술협회,베를린

2009 아트인 부산2009 인터시티, 부산시립미술

관, 부산

2009 경기도미술관 2008 신소장품전; 공공의 걸

작,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2008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미술은 지금이다, 부산

문화회관, 부산

2007 노순택, 선무2인전:우리는 행복합니다, 호기

심에 대한 책임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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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 허경란 ellie.kyungran@google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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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는 주제 대상과의 충돌, 친밀감, 그리고 민감성의 관계 변화를 추적하며 그 대상의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실험 영상을 만든다. 그를 통해 그 대상과 관람자, 그리고

작가 자신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공간 창출을 시도한다. 그녀의 최근

작업은 영국 위스터블 비엔날레, 화이트채플 갤러리, 사우스 런던 갤러리, 그리고 다수의

국제 예술 영화제에서 전시 및 상영되었다.



홍지연 showred@hanmail.net

5/1

홍지연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홍지연은 민화의 모티브를 빌

어 실제 이미지를 압도하는 비현실적 이미지로 신(新)민화를 그린다. 전통적 관념에 대한 도전

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속 꽃들은 생화처럼 보이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가

짜임을 드러내고 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연화 및 모란등의 원래의 의미가 전복된 채 의

외의 의미가 덧붙여지고, 이질적이고 기이한 의미로 변질된다. 이렇게 의미와 의미, 모티브와 

모티브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견고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작가에 의해 각색된 민화

는 다중성을 드러낸다.

_Education

199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9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7 <네가 누구든> YTN ART SQUARE 초대_서울

2016 <짧고 놀라운> 리서치 & 아트 갤러리 초대_서울

2015  <징후의 고고학> 갤러리 바이 더 하버 초대_홍콩

2014  <사건의 재구성> 가회동 60 초대_서울

2009  <Boxing Memory>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초대_서울

2007  <the stuffing show> 인사아트센터 초대_서울

1999  <이십세기 토탈 박제쑈> 토탈 미술관_경기

       <믹스믹스> 녹색갤러리_서울

1997  <wonder-full-world> 한전 프라자_서울

1996  <낯설은 풍경> 화랑 이십일세기_서울

_Group Exhibition

2016-2012

<자화상> 갤러리 토스트_서울

<무현금-전통과 현대의 조우> 철박물관 전시장_ 충북 음성

< 재현의 재현 해석의 해석_ 김종숙, 홍지연, 미아오 샤오춘, 최

종식 4인전> 갤러리 나우_서울

<Living with Pop> GS칼텍스 예울마루_여수

<Giving My Heart to Snoopy> 롯데 백화점_서울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 고양 아람누리 아람 미술관_경기 

 <어반 에코 – 3 회 보네이도 아트 팬 전> 가나 인사아트

센터_서울 

 <아트쇼 부산 2015> BEXCO_부산

<우리관 로비전> 국립 민속 박물관 로비_서울

<Be My Love> 롯데 갤러리 영등포점_서울

<색채의 선물-홍지연전> 롯데 갤러리 광복점 오픈갤러리_부산

<마흔 넘어서 붓 놓긴 글렀어> UNC 갤러리_서울

<탄생·誕生·BIRTH> 양평군립미술관_경기

<향기가 움트다> 일우스페이스_서울

<가나 30주년 기념 전시 Gana 30th Anniversary 

Celebration Exhibition> 가나아트센터_서울

<By Your Side> 갤러리 아트 앤 썸머_부산

<Power of Inner Mind> 소울 아트 스페이스_부산

<색x예술x체험4 : 무늬, 文樣, Pattern> 고양 어울림누리 미

술관_경기

<김은주 홍지연 2인전☓Two in One> 갤러리 미고_부산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롯데갤러리 안양점_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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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래 runa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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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래(b. 1974)는 시각예술가로 개인을 둘러싼 공간, 기억, 놀이,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소재

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비디오 영상을 통한 분절되고 어긋난 시간과 공간의 레이어들의 

서사 형식으로 오늘날 혼재된 이미지와 함께 살아가는 개인의 사(私)적인 이미지들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탐구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Elastic cord playing>(2008), <Zeboriskie 

Point>(2011), <화포異景>(2014), <Jutlandia>(2015) 등이 있다. 현재 국내외 미술전시와 

비디오, 필름 페스티벌 분야를 통해 개인 작품 활동과 더불어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활

동도 함께 겸하고 있다.

_Education

2007 카쎌 예술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 졸업, 카쎌, 독일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_Solo Exhibition

2011 박병래 개인전-Zeboriskie Point(통의동 보

안여관, 서울, 한국)

2010 프로젝트 옥상-박병래 개인전 (인사동 금좌

빌딩, 서울, 한국)

2009 Good bye Siege (스페이스 크로프트, 서

울, 한국)

2006 Talks with Me (갤러리 슈텔베르크, 카

쎌, 독일)

_Group Exhibition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The Stream 

공동주관, 서울, 한국)

2016 서울 독립 영화제 (롯데시네마, 서울, 한국)

2015 EXIS 2015-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한국)

공간의 탐닉 (부천 삼정동 소각장, 부천, 한국)

2014 도시의 빛-오늘풍경 전 (서울시민청 갤러리, 

서울, 한국)

공간을 점령하라!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2013 영화적 발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

울, 한국)

은하철도의 밤 (남포미술관, 고흥, 한국)

문화역서울 284 즉흥상설-고수푸리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2012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문화회관, 부

산, 한국)

EXIS 2012-서울 국제실험영화 페스티벌 (한국영상

자료원, 서울, 한국)

AR 페스티벌-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페스티벌

Polly-Politic (쿤스트독, 서울, 한국)

2011 아시아 시 페스티벌 (연희문화창작센터, 서

울, 한국)

제11 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특별초대전(서

울, 한국)

아시아프 특별전-미디어아트, 방법과 정신 (홍익대

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아이공 10 주년 기념전-한국 뉴미디어아트의 십년(

아이공, 서울, 한국)

Happy Window (아트센터 나비, 서울, 한국)

2010 제10 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전시부문 (

서울, 한국 )

Media Season in Heyri 2010 (아트펙토리, 경

기도, 한국)

EMAF 2010-European Media Art Festival 

2010 (오스나브뤽, 독일)



고재욱  kjwshell@naver.com

5/8

현대 사회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사랑과 같은 감정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방

식의 관계들과, 그러한 관계들 사이에서 생기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의 감정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또다시 그 현상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여러 문제들이,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사회 시스템의 모

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지점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거나 해

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느끼게 만들기 위해 설치, 영상, 관객 참

여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이 작가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실험하고 있다.

_Education

2010 B.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_Solo Exhibition

2016 아트 어라운드, 오래된 집, 서울, 한국

2015 ROOM SWEET ROOM, 송은아트큐브, 서

울, 한국

2015 RENTABLE HOUSE, 동대문 옥상낙원 

DRP, 서울, 한국

2015 오빠생각 (thinking of elder brother), 보

안여관 윈도우 갤러리, 서울, 한국

2014 RENTABLE ROOM, 공간 해방, 오렌지연필, 

반지하, 가우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2013 Never Let Me Go, 서교예술실험센터, 서

울, 한국

_Group Exhibition

2017 오래된 풍경 (Old Scape), 스페이스 캔, 서울

2017 출구전략, 스페이스 엠, 서울

2017 이얼즈 업, 스튜디오 로그, 서울

201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올림픽공원, 서울

2016 국립현대미술관 x 국립현대무용단 퍼포먼스 : 

예기치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2016 블라인드 데이트,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 

서울

2016 대구 사진 비엔날레,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

구, 한국

2016 INTRO, 고양전시실, 고양 국립현대미술창작

스튜디오, 고양, 한국

2016 You, the living,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2015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시립 남서

울생활미술관, 서울, 한국

2015 HOMELESS,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

울, 한국

2015 블라인드 데이트,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 

서울

2014 무빙 트리엔날레 메이드 인 부산, 메이드인부

산 사무국, 부산, 한국

2013 서울시 창작공간 페스티벌, 서울 시민청, 서

울, 한국

2012 공장미술제, 선셋장항 페스티벌, 장항, 한국

2011 사운드 립, SPACE id, 서울, 한국

2011 안녕하십니까 전, 그문화 갤러리, 서울, 한국

2010 Unexplored City, 쿤스트페어라인 뮌스터랜

드, 코에스펠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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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영  saeng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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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Art in 

context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장서영 작가는 조소를 전공했으나 영상 작업을 주로 하

고 있다. 그는 사회나 시스템 같은 구조적인 틀 안에서 개인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해체

되고 무효화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개념을 조형적인 재료로 이용하여 비물질적인, 관념적인 

조형성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_Education

2015 베를린 예술대학 예술대학 Art in Context, MA 졸업

201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소 전공 석사 졸업

2007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소 전공 학부 졸업

_Exhibition

2017 <Just DO IT Yourself> 갤러리175, 서울

2017 <풀이선다> 아트스페이스풀,서울

2017 <00의기억> 신한갤러리역삼, 서울

2017 <단편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출구전략> 스페이스M, 서울

2016 <오픈스튜디오12> 국립현대미술관고양레지

던시, 고양

2016 <Intro> 국립현대미술관고양레지던시, 고양

2016 <궁전-덕수궁속의현대미술> 덕수궁준명

당, 서울

2016 <E19782016> 이영미술관, 용인

2015 <Rundgang –Tage der offenen T☓r an 

der UdK Berlin> 베를린예술대학, 독일

2015 <자기소개서>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5 <다른방식의O> 두산갤러리, 서울

2015 <Now&After’15> Schusev State 

Museum of Architecture, 모스크바, 러시아

2014<제14회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갤러리

더, 서울

2014 <Macht> wals.gallery, 뮌헨, 독일

2013 <Screen-Scape> Shiryaevo Biennale, 

사마라, 러시아

2013 <불안-마주하기> 성곡미술관, 서울

2013 <One by One> Kreativhaus Aqua Carr☓, 

베를린, 독일

2012 <In the Box>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2 <한국현대미술–미디어전> 윤슬미술관, 김해

2011 <Bauen Wohnen Denken> Smartloft 

art&apt, 베를린, 독일

2011 <Lage 3:20 #4> Lage Egal, 베를린, 독일

2011 <Open Studio> Takt Kunstprojektraum, 

베를린, 독일

2010 <무력한불안> 스페이스집갤러리, 서울

2010 <바리케이드> 수원화성행궁, 수원

2010 <언어놀이> 성곡미술관, 서울

2010 <Wareva4?> 갤러리무이, 서울

2009 <2009 아시아프(ASYAAF)>, 옛기무사

터, 서울

2009 <청년조각가기획초대전>, 서호미술관, 남양주

2008 <Myth in Us> 도호쿠예술공과대학, 야마

가타, 일본

2008 <우리안의신화> 토탈미술관, 서울

2008 <TOUCH> MAYSNOW Gallery, 경덕

진, 중국



신건우 killro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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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울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2009년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각각 조소학을 전공하여 석사를 마쳤다. 같은 해에 Land 

securities award 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BLITZ] 개인전을 시작으로 미국의 신 갤러리 등

에서 전시 진행 했으며, 최근에는 [All saints]라는 제목으로 갤러리 구에서 개인전을 진행했으

며 Land securities Studio award 입주작가에 이어, 2014~2016 갤러리 퍼플 레지던시 입

주작가로 활동 후 현재 서울에서 작업중이다.

_Education

2009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슬레이드예술학교, 대학원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석사과정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과정 졸업

_Solo exhibition

2015 All saints / 갤러리구, 서울

2014 Watch the butterfly falling / 신갤러리, 

뉴욕, 미국

2013 BLITZ / Gallery 2, Seoul, Korea

2011 Kaleidoscope / 갤러리현대(윈도우), 서울

2006 ‘사이에서’ / 관훈갤러리, 서울

_Group exhibitions

2016 NeoForum 2016 Oneness / 성북구립미

술관, 서울

2016 Art around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16 영웅본색 /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5 SILENT MOVIES / Q PARK ~ Cavendish 

square, 런던(ISKAI 기획)

2014 VOYAGE: One day but the Eternal Now 

/ lamp lab, 서울 (SUUM Project 기획)

2014 Reality in the reality/갤러리정미소, 서울

2014 Double logic / Space k, 광주

2013 G.P.S art navigator/ 갤러리퍼플, 남양주

2013 Colours of Hong kong/인사아트센터, 서울

2013 Pop-up: Impulsive structure / 프로젝트

스페이스 호림, 판교

2012 Admiration for things that disappear in 

vain/ 갤러리정미소, 서울

2012 Korea Tomorrow 2012 / 한가람미술관, 서

울(Hzone기획)

2011 Clusters / 갤러리엠, 서울

2011 House of the nobleman –The return 보

스웰하우스, 런던, 영국

2010 Threshold to everyday-life / La cave, 

제네바, 스위스( OVA기획)

2010 Present from the Past / 주영한국문화

원, 런던 ,영국

2010 Down the Road of Globalisation / The 

gallery, St.martin-in-the-fields, 런던, 영국(안

나아트프로젝트기획)

2010 Land Securities Award 2010 / Sw1 갤

러리, 런던, 영국

2010 The 4th 4482 / 바지하우스옥소센터, 런

던, 영국

2010 Ways of seeing / I-MYU projec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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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rocver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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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은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작업을 통해 뉴미디어기술에 의해 보여지는 동시대의 풍

경과 사건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에 관한 탐구를 이어왔으며, 발달 되어가는 기술과 인간과의 관

계 변화에 집중한다. 

_Education

2012 M.F.A, 카네기멜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전공 졸업, 피츠버그, 미국

2004 B.F.A,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서울, 한국

_Solo Exhibition                                                                                      

2016 구원자의 길, space xx, 서울 한국                                                             

2016 layers and frames, 스페이스 선+, 서울, 한국                                                   

2016 우리가 서있는 곳, 아트센터 나비, 

COMO&HAPPY Screen, SKT 타워, 서울                                                                           

2015 유령의 높이, 갤러리 조선, 서울, 한국                                                                                                                

2014 그 집에 빛- 오래된 집 재

생 프로젝트, 오래된 집, 서울, 한국                                                                                                                        

2011 Call of Duty: Operation 100, Pittsburgh 

Center for the Arts, 피츠버그, 미국

2006 The Rocver Project-The First Landing, 아트

스페이스 휴, 서울, 한국

_Group Exhibition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2017 Play Art,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2017 신소장품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제2회 VH Award, 비젼홀, 현대자동차인재개

발원, 한국                                                

2016 부산비엔날레 2016 프

로젝트 2, 수영공장, 부산, 한국                                                                                                         

2016 패쇄회로, 스페이스 K, 대구, 한국                                                             

2016 Play-Art,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한국                                                                                                  

2015 아트오마이 모멘텀, 토탈미술관, 서울                                                          

2014 Metamorphcity,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 인천, 한국                                                                                           

2014 공간을 점령하라, 아트스페이스 정미소, 서울                                                                                                        

2014 플랫폼 리포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13 From I to I 2013청년 미술프로젝트, 대구, 한국                                                                                                                 

2013 백령도 평화미술프로젝트, 인천, 한국                                                                                                                     

2013 Residency, NoW, 송원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3 신진기예전,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2013 플랫폼 액세스 4기 입주작

가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12 제 9회 부산 국제비디오 아트 페스티발, 부산, 한국                                                                                                     

2012 오프앤프리 국제 실험 영화

제,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한국                                                                                     

2012 The You Inside of Me, Miller Gallery, 피츠

버그, 미국

2012 Casting Memories, Artgate Gallery, 뉴

욕, 미국

2011 AHL Contemporary Art Auction, Space on 

White, 뉴욕, 미국

2011 Two Minute Film Festival, Carnegie 

Museum of Art, 피츠버그, 미국



한조영 hanjo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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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한조영은 단국대학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전통적인 회화의 방법론을 

탐구하고 회화의 조건 안에서 특정한 물질성을 통해 경험의 특정성을 표현한다. 작가의 심리적 

불안감에 의해 시작된 <Darkview>연작은 이후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에 관심을 확장한다. 

비물적인 빛을 질료삼아 프린트한 출력물을 가위나 칼로 가늘게 잘라 붙여 2차원의 평면에 3차

원의 입체감으로 나타낸다. 재현된 도시는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구이며 주체와 대상, 현

실과 비현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존과 부재의 경계에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극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반복적인 행위의 의미와 맞물려 회화의 또 다른 물성적 감성을 통해 새

로운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한다.

_Education 

2013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2008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7 <텅빈풍경 Empty Scene> 도로시살롱, 서울

2012 <on the dark> 가나컨템포러리, 서울

2010 <Darkview> 그림손갤러리,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100ALBUMS 100ARTISTS, 롯데에비뉴엘 아

트홀, 서울

2016 ‘NEW GENERATION, NEW WAVE’, 서울예

술재단, 서울.

2016 Urban stories, 소노아트갤러리, 서울

2015 ‘무심’소마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2015 도시풍경전, 블랙스톤갤러리, 이천

2014 ‘PRESENT_현재’특별기획전, 강릉시립미술

관, 강릉.

2014 ‘LOVE 사랑 대발견’ ZIPPO MUSEUM 개관기념

전, 지포뮤지엄, 서귀포

2014 가나아뜰리에 보고전 <48>마흔여덟, 가나인사아

트갤러리, 서울

2014 Timeless, 그림손갤러리, 서울

2014 ‘보네이도와 함께하는 Cool Running2’ 영등포 롯

데갤러리, 서울

2013 Light on Piece: 현 홍/한조영 2인전, 킵스갤

러리, 서울 

2013 Nella fantasia: 박은하/한조영 2인전, 갤러리

포월스, 서울

2013 Gana atelier artists, 장흥아트파크, 양주

2013 Small but Plenty,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2013 바람난 미술, 서울시청 시민청 /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3 영화가 된 미술, 코엑스, 서울

2012 ‘공간 그리고 풍경’ 제1회 63스카이아트미술관 신

진작가 프로젝트, 63스카이아트미술관, 서울

2012 힐링캠프, 가나아트센타/장흥아트파크, 서울

2012 탐구생활, 장흥아트파크, 양주

2012 작은 그림, 장흥아트파크, 양주

2011 3rd Gana NowArt Aword ‘try_angle 권인경, 

임선이, 한조영’ 가나컨템퍼러리, 서울

2011 도시의 산책, 국회의사당, 서울

2011 해피뮤직,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1 제13회 신세계미술제,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1 떠도는 집들_집으로/그룹프로젝트, 학운공원 內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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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민 a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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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민 작가는 1980년대 한국의 미디어아트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가지 30년에 걸쳐 가

상의 이미지를 현실공간에 드러내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깊

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영상설치 작업들로 주목받아 왔다. 그의 대표작인 <TV 해머

>(1992), <신도안>(1994)은 2016년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에서 새롭게 선보인바 있다.  

개인전

2016 ‘쾅’ Smash 미디어전(아라리오 뮤지엄, 서울)

2014 ‘지록위마’ 미디어 전  (누크 갤러리, 서울)

2008 김해민 개인전 (아트 팩토리, 경기도 헤이리)

2003 ‘직립희롱’ 미디어전 (일민 미술관, 서울) 

1998 ‘Same kind and Defferent kinds' 미디어전 (

금호 미술관, 서울) 

1996 ‘Video as the Mudang' 미디어전 (VA nisiogi, 

동경)

1995 김해민 미디어전 (수 화랑, 서울)

1994 김해민 미디어전 (미건 화랑, 서울)                         

                        

단체전

2017 ‘Video Portrait' 전 (토탈 미술관, 서울)  

2017 ‘Watt' 미디어 전 (아트스페이스 와트, 서울)

2016 ‘ACT Festival 2016’ Heterotopia -익숙한 세

계의 다른 이름 (ACC, 광주)  

2016 ‘홈리스의 도시’ 전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16 ‘인터렉티브 미디어’ 전 (인터렉티브 미술관, 경

기도 가평)

2016 ‘六 육’ 전 (송어낚시 갤러리, 대전)

2016 ‘Flash back’ 미디어전 (쌍리갤러리, 대전)

2015 ‘빛의 정원’ 미디아전 (정미소 갤러리, 서울)

2015 ‘The future is now’ (로마 국립21세기 현대미술

관, 로마, 이탈리아) 

2015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5’ 페스티벌 (가기갤러

리, 울산)

2015 ‘Peace, Voice, Nice’ 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5 ‘현대미술 조망전 동시대의 미술’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구)

2014 ‘Beam Space Festival’ 전 (한가람 미술

관, 서울) 

2014 ‘NeMaf’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미디어극

장 아이공, 서울)

2014 ‘미래는 지금이다’ 미디어 전 (국립현대미술

관, 과천)

2014 'International Video Art House Madrid’ (마

드리드 IVAHM, 스페인)

2013 ‘The Flag Station’ 미디어 전 (쿤스트 독, 서울)

2013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전–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서 (OCI 미술관, 서울)   

2013 ‘디지털 퍼니처’ 미디어 아트전 (아트센터 나

비, 서울)

2013 ‘주안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 (주안 축구 경기장 

갤러리, 인천)

2013 ‘장면의 재구성 #1 - SCENES vs SCENES’전 (

북서울 미술관, 서울)

2012 ‘오’ 미디어 아트 전 (오산 시립미술관, 오산) 

2012 ‘영상 예술의 도시-대구’ 미디어 아트전 (국립 대

구 박물관. 대구) 

2012 ‘여기 사람이 있다’ - 한국 근 현대 미술특별전 (대

전시립미술관, 대전)

2012 ‘Real vs. Super Real’ 전 (대구 아트팩토

리, 대구)



이완 ewan103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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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은 1979년 서울에서 출생해 동국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2005년 중앙미술대전을 

통해 미술계에 데뷔했다. 갤러리 쌈지(2005년), 미로 스페이스(2008년), 토탈미술관(2009

년), 아트스페이스 휴(2010년), 대안공간 풀(2011년), 대구미술관(2013년), 두산갤러리 뉴욕

(2014년), 313아트프로젝트(2015년, 2017년) 등 국내외 다양한 미술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

최해 왔다. 201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제정한 제 1회 ‘아트스펙트럼 작가상’과 제26회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했으며,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에 참여하며 작가로서 그 실

력을 인정받았다.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되었다.

_Education 

2004 동국대학교, B.F.A in Sculpture, Seoul

_Solo Exhibition  

2017 A Diligent Attitude Towards a Meaningless 

Thing, 313 ART PROJECT, Seoul

2015 울고 간 새와 울러 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 313 ART 

PROJECT, Seoul

2014 made in,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시, 뉴욕주, 미국 

2014 우리에게, 그리고 저들에게 Us and Them,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한국

2013 아아, 순정, 대구 시립미술관, 대구, 한국  

2012 How to Become Us,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 출판 문화 

정보센터, 파주, 한국

2011 우리가 되는 방법, 대안공간 풀, 대안공간 꿀, 서울, 한국 

2010 Forlorn Standard,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한국 

2009 삶은 메아리처럼 그저 따라 울려 퍼지는 핏빛 물결, 토탈 

미술관 The Room, 서울, 한국

2008 A Forbidden Land, Miro Space, 서울, 한국 2005 

Riding Art, 갤러리 쌈지, 서울, 한국 

2012 How to Become Us,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 출판 문화 

정보센터, 파주, 한국

2011 우리가 되는 방법, 대안공간 풀, 대안공간 꿀, 서울, 한국 

2010 Forlorn Standard,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한 2009 

삶은 메아리처럼 그저 따라 울려 퍼지는 핏빛 물결, 토탈 미술

관 The Room, 서울, 한국

2008 A Forbidden Land, Miro Space, 서울, 한국 2005 

Riding Art, 갤러리 쌈지, 서울, 한국  

 

_Solo Exhibition  

2017 베니스 비엔날레 : 카운터 밸런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관, 베니스, 이탈리아

2016 난징 국제 아트페스티벌, Baijia Lake Museum, 난

징, 중국

2016 지속가능을 묻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10주년 특별전,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6 족자에서의 첫인상, Cemeti Art House, 인도네시아

2015 SPHERES, Galleria Continua, Les Moulins, 프랑스

2015 조우,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5 쓸모없이만, 쓸모있는, 문화공장 오산, 오산, 한국

2014 ART SPECTRUM 2014,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한국 

2014 경계와 탈경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2014 Common Sense of The East, 갤러리175, 서울,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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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주 anju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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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주(B. 1979)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아트 석사과

정을 졸업했다. 안정주는 영상, 사진,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작업을 통해, 사회와 제도 그리

고 점차 무감각해지면서 간과하기 쉬운 현실에 주목해왔다. 익숙한 외관을 전혀 다른 감각들

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인식시키

는 과정에서 현실을 재발견 하도록 작용한다.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

다. Kunstlerhaus Bethanien GmbH(베를린), International Artists Studio Program(

서울), HIAP Artists-In-Residence(헬싱키) 레지던스 작가를 거쳤다. 

_Education 

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사과정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Loop,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15 Lip sync,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5 행운의 편지,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2014 아득한세계, 메이크샵 아트 스페이스, 파주, 한국

2013 열번의 총성, 갤러리 잔다리, 서울, 한국

2012 정직한 사람,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한국

2009 Harmony-Lip Sync Project 2, 쿤스트하우스 베타

니엔, 베를린, 독일

2007 Turn Turn Turn,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05 Video Music,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한국  

 

_Group Exhibition 

2017 레슨 제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2017 삼라만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2017 우현히도 다시 밤, 우민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6 군중과 개인 가이아나 매스게임 아카이브, 아르코미술

관, 서울, 한국

2015 장미로 엮은 이 왕관,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한국

2015 시민과 함께 하는 광복 70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2015 미친광장, 문화역 서울 294, 서울, 한국

2015 미래는 지금이다!, 로마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 로

마, 아탈리아

2014 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2014 건너편의 시선, 문신미술관, 서울, 한국

2014 여가의 기술, 문화역 284, 서울, 한국

2013 그늘진 미래 – 한국비디오아트전, 부카레스트 현대미술

관,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2013 지각과 경험, 모란미술관, 경기, 한국

2012 언바운드 아카이브,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12 글과 그림,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한국

2012 Hello stranger, 시드니문화원, 시드니, 호주

2012 계속되는 예술 불가능한 공동체, 금천예술공장, 서

울, 한국

2012 생각여행 – 길떠난 예술가 이야기, 경기도 미술관, 안

산, 한국

2011 No.45 Kumho Young Artist,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11 Inner spacing the City, 챌시미술관, 뉴욕, 한국

2011 지오바니 몬자 비엔날레 2011, 몬자, 이탈리아

2011 행복, 몽인아트센터, 서울, 한국



오재형 owogud@naver.com

6/5

오재형은 회화, 음악,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작업에 다층적으로 활용하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하고 작가의 집 뒷산을 소재로 한

동안 <숲> 시리즈를 그렸다. 이후 제주 강정마을 문제를 다룬 <강정 오이군>, 공황장애 경험을 

UFO 현상으로 풀어낸 <덩어리> 등 단편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최근에는 곳곳의 투쟁 현장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블라인드 필름>, 칼비노의 소설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도시들> 작업

을 영상과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퍼포먼스 형식으로 발표 중이다.

_Education 

2010 상명대학교 한국화과 졸업

_Solo Exhibition

2016   「BLIND FILM」, 일년만미슬관, 서울 

2013   「COSMOS」,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 갤러리 미

술동네

2011   「-8.5의 감성」, 쌈지농부 논밭갤러리, 헤이리

2011   「Nature Portrait」, 다원예술공간 도어, 서울

_Group Exhibition

2016   「풍경」, 일년만미슬관, 서울

2015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 예술의전당

2014   「강정 숨결 녹색」, 수원시미술전시관 

2011   「Color &Outside」풍경3인전, 강원대병원 도마갤

러리, 춘천  

_Filmography (Performance,  Screening, Exhibition)

<BLIND FILM>  (2016)   

2017  「인디필름페스트 공상 vol.6」, 인디아트홀 공, 서울

2017   「인디포럼」, 인디스페이스, 서울

2017   「망명바다」, 광장극장 블랙텐트, 서울

2016   「망명바다」, 경의선 광장 기린캐슬, 서울

2016   「망명바다」, 제주프린지페스티발, 제주

2016   「인디애니페스트」,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명동CGV, 

서울

2016   「BLIND FILM」, 일년만미슬관, 서울 

<덩어리> (2016)

2017   「미쟝센단편영화제」,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서울

2017   「마침 내 극장」, 행화탕, 서울

2016   「발견과 주목」, 인디스페이스, 서울

2016   「서울독립영화제」, 압구정CGV, 인디스페이스, 서울

2016   「인디포럼」,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2016   「인디다큐페스티벌」,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서울

<강정 오이군> (2015)

2016   「성동인권영화제」, 서울숲 야외무대, 서울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강정마을, 제주  

2015   「인디포럼」,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서울

<쇼팽 이미지 에튀드 10-1> (2008)

2011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미디어극장 아이공 &

상상마당 시네마

2008   「Indie-Anifest2008 光란의 교차로」, 서울애니메

이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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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chcho09@gmail.com

6/19

조영주(1978년 서울 생)는 파리, 베를린, 서울을 오가며, 프로젝트와 전시기획, 예술연계프로그램등
을 동시에 진행하는 작가이다.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통해 퍼포먼스, 설치, 사진, 비디오, 사운드, 댄
스 등의 작업을 보여왔다. 2001년 성균관대학교 서양화과, 2007년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를 졸업하고 그 사이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하였다. 2009년 베를린의 골드라
우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nstlerinnenprojekt art IT’ 를 비롯해, 2010년 경기창작센
터, 2008/200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2014년 베를린 세나트(Berlin Senate), 2010년 독일 
ifa(Institut f☓r Auslandsbeziehungen), 2013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2014년 서울
문화재단등의 지원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5년 부터 국제미술그룹인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여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참여 하였고, 2014년 루와얄 섬 프
로젝트(주한프랑스문화원,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문화공장오산 후원), 2013~2014년 Hal할
project(스페이스 매스 후원, 작가이자 이론가인 Klega와 협업)를 진행한 바 있다.

_Education 
2007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DNSEP(석사) 졸업
2005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DNAP(학사) 졸업
2003-2005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수학
2004 뤼에이 말메종 시립 고등 미술학교 수학
2001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사 졸업 (서양화 전공)

_Solo Exhibition

2014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스페이스 매스, 서울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Mild depressive episode),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2인전), 오산시립

미술관 문화공장오산, 오산

2013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 서울

2017 홈리스의 도시 / The City of Homeless, 윤슬미

술관, 김해

2017 블랭-리스트 / Blank or Black List, 성북도원, 서울

2016 워터리 마담 / Watery Madames, 주인도한국문화

원, 인도

2016 홈리스의 도시 / The City of Homeless, 아르코미

술관, 서울

2016 DMG, 마이 트웰브 기획, 아트 스페이스 NO, 서울

2016 실신(實神)프로젝트 남·양·광·하 아카이브전, 경기문

화재단 경기아트플랫폼,

경기

2015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Real DMZ Project), 아트선재

센터 사무소 기획, 철원 /

아트선재센터

2015 실신(實神)프로젝트 남.양.광.하, 경기문화재단, 경기

2015 Save the planet with Global Alien, Galerie im 

Turm, 베를린

2015 불균형한 균형(Unbalance balance), 대전테미예술

창작센터, 대전

2015 아름다운 인연 (A beautiful match made in 

haeven),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스 교류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5 프리뷰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5 부산, 아산, 오산, 울산, 익산; 5山사람들, 문화공장오산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14 응답하라 작가들(고동연 기획),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4 에이픽, 대전

2014 정체 없는 젠체, 라운드어바웃, 서울

2014 When Cattitudes Become Form, 갤러리 de 

l'Angle, 파리, 프랑스

2014 홍티연회,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4 광주비엔날레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

슬:1980 그후>, 광주폴리,광주

2014 Pro Test Song Test_ Global Alein, 커뮤니티 스페

이스 리트머스, 안산

2014 When Cattitudes Become Form, 스페이스 3/

Some, 세르지, 프랑스

2014 메이크앱(MakeApp),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4 공생공유,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4 놀이의 공간-찰라, 창원아시아미술제 현대미술제, 성

산아트홀, 창원



2017년 6월 셋째주



정은영 sirens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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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은 이화여대와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시각예술과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정은영의 작업언어는 비
디오, 공연,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적 시도를 통해 여성주의, 성별정치, 수행성과 정동이론을 가로지른
다. '<변칙 판타지>(드라마센터, 남산아트센터, 서울, 2016), <틀린색인>(신도문화공간, 서울, 2016), 
<전환극장>(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5)등의 6차례 개인전과 <2 or 3 Tigers>(세계 문화의 집, 베를
린, 2017), <Polyphonies>(퐁피두센터, 파리, 2016), <Gestures and Archives of the Present, 
Genealogies of the Future, 타이페이 비엔날레 2016>(타이페이,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_Education 
1997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2000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2004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 시각예술에서의 여성주의 이론과 실천 석사 졸업
2015 이화여자대학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부 박사 졸업

_Solo Exhibiotion

2016 변칙 판타지, 드라마센터, 남산아트센터, 서울

2016 틀린색인, 신도문화공간, 서울

2015 전환극장,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0 시연, 플랫폼 슬로우러시, 송도 국제도시, 인천

2007 탑승객; 여행자의 책, 서울-프랑크푸르트-마드리드-

파리-런던-서울

2006 유랑하는 병들, 브레인팩토리,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Video Portrait vol.1, 토탈미술관, 서울

2017 2 or 3 Tigers, 세계 문화의 집, 베를린

2016 Gestures and Archives of the Present, 

Genealogies of the Future, 타이페이 비엔날레 2016, 

타이페이

2016 제 8기후대: 광주비엔날레 2016, 광주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 불협화음의 하모니, 콴두미술관, 타이페이

2016 스테이징 필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5 불협화음의 하모니, 히로시마 미술관, 히로시마

2015 ASIA TIME : 제 1회 광동 미술 비엔날레, 광동미술

관, 광저우

2015 FANTasia : Asia Feminism,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제8회 아시아 퍼시픽 트리엔날레, QAGOMA, 브리스번

2015 미래는 지금이다, La friche Belle de Mai, 마르세

이유, 프랑스

2014 미래는 지금이다, 로마국립현대미술관, 로마, 이탈리아

2014 8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QAGOMA, 브리스번, 호주

2014 Traditional (Un)Realized, 아르코 미술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 Media City Seoul 2014,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14 Post-Movement : Night of Caf☓ Mueller, 콴두 미

술관, 타이페이, 대만

2014 On the Border: 2014토론토 한국영화제, 토론

토, 캐나다

2014 Something in space escapes our attempts at 

surveying, W☓rttembergischer Kunstverein, 슈트트

가르트, 독일

2014 커뮤니티 퍼포마티비티, 광주아시아문화마루, 광주

2014 TPAM2014(Performing Art Meeting in 

Yokohama), KAAT, 요코하마, 일본

2013 Where the Ends Meet, Gallery Houg, 리옹, 프랑스



2017년 7월 첫째주



원서용 wonseo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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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용은 서울예술대학 사진과를 졸업하고 런던에 슬레이드 미술대학에서 미디어파트 석사를 졸업했
다.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오브제를 스튜디오 공간에서 촬영을 하면서 사진적 접
근으로 오브제를 표상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최근에는 공간과 오브제를 이용하여 설치작업도 진
행하는 중이다. 

_Education 
2011 런던대학교(UCL), 슬레이드 예술대학 미디어파트 석사 졸업
2007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학사 졸업
2005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졸업

_Group Exhibition
2017 요즘전시들, 갤러리테마9, 청주
2016 국제젊은사진가전(대구사진비엔날레), 봉산
문화회관, 대구
2015 서울뉴욕포토페스티벌, DDP, 서울
2015 바람난미술, 서울문화재단
2014 국제신진작가공모전, 두바이
2014 사진과 미디어:새벽4시, 서울시립미술관
2013 차이의 공간, 갤러리 조선, 서울
2012 살롱아트프라이즈, Matt Roberts Gallery, 
런던
2012 FreshFaced+WildEyed, photographers’ 
Gallery, 런던
2012 Double Democracy 2(아트광주12), 김대
중컨벤션센터, 광주
2012 The World’s our Oyster, A.P.T Gallery, 
런던
2011 The Traces:collective surroundings, 한
미갤러리, 런던

_Awards
2014 Shortlist of International Emerging 
Artist Award in Dubai
2012 Finalist of Freshfaced+WildEyed 2012 
by Photographers’ Gallery
2012 Salon Art Prize 2012 by Matt Roberts 
Arts



2017년 7월 둘째주



양은혜 snowtanz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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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혜는 안무가, 무용대본작가로 활동, 무용월간기자를 역임하였다. 현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편집위원, 기획 및 무용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무용저술가, 드라마투르기, 예술서적출판편집자로 활
동하고 있다. 

_Education
2003. 성균관대 학부1전공 무용학 현대무용, 2전공 러시아어문학, 3전공 영어영문학
2012. 성균관대 석사 러시아어문학 문화전공

_안무
2007~2008. 극단 화이트아웃 록콘서트플레이 <
피크를 던져라>
2008.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Pause, Moment, 
Echo...>
2009. 모다페(MODAFE) <Kiss> 
2009. 창무 Dream&Vision Dance Festival 
<Monodrama>
2009. 벨기에 P.A.R.T.S 무용학교 초청공연 
<FORWARDⅠ>
2009.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무용, 설치미술, 영상 콜
라보레이션<Solitude Melody>

_무용대본
2007. (MODAFE)지구댄스씨어터 <이브의 제안>
2010. 김정학의 춤노정<파란목련>
2010.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강경모댄스프로
젝트<애가愛歌>
2011. 김정학 Dance Work-심심상인(心心相印)<
파란목련>
2012. 김정학 Dance Work<나비연못>
2013. 제27회 한국무용제전 김남용<아리랑 아리
랑 아라리요>
2014. 강경모댄스프로젝트<Happy Day>, <기
다려요>
2015. 제29회 현대춤 작가12인전 김남용<먼>
2015. 아르코 창작산실 무용 시범공연 미나유
<2015>
2015. 최원선본댄스컴퍼니<하얀 정적-나비계곡Ⅱ>
2015. 아르코 창작산실 무용 우수공연지원작 미
나유<2015>

_무용대본, 드라마투르기
2013. 2013국제현대무용제(MPDAFE) 스파크플레
이스 박상준 <비탈리: 샤콘느>
2014. 창무 드림앤비전 페스티벌 박상준 <Man 
to Man>
2014. 광진국제댄스페스티벌 박상준 <Man to 
Man>

_연출
2014. 파다프(Play And Dance Art Festival) <
앙떼Hanter>

_드라마투르기
2015. 지구댄스씨어터<마리아 콤플렉스Ⅲ>
2017. 서울무용센터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정다
슬, 요하네스 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었
던 모든 것>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리서치: 불가
리아 the night museum

_리서처, 드라마투르기 
2015. 제임스 커즌스James Cousins <Rosalind> 
리서치 (주한영국문화원기획 한영 댄스교류의 해) 

_무용 도큐멘트
2017.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상반기 국제 레
지던시 아티스트 4인 안무워크숍 기록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리서치: 불가
리아 the night museum 

_전시기획
2016. 월간스페이스 13기 학생기자단 건축전시 <오
늘은 없는 내일의 방>

토크기획
2016. 난상토론 ‘Standing(예술기금의 한계점
에 대하여)’
2016. 아티스트토크 ‘공간∩안무’

공간기획
2016. 복합문화공간 행화탕프로젝트

공연기획
2017. <Turn Leap:극장을 측정하는 작가들>(남산
예술센터 2017서치라이트 공연 참여)
2017.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지원작 <Turn Leap:
극장을 측정하는 작가들>



허윤경 fllove0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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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경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이후로 꾸준히 다양한 작업에서 퍼포머, 안무가로 활동해오
고 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에서 전문사 과정을 밟고 있다. 몸과 움직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으로 만나게 되면서부터 공연예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몸 대 몸으로 공감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대 언어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함을 발견하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몸의 감각 자체가 시발점이자 주인공이 되는 서사에 관심이 있다. 

_Education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수료
2010.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_안무작.
<스페이스-쉽(Space-ship)> 안무/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 최종공
연, 문화역서울284 RTO (2017.1)
Karts플랫폼 Develop콘텐츠 부문 선정작, 한국예술종합
학교 극장동 소극장 연습실 및 인근
(2016. 8)
<Stand Up> 안무/출연
제1회 서촌공연예술축제 ‘Experimental Works’, 
PlatformA 스튜디오 (2015. 5)
<숨은 시선 찾기> 안무/출연
K-arts 거리예술축제 ‘자판기 예술단’ 중, 시청 광장 
(2015. 8)
제1회 서촌공연예술축제, Ohoo 카페(2015. 4)
‘산공연’, 낙성대공원 부근 관악산(야외공연) (2014. 4.)
<직시(하는 것의 어려움)> 안무/출연
2014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홍대 포스트극장 (2014. 8)
제9회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대학로예술극장 3관 
(2014. 6.)
<손짓 발짓 통신> 안무
Danscape Ansan 원곡동 댄스난입, 안산시 외국인주
민센터 (2013. 6)
<얼-골> 안무/출연
‘다른 곳에서 오다’ Project,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
터 (2012. 11) 
<몸꿈> 안무/출연
2011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 8)

_출연작.
2017. 2. <묵음(☓吟)>(그룹 14feet 공동안무), 광장극
장 블랙텐트, 출연 
2016. 10. <오늘의 공연>(나연우 안무), 구의 백정, 출연
2016. 10. <호흡에 관한 작은 연구>(나연우 안무), 청담
동 갤러리원, 출연
2016. 9. 국립현대미술관x국립현대무용단 2016 다원예
술프로젝트 ‘예기치 않은’ <시체옷2>,<시체옷3>(안데스 

연출), 국립현대미술관, 출연  
2016. 2. <코끼리 날다>(이연숙 기획, 연출), 서울혁신
파크 11동, 출연
2016. 2.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시체옷
>(안데스 작, 연출),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출연
2015. 12. <바다소금극장>(양아치 작, 이소영 안무), 
SlowSlowQuickQuick, 출연
2015. 10. BANYAF 아트페어 <사라지기 위한 시간>(최
승윤 안무), 반얀트리호텔 야외수영장, 출연
2015. 9. Karts플랫폼페스티벌 <애벌레키스>(전지예 안
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장동 소극장 연습실, 출연
2015. 1.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코펠리
아- 입을 다문 존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윤상
은 컨셉, 구성),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출연 
2014. 9 Indonesia Bedog Arts Festival Ⅵ-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 선정 <Just 
Body>(즉흥 춤 개발 집단 ‘몸으로’ 안무), Banjarmili 
Studio (Yogyakarta), 출연
2014. 7. 2014 공연예술 창작산실 시범 공연 <붉은 
빛이 바래다>(류은율 안무),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
림, 출연
2013. 6. Karts 아트플랫폼 선정작 <화려한 장례식>(나
연우 안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출연.
2012. 12. VIBE 무용단 <그래서, 뭐 어쩌라고!>(김희진 
안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출연.
2012. 10. '다른 곳에서 오다' Project <물질적 가치>(위
성희 안무),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출연.
2010. 4. 페스티벌 봄 <오퍼레이셔널 플레이>(남화연 
작, 연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출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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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은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영상, 설치, 사진 등의 매채를 다루는 작가이다.
그는 작업을 통해 현 문명시대를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자아(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리고 동시에 
원초적 표현의 수단인 몸의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 하고 불안감을 극복하려
고 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움직임은 비논리적이거나 유아적인 움직임, 혹은 문명화된 틀에 맞춰진 것이 
아닌 보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움직임들이며 이는 작가 스스로에게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새롭게 정
의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다.

_Education
2012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순수미술(미디어-시간예술학과), 디플롬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졸업

_Solo Exhibition
2017  코리안 그루브: 유연한 몸부림, 갤러리 구, 서
울, 한국
2016  유연한 몸부림,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한국
2015  건강한 카오스,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한국
2012  Good Morning Miss Lilli!, 복합문화공간 꿀&
꿀풀, 서울, 한국

_Group Exhibition
2017  미술관 동물원,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2016  뮤지엄 페스티벌:마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관, 서울, 한국
2016  Focus on Asia, 798 국제예술교류중심, 베
이징, 중국
2016  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 백남준 아트센
터, 용인, 한국
2016  호기심 상자 속 원숭이, 신세계 갤러리, 서
울, 한국
2015  현대미술, 박물관에 스며들다, 경기도 박물관, 
용인, 한국
2015  폐허에서,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2015  YAP’15-The Twinkle World, EXCO, 대
구, 한국
2015  동식물계, 갤러리 팩토리, 서울, 한국
2015  The Art of Space+Light, 이영미술관, 용
인, 한국
2015  인트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2015  랜덤 엑세스,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한국
2014  팔로우미,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4  알레테이아,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한국
2014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부산 카돌릭센터 소
극장 갤러리, 부산, 한국
2014  부드러운 스크린: 장치의 몽타주-2014난지아트
쇼, SeMA 난지 전시장, 서울, 한국
2014  느낌의 공동체-2014난지아트쇼, SeMA 난지 전

시장, 서울, 한국
2014  선물-서울시립미술관 2013 신소장작품전,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4  M.S.G,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2014  미술행위-2014난지아트쇼, SeMA 난지 전시
장, 서울, 한국
2014  Made in Korea: International d'art vid☓o, 
USINE UTOPIK, 노르망디, 프랑스
2014  True Colors: Yebisu 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 & Alternative Visions, 도쿄 도 사진미술관,
2014  도쿄도, 일본
2013  파경:비디오 아트의 퍼포먼스, 한국영상자료원,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한국
2013  종합극장: Interspace Dialogue, 서울시립미
술관, 서울, 한국
2013  Let’s Hang Whatever You Can Carry, 스페
이스 오뉴월, 서울, 한국
2013  Move on Asia-Video Art in Asia 2002-
2012, ZKM, 칼스루어, 독일
2013  Move on Asia-Towards a New Art 
Network2004-2013, City Gallery Wellington, 웰
링턴, 뉴질랜드
2013  Media Ice Art Festival, 스노우펀파크, 화
천, 한국
2012  Move on Asia-Oriental Metaphor, 대안공
간 루프, 서울, 한국
2012  Earth calling:Thinking Otherweis,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한국

_Award
2009  Celeste Art Prize 09, 쇼트리스티드 아티스
트, 첼레스트

_Collection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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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화제의 사진집을 만들어, 일본의 사진계에서 가장 주목받
는 출판사인 아카아카의 대표 히메노 키미와 갤러리 Guardian 
Garden에서 공모전을 통해 젊은 사진작가들의 동향을 보아온 
스가누마 히로시가 일본 사진계의 현재를 논한다 각자 어떠한 일
을 해왔는지를 시작으로, 현재 두 사람이 주목하는 작가는 누구
이며 추후계획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진 사정을 잘 아는 IANN의 김정은 편
집장이 두 사람과 함께 일본 사진계의 단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동아시아 사진통신은 동아시아의 작가들과
그 작품 동향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사진계 교류를 도모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사진통신 Vol.2 
"Japanese photography, no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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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호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인터넷에서 기준없이 수집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 유통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다. 송은아트큐브, 웨스트웨어하우스, 
프리홈, 기고자, 스튜디오콘크리트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아라리오 갤러리 사루비아다방, 서울시립미
술관 남서울 분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_Education
2013  홍익대학교  판화과 학사졸업

_Solo Exhibition
2017 <magic wand>, 송은아트큐브, 서울, 대한민국
2016 <THE GREAT CHAPBOOK>, 웨스트웨어하우
스, 서울, 대한민국
2016 <Daily fiction-Tracing>, 스튜디오 콘크리트, 
서울, 대한민국
2015 <네쌍둥이>, 기고자, 서울, 대한민국
2012 < 프리홈프로젝트 XX 네모난>, 프리홈, 서울, 대
한민국

_Group Exhibition
2016 <직관의 풍경>,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16 <서사의 간극>,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대한민국
2016 <Concept:ZERO>, 헝가리 한국문화원, 부다페
스트, 헝가리
2016 <구사구용-난지 9기리뷰전>, 서울 시립 북서울 미
술관, 서울, 대한민국
2015 </documents>, 시청각, 서울, 대한민국
2015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 시립 미술
관 남서울분관, 서울, 대한민국
2015 <굿-즈 2015>, 세종문화회관, 서울, 대한민국
2015 <오늘의 살롱2015>, 커먼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5 <Short story long - 장마>, 스페이스 윌링 앤 딜
링, 서울, 대한민국
2015 <SeMA 난지아트쇼V 난지도밀실사건>,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대한민국
2014 <젊은모색20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2014 <목하 진행 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2014 <나열된 계층의 집-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프로젝
트>, 주차장, 서울, 대한민국
2013  <마르헨 마차 프로젝트-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
실험센터 소액다컴선정프로젝트>, 홍대일대, 서울, 대

한민국
2013 <제로사인>,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_Residency
20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9기(서울시립미
술관, 서울, 한국)
2016 헝가리-한국문화원 레지던시(부다페스트,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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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원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쾰른 미디어예술대학
을 졸업했다. 원성원은 현실과 공상이 뒤섞인 독특하고 섬세한 사진 콜라쥬작업을 진행와 왔다. 작가의 
사진은 디지털 작업이긴 하나 일일이 공간과 대상을 촬영한 후 이를 섬세하게 중첩시켜 아날로그적 감
성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소스들을 합성하여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가
져온 이미지들이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수많은 레이어가만들어 내는 작가의 사진은 분명
한 시각이미지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야기이며 작가의 남다른 상상력으로 공간과 인물을 흥미롭게 병치
시킨다. 이를 통해 허구적 세계 속 새로운 내러티브를 빚어낸다. 

_Education
1995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2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Kunstakademie D☓sseldorf) 졸업 
          아카데미브리프(디플롬), Klaus Rinke 교수에게 마이스터 슐러
2005   쾰른 미디어 예술대학(Kunsthochschule f☓r Medien K☓ln) 졸업 
          Valie Export 교수에게 디플롬 석사

_Solo Exhibition
2017   타인의 풍경,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14   Sceptical Orgy, Podbielsky Contemporary, 
베를린, 독일
2013   Character Episode I,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10   1978년 일곱살, 가나 컨템포러리, 서울
2008   Tomorrow, 대안공간 루프,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낯설지만 익숙한》, Progetti Arte 
Contemporanea, 플로렌스, 이탈리아 
2016  《비밀의 화원》, 서울 미술관, 서울 
2016 《공간의 발견》, 경기도 미술관, 안산 
2016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상현실》, 수원 아이파
크미술관, 수원 
2016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국립현대미술관 서
울관, 서울 
2016 《The King of Illusion M.C. Escher and his 
Challengers》, 구마모토 현대 미술관, 일본
2015  《2회 북경 사진 비엔날레》, CAFA 미술관, 북
경, 중국 
2015 《Go-Betweens》, 오키나와현립미술관, 오키나
와, 고이치현립미술관, 고이치, 일본 
2015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토탈미술
관, 서울 
2014  《사진의 기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 《When Nowhere Becomes Here》, 미디에에
션 비엔날레, 모나뮤지엄, 포츠난, 폴란드, 프라이에뮤지
엄, 베를린, 독일 

2014 《Go-Betweens》, 모리 미술관, 도쿄, 일본 
2014 《강북의 달》,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4 《Water -천진난만》, 소마미술관, 서울 

_Collection 
고은 사진미술관, 한국 
미술은행, 한국 
경기도미술관, 한국 
대구미술관, 한국 
모리미술관, 일본 
산타바바라 미술관, 미국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오스트하우스 미술관, 독일 
쿤스트하우스 렘페르츠, 독일 
피델리티 자산운용, 한국 
한미 사진미술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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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가 이여운은 첫 개인전을 가졌던 2001년부터 화폭에 자연 대신 오래된 건축물을 담는 것에 일관
된 관심을 보였다. 동양화 하면 떠오르는 일필휘지가 아니라 아교를 바른 캔버스 위에 색채는 사용하지 
않고 흐린 먹으로 드로잉 하듯이 진하게 쌓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duplicate’는 다양한 건축물을 통해 인스타그램 시대 속 우리의 자화상을 캔버스 안에 담아 ‘동시대의 
진경(眞景)’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_Educatio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졸업

_Solo Exhibition
2017 빌딩산수 (아트 테리토리 : 군산)
2017 Duplicate (유중갤러리 : 서울)
2017 Mystic Forms (스트리트 뮤지엄_골목길 : 서울) 
2016 정글몽 (갤러리 다온 : 서울)
2016 Majestic Forms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 서울)
2015 Wonderland (갤러리 구 : 서울)
2015 골목길 (갤러리 드플로허 : 서울)
2015 위대한 껍데기 (이랜드스페이스 : 서울)
2014 MIRAGE (VOID GALLERY : 서울)
2014 이여운 소품전 (B.M.C : 서울)
2013 뉴욕 증후군 (갤러리 시작 : 서울)
2012 오래된 안경 (갤러리 가회동 60 :서울)

_Group Exhibition
2017 베니스 살롱 오픈 스튜디오 (베니스 살롱 : 베니스)
2017 아트부산 (BEXCO : 부산)
2017 아트마이닝 (예술의 전당 : 서울) 
2017 상상 번지점프를 하다 (4log 갤러리 : 서울)
2016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엑스포컨벤션센
터 : 여수) 
2016 펀펀-백화제방 (아트스페이스H : 서울)
2015 中韓交流展 (大墩藝郞 : 대만)
2015 BANYAF (반얀트리호텔 : 서울)
2015 Landmarks-A glorious dream (63 스카이아
트갤러리 : 서울)
2015 FUN:fun전 (선화랑 : 서울)
2015 I will☓墨 4인전 (한전아트센타 : 서울)
2015 법고창신 (그림손 갤러리 : 서울)
2015 아트코리아 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 서울)
2014 Unique & Grotesque (아르떼22 : 서울)
2014 일생전 (갤러리 시작 : 서울)

2014 홍익아트페어 (롯데호텔 : 서울)
2013 대구아트페어 (EXCO : 대구)
2013 ASIA (한전아트센타 : 서울)
2013 새로운 도약전 (청작화랑 : 서울)
2013 The healing Night (갤러리 예이랑 : 서울)
2012 Artistic Period (인터알리아 : 서울)
2012 Pick Up! (한원미술관 : 서울)
2012 우주전 (교동아트스튜디오 : 전주)
2012 게니우스와 유노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2012 2011신소장품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그림 속 전라도전 (롯데갤러리: 광주, 서신갤러
리: 전주)
2012 post residency exhibition (교동아트스튜디
오 : 전주)

_Award
2017 베니스 살롱 카우치 작가 선정 (베니스)
2016 유중아트센터 작가공모 당선 (서울)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 시각예술 (서울)
2014 이랜드 문화재단 작가공모 당선 (서울) 
2007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타 : 서울)
2006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타 : 서울)
2006 창갤러리 개인전 공모 수상 (서울)
2005 송은미술대상전 (예술의 전당 : 서울)
2005 문화일보미술관 기획 공모 당선 (서울)
2005 파라다이스 작가지원기금 수상 (서울)
2004 동아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과천)
2003 갤러리 라메르 개인전 공모 수상 (서울)
2000 중앙미술대전 특선 (호암아트홀 : 서울)
2000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과천) 
2000 동아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과천)
1999 MBC 미술대전 입선(서울시립미술관 : 서울)
1998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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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다. 사진을 찍기
위한 대상에 대한 관심은 유학 동안 누군가 이미 찍어놓은 사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 Memory of 
South, 416km는 아버지의 베트남 참전 동안 수집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프로젝터로 경부고속도로에 
영사하여 사진과 영상을 통해 비동시적 사건과 시공간을 연결한 작업이다. 이작업을 통해 2015년 아마
도 사진상을 수상하였다. 1년여동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은 자연스
럽게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비장소적 공간으로 옮겨갔다. 도로라는 비-장소에서 바라보는 도시
의 풍경을 배경으로 과거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서울의 기억-이미지를 연결하
는 心-City in Seoul series를 진행하고 있다.

_Education
2006 서울 예술 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2008 서울 예술 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심화과정) 졸업  
2014 골드스미스 대학교 대학원 Fine Art 석사과정 졸업

_Solo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17 On restored time, ㅋㅋㄹㅋㄷㅋ4특004 세
운상가, 서울, 한국 
2015 Memory of South, 416km, 아마도 예술공
간, 서울, 한국
2009 Powerplant of city, 갤러리 룩스, 서
울, 한국

_Group Exhibition
2017 프로젝트284:시간여행자의 시계,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2016 국민을 위한 나라-회동담화, 예술지구_P, 부
산, 한국
         서울사진축제,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5 Resight/Remind, 갤러리 룩스, 서울, 한국
2014 The Pool Exhibition, 골드스미스 대학, 런
던, 영국 
2013 Reflection of Society on Contemporary 
Art, Telecom Paris-tech, 파리,        
          프랑스
2010 [?] 물음표, 프랑스 문화원, 대전

_Award
2015 아마도 사진상,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