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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On the Table with Media Artist  / AliceOn Seminar 
 
한국의 여성 미디어아티스트 : 강이연, 허윤실(에브리웨어), 이정민 
 
 
기획의도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상영/프리젠테이션 하고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일시 

2012년 8월 8일 ~ 10일 (19:00 ~ 20:30) 

 

장소 

더 미디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2-27 3F) 

 

참여작가 

8월 8일(수) : 강이연  /  8월 9일(목) : 허윤실(에브리웨어) / 8월 10일(금) : 이정민  

 
 
프로그램 소개 
 
1. 아티스트 작품 상영 및 소개 (19:00 ~ 19:30) 

    간단한 형식으로 해당 작가의 작품을 상영하거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대담 프로그램 (19:30 ~ 20:00) 

    앨리스온 인터뷰어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 Q & A (20:00 ~ 20:30) 

    관람객들의 질문에 아티스트가 답변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앨리스온 / postmaster@aliceon.net / 070-4084-8965 
[더 미디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2-27 3F 
 

     담당자 : 정세라 큐레이터  sera.j1124@gmail.com / 070-4084-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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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강이연  

www.yiyunkang.com / kang.yiyun@gmail.com   

2012  난지 창작 스튜디오 장기 입주 작가, 서울 시립미술관, 한국 

2011  창동 아트스튜디오 장기 입주 작가, 국립 현대 미술관, 한국  

2009  UCLA, 디자인&미디어아트 석사 

2006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BFA  
 

개인전  
2010     “WOUNDS | WARMTH", 아트스페이스 미테 초대전, 아트 스페이스 미테, 광주  
2009     "Between", 서울 시립미술관신진작가 지원전, 공근혜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2012    "FRAME TALKS _ Irreprresible Seoul", Hackney Picturehouse, 런던, 영국  
            "2012 NANJI ART SHOW IV _ 부비다", 난지갤러리,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12 NANJI ART SHOW � _ 사실, 주의! : 임페터스", 난지갤러리,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Modern & Modeng-Gallery Hotel Art Project", Gallery Hotel, 베이징, 중국  
           "Beijing CIGE 2012-guest country project : Solid Illusion", China World Trade Center, 베이징, 
중국  
           "창원아시아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2011   "NANJI ART STUDIO _ 6th OPEN STUDIO 2011",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1 Open Studio", 창동창작 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Korea Tomorrow",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오감으로 만나는 미술이야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안산, 한국  
           "BYOB _ Seoul : Bring Your Own Beamer", Gallery LVS, 서울, 한국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2011", 울산광역시 태화강 둔치, 울산, 한국  
           "상상 바이러스",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북도 완주, 한국  
            "INTRO", 창동아트스튜디오,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한국  
 
2010    "이미지의 틈", SeMA2010 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움직일 동 動 ", 이천 월전 시립미술관, 이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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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_super message of art", 현대미술의 동향 전, 경남도 미술관, 창원, 한국  
            "도깨비 방망이: The Tricksters", 한국-호주 국제 교류전,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 
            "아시안 탑 갤러리 호텔 아트 페어 2010", 신라 호텔, 나인 갤러리, 서울, 한국  
            "면역력",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신축이전 기념 개관전", 공근혜 갤러리, 서울, 한국  
            "Different, but Same", 한국 청년작가 초대전, Artery Gallery, 방콕, 태국  

 

허윤실  

everyware.kr  /  info@everyware.kr   

2012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박사수료 

2009-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 예술종합 학교 등 출강 

2009-  (주)뉴미디어랩 대표 

2006-2008 UCLA 디자인&미디어아트 석사 

2003-2005 LG전자 Human Interface그룹 연구원 

2002-2004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사 

1998-200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주요  전시  
 
2012.02     15th Japan Media Arts Festival ,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Japan 

2011.12     SIGGRAPH ASIA Art Gallery , Hong Kong Convention Center, China 

2011.08     SIGGRAPH Tracing Home, Vancouver Convention Centre, Canada 

2011.06     Interaccion I/O/I; , Disseny Hub Barcelona & IDAT, Spain 

2011.01     Electonics Alive VI , Scarfone/Hartley Gallery, USA 

2010.12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 Game+Interactive Media Art, 서울대학교 미술관, 한국 

2009.12     Decode, Victoria & Albert Museum, UK 

2009.02    13th Japan Media Arts Festival,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Japan 

2009.01    Main gallery 상설전, Ars Electronica Center, Austria 

2008.08    SIGGRAPH Slow Art, LA Convention Cent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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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Leeeejm@gmail.com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200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08      2회 개인전 ,  김진혜 갤러리, 서울, 한국 
                1회 개인전 ‘In and Around’ ,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주요  그룹전   
2012       이태원에는 부군당이 있습니까? , 스페이스 꿀 

No.45  Kumho Young Artist , 금호미술관, 한국 
2011        공간, 재구성 그리고 공간 , 최정아갤러리 

홈런-희망을 쏴라, 롯데백화점 광복점 / 영등포점 
Lines Play-이정민展 , NCsoft Creative Fountain  
Emotion in motion , W 서울 워커힐 

2010        서울건축문화제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SBS 창사 20주년 기념 투모로우페스티벌 , SBS사옥/오목공원 

2009       동심동화 , 가나아트센터  
                움직이는 미술관 , 금호미술관  
                선의 확장, 가인갤러리    
2008      한뼘 갤러리(안산역) , 경기도 미술관  
                디지털 시대의 드로잉 , 대전시립미술관 
                풍경과 상상_그 뜻밖의 만남 , 고양아람누리 미술관  
                생의 매력 , 갤러리 LVS  
                MoA Cine Forum 4 : Digital Portfolio , 서울대학교 미술관  
                프로포즈 7 , 금호미술관  
                Everyday art , 성곡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