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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력

(한글) 김 미 련

(한자) 金 美 蓮
연 령

41906

대구시 중구 동덕로38길 105, 2층

전 화 번 호

E - mail

휴

홈페이지

사
항

대

기

폰

간

1985.3.
~1988. 12.
1988. 3.
~1992. 2.

학

2001. 10.
~2005. 3.

2005. 5.

2005.4.~

력
2008. 2.
2011. 3.~
2013. 2.

학

교

상

edukimi@daum.net
www.kimiry.net
www.localpost053.com

명

소

재

지

길원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북 안동시 안막동 73번지

경북대학 미술대학교 서양화전공 학사졸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술대
순수미술부문(학사졸업)
판화, 회화 전공/교수
A.R.Penck로부터사사(師事)
A.R.Penck로부터 마이스터슐러
(Meisterschueler)
수제자(首弟子)자격 취득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술대 순수미술부문/
설치,미디어아트전공/
교수 David Rabinowitch와
Martin Gostner로부터 사사(師事)
부전공/ 비디오와필름/
Vadim Glowna로부터 사사(師事)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술대
디플롬(Diplom)석사학위졸업/

Kunstakademie Düsseldorf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Eiskellerstraße 1
40213 Düsseldorf
Germany
www.kunstakademie-duesseldorf.de

https://dma.knu.ac.kr/
러벌즈변호사협회작가후원상 2003
1등상(Art sponsors by Lovells)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작가선정
2009 올해의 청년작가상
2009 젊은 작가-문화예술

수

만 52세

진흥기금 개인전지원 수혜
2010
대구문화재단-국제교류부문지원수혜

독일, 뒤셀도르프
서울, www.somadrawing.org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문화재단

경

2012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력

2016 경남매세나 지원작가

경남

2016 사루비아 다방 'SO.S'프로그램
작가선정

서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프로젝트

‘아티스트콜렉티브’ 로컬포스트
(2012-현재)
'동인동인 linked'

대구
www.localpost053.com
www.dongindongin.com

동인아파트 일대, 봉산문화회관

(2018-2019)
‘Nocoma’ 그룹 창립 (2010-2011)

전시기획
(선별)

개

(선
별)

룹

2020 'Hi, A new Home'

대구, 수창청춘맨숀

2020 '이야기;가치 잇다', 기획 및
증강현실마을지도 제작

대구,

2019 '포스트 공동체 ing/1'

대구, 수창청춘맨숀

2017 ‘Visible / Invisible City'
In-daegu Media Facade
2016 '도시의 산책자
_공통도시, 기억, 생태‘

행복북구문화재단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 범어아트스트리트
서울, 갤러리 아트컨티뉴

2019년

'SPOOKY MENTAL' ,
Gabi Rottes와 2인전

독일, 에센, 갤러리 구빌리아

2019년

‘Return'

2018년

2022년

전
(선

봉산문화회관 전시

'시간의 피부'

2016년
2014년
2012년
그

대구

2022년

인
전

독일 뒤셀도르프 공간 바젤린,

'랜덤 그리드, 랜덤

독일, 뒤셀도르프
라움퓌어라움 Raum für Raum,
대구

Random Grid, Random Daegu'
‘사루비아의 피부’

서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기획개인전
'moving scape' 특별기획전,
'빛 2012'-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TOGETHER / A LESSON WITH PENCK!
수성아트오딧세이 #4시간의 피부
‘Printemps'
'GOOD NEWS'

대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문화재단
광주, 광주시립미술관
독일, 뒤셀도로프, Gallery Coelner Zimmer
수성아트피아, 대구
독일, 프랑크푸르트Lachenmann Art gallery
독일, 콘스탄즈, Lachenmann Art Gallery

'Hidden_Messages'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구
2021년

별)

대구, 향촌문화관 기획, 타임프레임展

이상춘현대미술학교(RICA)기획
'양가성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Galeria Cenzontle
대구,

범어아트스트리트 오픈갤러리

독일, 프랑크푸르트Gallery Lachenmann Art

있다. Die Ambivalenz bekommt jetzt
eine neue Richtung'
<월간 인미공> '8월호 / 점멸하는 집'

서울, 인사미술공간
대구 로컬포스트&실험극장 카바리움,

'2021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
_COVID 특별전 '

2020년

강원도 인제 서화리 마을극장DMZ,
제주 달란미술사진관, 제주-한림 복합문화공간

책 한모금, 전북 진안 운산습지공원
'HIDDEN Messages ', AllArtNOW
스웨덴, 스톡홀름, AllArtNOW
'동인아파트 272의 꼴라쥬'
'예술 人 희망 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대구
'예술밥' 전환의 시대:예술노동, 밥에 관한
서울, 대안예술공간 이포
새로운 상상展,
'시월 바람 바람 바람'_대구 10월
대구, 소극장 함세상
항쟁_기억x예술=화해의 난장,
‘새로운 연대 New Communion’
릴레이 드로잉

대구미술관

5.18 국제표정전

518민주광장, 518개 표정 퍼레이드_망원동,
금남로,용인 근현대사미술관

'20회 대구단편영화제_비욘드더라인'

대구, 오오극장 독립영화전용관

'Die Grosse 2019',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2019년

'대구 아트레전드 이상춘'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작품소장

'Ways to Simplicity 15: Yugen - feat.
cubes & boxes', 미츠코 성 미술관
'도입시더 Do it Theater
2019'-디지털지신밟기
'Cube&Boxes'展, Raum für Raum,
'또 다른 가능성 _드로잉', 봉산문화회관
기획, 대구
'THAAD BREAKER' LOCAL POST &
FRIENDS,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뒤셀도르프, 독일
봉산문화회관,, 대구
오오극장&삼삼다방, 대구

사루비아 20주년 기념전
<프리퀄 1999–2018>
'칼라풀 컨버젼스'展
'Deagu in Tact'
'우리 우상', 아트스페이스 담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무심', 소마미술관

소마미술관, 서울

경북대미술관,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프로그램,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 유진 유토픽 국제
아트 비디오 페스티벌
“Daegu Media Art ZKM 2013
미디어특별기획전-Better Than
Universe”

노르망디, 프랑스

“D Artist”, 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 대구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쿤스트팔라스트뮤지엄
(Museum Kunst Palast)의판화콜렉션
대구문화예술회관
2007,2010 AG‘Kunstfilmtag'festival

2019, 2021, 2022
수창청춘맨숀 기획전시 작가 선정

(2001년-2002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가창 창작스튜디오 작가선정 심사

근무

토덴도르프, 독일

'일상생활비판'展,

아카이브
2011 주)독일한국문화원 코리아갤러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10, 2013
심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베스트팔렌 고고학뮤지엄/뮌스터
유물모사및 기록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과천
뒤셀도르프,독일
대구
뒤셀도르프,독일
베를린, 독일
대구
가창

수창청춘맨숀, 대구
Westf. Museum fuer Archelogie
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
Freiherr-vom-Stein-Platz 1
48147 Muenster

근무

NRW포럼(Forum)뮤지엄/뒤셀도르프-영상
분야어시스턴트(Assistant)

Museum NRW-Forum
Ehrenhof 2
40479 Düsseldorf Germany
www.nrw-forum.de

2012 - 2013

겸임교수

영남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2009 - 2011

초빙교수

대구 한의대 모바일콘텐츠학부

2011.- 2014

강사

대구 한의대 모바일콘텐츠학부

육

2009 - 2011

강사

경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경

2010 - 2011

강사

2012 - 2018

강사

대구예술대 서양화전공

2010 - 2017

강사

계명문화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2015

강사

덕성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2003년 6월
~2006년8월)

교

력

영남대 디자인미술대학 미술학부,
조형대학원 회화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