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 (Korean) 

금 민 정  

 

1977년 서울 생 

chogak77@gmail.com 

www.minjeong.net 

 

학력 

2019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 수료 

2004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9  Hidden Layers_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19  Hidden Layers_갤러리 아트두, 제주 

2018  <다시 흐르는> _문화비축기지 T4, 서울 

2017  INVISIBLE FOREST _스페이스소, 서울 

2017 <헤테로토피아> 말없는 벽 _아트스페이스WATT, 서울 

2016  미술관의 벽 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미디어월 스크리닝, 서울 

2016  런던아트페어 솔로 프리젠테이션, 한미갤러리, 비즈니스 디자인 센터, 런던  

2015  금민정 개인전 _쉐라톤 송도 호텔, 인천  

2015  생의 규칙 The Ruls of Life, KAIST Rsearch & Art, 서울 

2014  격.벽. _갤러리 세줄, 서울 

2014  차갑고 시린 바닥 _서울시 창작공간 홍은 예술창작센터 H갤러리, 서울 

2013  숨쉬는 벽 _Abstract Breathing, 문화역서울284 RTO, 서울 

2010  a breathing LIFE _난지입주작가 릴레이전, 난지갤러리, 서울 

2009  a breathing view _금호영아티스트, 금호미술관, 서울 

2007  Breathing Room, 관훈갤러리, 서울 

2006  집(house), 신한갤러리 광화문, 서울 

 

주요 그룹전 

2019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린다, 스페이스소, 서울 

Water, Life, Imagenation,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한국근현대조각100주년<한국현대조각의 단면>,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울 

Dream of dream, YP showroom, 서울 

금호영아티스트<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미디어아트3인전, 라벨러치타, 부산 

2018  Korean’s Spirit , Artvera’s Gallery, 제네바, 스위스 

      오늘의 여성 미술, 양평 군립 미술관, 양평, 경기 

2017  보이지 않는 것을 공기중에 배열하는 기술, 일우스페이스, 서울 

피시보P15, 후지필름 스레이스X, 서울 

KOREA Tommorow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아시아 예술이 묻는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경상도 



Trans-Space, Art Space Grove, 서울 

와트 서포터즈, 아트스페이스WATT, 서울 

낯설지만 익숙한, 르무라떼 현대미술관, 피렌체, 이태리 

2016   금빛씨앗,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충청북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_가상현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경기도 

엘리스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경남 

UP BEAT, 서울 무용센터, 서울 

2015   길 위의 공간, JCC개관 특별전, JCC미술관, 서울 

빛의 정원, 미디어극장 전, 갤러리 정미소, 서울 

빛, 자연과 사람 –VM 아트 미술관 

세마 미디어살롱,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4   즐거운 나의 집, 아르코미술관, 서울 

3인전, Mind Space-감성미디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경상도  

건너편의 시선-한국 핀란드 미디어아트전,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서울 

광주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광주, 전라도 

그린리버, 스톤 앤 워터. 안산, 경기도 

그린리버, 담수이 역사박물관, 대만 

그린리버, 서호아트팩토리 갤러리, 대만 

숨쉬는 빛, 광주신세계갤러리, 전라도 

3공사-1 project. 홍은예술창작센터, 서울 

예술가의 선물, 갤러리 세인, 서울  

2013    미술관이 살아있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경기도 

10개의 집, 신한갤러리 공모 10주년 기획, 신한갤러리 광화문, 서울 

물레아트페스티벌 특별기획전 ‘간객(間客)’, 문래예술공장, 서울 

아트피스, 예술로 힐링하는법, 금호미술관, 서울 

꿈의 1막, 경북대 미술관, 대구 

캐나다우드 & 건축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전시장, 서울 

미술관에 놀러왔어요,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전라도 

탄생-Birth,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경기도 

2012    Space-scape, 롯데갤러리_일산, 경기도 

Make Shop ‘TOP10’,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파주, 경기도 

No. 45 금호영아티스트, 금호미술관, 서울 

2011    POSTER POSTER, 인터알리아 아트 컴퍼니, 서울 

Door's art fair 특별전,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서울  

미디어 아트캐슬, 가든파이브, 서울 

2010   SEMA2010 이미지의 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trange Apple, 헬로우 뮤지움, 서울 

풍경의 재구성,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낯선 시간, 낯익은 공간, 인터알리아 아트 컴퍼니, 서울 

과학과 미술의 만남 특별전, 국립과천과학관, 경기도 

그대 앞의 세상, 문을 열어요_대전시립미술관 기획, 한밭도서관, 대전 

21세기의 첫 10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A Dialogue Between Art and Design, 홍익대학교미술관, 서울 



랜덤 액서스,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 

수상한 집으로의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2009    NO, 광주&서울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류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Look & Pick, 헬로우 뮤지움, 서울  

버라이어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프로포즈 7. vol. 4, 금호미술관, 서울 

ILLUSION, 박여숙화랑, 서울 

The Irony, 키미아트, 서울 

PARTNER_금호미술관 기획, 복합문화공간 크링, 서울 

은유의 놀이_권다님&김민정 2인전, 옆집갤러리, 서울 

New Daily Object, 현대백화점 H갤러리, 서울 

2008    창작해부학, 경기도미술관, 안산, 경기도 

신나는 미술관: 상상공작소 -우리집이야기,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경상남도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봉산아트센터, 대구, 경상북도 

Archetype, 관훈갤러리, 서울 

Open Studio PART 1&2,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시, 경기도 

2007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 공간 디자인을 입다: 뉴미디어와 공간, 구 서울역사, 서울 

INTRO,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시, 경기도 

워터-루, 갤러리 잔다리, 서울 

위기, CUBE Space, 서울  

It takes two to tango, 금호미술관, 서울  

2006   꿈 속을 걷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표류일기, 동덕아트 갤러리, 서울 

벽-그 너머의 이야기, 갤러리 잔다리, 서울 

 

 

공연, 방송 

2016 현상의 공간 _유동모자이크 협업 공연, 초연: 서울무용센터 재연: 탈영역우정국, 서울  

2013  [아트플랫폼 스페셜에디션]  

숨쉬는 벽_Abstract Breathing (+안무 김성용, 출연 이준욱), 문화역서울284 RTO, 서울  

[서울역 문화공작소- 아트 인큐베이팅] 

숨쉬는 벽_Abstract Breathing (+안무 김성용, 출연 이준욱), 문화역서울284 RTO, 서울 

2012 TOUCH_현대무용 이선아 공연영상_정아트비전 후원, LIG아트홀, 서울 

2008 저 밖으로_현대무용 이선아 협업공연_정아트비전 후원, LIG아트홀, 서울 

<저 밖으로> 국내외 재연 

2010. 8. 27-28 에스플러네이드 센터, 싱가폴  

2010. 3. 29-31 영아티스트클럽 시즌 I, LIG아트홀, 서울 

2009. 11. 10-11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2009,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서울 

2009. 9. 26 젊은 안무가 페스티발 플렛폼,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2009. 3. 29-31 영아티스트클럽 시즌 I, LIG아트홀, 서울 

2009. 2. 11 저 밖으로,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R 수상자 공연, 요코하마, 일본 

2003 미디어 플러스 아트, skylife 시민방송 작품상영 

 

 



기업&공공미술 프로젝트 

2015 Breathing Eyes (아트콜라보레이션) 모두를 위한 디자인 미디어아트 초대작가 삼성전자 후원, 하티스트, 

서울 

2014 Breathing HYBRID (아트콜라보레이션) 도어즈 아트페어 ‘렉서스 특별전’ 외부 설치,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서울, + 렉서스 부산 전시장, 부산 

2012 Breathing SAMSONITE (아트콜라보레이션) 도어즈 아트페어 ‘샘소나이트 특별전’,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4. 06-08 그린리버프로젝트 초청 레지던시 (한국, 대만 교류), 단수이, 대만 

2013-2015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서울 

2009-2010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07-2008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도  

 

기타 

2008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 

2009 서울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금 수혜 

2010 경기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금 수혜 

2014 서울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금 수혜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금 수혜 

 

작품소장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금산갤러리, 서울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서울 

JCC 미술관, 서울 

KAIST 경영대학,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금호미술관, 서울 

디초콜릿커피코리아(주), 서울 

쌤소나이트코리아(주),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