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혜 경(HyeGyung Kim) , 1974, 서울.
artnuvo@nate.com, 010-6668-0574
www.artnuvo.net
https://www.instagram.com/artnuvo10/
학 력
2015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박사수료
2011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석사
1997 상명대학교 공예학과 미술학사

초대 개인전
2021 MEDIA 樂:궐, 꿈꾸는 도원향,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미디어월, 서울, 한국
2021 전통을 거닐다, 갤러리 르와흐 1관, 서울, 한국
2021 2020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문화재청 초대작가전 ‘Heavenly Paradise’, 두바이엑스포 문화재청부스 미디어월,
두바이, UAE
2021 세계유산충전:안동, 초대작가전, 도산서원 야외설치미디어월&도산서당, 도산서원, 안동, 안동시
2021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거리로 나온 뮤지엄’ 초대 개인전, Media 與民樂:500년의 문화유산, 코엑스
크라운미디어 & 대구 롯데백화점 미디어월, 서울&대구, 한국
2021 ‘K-Art at Home: 김혜경’ 미디어 아트 온라인 초대전, 워싱턴 한국문화원 웹사이트
2020 MEDIA 與民樂 東闕展,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미디어월, 서울, 한국
2020 Beyond Time and Space展, 김포아트홀 전시관, 김포, 한국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하나금융그룹 & 미디어아티스트 김혜경 콜라보 Digital Humanity전, 코엑스, 서울 한국
2019 Media 多寶格, 은암미술관/은암문화센터, 서울, 한국
2019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워싱턴 한국문화원, 워싱턴, 미국
2018 2018 서울 국제디지털 페스티벌, Tech & City展, 동대문DDP, 서울, 한국
2018 Media 與民樂(enjoy with the people)展, 한국문화재재단 전시관 결, 서울, 한국
2017 Media 樂展, 광주문화재단 미디어338, 광주, 한국
2016 Media 寶貨展, 뉴욕한국문화원 갤러리 사랑방, 뉴욕, 미국
2014 Media 사이展, 오사카한국문화원 미리내 갤러리, 오사카, 일본

초대 그룹전
2021 Digital signal, 은암미술관, 광주, 한국
2021 여민락:세종대왕과 음악, 평화와 공생을 위한 시가, 세종문화예술회관전시실, 세종시, 한국
2021 명장과 미래의명장전, 통인갤러리, 서울, 한국
2020 원주한지테마파크 10주년기념 특별전:한지정경, 세개의 시선으로 만나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관, 원주, 한국

2020 제 1회 아트팩토리 난장판 페스티벌, 아트펙토리 난장판, 파주, 한국
2020 아시아호텔아트페어2020 미디어아트협회 특별전, 나인트리프리미어호텔, 서울, 한국
2020 박영공감전, 갤러리박영, 파주, 한국
2020 원주한지문화제 한지의 환영전,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관, 원주, 한국
2020 은암미술관 10주년 역설과 반전전, 은암미술관, 광주, 한국
2020 Art-Hybrid전, 담빛예술창고 전시관, 담양, 한국
2020 THE BUNKER전,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전시관, 광주, 한국
2019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 페스티벌 디자인, 디지털을 입다전, 킨텍스 제 1전시관 5홀, 일산, 한국
2019 The old time and new space, 은암미술관, 광주, 한국
2019 예술의 섬 장도 개관, Feel Art전, GS 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한국
2019 시대교감, 천년을 담다, 중랑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9 The Shift 4기, 화신풍전, 갤러리 박영, 파주, 한국
2018 Trace(흔적) -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 미디어 338, 광주, 한국
2018 상촌재 기획전시 ‘한양, 경성, 그리고 쎄울 - 쎄울 레이디展, 전통한옥공간 상촌재, 서울, 한국
2018 한복, 시대를 이야기하다展, 돈의문박물관마을 I7전시장, 서울, 한국
2018 Mixed Reality, 미디어338, 광주, 한국
2018 Beyond Tradition:Contemporary Reflections in East Asia, Carolyn M. Wilson Gallery,
University of South Florida, 플로리다, 미국
2017 시흥 이브이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올빼미집 전, 비발디 아트하우스, 시흥, 한국
2017 제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 Hand+품다, 기획전시 Re:Craft展, 옛 청주연초제조창, 청주, 한국
2017 경기창작센터 연계전시 키네메틱스-시간여행展,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 한국
2017 전통과 변화展, 한양대학교 박물관 2,3층, 서울, 한국
2017 Embrace or Rebel?-Traditional Asian Art Techniques in Contemporary Practice,
Amelie A, Wallace Gallery, 뉴욕, 미국
2016 Shanghai Art Fair 2016,, 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Convention Center Hall, 상하이, 중국
2016 New Art Force Exhibition, Art of Nature Comtemporary Gallery ,홍콩, 중국
2016 "Seoul International Digital Festival - Digital Media Art",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 한국
2016 "Post-Tile, 타일이후의 타일"展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2016 2016 International Media Art Festa ‘People and Rice’展, VM아트미술관, 삼례, 한국
2016 Seoul International Digital Festival-Digital Media Art展,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서울, 한국
2016 미디어 풍경展, GS칼텍스예울마루, 여수, 한국
2016 전통과 변화展,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2016 숙명여대 창학 110주년 기념 ‘品’展,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2015 2015미디어아트 ‘빛, 공간’展,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 한국
2015 담양문화재단 개관 ‘담빛 예술로 물들다’展, 담빛예술창고, 담양, 한국
2015 2015공예 트렌드 페어 ‘손에 담긴 미래’展, 코엑스Hall A, 서울, 한국
2015 2015 시민청 아트페스티벌 ‘서울놀기’展,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 한국
2015 개관 4주년 기념 초대전, ‘생각하는 빛’展,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한국
2015 선율-시간을 거슬러"展, VM아트미술관, 전라도 삼례, 한국
2015 2015 New Art Wave Expo, Venetian Cotai Expo Hall D, 마카오, 중국

2015 이천세계도자센터,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쉼, 흙길 걷다’展, 이천 세라피아, 이천, 한국
2015 2015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색:Ceramic Spectrum’展, 이천 세라피아, 이천, 한국
2014 2014 서울빛초롱축제 ‘라이트 아트 특별’展, 청계천(청계광장~수포교), 서울, 한국
2014 ‘빛으로 만드는 예술’展, VM아트 미술관, 삼례, 한국
2013 개관 2주년 기념 초대 ‘행복한 나라, 양평’展, 양평군립미술관, 경기, 한국
2013 2013평창비엔날레-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구 하모니’展, 앙바 엑스포전시관, 동해, 한국
2013 2013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과학 상상의 날개를 달다‘展, KINTEX 제1전시관, 일산, 한국
2013 생각하는 윤리, ‘미술관 속 철학이야기’展, 상원미술관, 서울, 한국
20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인문 융합창작소 기획 초대 ‘山水’展, 제로원디자인센터 ,서울, 한국
20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인문융합 창작소 개관 초대展,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서울, 한국
2012 만인예술가展,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2010 Anamorphic Architecture展,, THE CORNER GELLERY, 서울, 한국 그 외,,

레지던시
2018 광주문화재단 7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2016 VM아트 미술관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품소장
2020 전주현대미술관 : Media 臥遊 (Enjoying the scenery lying in a room)
2020 갤러리S : Untitled
2016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Media 寶貨 (a treasure)
2016 VM아트 미술관 : Media 豐饒 (fertile)

수 상
2016 Red Dot Design Award 2016 : Winner (디자인컨셉트 부문: IOT teapot& Table with MEDIA Art)
2015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국제공모전 : Honorable Mention
2015 New Art Wave International Artist Award : Finalist

저 서
2020 끌리는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 성안당
2017 Phtoshop & Illustrator Design Artwork, 성안당
2013 포토샵 디자인 스타일북, 한빛미디어
2009 포토샵 아트웍 스타일북, 제우미디어
2009 Photoshop Artworks Style Book, 수석문화, 대만

강 의
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외래교수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 외래교수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겸임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초빙대우교수
한라대학교 광고영상미디어과 겸임교수
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인터네셔널 스쿨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외래교수
용인대학교 미디어디자인과 외래교수

강 연
2020 세계유산 국제 컨퍼런스, Section2 세계유산과 미디어아트 초대 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