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콘텐츠임팩트 (과학기술 X 미디어아트) 다빈치 프로젝트
협력기관 및 참여전문가 리스트
■ 교육 협력기관

※ 가나다 순

Hzone아트컨설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디스트릭트,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
로지학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트센터나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
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현대자동차
■ 참여전문가

※ 가나다 순

- 강연, 멘토링, 퍼실리테이터(팀별 전담 멘토), 평가/심사 등 다양한 역할로 과정에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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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연

김민직

김민호

김선혁

소속/직책

약 력

미디어아티스트

▪ 영국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Information
Experience Design 학과 객원교수
▪ CONNECT BTS(Seoul, London, New York, Berlin, Buenos
Aires), 서울 전시(2020)
▪ Bloomberg Art+Technology series(2018)
▪ Victoria and Albert Museum, 아티스트 레지던스 및 개인전,
뮤지엄 최초의 프로젝션 맵핑 소장품(2016-2017)
▪ Leonardo Journal(MIT Press, 2018), Practice of Proj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논문개제
▪ 영국 왕립예술학교 (Royal College of Art), Information
Experience Design 전공 박사

미디어아티스트
(ATOD)

▪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아트 & 테크놀로지 겸임 교수
▪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MAS 및 AOTD 소속 작가
▪ 강다니엘 Color전(2019), 한양대학교 과학관 미디어 콘텐츠
제작(2018) 등 다양한 활동 병행
▪ 마포 문화비축기지 T4 LINK전(2018), 평창 과천동굴 Peace
over window(2018) 등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전시 참여
▪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인터렉티브 디자인 석사
▪ 연세대학교 디지털 아트 학사

미디어아티스트
(ATOD)

▪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MAS 및 AOTD 소속 작가
▪ Fruits 전(2019), 빨주노초파남보 전(2018) 등의 전시 및
아디다스 X DPR 컨베이어, 브라운관활용, VJ 체험 공간, LED
조형물 제작 및 설치(2019), 국립현대미술관 고객의소리온
설문조사 시스템 개발 및 설치(2018) 등 다수 작품 제작 및
설치
▪ 前 한양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겸임교수
▪ 前 계원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과 강사
▪ 연세대학교 디지털 아트 및 시각 디자인 학사

레벨나인(Rebel9)/
대표

▪ 문화자원 큐레이션 기업 레벨나인(Rebel9) 대표
▪ 한국콘텐츠진흥원 새싹 R&D 지원 사업 문화기술 개발 과제
수행
▪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후에 수집된 콘텐츠와
아카이브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 미디어 기획, 아카이빙
데이터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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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김용구

김주섭

김태윤

소속/직책

약 력

미디어아티스트
(아트랩)

▪ [시티리듬]으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영예상 수상 및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프로젝션됨 (2019)
▪ 언노운 월드 신작(Kocca 다빈치프로젝트) 제작
▪ [데칼코마니]로 부산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프랑스 스크린4올
필름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
▪ 작품: [Tremblements], [시티리듬], [로스트], [현대인의 냉장고],
[무경계], [색환각], [Unknown World], [Movement]
▪ 프랑스 파리보자르(파리 조형미술대학) 포스트 디플롬
▪ 프랑스 국립고등사진학교 ENSP, 사진과 영상 석사
▪ 프랑스 파리4대학 소르본대학교 철학 학사

서울미디어대학원대
학교
인공지능응용소프트
웨어학과/교수

▪ '2020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문화기술 선도대학원)' 참여
▪ '인공지능 스타일 전이 기반 영상 미디어 창작 아틀리에',
'인공지능 객체/사람 검출 기반 인터랙티브 실시간 스타일
전이' 연구
▪ (주)온타임텍 멀티미디어 연구소장/이사(Co-Founder)
▪ 미국 USC SIPI Visiting Scholar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

서강대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현대자동차
스페이스크리에이션팀/
책임매니저

▪
▪
▪
▪

▪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프로젝트 해시태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의 협업 전시 등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 기획·운영
▪ 미디어아티스트로 미디어시티서울, 백남준아트센터 등의
전시 참여(2010-현재)
▪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개발 (2000 초반)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사

김현정

빛의 벙커
사업총괄 이사

▪
▪
▪
▪

목진요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교수

▪
▪
▪
▪

박승순

박제성

서강대학교 Art & Technology 학과 교수
Creative Computing Group Founder/Director
미국 Rhythm & Hues Studios 영화특수효과팀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컴퓨터공학/컴퓨터그래픽스 박사

빛의 벙커 사업총괄(2015~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사업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사
미디어아티스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 영상감독(2016-2018)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창조원 창작제작센터장, 예술감독(2015)
뉴욕대학교 대학원 석사

미디어아티스트,
IDEAN/대표

▪ 전자음악가, 뉴미디어아티스트
▪ 현대자동차 제로원(ZER01NE) 프로젝트 참여
▪ '라디오포닉스(Radiophonics)', 아트 콜렉티브 레이블
'아이디언(IDEAN) 공동설립
▪ 개인전 <신경공간>, <시적극장>, <NEUROSCAPE>, <AQUAPHONICS>
등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 및 ICMC, Ars Electronica FIS, SXSW, PQ 등
전시, 학회, 페스티벌 참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Ritual - Mideum Karma (HADA –Contemporary, 런던, 2014),
Petitio Principii(갤러리정미소, 2012) 등 런던과 서울에서
다수의 개인전 개최
▪ Ars Electronica(2017),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2016),
사치 갤러리 한국 현대미술전 코리안 아이(2012) 전시 참여
▪ 현대자동차그룹 VH 어워드 그랑프리(2016), 중앙미술대전
대상(2010)
▪ 영국 왕립예술대학 Communication Art &Design 석사
▪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학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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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

약 력

미디어아티스트

▪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전시 참여
▪ 설화문화전 전시감독(2018)
▪ 영상 매체와 시각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설치, 그래픽 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활동 병행
▪ 제3회 현대자동차그룹 VH 어워드 대상,
제8회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대상
▪ 베를린 자유대학교 영상&미디어 인류학과 석사
▪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사

미디어아티스트
(김치앤칩스)

[김치앤칩스] 손미미(한국)와 엘리엇 우즈(영국) 작가로 구성된
미디어아트 그룹, <Light Barrier 3rd Edition> 2017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특별상 수상, <Light Barrier> 2014 Media
Architecture Biennale 참여
▪ 인터랙션 디자이너 겸 비주얼 아티스트
▪ 디자인 아트 스튜디오 '김치앤칩스' 대표
▪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4 예술감독
▪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디지털 미디어아트 석사
▪ 덴마크 코펜하겐 CIID 인터랙션 디자인, 디자인 리서치 전공

미디어아티스트
(김치앤칩스)

▪ 영국 맨체스터 출신 디지털 미디어아티스트
▪ 디자인 아트 스튜디오 '김치앤칩스' 공동설립자
▪ ScreenLab Residency and ScreenLab Conference programme
큐레이터
▪ 영국 맨체스터 대학원 물리천문학 석사

국립아시아문화원/
팀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융복합콘텐츠 개발 및 예술기술 융합
국제행사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책임
연구원(2010-2011)
▪ ㈜ 얼트씨 부장(2009-2010)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 영상원 예술전문사 석사

Hzone아트컨설팅/
대표

▪ European Commission STARTS 프라이즈 심사위원
(2018-2019)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2017)
▪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2013-2019)
▪ 테이트 모던의 현대 커미션, MMCA 현대차 시리즈,
Bloomberg Brilliant Ideas 및 Art + Technology 프로젝트 등
기획,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 대전시립비술관 학예연구사 역임
▪ 아트센터나비 전시팀장 역임
▪ <육태진, 2010>, <미래는 지금이다, 2013-2015>, <크지슈토프
보디츠코: 기구, 기념비, 프로젝션, 2017>, <올해의 작가상
2018> 등 전시 기획

이예승

미디어아티스트

▪ 갤러리 조선, 아트사이드 등에서 개인전 개최 및 대안공간
루프, 금호미술관, 아시아문화전당, 제로원데이 2019 등 다수
의 전시 참여
▪ 드로잉, 설치,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매체를 활용하여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는 설치작업 진행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동양화과 박사 수료
▪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교 석사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서동주

손미미

엘리엇
우즈

이기형

이대형

이수정

▪
▪
▪
▪

경기도미술관 학예사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일주아트하우스 큐레이터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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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미

전수환

소속/직책

덕성여대
IT미디어공학과/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장

약 력
▪ Interactive Media Art Face Recognition 연구
▪ 영화흥행 분석을 위한 쇼트리스트 기반의
장면이력시각화 연구
▪ 시네마/애니메이션/게임을 위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주관 : 서울시)
▪ 글로벌 IT 기술 경영 융합 인력양성사업 참여
▪ 前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PD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 박사
▪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운영 총괄
前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기획위원
前 (주) 아트스페이스 코리아 이사
前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前 문화예술기관 자문/평가/심사 위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등)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박사

23

정덕영

클릭트/대표이사

▪
▪
▪
▪
▪
▪

24

최은석

디스트릭트/이사

▪ AOLAB 대표, 디스트릭트 XRLAB 부문장
(VR테마파크 PLAY VR 제작총괄)
▪ 前 디스트릭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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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륜

서울과학기술대
조형예술학과/교수

(주)Clicked 설립(2013)
개발사 Studio Varshia 설립(2009)
영화, CF 전문 CG 회사 Studio B1 설립(2006)
대종상 CG, 특수효과상 수상(얼굴없는 미녀, 2005)
영화 전문 CG 회사 Bbox 설립(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학사 및 동대학 대학원 수료

▪ 개인전 9회 및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다양한 전시 참여
▪ 낮은 난이도의 기술에 의존한 복잡해 보이는 비디오
설치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작업 진행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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