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이 기계를 생각하는 만큼,
기계도 인간을 생각하게 될까?

우리는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김 진 우



입체/설치



진화의 비밀;# J-1
스틸,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모터,센서

1330X680X330(h)cm
<포항시립미술관 개인전> 2017

키네틱/설치



진화의 비밀;# J-1
스틸, 스테인레스스틸
600X300X850(h)cm

<포항시립미술관>2017 



진화의 비밀;# J-3,
스틸,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모터,센서

470X320X230(h)cm
<제주4.3평화공원>2019-2020

키네틱/설치



진화의 비밀;# J-2, 
스틸, 모터, 미세먼지 센서, LED

800X800X1400(h)cm
<부산 바다미술제> 2017

미디어 설치 작업



러시안 룰렛,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모터, 
센서

300X60X180(h)cm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2017

키네틱 작업



미디어 설치

신 인류 융점을 찾다, 스틸, 스테인레스 스
틸, 알루미늄

800X500X370(h)cm
<창원조각비엔날레> 2016



숲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700X700X370(h)cm
<경남도립미술관> 2016



<대전시립미술관> 2016

설치 작업



세상속으로
스틸,LED, 담수어

150X150X310(h)cm
<경남도립미술관>2016

미디어설치 작업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
스틸,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페인팅

370X370X400(h)cm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2016



FOREST
스테인레스 스틸

600X500X600(h)cm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2017

설치작업



키네틱/설치 작품

A Paradigm Shift
스틸, 모터, 모션센서

1100X370X370(h)cm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2015



숲 속의 연주자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모니터, 알루미늄, LED, 모터

150X150X270(h)cm
대전시립미술관 <2016>

키넥틱 작업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2스틸,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페인팅
370X370X400(h)츠

< 2016 SK HCI-UX 로봇포럼><서울대학교미술관> 2016 

키네틱 작업



키네틱/설치 작품

소리나무
엔진, 스피커, 철, 스테인레스 스텐, 알루미늄, LED, 모터

600X600X700(h)cm
<현대자동차 브릴리언트메모리즈, D.D.P> 2015



Dragonfly
펜, 마커

30cmx20cm
2012

Dragonfly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LED, 모터, 센서

170X170X170(h)cm
<포항시립미술관> 2013

키네틱 작업



Living Car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LED, 모터, 모션센서

240X120X100(h)cm
<대전시립미술관> 2016



플라잉맨 시리즈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모터, LED,  알루미늄, 모터 가변 설치

<국립현대미술관 외> 2010-2014

키네틱 작업



신인류의 소풍_700X120X200 cm 가변설치_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청주시립미술관> 2019



진화의 비밀 #J-4 ;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_250X2500X300 cm_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식약처아트라운지(청주)> 2020

키네틱 작업



진화의 비밀 - 아지트_650X400X250 cm_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 모터, 센서_<여주시미술관> 2020

키네틱 작업



페인팅/드로잉



'숲-인간과 기계를 품다‘
캔버스위에 오일, 아크릴

800x164cm 
<대전시립미술관> 2016

페인팅



신인류의 산책230x150x3 cm 
Painting on Steel

<대전시립미술관> 2016

페인팅 작업



＇신인류의 초상‘
캔버스위에 오일, 아크릴

164x132cm 
2009

페인팅



＇신인류의 초상‘
캔버스위에 오일, 아크릴

132x82cm 
2009

페인팅



＇신인류의 초상‘
캔버스위에 오일, 아크릴

132x82cm 
2009

페인팅



＇신인류의 초상‘
캔버스위에 오일, 아크릴

132x82cm 
2009

페인팅



진화의 비밀
수묵

30cmX20cm
2018

드로잉



진화의 비밀
수묵

30cmX20cm
2018

드로잉



진화의 비밀 J-1
수묵

30cmX20cm
2017

드로잉



철학을 공부하는 로봇

로봇은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과연

철학을 통해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신인류의 초상
수묵, 마커

40cmX30cm
2014

드로잉



신인류 초상
캔버스 위에 수묵

100cmX72.cm
2014

드로잉



신인류의 초상
드로잉 혼합재료
1300cmX300cm

<국립현대미술관>2011

드로잉



Profile



김진우(Kim Jinwoo)

설치미술가 겸 엔지니어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교통박물관(용인)에서 프로젝트 아트디렉터로 활동을 했다. 2012-2013년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서 건축공학과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2016년에는 제12회 ‘장두건미술상’을 수상(포항시)하였고, 2017년 <진화의 비밀 :

#J-1> 라는 제목으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10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부산바다미술제> <창원조각비엔날레> <포항스틸아트페스티

벌> <현대자동차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광주비엔날레>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재 ‘진화’ 와 ‘신인류’를 모티브로 자연과 인간, 기계를 융합하는 작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이엔(주) 대표로서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해서 자동차 설계와 제작을 하고, 다양한 동력기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학력

1998 : 경희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20 : 진화의 비밀 :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 (식약처아트라운지, 청주)

2019 : 진화의 비밀 : #J-3 (아트스페이스플라스크, 서울)

2017 : 진화의 비밀 : #J-1 (포항시립미술관)

2016 : 신인류, 숲을 거닐다 (대전시립미술관)

2016 : The Drawing (Artspace H, 서울)

2015 : A Paradigm Shift (Artspace H, 서울)

2014 : Art Mora Residency Open Studio (Coohaus gallery, 뉴욕)

2011 : 갤러리 진선 윈도우 77 ‘신인류의 초상’ (갤러리진선, 서울)

2010 : 신인류의 초상 (아쿠아 갤러리-COEX, 서울)

2004 : 신인류의 초상 (세종문화회관미술관)

2001 : 천마도 (포스코 갤러리)

1998 : 삶의 표정 그 일상 (종로 갤러리)



단체전
2020 아트페스타 in 제주 (탐라문화광장, 제주)

‘한 뼘 프로젝트-재생미술프로젝’트 (양평군립미술관)

2020이동전시관 ‘스테이션 031’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 경기도 5개 도시 순회)

‘영원한것은 없다’ (브이센터 더 라이브 뮤지엄, 서울)

Push & Art (강동아트센터, 서울)

제주4.3미술제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아빠! 미술관 가자 – 미술과 과학, 그리고 형식의 융합 (여주시미술관 아트뮤지엄려)

로봇아트팩토리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판교아트뮤지엄 (현대백화점 판교, 성남)

2019 장난감의 반란 (청주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 (양평군립미술관)

Design Korea Festival (킨텍스, 고양시)

Hello Maker Korea (국립부산과학관, 부산)

Cold (국립부산과학관, 부산)

Printed Matter (아르디움갤러리, 파주)

Blue (초이스갤러리, 서울)

2018 빛의 파라다이스 (양평군립미술관)

아티스트의 오브제 ‘한 조각의 평화 Peace&Piece’ (파주아트벙커)

점·선·면·공간; 감성을 벼리다 (리각미술관, 천안)

의정부아트페스티벌(의정부예술의전당)

얼굴보다 작은 (아트스페이스 플라스크,서울)

2017 Art Sebin Movement (갤러리 아트세빈,서울)

키네틱아트페스티벌 (시흥비발티아트하우스)



와인병의 진화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바다미술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Artist Together Project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성남)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울산)

로봇일기-재미있는 키네틱 아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경기도 시흥)

닭-오덕을 품다 (갤러리세인,서울)

2016 예술과 과학의 만남 - ART로 STEAM (포스코갤러리)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시립미술관)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아트로봇 (제주도립미술관)

조각을 맞추다 (리각미술관, 천안)

로봇-트랜스포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앨리스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 (경남도립미술관)

밀라노 어포더블 아트페어 (이태리, 밀라노)

2015 Robot Party (나비아트센터, 서울)

Robot be Human-창조된 인간 (한국만화박물관, 부천)

포항스틸아트페스트벌 (포항시립미술관)

현대자동차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서울)

신인류시리즈 (스트리트 뮤지엄, 서울)

크로스 앤 오버 Cross & Over (선광미술관, 인천)

SICAF 2015 특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 

2014-1998 국립현대미술관 외 단체전 다수 참가



아트레지던시

2017 : 시흥ABC 레지던시(경기도, 시흥)

2014 : Art Mora Residency (첼시, 뉴욕)

2009 : 프라임아트레지던시(프라임문화재단, 서울)

경력/프로젝트

2018-2019 : 국민대학교 테크노대학원 자동차 시뮬레이터 설계 및 제작(국민대학교)

2017 :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KOREA 2017 학술대회 패널토의(강원랜드 컨벤션호텔)

2016 : 2016 SK HCI-UX ROBOT FORUM(서울대학교)

2016 : 창원조각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 아티스트워크샵(성산아트홀, 창원)

2016 : 제12회 장두건미술상 수상(포항시)

2016 : 어벤져스메이커톤(국립과천과학관)

2015 : 융복합포럼(아트센터나비)

2013 : 수학구조물 경진대회 심사위원(국립과천과학관)

2012-2013 : 하버드대학교 Fellow Affiliate, MIT(건축/기계공학-보스턴, 미국)

2011-2012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교육체험관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경남, 사천) 

2010-2011 :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2008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연구용 자동차 시뮬레이터 설계 및 제작(서울대학교)

2005~2008 : 삼성교통박물관 프로젝트아트디렉터(용인)



• 국립현대미술관

• 대전시립미술관

• 여주시미술관

• 문화제조창C(청주)

• 현대자동차

• GM KOREA

• 송파구청

• 씨크루즈호텔(속초)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광명)

• 송도푸르지오아파트(인천 송도)

• 헤이리(파주) 

• 삼성홈프레스티지(속초)

• 위례효성해밀턴(위례)

• 삼성교통박물관(용인)외 개인소장 다수

작품 소장처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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