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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갤러리에 문의하세
요

김 아 영
서울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학력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순수미술학과 졸업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사진학과 졸업 논문부분

시각디자인과 졸업

주요 개인전
《우각호 시간》 비데오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온라인 스크리닝
《다공성 계곡》 일민미술관 서울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허바리움 로얄보태닉가든스빅토리아 멜버른 호주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콜링우드아트프리시트 멜버른 호주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팔레드도쿄 파리 프랑스
《제페트 공중정원 고래기름 쉘》 더북소사이어티 서울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 》 박스씨어터 문래예술공장 서울 한국
《레일웨이 트래블러스 핸드북》

퍼포먼스홀 문화역서울

《레일웨이 트래블러스 핸드북》 박스씨어터 문래예술공장 서울
《크로싱
《

》

번지 갤러리현대 서울

익스프레스》 퀸스틀러하우스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미니마 메모리아》 스트릿레벨 글라스고 영국
《이페메라》 아이뮤프로젝트 런던 영국

서울

주요 단체전
페스티벌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렉처 퍼포먼스

《인간, 일곱 개의 질문》,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한국 (리움 삼성미술관 기획 순회전)
베를린

영화제

베를린 독일 스크리닝

《포스트 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전, 울산, 한국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무심한 표면 진자의 운동

》

자카르타 국제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스크리닝
쾰른단편영화제

필름포럼 루드비히 뮤지움 쾰른 독일 스크리닝

《시간이 돈이라면
베를린

은 타임머신일까 》 카디스트

영화제

《

뮤지움 오브 아트 난징 중국

베를린 독일 스크리닝
未⾄之城》 아시안아트 비엔날레 타이충 대만

《그 후 그 뒤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언해피 아카이브 파트

《연결로서의 예술

》 아르가우어 쿤스트하우스 아라우 스위스

《인간 일곱 개의 질문》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한국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아르코 페스티벌》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

》

《빈지 워칭
제

헬싱키 핀란드

″》 소장품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한국 스크리닝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

《사물에서 우주로

》 가우슝 시립미술관 가우슝 대만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

》 카디스트 아시아 프로그램

타임즈 미술관 광저우 중국

《제 10 회 부카레스트 국제실험영화제》, 뷰카레스트, 루마니아 (스크리닝 및 전시)
《제 3 회 샤르자 필름 플랫폼》, 샤르자 파운데이션,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스크리닝)
《제 21 회 샌디에이고 아시안영화제》, 샌디에고, 미국 (스크리닝)
《제 7 회 춘천영화제》, 춘천, 한국 (스크리닝)
《임팩트 페스티벌 2020: 제로 풋프린트》, 우트레히트, 네덜란드 (렉쳐 퍼포먼스)
《제 22 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 한국 (스크리닝)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부산비엔날레 부산 한국
《아르세날
《제

》 사일런트그린쿨루르카르티어 베를린 독일

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부분 전주 스크리닝

《문제의 일부》 포럼 익스팬디드 제

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톤할러 사일런트그린쿨투르카르티어 베를린 독

일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렉쳐 퍼포먼스
《이주 서사
《적자 팩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 롱마치스페이스 베이징 중국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우로보로스》 카지노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씨티 룩셈부르크
《헝콩트르 인터내셔널 파리 베를린
《백야

비디오 라이브러리 섹션》

하우스데어쿨투렌데어벨트 베를린 독일

》 엘리펀트스페이스 서울

《우로보로스》 더큐브프로젝트스페이스 타이페이 대만
《울란바토르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몽골문화예술위원회 독일문화원공동관
몽골
《샤르자 필름 플랫폼》 미라쥬시티시네마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스크리닝

아트갤러리 울란바토르

《용기와 시 유동성 시대의 난민과 예술 》 심포지엄 성남아트센터미디어홀 성남 스크리닝
《제

회 타이완 국제 비디오아트 익시비션》 홍가미술관주최 타이페이파인아트미술관 개최 타이페이 대만 스

크리닝 및 렉쳐
《포스트 인스티튜셔널 스트레스 장애
《디어시네마

》 쿤스트홀오르후스 오르후스 덴마크

필름 앤 비디오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솔로 스크리닝

《상상된 경계들

》

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알레고리 사물들 기억술》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디지털정보실 서울
《
《

신소장품전 하늘 땅 사람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신소장품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독립영화 단편예술영화

미디어콜렉션》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서울

《데스크 셋》 브레티니 현대미술센터 브레티니 쉬흐 오흐쥬 프랑스
《

》 올림픽뮤지움 로잔 스위스

《격자에 갇힌 바다

》 국제갤러리 서울

《렛 어스 리플렉트 필름 페스티벌》 샤펠생 쟈크아트센터 생 고당 프랑스
《비디오 포트레이트》 토탈미술관 서울
《삼라만상 신소장품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페스티벌 망카》
《사기 지질학

니스국립음악연구소

니스 프랑스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퍼포먼스

《난파의 소문

》 팔레가르니에국립오페라극장 파리 프랑스 단체 퍼포먼스 이벤트

《돌아와요 부산항에》 베스트포센 쿤스트라보라토리움 베스트포센 노르웨이
《도시괴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계에서 살아가기》 클럽 실렌시오 파리 프랑스 스크리닝
《가혹한 풍경 소리 작도법》 매컬레이스튜디오포이어 홍콩아트센터 홍콩 컨템포러리 뮤지킹 홍콩 공동주관
《시크릿 시네마》 마스라알카스바 극장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스크리닝
《시크릿 시네마》 크로너스아트센터 샹하이 중국 스크리닝
《시크릿 시네마》

아트센터 알세르칼애비뉴현대미술지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스크리닝

《서울사진축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모든 세계의 미래》

회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필름 몽타주》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세마 미디어살롱》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공명의 시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오작동 라이브러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상황

》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성장이면의 가치》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번영의 그늘》 리빙톤플레이스 런던 영국 스크리닝
《플레이타임 중

모래극장 》 문화역서울

서울

《도시산책》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아트스펙트럼

》 삼성미술관리움 서울

《코리안 아이 에너지와 물질》 페어몬트밥알바흐 아부다비 아랍 에미레이트
《코리안 아이 에너지와 물질》 뮤지움오브아트앤디자인

뉴욕 미국

《왓 해드 해픈드》 두산갤러리 서울
《포토그라피아스》 뮤지움오브모던아트오브리우데자네이루
《퓨쳐 맵 프라이즈》

자블루도비치컬렉션 런던 영국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

《서머 익시비션

》 로얄아카데미오브아트 런던 영국

《과거로부터의 현재 한국전쟁
《다르게 보는 법 파트
《코리안 아이

주년》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 아이뮤프로젝트 런던 영국

문 제너레이션》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미술시네마 감각의 몽타주》 서울시립미술관남서울분관 서울
《

당신의 공포는 외부의 것이다》 뮈차르녹쿤스트할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헝가리

《제

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서울

《측면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벽으로》 다름슈타트 진페스티발
다름슈타트 독일
《그림자 연금술》 랸저우사진페스티벌 랸저우 중국

레지던시

헤콜레 센터 파리 프랑스
삼성시떼아뜰리에 파리 프랑스 삼성문화재단 후원
파비옹리서치랩 팔레드도쿄 파리 프랑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퀸스틀러하우스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스페이스스튜디오 레지던시 런던 영국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프랑스

단행본
《그 후 그 뒤
《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 아시안아트 비엔날레

《인간 일곱 개의 질문》 리움 삼성미술관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올해의 작가상

부산비엔날레

》 국립현대미술관

《이주 서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일민미술관
《상상된 경계들》 광주비엔날레
《프로토컬럼》 디커스바흐 쿤스트페어라크
《브릴리언트 크리틱스
큐레이터
아티스트》 코리아투마로우
《파워 투 더 포인트 인포그라픽스에 관한 저녁》 서펜타인 갤러리
《제페트 공중정원 고래기름 쉘》 서울시립미술관
《

》 베니스비엔날레

《오작동 라이브러리》 서울시립미술관
《레일웨이 트래블러스 핸드북》 김아영
《성장이면의 가치》 주영한국문화원

마틸덴회흐

《아트스펙트럼》 삼성미술관리움
《

익스프레스 포트 해밀턴을 둘러싼 해상 모험과 국제 분쟁에 관한 저널》 김아영 신문

《크로싱》 갤러리현대
《

》 스키라

《감각의 몽타주》 서울시립미술관
《덧없는 이미지의 무대

김아영의 숏컷 포토몽타주 작품들》 현실문화연구

《이페메랄 이페메라》 미디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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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
베를린

영화제 베스트 익스페리멘탈 부문 파이널리스트 독일

제 회 춘천영화제 대상 한국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미술부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퓨쳐 맵 프라이즈 파이널리스트

자블루도비치콜렉션

브리티쉬 인스티튜션 어워드 로얄아카데미오브아트 영국
제

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한국

주요 소장처
카디스트 재단 샌프란시스코 미국
울산시립미술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부산현대미술관 한국
부산시립미술관 한국

런던예술학교 영국

년

플랫폼

서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한국
요아킴 파이바 콜렉션 뮤지움 오브 모던 아트 리우 데 자네이루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중앙일보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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