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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jinnarae.com  

이메일: eyesearswings@gmail.com 

 

2013~2015 도시+예술 아티스트콜렉티브 ‘일시 합의 기업 ETC’(Enterprise of Temporary Consensus) 

공동대표 

 

 

| 학력 | 

 

2014~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201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조소과 석사(졸업) 

2009   서울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학사(졸업) 

 

 

| 학술발표 | 

 

2018     7월 AAS in Asia ‘Urban Space, Emotion and Human Right“ 세션 확정 

발표제목: <Poetized trauma and Border Area : in case of Ms. Kwon.>(가제) 

2017     12월 16일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사회학적 상상력과 희망의 재구성> 

발표제목: <시를 통해 본 수복지구 생애사와 트라우마> 

2017     6월 26일 BK21 <Scenescapes: how qualities of place shape social life> 콜로키움  

발표제목: Time-Based Division of Public Space and Social Stratification : in case of Seoul 

Railway Station 

2017     1월 13-14일 베를린 자유대학 대학원생 워크숍 참여 및 발표 

발표제목: Dwellers and Passersby, temporal and spatial division of underground passageway of 

Seoul Railroad Station. 

2016    10월 22일 비판사회학회 ‘저성장, 산업전환,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 발표  

세션: 일반세션 5 ‘노동정치’ 

발표제목: 사각지대의 종합곡예사들 : 프레카리아트 주체로서 미술계 생산자의 삶) 

 

 

| 지원선정 | 

 

2017     BK21 지원대학원생(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업단) 

2016     BK21 지원대학원생(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업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시각분야 지원선정(냉전 가족사 

리서치) 

2014     BK21 지원대학원생(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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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사 및 리서치 프로젝트 | 

 

2017     ‘라이브쇼-개 O예정’, 제주문화예술센터 이아 개관 사전 지역 리서치-워크숍 프로젝트, 제주 

             ‘Town. Hope. New.’, 연천 신망리 리서치 기획 및 참여,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소 

‘서부전선 DMZ프로젝트'    

 ‘대부도 휴먼라이브러리’, 영상 인터뷰 아카이빙, 대부도 경기창작센터 

             ‘연천 유엔화장장 콘텐츠활용방안 연구’ 외부연구원 참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벌터 100년사’, 수원 벌터문화마실 벌터마을 생애사 리서치 연구원 

2016     경기문화재단 ‘보이는마을' 포천 관인면 사전리서치(생활예술 및 생애사 리서치) 

ARKO 공공미술 R&D(Remind&Debate), 아르코('잠복자들’진나래+김재민이, 동구 공폐가 

밀집지역 리서치) 

‘K의 가족사’(Genealogy of K), 베를린  

2013    시화: 시가 되다, 문래 예술 공장 M30* 

낙원가족 서비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도시 신사 A씨의 쾌적한 집들이, 교남동 빈 집* 

2012     ‘If you dream it: ○□★△×’, ‘Back to the Future: ○□★△×’, 내러티브-투어프로그램 

 

 

|교육 | 

 

2017     서울예술대학교 초빙강사(공통프로젝트 워크숍: 3D프린터 활용 주거디자인 프로젝트) 

 

 

|출판, 기고| 

 

2017     ‘시공을 가르는 기예’, 월간 '환경과 조경' 12월호 마포문화비축기지 특집 

2017     월간 환경과 조경 연재 ‘예술이 도시와 관계하는 11가지 방식’ (2~12월)  

2017     Genealogy of K(K의 가족사), 독립출판 

2016     ‘종합곡예를 하는 예술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월간 '환경과 조경' 3월호 특집 

2015     '수상한목욕탕', 월간 '환경과 조경' 10월호 view 섹션 

             도시신사 A씨의 일일, 스튜디오진지* 

2014     '미술과일', 풀프로덕션, (공저) 

             만 개의 파도, Typepage* 

2013     도시 신사 A씨의 쾌적한 하루생활, 독립출판*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적 삶, 공저(도시사회연구소), 독립출판* 

2012     ○□★△×, 스페이스 빔, (Joris Lindhout 외 5인 공저) 

 

 

| web links | 

 

Project blog for ‘Genealogy of K’: genealogyk.wordpress.com 

Project blog for ‘Sihwa: Poetized’: www.kimsunnyo.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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