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anaband
다이애나 밴드는 관계적 미학을 향한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를 실험하는 2인조팀이다.
 우리는 관객들의 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해 공연성과 상호작용성을 작품에 적용하고, 
 관객은 때때로 작품의 적극적인 개입자로서 혹은, 
 일시적 사건에 개입되는 관찰자로서 사건에 초대된다.

구성원. 신원정, 이두호

개인전
Paper Moon | 2011. 11.04 - 11.14 | MEM Internacional Experimental Art Festival, 빌바오, 스페인

기획전  
사물행진 | 2015. 2.17 - 6.28  | 사물학 II: 제작자들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아나키스트 도구상자| 2015. 2.11 - 2.15  | 대학로 예술생태프로젝트,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
오! 프린트 | 2014. 11.28 - 12.16  | 프린팅 스튜디오 쇼, KCDF Gallery, Seoul
Forget the Land | 2014. 7.18 - 7.20 | welcome to the village, De Groene Ster park, Netherlands
버블 이스케이프 | 2014. 5.21 - 5.25 | 쿤스트플라이 Kunstvlaai, Amsterdam
사물놀이 | 2013. 10.3-  11.7  | B-E Gallery, Seoul
Candle Song | 2013. 5.5 - 5.30  | Remember me my 30days 레지던시 프로그램
Forget the Land | 2012. 7.17 - 7.11 | The Institute of Dirty Horticulture, Amsterdam
Candle Song | 2012. 5.22 - 5.24 | Candle Song | Musrara Festival, Jerusalem 
Salty Wind, Sweet Water | 2012. 3.13 -10.31 | Zuiderzee Museum, Enkhuizen
Ring Ring Rain | 2012. 1.11 - 1.20 | Transitions: Netherland Media Art Institute, Amsterdam
Ring Ring Rain | 2011. 11.24 - 11.27 | Comtemporary Istanbul Art Fair, Istanbul
Ring Ring Rain | 2011. 11.04 - 11.13 | amber’ 11 Art and Technology Festival, Istanbul 
Audible Paper | 2011. 7.09 - 8.10 | CBK (centraal beeldende kunst), Amsterdam
Paper Piano | 2011. 6.01 - 6.05 | DMY International Design Festival, Berlin
Ring Ring Rain | 2011. 5.11 - 5.15 | Eddie the Eagle Museum, Amsterdam
Ring Ring Rain | 2011. 4.09 - 30.05 | Zuiderzee Museum, Enkhuizen 
Paper Piano | 2011. 2.10 - 2.13 | Object International Art fair, Rotterdam

워크숍  
1.2.3 액션사물 놀이, 고3 대상, 상상만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서울
B-Y-O-P(당신의 폰을 가지고 오세요), 일반대상, 언메이크랩, 2014 서울
페이퍼 굿, 일반대상, 아트센터 나비 로봇공방2기 2014 서울
소리모아 워크숍, 청소년대상, 와우락 DIY 워크숍 2014 서울
들리는 종이, 2011. CBK (centraal beeldende kunst), 암스테르담

레지던스 
2011 Artist in Residence, Zuiderzee Museum, 엔크하우젠, 네덜란드

수상
2009 ‘Paper Organ’, 파이널 프라이즈, Asian Digital Art Award, 후쿠오카, 일본  

스튜디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89 5층 우: 133-020
         



신원정

시각 예술가 

+82 10 3558 1575
wonjung24@gmail.com 

교육 2010-2012 샌드버그 인스티튜트 (게리트 리트벨트 아카데미 석사과정)
                       자율 디자인과/공예 석사학위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2010 브레멘 예술대학 
                디지털 미디어 학사 과정 수료 | 브레멘, 독일 
 2003-2007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교 
                      회화 판화전공, 미술사 학사학위, 철학 부전공 | 서울, 한국

경력 2014    가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조형디자인 수업 강사
              2013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조형과 표현 수업 강사
              2011 “들리는 종이” 종이 서킷 인터페이스 개발 및 워크숍 진행 
  CBK 갤러리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8    아린 미디어 아트 랩 | 프로젝트 매니저 | 서울, 한국 
  미디어 아트 작업의 공공장소에서의 구현과, 사용자와 작품사이의 인터페이스 연구 
 2007 “오프도시” 미디어, 비디오 예술 대안공간 
  비디오 도큐멘테이터 및 기술관련 인턴 | 서울, 한국 

활동 2009 sommercamp+workstation=2009     
  RE:Discovering Sound—an Instrument-building Workshop
  Haus Der Kulturen Der Welt, 베를린, 독일 
 2007 한겨레 디지털 필름 아카데미
  한겨례문화센터 | 서울, 한국
 2006 아티스트를 위한 컴퓨터 언어 워크숍    
  나비 아트 센터 |서울, 한국7 

그 밖에 능력
 언어 - 한국어(모국어), 영어, 독일어로 소통 원활
 프로그램 언어 - 자바/ 프로세싱/ 푸어 데이타/ 아르뒤노
 Adobe -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 프리미어 - 상
       플래시  - 중 



이두호

소리 아티스트
엔지니어 (Last Title) 
+82 10 9146 1570
pilotedeguerre@gmail.com 

참여 프로젝트
 ‘drawingbot with smart phone’, 서경대학교, 2012 - 
  블루투스 통신 기반 드로잉 로봇의 커멘드 단, android 포팅 
 ‘the moment i opened my eyes i began to go blind’, 샌드버그 인스티튜트, 2010 
  PIR 센서를 이용한 관객 모션 감지, 인터액티브 공간 설치
 ‘anne marie koekoek’, 샌드버그 인스티튜트, 2010 
  웹캠을 이용한 관객 위치 감지, 인터액티브 공간 설치

경력 연구원, 주식회사 만도; 서울/경기, 대한민국 — 2007-2010
 주식회사 만도는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 현대자동차의 주력 부품 업체입니다
  - 센서 융합 기술 기반 충돌 경감 방지 시스템
  - 다물체 추적 기술
  - 통합형 데이타 로깅 환경
  - 교통체증 어시스트 시스템
  - 능동형 순항 제어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제어 랩, 전기공학과, 한양대학교 — 석사, 2007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한양대학교 — 학사, 2005

관련기술 Processing/JAVA
  Embedded C programming (ECU-based)
  Visual C++/GUI programming
  Multi-threaded network application development
  Image processing with Open C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