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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년생 

인천 출생,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2014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2018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8      <검은 녹색 입>, 갤러리 2 

2018      <나란히 걷는 낮과 밤>, 대안공간 루프 

2017      <모든 것과 아무것도>, Weekend 

2016      <이름 없는 산>, 이화익갤러리 

2015      <뿔과 대화들>, 플레이스 막 

2013      <연극>, 옆집갤러리 

2012      <비밀스런 만남>, 비원갤러리 

2012      <끝없이 갈라진 길>, 옆집갤러리 

 

 

그룹전 

 

2020       <호텔사회>, 문화역서울 284 

2019       <칸 퍼레이드 2019 칸쇼네:타고난 버라이어티>, 탈영역 우정국 

2019       <페인팅 네트워크>, 신한갤러리 

2019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2019       <PACK_모험! 더블 크로스>, 탈영역 우정국 

2019       <제 6 회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019       <기초조형연구 I>, 일우스페이스 

2018       <혼합풍경>, 더 트리니티 갤러리 

2018       <보태니카>, 부산시립미술관 

2018       <Be Water My Friend>, 아트폴리곤  

2018       <자연스럽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       <기억의 밤 그리고 낮>, 성북도원 

2017       <몰입과 균형>, 갤러리 기체 

2017       <ABSINTHE 1>, 아트플레이스 

2017       <그.린.다.는.것>, 오픈스페이스 배 

2017       <이야기 없는 이야기>, 갤러리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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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 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2016       <오늘도 좋은 하루> (2016 경기 신진 작가 작품 공모 선정작 전시), 굿모닝 하우스  

2016       <비밀의 화원>, 서울미술관 

2016       <뿔의 자리>, 인사미술공간 

2015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5       <두산아트랩 2015>, 두산갤러리 

2015       <스토리 샤워>, 스페이스 k 

2015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 컬렉션 

2014       <99 도씨 유망예술지원사업 쇼케이스 전>, 서교예술실험센터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2013       <MayFest>, 스페이스 오뉴월 

2013       <전환>, 옆집갤러리 

2013       <The Fantasy>, 김현주갤러리 

2013       <제 3 회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수상작가전>, 세종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2       <아시아프 2012>, 문화역 서울 284 

2012       <Bless This Space>, 쿤스트독 

2011       <The New Faces at Next Door 2011>, 옆집갤러리 

2010       <오렌지마트 프로젝트>, 오렌지마트 지하 

 

 

수상/선정 

 

2017       종근당 예술지상 2017 작가 선정 

2015       ARKO 시각예술분야 작가 큐레이터 워크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제 37 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 

2014       99 도씨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 작가,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문화재단 

2013       상상마당 멤버십 카드 아트웍 자유제안 :Art in Your Pocket 최우수상  

2013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우수작가상 

 

레지던시 

 

2013       AM Studio, AM Planner, berlin, 독일 

 

 

출판 

 

2019        <붉은 모서리, 녹색 숲>, Hezuk Press 

2015        <그림이 된 생각들>(글, 그림), 도서출판 열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