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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림 / Kalim Yoon / 尹佳琳  

 

1980 년 서울생  
 

학력 

2007-2008 리서치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 UCL, 런던, 영국 

2005-2007 MFA 졸업, 조소과,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 UCL, 런던, 영국 

2004-1999 BA 졸업, 조소과/시각디자인학부 복수전공,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개인전 

2016 <Three types 세 가지 타입>,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한국 

2014 <Wiederentdeckte Gesichter 다시 찾은 얼굴들>, 독일문화원, 서울, 한국  

2010 <Accumulated Traces>, 갤러리 팩토리, 서울, 한국 

2009 <Kalim Yoon: Tactile Messages>, Helene Nyborg 컨템포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단체전 

2020 <Re collect>,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2019 <The way a hare transforms into a tortoise>, 니콜라이 쿤스트할, 코펜하겐, 덴마크  

2018 <잃어버린 세계>, SEMA,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7 <정원놀이>, 블루메미술관, 파주, 한국 

2016 <마당>, MMCA & 현대자동차 페스티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국 

2016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 한국은행, 서울, 한국 

2016 <Alma Mater 2>,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5 <Mindful Mindless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2014 <Design Feisty 거침없이 한국 디자인>, K11 Art mall, 홍콩 

2013 <A hard rain’s a-gonna fall>2 인전, 프로젝트스페이스모, 서울, 한국 

2013 <The mirror and the Lamp>, 신세계갤러리, 서울, 한국 

2013 <Arrival>, 갤러리시몬, 서울, 한국 

2012 <Do window>,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2011 <Window Gallery Hyundai>,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2011 <이 도시의 사회학적 상상력>,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2011 <Adventure Playground>, PS. 333 Geumcheon Art Space, Seoul, Korea 



 

 

2011 <Moa-invites 2011>, 서울대학교미술관 MOA, 서울, 한국 

2010 <The Hello Show>, Helene Nyborg 컨템포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2008 <Florence Trust Summer Exhibition>, 플로렌스 트러스트, 런던, 영국 

2008 <It’s not there>, 워번 리서치 센터, 런던, 영국 

2008 <Salon Winter 08 Show>, 살롱 갤러리, 런던, 영국 

2008 <New Interventions in Sculpture>, Helene Nyborg 컨템포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2006 <Inaugural Show> Helene Nyborg 컨템포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레지던시 & 어워드 

2021 SEMA Nanji 창작스투디오 15 기 입주작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2016 Naver Hello artist 선정, 네이버 문화재단, 한국 

2015 Riddergade AIR, Viborg Kunsthal, 덴마크  

2010-2011 금천예술공장 2 기 입주작가, 서울문화재단, 한국  

2010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한국 

2010 소마드로잉센터 제 5 기 아카이브 등록작가,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서울, 한국 

2010 시각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한국 

2009-2010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고양) 6 기 입주작가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09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Danish Art Workshops, 코펜하겐, 덴마크 

2008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Florence Trust Studios, 런던, 영국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MoA, 서울대학교 미술관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