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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7  파리 제 1 대학 판테온 소르본 조형예술학과 마스터 2 (석사) 졸업   

2006  파리 국립 고등 미술학교 5 학년 졸업 D.N.S.A.P 

2003  마르세이유도립고등미술학교 3 학년 졸업 D.N.A.P 

 

개인전 

2019  «정지는 아무도 보지 못한 거친 짐승이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8  «나는 묘사를 삼킨다», BMW Photo Space, 부산 

2016  «Writing Play»,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3  «LOST FORM»,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 서울 

2012  «force-form»,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0  «Inhabit  산다, 몸이 살다», 트렁크갤러리, 서울  

2007  «잠재성»,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 파리 

 

단체전 

2022  «시적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KEEP GOING #1»,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21  «Compiliation 91-상상과 위로, Compiliation 100- 틈틈이 빈틈을», BGA 백그라운드 아트웍스, 온라인 

      «윈터쇼», 페리지갤러리, 서울 

      «매니폴드: 매뉴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낙관주의자들»,예술의 시간, 서울 

      «공공미술프로젝트 땅/비», 강동구 암사동 산 40-16, 온라인전시 

      «몸 짓 말», 경기도 미술관, 경기 

2020  «Manifold», www.manifold.art, 온라인전시 

      «우리라는 무리», 역삼 1 문화센터 역삼 1 전시실, 서울 

      «콰이어트»,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관객의 재료», 블루메미술관, 파주   

2019  «마음현상:나와 마주하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17  «Light Construction», 갤러리기체, 서울 

      «성북 도시한옥을 다시 묻다»,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The Scrap»,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9 길 24, 서울  

2016  «생생화화 2016 산책자의 시선», 경기도 미술관, 안산 

«코리아투모로우 아홉번째이야기 위풍당당», 성곡미술관, 서울 

«2015 SeMA 컬렉션 쇼케이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회동담화», 예술지구 P, 부산 

2014  «팔로우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2, 서울  

«SUPER ROMANTICS»,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Fragile_잠정적 결정», 시안미술관, 영천 

2013  «공간을 열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등신대의 한국사진 2013», Guardian Garden, 도쿄 

«매혹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갤러리 잔다리, 서울 

      «CORRELATION», LIG 아트스페이스, 합정, 서울 

      «Maden Pictures 13», 아라리오 갤러리 청담, 서울 

2012  «10 YOUNG CREATORS»,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 서울 

      «Outskirt», 갤러리팩토리, 서울 

      «미술에 꼬리달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Explore :Ex-change»,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 4, 김해 

2011  «SPACE STUDY», PLATEAU, 서울 

http://www.manifold.art/


«친절한 현대미술»,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0  «2010 대구사진 비엔날레 Asia Spectrum: Multicentralism»,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산으로 간 펭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아웃 오브 라인 (Out of Line)», 공간해밀톤 , 서울 

2009  «LIGHT ON», 조현갤러리, 서울, 부산 

«The Five Spaces : open studio», 창동국립창착스튜디오 ,서울 

«제 9 회 송은미술대상», 인사아트센터, 서울 

      «해석에 반대한다», IYAP 인터알리아, 서울 

«1st 2009 포토 코리아 : 슈팅 이미지» 코엑스 3 층 E 홀, 서울 

«신화의 전시: 전자 테크놀로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서교육십 인정게임», 상상마당, 서울 

  «Body, Gesture, Performance», 트렁크갤러리, 서울 

2008  «Still life», Galerie Crous Beaux Arts, 파리  

«세계속의 한국현대미술- 파리전 2»,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무제», LDA - La Deuxième Aile, 파리 

«Toujours aujourd’hui» (끊임없는 오늘), Galerie KASHYAHILDEDRAND, 취리히 

2007  «COURANT D’R»(공기의 흐름), 파리  

«Re :Re :Re : inter… elarénég», La Générale Des Arts, 파리 

«The Harmony of Sense & Sensibility», ENSBA, 파리 

      제 52 회 살롱 드 몽후즈, 파리 

 

 

수상 

2016   제 3 회 아마도 사진상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4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09   창동레지던시, 서울  

2008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컬렉션 

삼성리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구하우스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