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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2020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조소 (Doctor’s degree course)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MFA)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BFA) 

  

 Solo Exhibitions 

2021 기형적 인식 (갤러리밈, 서울) 

2020 빈번한 단절 (Palais de Séoul, 서울 

2020 Imperfection Sculpture (아트스페이스 인, 인천대학교) 

2019 Tamponnage (Confort Mental, Paris) 

2019 Chandelier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Group Exhibitions 

2022 정례브리핑 14시, 27일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2 Moving ID (경기아트센터, 경기) 

2022 Lost hive (두남재 아트홀, 서울) 

2022 더 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 (에스팩토리, 서울) 

2022 Mentor + Mentee (한원 미술관, 서울) 

2022 분절된 연속체 + 이어붙이기 (갤러리 H, 서울) 

2022 N+ (갤러리H, 서울) 

2021 생성의 이미지 (일락갤러리, 공주) 

2021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 ‘무엇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무엇이 자리‘ (차스튜디오, 인천) 

2021 From 0 (서리풀갤러리, 서울) 

2021 서울 신진미술인 지원사업전시 ‘모두에게 멋진 날들‘ (양천문화회관, 서울) 

2021 서울 25부작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초구, 서울) 

2021 Meeting room 571 141 813 (갤러리H, 서울)  

2021 여름생색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1 Momentum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0 도시의 우리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서울) 

2020 Parallel World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20 오늘, 약속이 없어요 (한강뮤지엄, 경기) 

2020 Designed Abstracition (ADM갤러리, 서울) 

2020 Pop-up Studio 골목×아트바이브 (가로골목, 서울) 

2020 Balance (Space 매듭, 서울) 

2019 AirDrop (Space 매듭, 서울) 

2019 Parallel (평택호 예술관, 평택) 

2019 Nihilres Propaganda (Space 매듭, 서울) 

2018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8 Art Sample Sale (북한남 갤러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8 꼬리잡기 (코사갤러리, 서울) 

2018 Seize+1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8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MFA EXHIBITION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8 13정거장 (갤러리 가온, 서울) 



2018 평창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平窓: peace over window> (금당계곡창고, 평창) 

2018 Varnish (슬런치 팩토리, 서울) 

2017 Double Shoe Boxes (아트스페이스 인터, 서울) 

  

 Special Exhibition 

2021 Ambiguous symbiosis 이지훈 × Anthracite (Anthracite 합정, 서울) 

2021 Rhythm [전시 + 공연 = 힐링展] (프라움악기박물관, 경기) 

2020 Floating waves (Space D, 서울) 

2016 젊은나래 청년아티스트 공모당선전 (청심평화월드센터) 

2015 석모리 Vol.2 : 당신은 아직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네요. 2인전 (갤러리 보는, 서울) 

2015 석모리 Vol.1 2인전 (상상채굴단, 서울) 

2011 마포구청 전시 (마포구청 로비, 서울) 

  

 Awards 

2021 가송예술상 입선 

  

 Residencies 

2019 아라예술촌, 포항문화재단, 포항, 대한민국 

2018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Collections 

2020 삼천리 ENG 소장 

2020 서울특별시청 소장 

  

 Teaching Experiences 

2021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의요원 

2021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 

2021 -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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