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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레지던시
2020 수림아트랩 시각미술분야 개인전 선정, 수림문화재단, 서울, 한국
2020 지역예술활동지원 선정 작가, 화성문화재단, 화성, 한국
2020 경기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우수작가 선정, 경기문화재단, 수원, 한국
2019 메타매칭 레지던시, 성북문화재단, 서울
2018 ZK/U 레지던시, 베를린, 독일
2018 ACC 아시아 네트워크 레지던시 기획자 참여,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18 대구예술발전소 단기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2018 지역예술프로잭트 공모 선정, 담양문화재단, 한국
2018 지역예술프로젝트 공모 선정, 안양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
2018 Herstory 전시 기획 공모 선정, 광주여성재단, 광주, 한국
2017 신당창작아케이드 레지던시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7 양구 조각 공모전, 은상 수상, 양구, 강원도
2016 국제교류지원사업 선정, 한국예술인경영센터, 서울, 한국
2016 마을미술프로젝트 선정, 아름다운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시, 나주, 한국
2015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기획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5 신세계미술제, 우수상, 광주, 한국
2015 서울문화재단 전시 저원 작가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5 오래된 집 하우스워밍 프로젝트 작가 선정, 캔파운데이션, 서울, 한국
2014 속닥속닥 대청, 내가 사는 섬 프로젝트, 인천문화재단, 인천, 한국
2013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 호주 공동기획 선정, 서울, 한국
2013 호주 데자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알리스스프링, 호주
2013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한국
2013 서울문화재단 전시 지원 작가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2 SEMA 전시 지원 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1 금호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2011 스피너라이 L.I.A (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
2011 아시아문화마루 ‘ 아시아문화메신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2011 국립 고양 창작 스튜디오, 한국
2008 Danfoss Art Competition, 덴마크-Silver Medal

개인전
2020 Running stage_공간 그리고 그 장소, 매향리스튜디오, 화성, 한국
2020 Vanished landscape_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 수림 뉴웨이브 아트랩
선정, 서울, 한국
2020 Yours, 올 댓 큐레이팅, OA Programe 선정 작가, 올 댓큐레이팅
미술기획연구소&생태미학예술연구소 주관, 서울, 한국
2019 Burning Ghat, 성북문화재단, 성북구청 주최, 성북예술창작터 주관, (재)방식
아트뮤지엄 협력, 서울, 한국
2017 Collective stories_LAPUTA,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문화재단 후원, 서울, 한국
2017 봉다리, 신세계 미술제 수상작가전, 신세계 갤러리, 광주, 한국
2017 Color for the day, Window gallery 기획,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문화재단 후원, 서울,
한국
2016 Memory container, 아워몬스터, 서울, 한국
2015 Sonic landscape, 성북도원, 서울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후원, 서울, 한국
2015 Memory from the garage, 64b1, 서울, 한국
2015 Wardrobe for Granny, 갤러리 단디, 서울, 한국
2015 Memory in…, 오래된집 캔 파운데이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서울, 한국
2014 the wild SWAN lake, 아트팩토리, 경기도 후원, 헤이리, 한국
2013 Small is beautiful, 갤러리 압생트, 서울문화재단 후원, 서울, 한국
2013 Two Sides of the Story, 슐츠앤융갤러리, 광주, 한국
2012 Collective Collection, 갤러리조선, SEMA 선정작가전, 서울시립미술관 후원, 서울,
한국
2012 Collective Moment, 금호미술관, 금호영아티스트 선정전, 서울, 한국
2011 The House, The air gallery organized I-My project, 런던, 영국
2010 Re-Use Me, Jerwood Space project room,런던, 영국
2010 Solo project‘RouteMaster’, (PlatformA+A and Spitalfields Market후원),
스피틀필즈마켓과 리버풀스트리트 일대, 런던, 영국
2003 Solo show-ClothDrawing, KUNSTFORM, 티놀, 오스트리아
2003 Solo show-Draw, PICI갤러리, 서울, 한국
기획
2016 다원예술, 코끼리 날다, 서울혁신센터 11동 동물실험실, 서울, 한국
2016 검은호수, 보스토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도서출판보리, 서울, 한국
2018 상상_Herstory of the space, 광주여성재단, 광주, 한국
워크숍
2018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 ‘꿈을 굽다 비로소 나를 찾다’,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동네 복지허브, 안양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
2017 예술시장소소, color for the day,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2015 Re-Use Me_Memory, 수봉다방, 인천남구청 후원, 인천시 남구 숭의동 9-19 프로젝트
공간, 인천, 한국
2014 움직이는 공동체 방_2014, 중구 보건소 문화 건강 프로젝트, 약현성당, 서울, 한국
2014 ‘중림동 행복약방’씨어터 포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 한국
2014 숲속의 예술 공작소, 판교생태 학습원, 판교, 한국
2013 Under the Sea, 사단법인 캔파운데이션과 네이버 후원, 어둠속의 대화, 서울, 한국
2012 Under the Sea,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과천, 한국

2012 Under the Sea,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 의정부사회복지원 후원, 의정부, 한국
2011 Yacob’s ladder, Leipzig international Students (year 3), 라이프찌히, 독일
2011 Progress, Workshop and artist talk for audience, 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2011 ‘Mom and kids’ Workshop, 어울림미술관, 고양, 한국
2011 Summer, 성석초등학교, 고양, 한국
2011 Workshop and artist talk for audience, Barge House, 런던, 영국
2010 Workshop and artist talk for passer-by (supported by Platform A+A and
Spitalfields Market), Spitalfields Market and Liverpool street, 런던, 영국
아티스트 토크
2018 상상_Herstory of the space, 광주여성재단, 광주, 한국
2016 낭만적 인간:질병의 사회사, 청년센터, 서울혁신센터, 서울, 한국
2014 지금, 여기, DBUK기획, 오렌지 연필 세미나실, 서울, 한국
2014 Report in Seoul, 아르코 필룩스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2 Double Democracy 2,아트광주12, 광주, 한국
2011 Spinnerei artist talk, 라이프찌히, 독일
2011 Artist at Work, Korean Cultural Centre, 런던, 영국
무대 디자인 및 공연 협엽
2011 Return to Street, 비보이 댄스팀 고릴라크루공연 공동협업, 이화100주년기념관, 한국
2016 블루존 아트로드 조성사업, 무대 조형물 설치 제작, 남구청 커미션, 경북여상 담장,
대구
기획, 초대 및 그룹전
1999-2020 여러 차례의 초대 및 그룹전
작품 소장
금호미술관
국립미술원, 보스니아, 사라예보
경기도 이천 도자엑스포 조각 공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현대미술연구소
양구군
광주시립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