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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2001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2005 Paris-Cergy 국립 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2017 분위기,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5 야행, 갤러리 소소, 헤이리 

 2014 MySelf when I am real, Camerata, 헤이리 

 2013 회화의 기술,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1 Day for Night,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9 서동욱, 현대 갤러리, 서울 

  나의 푸른 가방,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7 Myself when I am real, 대안공간루프, 서울 

 2006 Mimi, Gallery Cite international des arts, 파리, 프랑스 

  34번지 ormeaux거리, 2002년 겨울, Gallery Mille plateau, 파리, 프랑스 

 

 단체전 

 2017 Visualizing today, 홍익 현대 미술관, 서울 

2016 밤의 가장자리, OCI미술관, 서울 

  Aanalog Welcome, Digital Archive, 백남준 10주기 추모전, 경주 엑스포, 경주 

 2015 빛나는 한 해, 갤러리아 센터시티 갤러리, 천안 

 2014 Ile royal, 금천 예술공장/ 오산 미술관, 서울/오산 

  대구청년미술프로젝트 Yap’14,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 

 2013 Video art in Asia 2002-2012,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독일 

  Mnemosyne’s privacy, 세마 난지 전시공간, 서울 

  The shadow of the futur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charest, 로마니아 

  현대적 관광, 일현 미술관, 양양 

  Story telling, White block 갤러리, 헤이리 

  Flim sector,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미국 



 

 2012 Art LA contemporary, LA 컨벤션 센터, LA, 미국 

  Move on Asia, 대안공간 루프, 서울 

  Beautiful srat, 비욘드 뮤지엄, 서울 

 2011 인트로, 국립창동스튜디오, 서울 

  Lhyme Time, 국립 창동 스튜디오, 서울 

  Being with you, Behive, 서울 

  Anywhere, 미르갤러리, 포항 

 2010 Frazil, 10 꼬르소 꼬모, 서울 

  무릉기행, 공간 해밀톤, 서울 

  Do window, 현대 갤러리, 서울 

  지금, 회화로 표현되는 것들, 가나 아트 스페이스, 서울 

  안성맞춤, 안성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안성 

  행복, 몽인아트센터, 서울 

 2009 Move on Asia, 대안공간 루프, 서울 

  감각의 몽타주,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드라마 방송국 3.0, 아트포럼 리, 부천 

  VIDE&O, 아르코 미술관, 서울 

  Wonderful Fictures, 일민 미술관, 서울 

 2008 Cell 독립 영화제, 스페이스 Cell, 서울 

  LOVE LOVE, 갤러리 쌈지, 서울 

  Retrospective patintings 2007, 두산 아트 센터/ 노암 갤러리, 서울 

  서교육십, 상상마당, 서울 

  Dazed & Painted, 서미앤투스갤러리, 서울 

  Island 649-11, LIG 아트홀, 서울 

  MOA cine forum,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서울 

  Trace,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7 쌈지스페이스 제 8회 오픈 스튜디오 ‘작업실’, 쌈지 스페이스, 서울 

  Premiere vue, Passage de Retz, 파리, 프랑스 

 2006 Wake up Andy Warhol, 갤러리 쌈지, 서울 

 2005 Un regard, La Vitrine, 파리, 프랑스 

  살롱 De Montrouge, Mairie De Montrouge, 파리, 프랑스 

 

 수상 &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레지던시 몽인 아트 스튜디오 입주작가, 서울 

 2013 레지던시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서울 

 2011 레지던시 국립 현대 미술관 창동 스튜디오 입주작가, 서울 

 2008 서울 문화 재단NArT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선정 

 2007 대안공간루프, 신진작가 공모 당선 

 2006 레지던스 쌈지 스페이스 입주작가, 서울 

 2005 제50회 Salon de Montrouge, 파리, 프랑스 

  레지던스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 파리, 프랑스 

  

 기획 

 2008 Dazed & Printed, 서미앤투스갤러리,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