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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서울, 한국

200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

2021 놓치는 존재, 놓치고 싶지 않은 존재, 갤러리 팔조, 청도

2020 Beloved, 스페이스 엄, 서울

2020 우리 사이의 동물들, 서운갤러리(전등사), 인천

2020 Re Think ART, 갤러리 다함, 안산

2019 Suspicious Animals, 갤러리4F, 춘천

2019 우리 사이의 동물, 갤러리 툰, 춘천

2019 Hello 2019!, 갤러리 밈 window gallery, 서울 

2018 행복한 동행. 춘천미술관, 춘천

2013 BE MY FRIEND, SPACE UM, 서울

2012 Together, The K갤러리, 서울 

초대 주요 그룹전

2021 다양한 영역의 관심사들, 갤러리 툰, 춘천

2020 예술이 친구라면(기획 공모 당선작가 특별전), 갤러리세인, 서울

2019 休家, Space UM, 서울

2019 생명의 숲, 애니메이션박물관 갤러리 툰, 춘천

2019 미술로~노블리스 오블리제, 갤러리 세인, 서울

2017 ‘행복한?!동물원’기획전,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2015 그림음악감상실전, 갤러리세인, 서울

2015 한국경제신문 특별기획전‘한국의 공예미술’, 한경갤러리, 서울

2015 한국의 대표작가 100인 100작품전, 현대백화점 천호, 서울

2014 Warm Heart, F E 갤러리, 서울

2014 KAUGGE New Wave ceramic, SETEC, 서울

2014 아트바겐전, 토스트갤러리, 서울

2013 현대도예: 내일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해강 도자 미술관, 이천

2013 도시동물전,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2013 제2회 서초미술제 플래그아트전, 서울

2013 광화문 국제 아트페스티벌 ‘현대청년작가시선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3 An'C 4crafts art fair ‘100만원 조각전’, 현대백화점, 서울

2012 서울컨템포러리 아트 스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2 Grow out 신진작가 발굴 지원전, The K갤러리, 서울 

2012 An'C 4crafts art fair, 현대백화점, 서울

2011 아시아프 “예술 내 삶에 들어오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1 질꼴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아시아프 “푸른 하늘을 보다”,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2010 Preview, 대안공간 팀프리뷰, 서울

2009 아시아현대도예-신세대의 교감전, 아이치현도자자료관, 일본

2009 connecting connection- ㅇ전, 지노공간, 서울

2009 응집 그리고 확산, 한전아트프라자갤러리, 서울

2009 New Face Artist, 갤러리 신상, 서울

2008 connecting connection-8color relay, 관훈갤러리, 서울

2008 인천세계도시미술교류대제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8 질꼴전, 한전아트프라자갤러리, 서울 

2008 한중일 현대도예-신세대의 교감전, 포샨 현대도자미술관, 중국

2008 인천미술 한마당 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8 인천현대도예-그림과 도자의 만남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

2008 봄 선물전, 성보갤러리, 서울

2007 제9회 한국우수대학원생 초대전, 안산 단원전시관, 안산 

2007 인천현대도예의 흐름전, 가온갤러리, 인천

2007 여름이야기전, 성보갤러리, 서울

2007 닻별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아트페어

2020 서울아트쇼 초대작가 특별전, 갤러리세인, 서울

2020 KIAF 초대작가 특별전, 갤러리세인, 서울

2020 핑크아트페어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 서울

2018 AHAF아시아호텔아트페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서울

2014 디자인아트페어 '동물의 왕국‘기획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서울

2014 서울세라믹아트페어, ‘동물의 왕국’기획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서울

2014 핑크아트페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2013 공예트렌드페어 창작 공방 관, 코엑스, 서울 

2013 아시아호텔아트페어, 콘래드호텔, 서울 

2011 Seoul Doll Fair ‘아름다운 지구를 위하여’, 코엑스, 서울

수상

2019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입선

2016 한국구상조각공모전, 특선 

2011 서울현대도예 공모전, 입선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입선

2008 제5회 대한민국현대도예공모전, 입선

2007 제4회 대한민국현대도예공모전, 장려상 

작품소장 

중국 광동성 포샨현대도자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개인소장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