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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베를린 예술 대학교 - 순수예술과, Klasse Pryde
10/2014 - 02/2021, Meisterschlüerin 졸업
the cooper union, New york city - School of art
01/2019 - 05/2019, 교환학생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과 사진, 뉴 다큐멘트 전문학사 졸업
03/2009 - 02/2013, 전문학사 졸업

–
수상 및 선정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 킥 스타트 - NEUSTART KULTUR 독일
2022, 장학생
골드라우쉬 여성예술가 육성프로그램, 베를린, 독일
2022, 참여 작가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 INITIAL - 젊은 아카데미, Akademie der Künste, 독일
2021, 장학생 - 젊은 아카데미
희망장학금, Kowinner Korean Women‘s Internatinal Foundation, 한국
2020, 장학생
DAAD 졸업 장학금, 독일
2020, 장학생

–
함께 하는 활동 / 콜렉티브

2020            기획 & 코디네이팅, 심포지움, 코리안 노마드, 베를린 예술 대학교,  독일
2021-           여성창작자네트워크 멤버 루이즈 더 우먼, 한국
2009-2013 예비사진기자모임 미러, 한국
                      -전시
                      2012 달력프로젝트 - 빛에 빛지다, 한국
                      2011 사진책 사람을 보라 - CT85, 한국

–
단체전

2022 WOMAN-Solidarity,동덕, 서울, 한국
2021 시리얼즈(Serials), 레인보우큐브, 서울, 한국
2021 끝일 뿐이야, 큘하우스, 베를린, 독일



2021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뮤지움 퓨어 포토그라피, 베를린, 독일
2021 주차금지, 쿤스트라움 포츠다머 스트라세, 베를린, 독일
2020 나는., 쿤스트라움 포츠다머 스트라세, 베를린, 독일
2020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빌라 하이케, 베를린, 독일
2020 구현 유형, 뮤지움 퓨어 포토그라피, 베를린, 독일
2018 스산한 가치, 엑케 갤러리,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2018 마주 앉아서, 베를린예술대학교, 베를린, 독일
2017 서울사진축제 특별전 성찰의 공동체, 서울시립미술관 창고, 서울, 한국
2017 씬 바이. 8, 뮤지움 퓨어 포토그라피, 베를린, 독일
2017 좋은 하루 되시기 좋은 날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2016 더 스크랩, 서울 , 한국
2016 open-end(ed), 서학동 갤러리, 전주, 한국

–
출판 및 매거진 소개

06/2021 사진매거진 Camera Austria International 154, 오스트리아 - 작업소개 Daybetter
10/2020 사진매거진 Vostok Vol.23 Special Edition Postcards, 한국 - 작업소개
01/2020 더 스크랩:Happy Together, «Booked: Hong Kong Art Book Fair», 서울과 홍콩
                <Burning IXXUES: Zines of Social Movements Worldwide> - 콜렉티브 보니와 미지로 참여
07/2018 Season Five: An assortment of contributions on themes of Land, Art and Commons, 독일 -  작업기고
05/2016 잡지 WORKERS, 한국 - 작업소개 Seen from a Third Person
04/2016 잡지 WORKERS, 한국 - 작업소개 Home Sweet Home
01/2016 사진매거진 PHOTODOT, 한국 - 작업소개 Seen from a Third Per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