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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6 – 2018 년 시카고 예술대학 순수미술 Art & Technology Studies 전공 (MFA)
2013 – 2016 년 클리블랜드 예술대학 조소 & 확장미디어 수료
2002 – 2009 년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천) 전자전공 (BSEE)

전시>
2021 년 협업 ‘원형하는 몸: round2’ , with collective A, 플랫폼엘, 서울, 한국
팀 개인전 ‘0+0+0=’, D0TSUM 팀 개인전, 문화비축기지, 서울, 한국
협업 ‘소행성 42PX+5H’, 부산문화재단 공간문화예술 지원사업, 좌천초등학교, 부산, 한국
그룹전 ‘The convergence’ , 부산국립과학관, 부산, 한국
그룹전 대마도 아트판타지아, 대마도, 일본
개인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SAPY 스페이스 랩:아직 선정자 전시, 서울, 한국
개인전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사라지다, 살아지다’, 부산, 한국
2020 년 그룹전 ZER01NE OPEN STUDIO, 서울, 한국
2019 년 해커톤 Hive X ZER01NE, thecamp, 마르세이유, 프랑스
그룹전 ‘ZER01NE DAY 2019’ by 현대자동차, 서울, 한국
그룹전 ‘Artist Statement’, CICA Museum, 김포, 한국
2018 년 해커톤 ‘ZER01NE DAY 2018’ by 현대자동차, 서울, 한국
그룹전 ‘Ars Electronica 2018 – ERROR’, 린츠, 오스트리아
2017 년 작업 소장/그룹전 Franconia Sculpture Park, 쉐이퍼, 미네소타, 미국
그룹전 ‘Stuck Together’, Casket Gallery,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2016 년 그룹전, Spaces gallery,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국
그룹전, ‘Landscape’, Stone Cottage, 페인술라 오하이오, 미국
패널, ‘City Club’, 백악관 과학기술정책부 주최 지역메이커 초청행사,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국
2015 년 그룹전 ‘Thinkapalooza’,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국
그룹전 ‘Transition’, Ingenuity Festival,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국
그룹전 ‘Station Hope’ festival,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국
그룹전 ‘Moist’, Orange County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산타아나, 캘리포니아, 미국
그룹전 ‘Melange’ Fava Gallery, 오벌린, 오하이오, 미국

2014 년 그룹전, Look About Lodge, Cleveland Metro Park, 벤틀리빌, 오하이오, 미국
그룹전, Ingenuity Festival, Science Center,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국

프로젝트>
2022 년 ‘같지만 다른’, ‘코로나 19 예술로 기록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로 선정, 국가 자료로 등록 및 영구보존
2021 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SAPY 스페이스 랩: 아직, PDLC 필름 연구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지원 다원예술분야 ‘RE:SEARCH’ 프로젝트 Electrochromic 유리 연구
2020 년 서울문화재단 ART MUST GO ON 온라인미디어 지원 사업. "신체 데이터 원격 공유"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지원 다원예술. "공연예술을 위한 다학제간 협업"워크숍 및 연구

작가 레지던시>
2021 년 2-11 월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장기입주 작가, 부산, 한국
2019 년 3-10 월 크리에이터 선정, ZER01NE by Hyundai Motors, 서울, 한국
2017 년 6-8 월 Franconia Sculpture Park, 쉐이퍼, 미네소타, 미국

재직경력>
2022 년 3 월 ~ 현재
겸임교수,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디자인학과
2019 년 6 월
Teaching Assistant for Java Programing class at Digital Media Academy, Montreal, Canada
2018 년 6 월
Teaching Assistant for Game Design class at Digital Media Academy, Montreal, Canada
2017 년 7 월
Instructor for “Kids Make Sculpture” at Franconia Sculpture Park, Shafer, MN
2017 년 봄
Teaching Assistant for Art and Technology Practice class,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IL
2016 년 가을 – 2017 년 봄
Teaching Assistant, Sharp Instructional Shop,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IL
2016 년 가을
Teaching Assistant for Experimental Media class,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IL
2016 년 여름
Summer camp inst ructor (D omain Guest), making wearable sculpt ure, Beam Camp, N H
2015 년 가을 – 2016 년 봄
Open Studio – Tutoring session for Arduino, Video projection mapping at Cleveland Institute of Art.
Cleveland, OH

2009 년 12 월 – 2011 년 3 월
이화여자대학교 MEMS 우주망원경 연구실 연구원
2009 년 4 월 – 10 월
TIT Eng, 하드웨어 테스터
2008 년 12 월
한국전력 천안지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