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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18  - 김세중미술관, 서울  

2017  - ‘Walk in the Light’, 모아뮤지움, 곤지암 

         - ‘NATURE’, 갤러리 BK, 서울 
2016  - ‘Dangling.Yearning’, 에버하베스트갤러리, 대만 

         - ‘Reflection’, 313 아트프로젝트, 서울        

2015  - ‘뷰티풀 View-tiful’, 우양미술관, 경주 

         - 메이청갤러리, 로스엔젤레스, 미국 

         - ‘청학대 미술관 개관전’, 안성 
2014  - ‘Point of view - illusion’, 갤러리 인, 서울 

         - ‘Fiction of the Fabricated Image’, ZADOK 갤러리, 마이애미, 미국 

2012  - ‘Slice of Sensitivity’,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2011  - ‘Endless Enumeration in Space’, Galerie Andres Thalmann, 스위스 

2009  - 갤러리인, 서울 
         - 갤러리 분도, 대구 

2008  - 김종영 조각상 수상 작가전, 김종영 미술관, 서울 

         - Gallery Sabina, 로스엔젤레스, 미국 

2007  - ‘Optic Game’, Gallery Artside, 베이징, 중국 

         - ‘Existence’, Arquitectos de Cordova, 코르도바, 스페인 
2006  - 갤러리 Arte Contemporanea Jorge Shirley, 리스본, 포르투갈 

2005  - ‘오늘의 작가 2005’, 김종영 미술관, 서울 

2004  - 갤러리 EDURNE, 마드리드, 스페일 

2003  - 갤러리 Arte Contemporanea Jorge Shirley, 리스본, 포르투갈 

         - 인사 아트 센터, 서울 



         - 갤러리 Art & Manifesto, 포르토, 포르투갈 

2002  - ‘제 21 회 건축과 예술전’,  Galerie Artinprogress, 베를린, 독일 

2001  - Galleria Lawrence Rubin, 밀라노, 이탈리아 
1999  - Cascina Roma, 밀라노, 이탈리아 

         - 갤러리 Pianissimo, 로디, 이탈리아 

1998  - 갤러리 Luigi di Sarro, 로마, 이탈리아 

         - Franco Riccardo Artevisive, 나폴리, 이탈리아 

         - 갤러리 U.C.A.I, 밀라노, 이탈리아 
1994  - 갤러리 서호, 서울 

 

 

*그룹전 

2018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 예술가의 명상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 '서울올림픽 조각 프로젝트-Post 88', 소마미술관, 서울 

- '이천조각심포지엄 특별전', 이천아트홀, 이천 

- '영혼의 나무', 어울림미술관, 고양 
- ‘점선면’,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천안 

         - ‘카오스모스-혼돈과 질서의 공존’, 한국화학연구원 Space C#, 대전 

2017  - ‘Art Basel Hongkong’, 컨벤션센터, Lady Dior, 홍콩 

         - ‘카본 프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COEX, 서울 

         - ‘Art Miami’, 표화랑, 마이애미, 미국 
         - ‘부산 국제 디자인 페스티벌’, Bexco, 부산 

         - ‘시간의 흔적’, 제주도립김창열 미술관, 제주 

         - ‘In-tact’, 문화예술회관, 대구 

         - ‘Art Paris Art Fair’, 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 ‘아뜰리에 스토리’, 예술의 전당, 서울 
         - ‘Art Central’, BK 갤러리, 홍콩 

         - ‘부산에 가면’, 부산롯데갤러리, 부산 

         - ‘LA art Show’, 씨메이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미국 

         - ‘대구아트페어’, 하이라이프, 대구 

         - ‘서울국제 예술박람회 100 인 & Beyound 조각전’, Coex, 서울 
         - ‘Art Palm Spring’, 씨메이 갤러리, Palm Springs Convention Center,   

             캘리포니아, 미국 

2016  - ‘Art Palm Springs’, 씨메이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미국 

         - ‘가나 아트 드로잉전’, 가나아트 갤러리, 서울 



         - ‘울산 설치 미술제’, 울산 

         - ‘K-Museum 개관전’, K Museum, 서울 

         - ‘모스크바 현대 미술전’, ВВЦ Парк, 모스크바, 러시아 
         - ‘아틀리에 STORY’,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Dark Matter’, 신세계분더샵 청담, 서울 

         - ‘Affordable Art Fair’, Superstudio Più, 밀라노, 이탈리아 

         - ‘Art Paris Art Fair’, Grand Palais, 파리, 프랑스 

2015  - ‘Elementary’,  씨메이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미국 
         - ‘Appleton Museum of Art’, 씨메이 갤러리, 플로리다, 미국 

         - ‘SPHERES 8’, Galleria Continua les Moulins, Boissy-le-Chatel,  

             프랑스 

         - ‘ASIA NOW’, 313 Art Project, Espace Pierre Cardin, 파리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313 Art Project, COEX, 서울 
         - ‘콘래드 호텔 아트페어’, 청학대 미술관, 서울 

         - ‘Drawn from Nature’, Asia Society Texas Center, 휴스턴  

         - ‘ESPRIT DIOR’,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 

         - ‘김종영 탄생 100 주년 기념전’, 김종영미술관, 서울 

         - ‘호랑이와늑대’, 페르마넨테 주립미술관, 밀라노, 이탈리아 
         - ‘Scope Basel 2015’, Scope Pavilion, 이화익갤러리, 바젤, 스위스 

         - ‘아트 부산’, BEXCO, 김재선 갤러리, 부산 

         - ‘어반에코-보네이토 아트 팬’,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 ‘International Art Fair 15-G Seoul’,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갤러리 BK,  

             서울 

         - ‘Brilliant memories’,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대자동차, 서울 
2014  - 상하이 조각 비엔날레 ‘City Paradise2014’, Jing’An 조각공원, 상하이,  

            중국  

         - ‘Korean shape’, 파리 베이징 갤러리, 파리, 프랑스 

         - ‘Colours of Hong Kong’, 아라아트센터, 서울 

         - 가나 아뜰리에 보고전 ‘마흔 여덟’, 가나아트센터, 서울 
         -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 초대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 ‘백자예찬: 미술, 백자를 품다’, 서울미술관, 서울 

         - ‘Shanghai Xintiandi Contemporary Public Art Exhibition’, 상하이  

            신티엔디 메인광장, 상하이, 중국 

         - ‘아시아화랑아트페어’, Long Museum, 상하이, 중국 
         - ‘Umbra’, Ethra gallery, 멕시코 

         - ‘LA ART SHOW’, LA convention center-Gallery Ihn,  

             로스엔젤레스, 미국 

         - ‘새해기원展’, 슈페리어 갤러리, 서울 



         - ‘Korean shape’, Gallerie Pairs-Beijing, 브뤼셀, 벨기에 

         - ‘SPACE & SPACE’,with 정광식, 아트스페이스 벤, 서울 

2013  – ‘행복한 작은 선물’, 김재선 갤러리, 부산 
         - ‘The Mirror & the Lamp’, 신세계 갤러리 본점, 서울 

         - ‘MADE IN KOREA 특별전’, SETEC , 서울 

         - ‘Art Miami’, The Art Miami Pavilion-Zadok gallery, 마이애미, 미국 

         - ‘Woman’, 라흰 갤러리, 서울 

         -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Designer's lab’, 코엑스, 서울 
         - ‘앉아서 하는 여행’, 갤러리 퍼플, 남양주 

         - ‘The LINE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다’, DMZ , 파주  

         - ‘Shanghai Art Fair 2013’, Shanghai EXPO, 상하이, 중국 

         - ‘Spring of Flora’, Esplanade, 싱가포르 

         - ‘A Scene From a Memory’, Ode to art, 싱가포르 
         - 1st 평창 비엔날레 ‘지구하모니 Earth harmony’,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평창      

         - ‘Art Basel’, 갤러리 인, 홍콩 

         - ‘프라마베라’, 암웨이 미술관, 성남 

         - ‘기억으로부터의 풍경’, Art space Ben, 서울 
         - ‘K-sculpture: Korean sculpture in the world’, Piazza Mino , 이탈리아 

         - ‘2013 아름지기 바자회’, 호림아트센터, 서울 

         - ‘Singapore Artstage’, Marina Bay Sands Exhibition Center, 싱가포르 

         - ‘In-sein’,with 정정엽, 갤러리 BK, 서울 

         - ‘RECONSTRUCTION AND RECOLLECTION’, with Eddie Kang,  

             Times Square, 홍콩 
         - ‘Illusion’,with 이환권, 인터알리아, 서울 

2012 – ‘Strung out relationships’, Zadok gallery, 마이애미, 미국 

         - ‘조형언어 3 형 3 색전’, 도시갤러리, 부산 

         - ‘Illusion space’, 가나아트센터, 서울 

         - ‘COYAF’, KINTEX, 서울 
         - ‘Art Asia’, COEX, 서울 

         - ‘Power of inner mind’, Soul Art Space, 부산 

         - ‘Solid illusion part 2’,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From cover to cover’, 박여숙 화랑, 서울    

         - ‘익산 세계 돌 문화 축제’, 익산 
         - ‘내마음의 산수 山水�人’, LIG 아트스페이스 개관전,  

             LIG 아트스페이스, 서울   

         - ‘K 아트스타 미의 제전’ 한국경제신문 사회공헌기금 마련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길위에서 만나는 예술’ 특별전, 포항시 일대, 포항   

         - ‘ART KJ’ 특별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   

         - ‘상차림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장흥 아뜰리에 졸업전 ‘Healing camp’, 가나아트센터, 서울 

         -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 페어’, 조선호텔,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화가의 의자전’, 장흥아트파크, 장흥       
         - FN art 특별전 ‘Solid Illusion’, 한가람 미술관, 서울      

         - ‘2012 블랙스톤’, 블랙스톤 갤러리, 이천 

         - ‘Korean Eye’,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 ‘버릴 것 하나없는’, 광주 신세계 갤러리, 광주 

         - ‘Cross-Border’, Gallerie Andressthalmann, 취리히, 스위스 
         - ‘Art HK’, 갤러리 인, 홍콩 

         - ‘서울 오픈 아트페어’, 이화익 갤러리, 서울 

         - ‘2012 아름지기 바자회’, 호림아트센터, 서울 

         - ‘그림자가 만드는 이야기’, 전북 도립미술관, 완주 

         - ‘동상이몽’,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두바이 호텔 산업전’, 올리브 & 컴퍼니, 두바이 

         - ‘CIGE2012 아트페어’, 베이징, 중국 

         - ‘조각은 재미있다’, 2012 서울 국제조각 페스타 한가람 미술관, 서울 

         - ‘작은그림전’, 서울옥션, 서울 

         - ‘Korean Art show’, 해태크라운 아트밸리, 뉴욕, 미국 

         - ‘2012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s Exhibition Center,  
            싱가포르 

         - ‘Be My Valentine’, 롯데 갤러리, 서울/부산 

2011 – ‘Kunst 11 Zurich’,ABB Hall 550 쮜리히, 스위스 

         - ‘Korean Eye’,뉴욕 museum of art and design, 뉴욕, 미국 

         - ‘이화익 갤러리 10 주년 기념 초대전’,이화익 갤러리, 서울 
         - ‘관객같은 작가 & 작가같은 관객’,이천국제조각 심포지움 이천박물관  

            설봉공원, 이천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갤러리 Qualia, 코엑스, 서울 

         -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이화익 갤러리 하얏트호텔, 서울 

         - ‘작은것이 아름답다’, Art User gallery, 서울 
         - ‘움직이는 예술마을’, 남포미술관 특별기획전, 고흥 

         - ‘낯설게하기’,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 ‘5 월의 들판에 핀 조각전’, 메이필드호텔, 서울 

         - ‘미술과놀이_움직이는 미술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Studio part1’, FNart space, 서울  

         - ‘Basel Scope 11’, Gallery KRAMPF, 바젤 스위스  

         - 옥선갤러리 개관전 ‘예술가_서현(書峴)을 찾다’, 옥선 갤러리, 성남 
         -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차이’, 가모 갤러리, 서울 

         - 일본대지진참사 구호기금 마련전-‘Yes, 희망을 믿어요!’ 특별전,  

             우림화랑, 서울 

         - ‘C.눈’  2011 여주세계생활도자관 기획전, 한국도자재단, 여주  

         - ‘지구, 꽃 피우다’  제 41 주년 지구의 날 기념,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  

         - ‘Cliopatra Clio Box’ CLIO Cosmetic Art 2011, 인사아트센터, 서울  

         - ‘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生活의目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살롱 디 리빙 아트’ 서울리빙 디자인페어, COEX, 서울 
         - ‘In 脈’, 이례갤러리, 파주 헤이리 

         -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s Exhibition Center,  

            싱가포르 

         - ‘Beyond limits’, 신세계갤러리, 부산 

2010  - ‘KOREA TOMORROW’, CETEC, 일산 
         - 아뜰리에 졸업전 ‘My room our Atelier’, 가나아트센터, 서울 

         - 오르비스 인터패션 ‘예술과의 조우 Incontro tra lusso e arte’,     
            카이스갤러리, 서울 

         - 2010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디자이너스 랩’, COEX, 서울 

         - Istanbul Art Fair ‘Scope’, krampf gallery, 이스탄불, 터키 

         - ‘설화수-설레임’, 공갤러리, 서울    
         - 서울미술대전-‘한국현대조각 2010’,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 ‘G20 서울 정상회의 기념전’, 쉼 박물관, 서울 

         - ‘G20 서울 정상회의 기념’ 국회도서관, 서울 

         -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진남문예회관, 여수 

         - ‘조우 Close Encounter’,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갤러리 Qualia, 코엑스, 서울 

         - ‘호텔 아트 페어’, 이화익 갤러리, 신라호텔, 서울 

         - ‘Basel Scope 10’, Gallery KRAMPF, 바젤, 스위스  

         - ‘Arcades project’, 인터알리아, 서울  

         - ‘미술&마술 Art of Illusion’, 대전 시립 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 ‘MACO(멕시코 국제 아트 페어)’, Cetro Banamex, 멕시코시티, 멕시코 

         - ‘Art Dubai’, 썬 컨템포러리, 이화익 갤러리, Madinat Jumeirah,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 ‘화랑 미술제’, 갤러리 인, 갤러리 분도, Bexco, 부산 



2009  -‘김종영 조각상 역대 수상작가전’, 김종영 미술관, 서울 

         - ‘Scope Miami’, 갤러리 KRAMPT, 마이애미, 미국 

         - ‘Korea tomorrow 2009’, SETEC, 서울 
         -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 ‘대구 아트페어’, 분도 갤러리, 대구 

         - Korean Eye ‘Moon Generation’,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 ‘아트 싱가폴  2009’, 이화익 갤러리, 싱가포르 

         - ‘패션과 미술의 이유있는 수다’, 아람 미술관, 고양 
         - ‘공중누각-드로잉 조각’,  소마 미술관, 서울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갤러리 인, 서울 

         - ‘상하이 국제 아트 페어 ‘SH09’, 갤러리 아트사이드, 상하이, 중국 

         - ‘이브 생 로랑처럼’,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Basel Scope 09’, Gallery KRAMPF, 바젤, 스위스 
         - ‘신나는 미술관-키네틱 아트를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Art Dubai’, Gallery Sun Contemporary , 아부다비, 아랍 에미레이트 

         - ‘사물의 대화법’, 갤러리 현대 강남 스페이스, 서울 

         - ‘장자 그리고 나비’, 갤러리 가나 강남, 서울 

         - ‘Scope New York’, Gallery KRAMPT, 뉴욕, 미국  
         -  마드리드 아트페어‘28. edi da Feira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  
             de Madrid colhe’,  가나 아트 갤러리, 마드리드, 스페인  

2008  - ‘Art Paris-Abu Dhabi’, Gallery Sun Contemporary ,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Small forms great attitudes’, Galleria Lawrence Rubin, 밀라노,  
            이탈리아 

         - ‘Korean Group Show’, Galerie von Braunbehrens, 뮌헨, 독일 

         - ‘비시간성으로의 항해’, 2008 부산 비엔날레 바다 미술제, 부산 

         - ‘XVII Internatinnal Fair of Contemporary Art’, Arte Santander 2008,  

            Gallery Jorge Shirley,  산탄더, 스페인 
         - ‘Basel Scope 08’,  갤러리 KRAMPT, 바젤, 스위스 

         - ‘여성적 감수성’,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Scope 뉴욕 08’,  갤러리 KRAMPT, 뉴욕, 미국 

         - ‘소통과 확산을 위한 조각 6 인전’, 갤러리 소헌, 대구 

         - ‘리빙 디자인 페어’, COEX, 서울  
         - ‘서울 아트 페어’, 갤러리 아트사이드, Bexco, 부산 

2007  - ‘Scope Miami’, 갤러리 KRAMPT, Roberto Clemente Park, 마이애미,  

             미국  

         -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샘터 갤러리, 서울 



         - ‘ACAF NY’, 공근혜 갤러리 , Pier 92 뉴욕 

         - ‘November Illusion-take six’, 유진갤러리, 서울 

         - ‘서울 아트페어’,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싱가폴 아트 페어 Singapore 2007’, Suntek, 싱가폴 

         - ‘From C to Pop’, 소헌 Contemporary, 대구  

         - ‘Blue & White’, 공근혜 갤러리, 서울 

         - ‘My private collection’, 가나 아트센터, 서울 

         - ‘Art Chicago’, 갤러리 아트사이드, 시카고, 미국 
         - 마드리드 아트 페어 ‘26. edi da Feira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  
            de Madrid colhe’,  가나 아트 갤러리, 갤러리 Jorge Shirley, 마드리드  

            스페인          

         - ‘Tuning Boloni’, Gallery Ming, 베이징, 중국 

         - ‘Dancing Space’, 갤러리 리즈, 양평 
         - ‘Maestri e Allievi’, with 심문섭, Nuovo CIB  Galleria Formentini,  

             밀라노, 이탈리아 

2006  - ‘사물 시선’, 서울시립 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 ‘Living Art Room’, 롯데 화랑, 부산 

         - ‘상상의 집:공간을 느끼다’, 한국 디자인 센터, 분당 
         - ‘2006 미술과 놀이 - 펀스터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마드리드 국제 아트 페어 ‘25.ª edição da Feira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ânea de Madrid acolhe’, 갤러리 Jorge Shirley, 마드리드,  

             스페인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갤러리 아트사이드, COEX, 서울         

         - ‘Window gallery’,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신세계 아트 페어  ‘Purple cake’, 신세계 백화점 문화홀, 서울  

         - ‘Navigate 2006’, 문화예술회관, 대구 

         - ‘Colectiva’, 갤러리  Jorge Shirley,  리스본, 포르투갈 

         - ‘From moving space to touching mind’, with Yoji Masumura,  

            관훈갤러리, 서울 
2005 – ‘서울 화랑미술제’, 가나 아트센터,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마드리드 국제 아트 페어 ‘24.ª edição da Feira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ânea de Madrid acolhe’, 갤러리 Jorge Shirley, 마드리드,  

            스페인 

         - LA 국제 아트 페어 ‘ART LA’, Santa Monica Civic Auditorium,  
            갤러리 Sabina, 로스엔젤레스, 미국 

         - ‘현대미술 영상 & 설치전 200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4  - 리스본 국제 아트 페어 ‘Fiera International de Arte Contemporanea   
             Lisboa’, 갤러리 Arte & Manifesto, 리스본, 포르투갈 



         - ‘Art Seoul 기획 초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공간유희전 in door & out door’, 가나 아트센터, 서울 

         - ‘Lille 국제 페어’, 릴, 프랑스  
         - ‘가구 재해석전’, 가나 인사 아트센터, 서울 

         - ‘야외 환경 조각전’, 평택호 미술관, 평택 

         - ‘Place & Tamptation’, 현대백화점 본점, 서울 

         - ‘7 인의 파수꾼’, 갤러리 상, 서울 

2003  - ‘정물 아닌 정물전’, 가나 아트 센터, 서울 
         - 리스본 국제 아트 페어 ‘Fiera International de Arte Contemporanea   
             Lisboa’, 갤러리 Arte & Manifesto, 리스본, 포르투갈 

         - Haifa 국제 트리엔날레 ‘지구와 인간’, 하이파 현대미술관, 이스라엘 

         - 제 4 회 아트 페스티발 ‘빛으로 여는 미래’, 대백 갤러리, 포항 

         - ‘동양과 서양의 분기점’, Space Hajech, 밀라노, 이탈리아 
         - ‘땅으로 부터의 기도’, Societa Umanitaria, 밀라노, 이탈리아  

         - ‘중앙 조각회전’, 중앙 아트센터, 서울 

2002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갤러리 Lawrence Rubin, 벡스코 부산 

         - 제 21 회 세계 건축전 ‘예술과 건축의 관계 : 공간-시간-건축’,  
            갤러리 Artinprogress, 베를린  
         - 밀라노 국제 아트 페어 ‘Miart’, 갤러리 Lawrence Rubin, 밀라노,  

             이탈리아 

         - ‘예술의 정형’,  Villa Marazzi, 체자노 보스코네, 이탈리아 

         - ‘땅으로 부터의 기도’, Pagani 현대 미술관, 바레제, 이탈리아  

         - ‘한국 청년 작가전’, 갤러리 Hoepli, 밀라노, 이탈리아 

         - ‘형상전’, 갤러리 Forni, 볼로냐, 이탈리아 
         - ‘땅으로 부터의 기도’, Cascina Grande, 밀라노 로짜노, 이탈리아 

2001 – ‘No human’, 아스날레 Thetis, 베니스, 이탈리아 

         - 볼로냐 국제 아트페어 ‘Arte Fiera Bologna’, 갤러리 Lawrence Rubin,  

            볼로냐, 이탈리아 

         - ‘동양과 서양의 분기점’, Space Hajech, 밀라노, 이탈리아 
         - ‘땅으로 부터의 기도’, Arengo del Broletto 미술관, 노바라, 이탈리아 

         - ‘Scapiliati’, Fiera di Milano, 밀라노, 이탈리아 

         - ‘Eera antichita’, Eera, 밀라노, 이탈리아 

         - ‘땅으로 부터의 기도’, Cascina Rapio, 노바라, 이탈리아 

         - ‘Lampi grevi’, Villa Glisenti, 브레시아, 이탈리아 
         - 현대미술 비엔날레 ‘Duplex. Dall'identico al molteplice’, Immagine  

             Postale 미술관, 안꼬나, 이탈리아 

         - ‘Mito e material’, Borgo Medievale di Castelbasso, 떼라모, 이탈리아 

         - ‘Group 전’, 갤러리 Lawrence Rubin, 밀라노, 이탈리아 



         - ‘자연미술제’, 아스날레 Bortonico, 로디, 이탈리아 

         - ‘예술의 정형’, Camera del lavoro, 밀라노, 이탈리아 

         - ‘Percorsicontemporanei’, Sala Pianta, 코르시코, 이탈리아 
2000  - ‘예술의 단면’, Sirssu 재단, 루가노, 스위스 

         -  설치 워크 숍 ‘Percorsicontemporanei’,코르시코, 이탈리아 

         -  볼로냐 국제 아트페어 ‘Arte Fiera Bologna’, 갤러리 Lawrence Rubin,  

             볼로냐, 이탈리아          

         -‘NERO’, with Jonathan Guaitamacchi, 갤러리 Lawrence Rubin,  
            밀라노, 이탈리아            

1999 – ‘자연주의 살롱전’, l'Histoire naturelle 국립 미술관, 파리, 프랑스 

         - 제 5 회 M. Pistoletto 주최 국제 워크샵 ‘passaggi a nord-ovest’, 비엘라,  

            이탈리아 

         - ‘ 라노의 4 조각가’, 갤러리 Lawrence Rubin, 밀라노, 이탈리아 
         - 제 10 회 국제 조각 심포지움 ‘Nantopietra 99’, 비첸자, 이탈리아 

         - 국제 생명 조각전 ‘Water’, 미팅 센터, 쿠네오, 이탈리아                                                                                 

         - ‘보디가드’, Rocca dei Bentivoglio 미술관, 볼로냐, 이탈리아 

         - ‘바다 비엔날레’, villa Borromeo, 바레제, 이탈리아 

         - ‘제 3 회 조각 워크샵’, 그랑꼬나, 비첸자, 이탈리아 
         - ‘Angelo Tenchio’, ex Monastro di Sant'Eufemia, 꼬모, 이탈리아 

1998  - ‘잠망경 1998’, Cascina Roma, 밀라노, 이탈리아 

         - ‘음식의 예술-예술의 음식’, 인본주의 센터, 밀라노, 이탈리아 

         - 국제 생명 조각전 ‘Tree’, 미팅센터, 쿠네오, 이탈리아 

         - ‘바다 비엔날레’, Palavela, 디아노 마리나, 이탈리아 

         - ‘제 4 회 검정 대리석 심포지움’, 오르메아, 이탈리아 
         - 국제 설치 워크샵 ‘Attaracch’, 아그라떼 시청, 밀라노, 이탈리아 

         - ‘만토바니’, Marco Mantovani 재단, 밀라노, 이탈리아 

         - ‘Brera 청년작가’, Via Emiglia, 토르토나, 이탈리아 

1997  - ‘Visual Rave’, 인본주의 센터, 밀라노, 이탈리아 

         - ‘Wella 와 예술’, Wella Italy, 만토바, 이탈리아 
         - ‘살롱 I 전’, 갤러리 Invernizzi, 밀라노, 이탈리아 

         - ‘Wella 와 예술’, 갤러리 Gio' Marconi, 밀라노, 이탈리아 

         - ‘Levis’, Brera 국립 미술원, 밀라노, 이탈리아 

         - ‘30 세 미만전’, Spazio Hajech 밀라노, 이탈리아 

1996  - ‘산 까를로 보르메오전’, Permanente 미술관, 밀라노, 이탈리아 
         - ‘바다 비엔날레’, Palavela, 디아노 마리나,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한국예술가’, 산 지네지오, 이탈리아 

         - ‘살롱 I’, 갤러리 Ammiraglio Acton, 밀라노, 이탈리아 

         - ‘Brera 청년작가전’, Via Emilia, 토르토나, 이탈리아 



1995 – ‘판화전’, Anemoni, 밀라노, 이탈리아 

 

 
 

 

*작품 소장  

- 한화리조트 벨버디어, 거제 

- 롯데호텔, 서울 
- 동서식품, 서울 

-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 

- Sukhothai Shanghai Hotel, 상하이 

- 서브원 본사, 서울 

- The Murray Hotel, 홍콩 
- 알루라 성형외과, 서울 

- 강남 L7 호텔, 서울 

- 지웰시티 푸르지오, 천안 

- 충남도청, 홍성 

- 더 부미, 서울 
- 징안 조각공원, 상하이 

- 이오테크닉스, 안양 

- 동아제약, 서울 

- 보문 파크뷰 자이, 서울 

- 롯데 시그니엘 호텔, 서울 

- Ascott Marunouchi, 도쿄 
- KCC 스위첸, 남양주 

- 타임스퀘어, 홍콩 

- 암웨이 본사, 서울 

- 세종병원, 인천 

- 농심 메가마트, 울산 
- 롯데 주택문화관, 부산 

- PLAYCE 호텔, 제주 

-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 강릉 

- 왕십리 센트라스, 서울 

- 신세계 백화점, 김해 
-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 

- 메르세데스 벤츠, 서울 

- 삼성전자 R&D 센터, 서울 

-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파리 



- 여주 아울렛, 여주 

- 도이치빌딩, 서울 

- 호텔신라 2006~2014 9th, 서울 
- 신라 창이공항 면세점, 싱가포르 

- 노보텔, 수원 

- 우리은행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지점,  서울 

- 롯데 수원 역사 몰, 수원 

- 푸르지오 아파트, 충주 
- 이마트, 수원 

- TROIKA  Founder & Chief Executive Officer Dan Pappalardo, 로스앤젤레스 

- Kerry Center, 상하이 

- GRAN SEOUL 타워, 서울 

- Urban Bench, 서울 
- 연합뉴스 사옥, 서울 

- JW 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스퀘어 , 서울 

- Dehres Limited, 타이페이 

- 레스토랑 MUIMUI, 서울 

- 더 플레이어스 C.C, 춘천 
- Jinbao 백화점, 베이징 

- 신한파리바 빌딩, 서울 

- 제주 본태박물관, 제주 

-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 구의동 LIG 사옥, 서울 
- 더 클래식 500, 서울 

- 대한생명 구리사옥, 구리 

- 아일랜드 리조트 코리아 C.C 대부도 

- 갤러리아 포레, 서울 

- 스카이 밸리 C.C 여주  
- 롯데백화점, 김포점, 서울 

- 메리츠 화재, 부산 

- Sky park, 김포공항, 서울 

- SINO International Plaza, 푸저우 

- 설화수, 설화 박물관, 서울 
- 팔레스호텔, 서울 

- 동화면세점, 서울 

- 중국 톈진 롯데백화점, 톈진 

- 이노벨리, 판교 



- Swire company, 홍콩 

-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김포 Sea side C.C , 김포 
- Home plus, 부산 정관, 부산 

- 서울스퀘어, 서울 

- 송도 포스코, 인천 

- 진접 홈플러스, 남양주 

- 해태 아트밸리, 양주 
-  21st building, 상하이 

- 임옥미술관, 순천제일대학, 순천 

- 송도 국제도시, 인천 

- 분당 코오롱, 분당 

- France's faundation, 파리, 프랑스 
- 인천 스타디움, 인천 

- 신세계백화점 센텀, 부산 

- Okά 재단, 파리, 프랑스 

- 삼성 물산 본사, 서울 

- 샘터 대학로 사옥, 서울 
- ARK Restaurants Corp., 뉴욕 

- 중구 세무서, 서울  

- Ibiza 그랑호텔, 스페인 

- 아트 뱅크(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 현대 카드 본사, 서울  

- 김종영 미술관, 서울 
- 세종병원, 부천 

- 한솔 오크 밸리, 원주 

- 아트 파크 미술관, 장흥 

- Lakewood C.C, 양주 

- KUZ Plus, 페라리 Shop, 서울  
- 신세계 Boon the shop, 서울 

- Bain&co, 서울 

- PKB Private AG 은행, 쥬리히 스위스 

-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 

- 3.1 운동 기념관, 안성 
- 움베르토 아넬리(FIAT 그룹 회장),토리노 이탈리아 

- 마시모 부페띠 (Buffetti 그룹 회장), 꼬모 

-  클라우디오 라 비올라, (㈜Dasassociati 대표), 밀라노 

- 디아나 데마르코산탈마씨, 로마 



- 마리노띠 출판사, 밀라노 

- 쟌니 베르첼로띠, 쿠네오 

- 알렉산드로 시카르디, 밀라노 
- 쥴리오 뽀로, 밀라노 

- Nanto 市, 비첸자 

- 오르메아 市,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