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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전 

2017  dorossy salon, 서울, 한국/ PROJECT B6, 해운대, 부산 

2016  Hendrick Hamel museum Gorinchem, 호린험, 네덜란드 

/ 세종갤러리, 서울, 한국 

2015  Gallery Q, 도쿄, 일본/ NL=US Art, 로테르담, 네덜란드 

2014  표갤러리, 베이징, 중국 

2013  갤러리 이정 초대전, 서울, 한국 

2012  갤러리 Q 초대전, 도쿄, 일본/ 갤러리도스 기획공모전,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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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ost illusion, 조은숙갤러리, 서울, 한국/ Le grand bleu, 갤러리 손, 통영, 한국 

/ SEOUL THE EXCHANGE Bureau voor Kunst PHK18, Kunst PHK18, 로테르담,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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