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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취미생활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개인전
17회 개인전

2018.11.15.~12.15(토) 남도의향기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초대)
2018.4.16.~4.28(토) 남도의 향수전 (한우리정보문화센터(내) 활갤러리)
2017.9.4.~10.4 남도의 소리전 (전남대병원 내 갤러리)
2018. 11. 16회 남도의 향기전(한국천연염색박물관)기획초대

2018. 4. 15회 남도의 향수전(한우리 활 갤러리)
2017.9. 14회 남도의 소리전(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기획초대

2016. 13회 남도의 봄 바람전(해남대흥사 성보박물관)기획초대

2014. 12회 남도의 바람전(영암도갑사 성보박물관)기획초대

2013. 11회 남도의 땅전(광주 수하갤러리)
2011. 10회 남도의땅(광주 무등갤러리)기획초대

2009. 9회 장복수 한국화 초대전(영암도갑사 성보박물관)기획초대

2008. 8회 장복수 한국화 개인전(타블로갤러리)기획초대

2008. 8외 장복수 한국화초대 개인전(영암 문화원 갤러리)기획초대

2005. 7회 장복수 한국화전(상계갤러리)기획초대

2005. 7회 장복수 한국화전(타블로갤러리)기획초대

2002. 6회 장복수 소 그림전(나인갤러리)기획초대

2000. 5회 한국화 장복수개인전(썬앤문 갤러리)서울

1999. 4회 장복수 한국화전(캠브리지갤러리)광주

1997. 3회 궁동갤러리(광주)
1994. 2회 장복수 개인전(남도예술회관)광주

1992. 1회 장복수 개인전(남도예술회관)광주

 

아트페어전
2018.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아트페어(일산킨텍스)
2018. 3. 2018렌탈아트페어(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센터)
2014. 아트광주:14 아트페어(김대중컨벤션)
2011. 서울 아트바젤 아트페어(바젤시립M54전시관)
2010 “ACAF2010”아트페어 한국미술의 빛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09 “SCOAF 2009" 아트페어 한국의 빛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08. 호텔아트페어(라마다 프라자호텔)
 

그룹전
2019. 2.19~3.15 서초미술협회 기획초대 (서초문화예술회관 나비홀)
2019. 4.10~4.17 22회 동서미술의 현재전

2019. 4.25~5.01 2019 (사)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림전(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2019. 5.20~5.24 모스크바 한국현대미술 아트페스티벌2019 (ART CENTR EXPOSED)
2019. 5.15~06.05 광주작가회전 (소암갤러리)
2019. 5.03~06.10 다므기전(광주비엔날레전시관)
2019. 6.07~06.12 광주작가회전(무등갤러리)
2019. 6.04~현재 100인의 정신전 (해군3함대사령부)
2019. 7.10~7.23 갤러리 콩세유 개관초대전(갤러리 콩세유)
2019. 7.12~7.31 한집 한그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2019 11.18~22(금)프랑스 몽플뢰르 국제작은작품초대전(프랑스 몽플뢰르)
2019 11.4~30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전(나주천연염색박물관기획초대)
2019.9.1.~29 고흥을 그리다(고흥청자도예박물관)
2019.10.18.~11.2 제1회 김해비엔날레국제미술제 2019
 

2018. 서초미협전

2018. 제39회 수묵회전

2018. 아트울산초대전

2018. 한국창조협회전

2018. 서울인사미술대전

2018. 광주작가회원전

2018. A&C ARTFXESTIVAL 2018 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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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미술협회 제24대 임원초대전

2018. 2018 대한민국축제 국제아트페어전

2018. 대구창조미협창립초대전

2018. 광주예총사생전

2018. 봄바람전

2018. 부산아트페어전

2018. 나주,영천미협회원교류전 출품

2018. 한집한 그림

2018. 청계회전

2018. 2018 국제작은작품미술제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기원전, 전남미술제

 

2017. 광주작가회원전, 한울회, 부산형맥회 대작교류전

2017. A&C ARTFXESTIVAL 2017 초대전

 

2016. 제13회 서초미협전(한전�아트센터갤러리)
2016. 제9회 동서미술의 현재전(마산3.15아트센터)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미래를 여는 빛과 훙경전(나주농협기술원)
2016. 프랑스현대미술초대전(프랑스랑뜨갤러리)
 

2015. 마음을 담아 올리전(자미갤러리)
2015. 포구 물길따라 떠나는 남도문화예술 나루터(sdudtks강 황토돛대)
2015. 제41회 나주미협회원전-평면연구회초청(나주문화예술회관전시실)
2015. ACAF2015(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5. 무등갤러리 충장축제 특별기획전(무등갤러리)
2015. 제3회 남촌예술인마을 회원전(광주경찰청 로비갤러리)
2015. 나를 비우다 한울회전(무등갤러리)
 

2014. 한울회전(DS갤러리)
2014. 특별판매전(무등갤러리)
2014. 아트:광주:14(김대중컨벤션)
2014. 전남예총 예술제(목포예술회관)
2014. 인사미술대전 초대출품(LA.MER)
2014. 합죽선 3인전(자미갤러리)
2014. 서초 한국화미협전(서초한전갤러리)
2014. 한류미술물결전

2014. 2014 한국현대회화제(한가람미술관)
2014. 월간 한국미술신년 초대전(갤러리 LA.MER)
2014. 초선대학교미술대학 함께가다

2014. 제7회 한울회전(DS갤러리)
2014. 남도문화원류와 해양 실크로드(선상갤러리)
2014. 전남예총, 예술제(목포문화예술회관)
 

2013. 남촌예술인마을회원전(나주문화예술회관)
2013. 남촌예술인마을회원전(S갤러리)
2013. 대한민국아트페스티벌(광주비엔날레)
2013. 제2회 서초미술제(서초구청 관내갤러리)
2013. 영호남교류전(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2013. 함께 하는 봄나들이 개관기념전

2013. 제25회 한국화동질성(부산시문화회관)
2013. 제6회 한울회전(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2013. 서초미협정기전(서초한전갤러리)
2013. 장미축제전(조선대학교미술관)
2013. 단원미술관 개관기념전(단원미술관)
 

2012. 전남예총예술제(순천문화건강센터)
2012. 중.한 시화교류전(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명성경로)
2012. 한울회원전(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2012. 서초미협전(서초 한전갤러리)
2012. 한국현대 회화제(한가람미술관)
2012. 한국화조망전(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2011. 서울-아트 비젤 아트페어(바젤시립전시관)
2011.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초대전(서울)
2011. 조선대학교 동문기금마련전(조선대학교미술관)
2011. 광주시립미술관 분관개관기념초대전(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2011. 갤러리타블로 이전개관기념 초대전(갤러리 타블로)
 

현재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지회장, 광주미술작가회, 서초미술협회, 나주미술협회, 동방예술연구회 회원, 수묵회, 구상회, 미술

과 비평 운영위원, 청계회 회장, 빛가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국화강사

자격증

자격명 발행기관 발행일

미술심리상담사자격2급 한국미술심리상담협회 한국미술심리상담협회

나주시 한국화 명인 나주시 나주시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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