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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전 )
.21.08.13 ~ 08.25 제25회 혜화아트센터 (서울)
.20.08.24 ~ 09.28 제24회 큰나무 갤러리 초대전 (하남)
.19.12.20 ~ 20.2.21 제23회 백두산갤러리 초대전(양구.제21보병사단)
.19.10.15 ~ 10.28 제22회 돈화문 갤러리 (떡박물관 내)
.19.05.01 ~ 05.31 제21회 지앤유 북 카페 갤러리 초대전 (진주 경상 대학 내)
.19.04.08 ~ 05.31 제20회 공군 교육 사령부 기획 초대전 (진주)
.19.04.02 ~ 05.31 제19회 리 미술관 기획초대전(사천)
.18.07.30 ~ 08.31 제18회 332 안보지원부대 초대전(대전)
.18.06.26 ~ 07.27 제17회 연무대 갤러리 초대전(논산훈련소)
.18.04.02 ~ 06.15 제16회 국군간호사관학교 갤러리 초대전(대전)
.18.02.05 ~ 03.30 제15회 갤러리 예담 초대전(합동군사대학교내,대전)
.16.07.04 ~ 07.16 제14회 갤러리 미쉘 초대전(서울)
.16.04.11 ~ 04.25 제13회 갤러리 아띠 초대전(서울)
.15.10.30 ~ 11.12 제12회 갤러리 아트리에 초대전(안양 예술공원내)
.15.08.01 ~ 08.14 제11회 해금강 테마 박물관 유경 미술관 초대전(거제도)
.14.12.23 ~ 15.01.04 제10회 세종 갤러리 초대전(서울)
.13.03.01 ~ 03.14 제9회 EW 갤러리 초대전(서울)
.12.06.06 ~ 06.12 제8회 리더스 갤러리 수 초대전(서울)
.09.12.06 ~ 12.19 제7회 나무그늘 갤러리 초대전(서울 영등포 신세계타임스퀘어)
.09.11.19 ~ 11.23 제6회 The International Art Expo(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09.01.06 ~ 01.18 제5회 세종 갤러리 초대전(서울)
.08.11.26 ~ 11.30 제4회 The International Art Expo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08.04.30 ~ 05.04 제3회 Europe Art Fair(스위스 제네바)-갤러리 호 초대
.07.08.29 ~ 09.04 제2회 인사 아트 센터(서울)
.05.08.25 ~ 08.30 제1회 갤러리 수(서울)

( Art fair, 국제전 및 그룹전 )
.21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갤러리1898)
에꼴 그룹 기획 초대전 (갤러리 이오)
서울아트쇼(코엑스)
소담한 선물전(혜화아트센터)

.20 명랑한 사색 5인초대전(갤러리두)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갤러리1898)
Artist Ground My space전(혜화아트센터)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전(갤러리1898)
가을 33인의 메시지 전(인사 아트프라자 갤러리)
소담한 선물전(혜화아트센터)

http://www.yoomisoo.com


.19 에꼴 정기전(진부령미술관), 에꼴Paris 그룹전(Galerie 89 Paris)
서울아트쇼(코엑스), 소담한 선물전(혜화아트센터)

.18 서울 아트 쇼(코엑스),only women 50인전 (장흥BH 갤러리),
BAMA 부산 국제 화랑 아트 페어(벡스코),
산성작가회 전(갤러리 아리수)
굿모닝 새아침 전(금보성 아트 센터)

.17 굿모닝 새아침 전(갤러리 아리수),
에꼴 기획 초대전(갤러리바움),
8femmes 기획 초대전(갤러리 아리수),
서울 아트 쇼(코엑스)

.16 에꼴전(한전 아트 센터),
SCAF 2016(롯데호텔 소공동 본점)

.15 반딧불이 마을전(갤러리 지오,인천),
거리미술 페스티발(충남당진송악),
에꼴전(가나 인사아트 센터)

.14 CONTEXT 2014 Seoul(코엑스)

.13 아트 햄튼(미국 햄튼),
Asia Hotel Art Fair(CONRAD SEOUL),
“바람에 날리다” 깃발전(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밸리),
갤러리 예강 재개관 초대전(대구)

.12 상하이 국제아트 페어(중국 상하이 마트),
버질 아메리카 전(캘리포니아 럭키 갤러리),
대구 국제 아트 페어(대구EXCO)

.11 KIAF(코엑스-리더스 갤러리 수),
대구 국제 아트 페어(대구EXCO),
멜버른 국제 아트 페어(호주, 로얄 전시장),
멜버른 추억전(송은 갤러리)

.10 KIAF(코엑스-리더스 갤러리 수),
사고의 확장전 (가원 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의 신 르네상스전 (서울 아트 센터 공평 갤러리)
STAR & BLUE ARTIST HOTEL ART FAIR(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14층)

.08 NEXTART 전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 ) ,
한국 미협전 ( 예술의전당 미술관 )

.07 The Asian Spirit & Soul전 ( 성남 아트 센터 미술관 ),
사고의 확장전 ( 가원 미술관 ),
이웃사랑 나눔 자선모금 소품전 (가원 미술관 )

.06 퍼즐전 ( 일본 ),
한국 미협전 ( 예술의전당 미술관 ),
의왕 국제 플래카드 아트전 (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광장 )

.05 우리동네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과천-바야돌리드 미술교류전 ( 제비울 미술관 ),
의왕 국제 플래카드 아트전 (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광장 ),
서울-베를린전 ( 독일 )

.04 우리동네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 제비울 미술관 ),
한국 미술전( 세종 문화회관 미술관 )

.03 서울 인사동 미술축제 ( 모란 갤러리 )

.02 삶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전 ( www.kcf.or.kr 아트스페이스경기 ),
Korea Art Festival (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 ),

.01 경기 미협 초대전 ( 경기도 문화예술 회관 )



.99~05 과천 미협전 ( 과천 시민회관 )

.97 한국 현대미술 THEME전 (1차: China , 2차: 삼성 금융 프라자 갤러리 ),
제2회 지중해 Le-salon전 ( France )

( 작품소장 )
국립 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세종 호텔,
동성 고등학교,
리 미술관,
유비 벨록스(주),
이삭 유치원,
동서 문화재단,
월간 에세이,
예인 갤러리,
나무그늘 갤러리,
한우리 재활병원,
새빛 안과,
아이스프린트 컨설팅(주),
테마 박물관 유경 미술관,
아트리에 갤러리,
말레이시아 현지 갤러리 및 현지인,
미국햄튼 현지인,
인도네시아 현지인

( 출판 )
2016. 9월호 헬스조선 힐링 갤러리 작품 수록
2014.저서 ”아트&더마켓” 박정수 지음, 작품 수록
2013.한국 NSK(자동차 부품회사) CALENDAR 작품 선정
2012. 3월호 월간 에세이 작품 표지 모델 및 작품 에세이 글 기고

( 현재 )
.한국 미술협회, 한국 전업미술협회, 에꼴, 서울가톨릭미술가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