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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동연회 명예회원, 전 영은미술관 입주작가, 전 가나장흥입주작가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교수

개인전
2017 도건(濤建) 석철주 초대전, 갤러리조은, 서울
겸재미술관, 서울
갤러리 다함, 경기도
2016 동산방화랑, 서울
현대화랑, 대만
2015 space CHoA.갤러리 필
2015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4 갤러리세솜, 창원
서호미술관, 경기도
2011 아뜰리에 아키 인 베르사체, 서울
2010 비컨갤러리, 서울
2009 학고재, 서울
2008 일본 금산갤러리, 도쿄
2006 리즈갤러리, 경기도
2005 학고재, 서울 금산갤러리, HN 갤러리, BHAK 갤러리, 동산방 갤러리, 인화랑, etc
단체전 및 초대전
2020 우리는 왜 달항아리에 매료되는가, 갤러리나우, 서울
영은미술관 20 주년 특별기획전 ‘영은지기,기억을 잇다’, 영은미술관, 경기도
2019 KIAF ART SEOUL 2019, 금산갤러리, 올미아트스페이스, 코엑스홀, 서울
청량(淸涼)전, 갤러리아트링크, 서울
미네르바Ⅱ‘한라에서 백두까지’-3.1 운동·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회화(동양화) 33 인전, 갤러리 뫼비우스, 서울
시대교감, 천년을 담다 전, 서울, 중량아트센터
아시아 호텔아트페어 부산 2019 특별전, 부산,파라다이스호텔
2018 2018 가나 아뜰리에 오픈스튜디오, 장흥제 2 아뜰리에, 경기도
PAF2018 IN PARIS paf,paf, BASTILE DESIGN CENTER, PARIS
가나 장흥 아뜰리에 작가전-미술관 옆 아뜰리에, 가나아트파크, 경기도

제 3 회평화,상생공존전-2018 세계한민족미술대축제‘우리집은어디인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1,2 관,
서울
제 7 회 서울 아트쇼,2018-기획 전시전, 코엑스홀 A, 서울
아트,광주 18, 김대중 컨벤션센터 2,3 층, 광주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전, 추계예술대학교창조관 현대미술공간 C21, 서울
갤러리 일호 기획 ‘달을 품다’2 인전, 갤러리일호, 서울
디지털 프롬나드 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풍경전, 갤러리자작나무, 서울
두 개의 달 –우리 도자 이야기, 프린트스토어-하남,한남,고양,센트럴, 서울.경기도
2017 장욱진탄생 100 주년기념행사 100 배 즐기기! 전, 장욱진미술관, 경기도
아트배너전, 서울올림픽공원수변무대.평화의문광장.강릉역 KTX 역사, 서울.강원도
ASIA HOTEL ART FAIR SEOUL 2017,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Grand InterContinental Hotel, 서울
영혼도 쉬어가는길, 일조원갤러리, 서울
목인석심(木人石心)-올미아트스페이스 개관기념전,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6 인 6 색전, 아트스페이스 퀼리아, 서울
‘나래를 펴다’한국현대미술의 오늘-인영갤러리 개관기념전, 인영갤러리, 서울
2017 엑스포 아트갤러리 개관기념 초대기획전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보다’, 엑스포아트갤러리, 여수시
2017 년 한국.네팔 현대미술교류전 , 네팔,이키데미. 꺼럴라디, 카드만두
올미아트스페이스 개관기넘전-木人石心,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2016 ‘기운생동’전, 포스코갤러리, 포항
KIAF 2016/ART SEOUL, 코엑스, 서울
BAMA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2016, 벡스코, 부산
화랑미술제 2016, 코엑스, 서울
2016 SAVE THE EARTH GREEN CORPS EXHIBITION ‘SAVE THE EARTH. SAVE THE SAND’, UN
Headquarters New York Conference Building 1st Floor Hallway New York, USA
2015 art 부산, 벡스코, 부산
asia hotel art fair hong kong 2015, 마르코폴로홍콩호텔, 홍콩
아시아 호텔 art fair seoul, 콘래드호텔, 서울
scope basel 2015, scpe pavision, basel, swiss
context art miami 2015, 마이애미 웬우드, 미국
art kaohsiung 2015, city suites, 까오슝, 대만
광복 70 주년기념특별전 2015 감도 “13 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 세종미술관, 서울
197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후, 환기미술관, 서울
‘봄이 있는 풍경’전,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전남
‘千變萬化(천변만화)’- 그림 속 도자기를 만나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경기도
2014 사유로서의 형식-드로잉의 재발견 전, 뮤즘산, 강원도
4th annual HFAF, NRG center, Houston, TX
꿈꾸는 산수, 구리아트홀갤러리, 경기도
사을시립미술관 2013 신소장작품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도원에서 노닐다 전, 자하미술관, 서울
코리안 뷰티-두개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3 갤러리 호감 개관기념전 RED GATE, 갤러리 호감, 서울
탑골미술관 개관기념전 ‘春’익숙한 것을 되돌아 봄, 탑골미술관, 서울
석철주, 장성재 2 인전, NH Lakeside Art 갤러리, 서울
한, 오 수교 120 주년 및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50 주년 기념 한국, 오스트리아, 독일교류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초대전, Korea Kulturhaus Ö sterreich, 오스트리아
2012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일우스페이스, 서울
석철주, 이재삼 2 인전, 아뜰리에 아키 인 베르사체, 서울
서촌사인전,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11 신세계 인천점개관 14 주년 기념전 ‘설중 6 경’, 인천신세계백화점 갤러리, 경기도
강호가도 II-자연을 벗 삼아 예술의 도를 노래하다, 서호미술관, 경기도

시화일률-그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0 조우-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 주년 기념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2010 경인년, 한국미술의 중심을 열다, 팔레드 서울 갤러리, 서울
REMIND, 그곳을 기억하다, 영은 개관 10 주년 기념전, 영은미술관, 경기도
2009 화랑미술제-부산, 벡스코, 부산
한국 미술사 + 화가의 초상,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서울
아트 두바이, 메디나트 주메이라, 두바이
2008 상해 아트 페어, 상해, 중국
KIAF 2008, 대한민국, 서울
베이징 아트 페어, 베이징, 중국
시카고 아트페어, 시카고, 미국
홍콩 아트 바젤, 홍콩, 중국
문화유전인자의 추적자, 송장미술관, 베이징, 중국
2007 한국화 1953-2007 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놀이와 장엄, 두번째 ‘응시-나를 보다’, 모란미술관, 경기도
호흡,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서울
2006 온고이지신-잃어버린 퍼즐찾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고요의 숲,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항해일지,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04~2006 제 4,5,6 회 한국현대미술제, 예술의전당 미술관, 서울
2005 아트 페어 취리히, 취리히아트센타, 스위스 취리히
제 5 기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전,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02 아시아 세기를 열며 PART -II 한국화의 현재, 카소갤러리, 오사카
기운생동전, 학고재, 서울
수상
2010 제 2 회 한국평론가협회 창작부분대상 수상
1997 제 6 회 한국 미술작가상 수상
1990 제 9 회 미술기자상 수상
1985 제 6 회 중앙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984 제 5 회 중앙미술대전 입선, 국힙현대미술관 덕수궁
1979~1981 중앙미술대전 연 3 회 특선, 국립현대미술과 덕수궁
1978 제 1 회 중앙미술전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제 27 회 국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977 제 26 회 국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975-1977 제 9,10,11 회 백양회 공모전 특선, 국립공보관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성곡미술관, 서울 /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호암미술관 / 서울국회의사당 / 서울삼성의료원, 서울
/ 경기도미술관 / 경기도두바이 대사관 / 두바이 거제삼성호텔 / 거제도영보 엔지니어링 / 경기도 남북출입국사무소 / 경
기도 청와대 / 서울영은미술관 / 경기도울산현대예술관, 울산 / 삼성리움미술관 / 서울강남구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경기도 OCI 미술관 / 서울미술은행,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