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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17 백진기 개인전, N gallery (분당, 한국)
2016 백진기 개인전 ‘AMOR FATI’ 키미아트 갤러리 (서울, 한국)
2013 백진기 개인 부스전 ‘LEGO SCULPTURE’, 청주 국제아트페어2013 (청주, 한국)
2012 백진기 개인전 ‘사랑 그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얘기들’전, 사투라 아트갤러리 (제노바, 이탈리아)

｜단체전｜
2017 뉴 드로잉전-장욱진미술관(양주)
2017 뉴 아티스트 수상작가전-인사아트프라자(서울)
2017 꿈을 마주치다 -갤러리 일호(서울)
2016 한국조각가협회 조각오감도전- 코사스페이스(서울)
2016 구상조각회전 - 성북동 아트스페이스 벤(서울)
2016 어포더블아트페어 대교문화재단 작가전 -동대문디자인프라자(서울)
2016 제2회 대피소 그룹전 -코사스페이스(서울)
2016 대교 국제조각 심포지엄 결과보고전 -상면대학교 백년미래관(서울)
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전 -천안 예술의 전당(천안)
2016 마르텔로 조각회 정기전- 봄, 조각, 향기 – 정문규미술관(안산)
2015 키미포유 ‘삶에서오는 숨결’전 –키미아트(서울)
2015 조각그룹 대피소전 – 코사스페이스(서울)
2015 한국조각가협회 소품전 - 선물 코사스페이스(서울)
2014 마르텔로 조각회 정기전-오마주 석기시대 인사갤러리(서울)
2014 치유-Recovery전 빨간벽돌갤러리 (서울)
2014 부산조각가협회주최 청년작가 초대전 ‘맥가이버’ 전 이연주갤러리 (부산)
2014 한국 현대조각 아카이브전 코사스페이스 (서울)
2013 청작화랑 선정작가전 ‘새로운 도약’전 (서울)
2013 그룹 ‘모드니’ 조각전 갤러리 엠(인사동,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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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
2012 La Mostra collettiva Per Hotel Bataccio - Hotel bataccio(몬티뇨소, 이탈리아)
2012 Groupo Modni - Aria gallery (피렌체, 이탈리아)
2012 ‘Carpe diem’ con 16 artisti internazionali a Carrara- Satura art gallery(제노바, 이탈리아)
2012 한국조각가협회 주최 ‘K-sculpture to the world, Korea now’전 (피에트라산타, 이탈리아)
2011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Cesare Pavese’- Casa di Cesare Pavese (쿠네오, 이탈리아)
2010 재이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이 문화교류축전 ‘Suono del Cuore’ 조각전 (마싸, 이탈리아)
2010 ‘La bottega dell’arte’주최 국제 예술콩쿠르 ‘Fiore e l’aria’전 (아레쪼, 이탈리아)
외 다수

｜주요 수상경력｜
‘라 보테가 델 아르떼’주최 국제 예술콩쿠르 조각부분 대상. (아레쪼, 이탈리아)
대교국제조각 심포지엄 작가우정상, 구상조각대전 특별상(작품 매입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세계평화미술대전 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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