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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구축(構築)과 접합(椄合)의 형식을 통해 부재와 상실로부터 발현된 노스탤지어를 형상

화하고 있다. 유년기에 감각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동물, 동화, 놀이공원, 디오라마의 기억을

소재로 작품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스틸 퀼트(Steel quilt) 용접기법과 조립식 구성으로

유희적 환상을 구현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근작에서는 어린 시절 자신을 고립시켰지만

반대로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던 스토리보드(Storyboard) 형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협으

로부터의 생존에 관한 신화적 서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Artist Statement



I shape the nostalgia expressed from absence and loss through the form of co

nstruction and joint. I am constructing the surface of my works using the mem

ories of animals, fairy tales, amusement parks, and dioramas sensibly influence

d by my childhood, and continue to try to realize a playful fantasy with steel q

uilt welding technique and prefabricated composition. In my recent work, I isol

ate myself as a child, but on the contrary, I continue the mythical narrative of

survival from invisible threats through the form of a storyboard that has beco

me a medium of communication.

Artist Statement



Passengers_Moving Scene

2022



Passengers_Moving Scene은 ‘외부의 침략과 폭격으로 부터 달아나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

림자극의 형태로 풀어낸 전시이다. 앞을 향해 달리는 인간의 행위는 안전과 생존을 위한 신

체의 움직임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처절한 몸의 의지를 반영한다. 작품의 운

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람자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형태의 조합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시

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의 요소를 통해 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조각의 연극성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Passengers_Moving Scene
2022



Passengers_Moving Scene
Installation view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Passengers_Moving Scene

Installation view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Running Mates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Running Mates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_shadow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_shadow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Policeman vs Wolfrider
Installation view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

Wolfrider
50 x 32 x 124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Wolfrider

50 x 32 x 124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

Policeman
46 x 36 x13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Policeman

46 x 36 x13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

Climbing Hand
43 x 30 x 86cm / aluminium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Climbing Hand

43 x 30 x 86cm / aluminium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

Go get some coffee?
58 x 38 x 110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Go get some coffee?

58 x 38 x 110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Passengers_Policeman vs Wolfrider

2021



Policeman

민중의 지팡이이자 질서, 규율을 강조하며 시민들을 위험한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과 통찰로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때론 공권력

의 권한을 과용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폴리스맨은 무기가 지닌 절대권력, 공권력

을 앞세워 욕심을 드러내는 이중성 등 힘을 가진 권력자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할로 존재한

다. 울프라이더의 직관력에 의한 판단을 무시하고 타당한 근거와 논리적인 어법으로 사람들

을 설득한다.

Wolfrider

법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로서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좋아하며 직

관과 영에 의한 판단을 중시한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 규율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혁명

가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주의자로 시위에 나선다. 정의라 규정된 모든 것들에 의구심을

가지며 틀에 갇힌 사람들의 눈을 깨워주는 선각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도를

지키려는 공권력과의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울프라이더는 인간, 자연, 휴머니즘, 환경주

의를 포괄하고 있는 상징이며 인디언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Passengers_Policeman vs Wolfrider
2021



Policeman vs Wolfrider
Installation view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Policeman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oliceman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Policeman - detail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Policeman - shadow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Wolfrider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Wolfrider - detail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Wolfrider - shadow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Wolfrider - shadow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Storyboard – Passengers

Installation / 2017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1

Storyboard – Passengers

Installation / 2017



WolfriderPoliceman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Policeman vs Wolfrider’

Sunny’s Flower

Fireman

Politician

Performer

Worker

Horse Wolf



Passengers
Installation view / 2020



Policeman vs Wolfrider
Installation view / 2020



Policeman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Wolfrider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Passengers_Gangster & Florist

2020  



Florist

하루하루 성실히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 주말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

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상냥함을 지니고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받은 따뜻한 사

랑을 주변에 나누고자 하는 인류애가 묻어나는 인물이다.

Gangster

브루클린 출신으로 거리에서 살아온 인생이 얼굴과 행동에 드러난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여 경찰의 표적이 되지만 자신이 이끄는 패밀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과감함이

있다. 갱스터는 인간이 만든 사회와 규율의 빈틈을 노리며 인간이 만든 제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Passengers_Gangster & Florist
2020



Gangster & Florist - front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 back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Sunday
45 x 25 x 4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Installation Veiw / 2020



Gangster & Florist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110 x 80 x 20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Florist

100 x 50 x 17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Installation Veiw / 2020



Gangster & Florist
100 x 45cm / Neon sign  / 2020



Storyboard - Gangster
Installation Veiw / 2020



Gangster

FloristSunday

Paper Boy-1 Paper Boy-2Monday

The Rat Cat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Gangster & Florist’

Moonbug

Sunny’s Flower

Big Boy Crew

Paper Boys



Storyboard - Gangster
Pen on Paper / 2020



Storyboard - Florist
Pen on Paper / 2020



The Rat Cat
Pen on Paper / 2020



The Passengers_Chapter-1

2017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뗏목위에 몸을 맡긴 체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그 뗏목이

라는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의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오히려 불안에 대한 감지를

무뎌지게 하며 무감각해지게 만든다. 각자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의 초라한 인간이 되어 버리는 현실속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패러다임, 시스템은 어쩌

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스템의 불능은 자

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구명조끼 하나를 몸에 걸칠 뿐이다.

붕괴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가진 미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보

려 한다.

Passengers_Chapter-1
2017



Survivors of The Laft of Medusa 
pen on paper / 250 x 250mm /  2016



The Passengers Chapter-1 – Story Board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Characters In ‘Passengers’

Paper Boy-1

Paper Boy-2

Monday Gangster The Rat Cat MoonbugFloristSunday

WolfriderPoliceman

PoliticianPerformerWorkerFireman

 Horse  Wolf



Policeman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Wolf Rider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Florist  
pen on watercolor paper /  24 x 32cm /  2017



Gangster
pen on watercolor paper /  24 x 32cm /  2017



Paper Boys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Octagon x Cosmos

2015-2018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부유하는 금속대륙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종족과 인간군상들이 모

여있는 우주 속의 작은 행성 팔각대륙 Octagon은 치열한 삶의 각축장이며 동시에 대축제

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부터의 위협과 이념과의 전쟁을 벌이는

현대인의 모습은 팔각대륙 위에서 춤을 추는 혹은 몸부림치는 형상과 몹시 닮아있다. 인원

이 제한된 뗏목과 화산섬을 기어오르기 위한 앞을 향한 시선은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긴박

함을 느끼게 해준다. 팔각대륙으로부터 몇 걸음 뒤로 팔각대륙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Cosmos가 작품을 360° 감싼다. 별자리와 수많은 행성으로 이루어

진 반짝임으로 채워진 우주 공간은 삶의 치열함 속 수많은 감정을 반짝임으로 환원시키며

하나의 모습으로 묶어준다. 작품 주변을 감싼 지름 8미터 360도 원형 스크린은 거대한 우주

를 만들어내고 있다. 연속되는 영상을 통해 관람객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작품의 안과 밖 모두를 다각도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실과 가상

이 뒤섞인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

Octagon x Cosmos
2015-2018



The Octagon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2500 x 2500 x 1700mm /  2015



The Octagon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2500 x 2500 x 1700mm / 2015



The Animals
Installation view



The Humans
Installation view



The Fairy tales
Installation view



The Octagon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2500 x 2500 x 1700mm / 2015



The Octagon – 팔각대륙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4500 x 4500 x 1700mm / 2015



The Octagon – 팔각대륙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4500 x 4500 x 1700mm / 2015



The Octagon – 팔각대륙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4500 x 4500 x 1700mm / 2015



The Circle – 둥그런 우주
fabric, quilt, cubic, / 3000 x 3000mm / 2015



The Cube – 네모난 지구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3000 x 2300mm / 2015



The Beginning of the World – 세상의 시작
3D Max, drawing / 3mins 50secs / 2015



Directed Diorama– 연출된 디오라마
Installation view



The Lost Island
Installation view



Survivors of The Laft of Medusa
stainless steel, copper / 4700 x 6500 x 5500mm / 2016



The Octagon x Cosmos
stainless steel, copper / 8000 x 8000 x 3000mm / 2018







The Octagon x Cosmos 1.0
stainless steel, copper / 8000 x 8000 x 3000mm / 프로젝션 맵핑. 김용찬 / 2017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4vwdCj3rL0

https://www.youtube.com/watch?v=g4vwdCj3rL0


The Octagon x Cosmos 2.0
stainless steel, copper, projection mapping by 김용찬 / 8000 x 8000 x 3000mm / 2018



The Octagon x Cosmos 2.0
stainless steel, copper, projection mapping by 김용찬 / 8000 x 8000 x 3000mm / 2018



Amusement Park in Box

2013-2020



놀이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잠시 현실의 끈을 놓고 비현실과 상상의 세계로의 입

장을 행한다. 놀이공원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을 환상의 세계나 비현실적인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상상의 세계의 주인공

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시간이 지나 놀이공원은 나의 창작세계를 확장시켜주는 무대

이자 장치로 다가왔다. 현실적인 의미의 단순한 소통의 개념보다 초월적 성격을 지닌 일종

의 길로써 개인의 신화를 대입시키는 은유적 공간이 되었다.

Amusement Park in Box
2014



Amusement Park in Box
Installation view / 2014



Boxkeeper 
70 x 70 x 22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Boxkeeper
70 x 70 x 22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Racehorse 
70 x 220 x 20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Racehorse
70 x 220 x 20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Timetraveler
300 x 450 x 3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Timetraveler 
300 x 450 x 3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탑승영상링크 : https://vimeo.com/187133583

https://vimeo.com/187133583


Timetraveler
300 x 450 x 3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Moonwalker
300 x 20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Moonwalker
300 x 20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Sculptor's desk 
40 x 60 x 160cm / stainless steel, stand light, LED / 2014



Amusement Park in Box  / 3D MAX / 3mins 50secs / 영상. 김우현, 음악. 송찬양 / 2014-2020

3D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xcwiRtn6s_s&t=34s

https://www.youtube.com/watch?v=xcwiRtn6s_s&t=34s


Blueprint-1 / Pen on paper / 2014



Blueprint-2 / Pen on paper / 2014



Blueprint-4 / Pen on paper / 2014



Blueprint-3 / Pen on paper / 2014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4

Gana Insa Art Center / Seoul
Installation View 2014



The Story of Nothing

2012-2013



나는 어렸을 적부터 동화속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고

혼자 책을 읽고 상상하는 것을 즐겨했던 터라 동화책은 현실과 다른 세계로 가는 출입구였

으며 그 안에 나만의 놀이터를 만들고 꿈을 꾸는 것은 하루를 보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과 중 하나였다. 성인이 되어 지금까지도나는 동화를 읽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발달은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나 이야기 전개의 당위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려한다. 동화는

점점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어른들의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어버린

다. 꿈을 꾸지 못한 파랑새는 날수 없듯이 사람들의 사고 또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축소되

고 형식화 되어간다. 꿈을 꾸는 행위는 모든 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보이는 각각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꿈의 씨앗을 찾길 바래본다.

The Story of Nothing
2013



The Story of Nothing
Installation view / 2013



Puss in Boots
75 x 90 x 146cm / stainless steel, copper, glass / 2013



Puss in Boots
75 x 90 x 146cm / stainless steel, copper, glass / 2013



Little red riding hood
96 x 160 x 167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Little red riding hood
96 x 160 x 167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town musician of Bremen
120 x 17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town musician of Bremen
120 x 17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tree
91 x 45 x 51cm / stainless steel, steel / 2013



Pippi Longstocking
44 x 30 x 7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Puppy  / 28 x 27 x 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Puppy ll / 19 x 19 x 16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Rodeo
28 x 53 x 5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On Your Mark

2010-2011



유년기에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상의 파편을 작은 낙서로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재현해나가거나 영감의 화석들을 발굴해나가는 것이 작업의 큰 방향

이다. 이번 ‘제자리에’ 라는 소재를 달고 시작한 연작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과거의 흔

적에서 영감을 얻었다. 제각기 모습을 달리한 동물이란 소재는 혼자 시간을 보낼 때면 거대

한 화두로 다가왔고 실제로 만나볼 수 없었던 동물들은 환상 속에만 존재해온 상상의 대상

이었다. 낙서나 그림일기를 통해서 나만의 동물형상을 표현 해내는 것은 일상이 되어 버렸

다. 우연찮게 작업실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던 철 조각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다. 그것

들은 하나의 형상을 형성해 나갔다. 고양이가 되었으며 때론 동물형상 속에 작은 마을이 되

기도 했다. 구름과 달이 되기도 하였고 우주왕복선과 미사일이 되기도 했다. 어렸을 적 일기

장의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즈음에서 형성된 낙서들은 나름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

이고 기억의 저편에 존재하는 여러 흔적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On Your Mark
2011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



Moonbug
45 x 25 x 70cm / Steel, Copper / 2010



The Village of Bandalgom
119 x 84 x 212cm / Steel / 2010



The Village of Bandalgom  
119 x 84 x 212cm / Steel / 2010



George’s Island
120 x 140 x 169cm / Steel, Copper / 2010



George’s Island
120 x 140 x 169cm / Steel, Copper / 2010



The Planet of Armadillo
120 x 140 x 155cm / Steel / 2011



The Planet of Armadillo
120 x 140 x 155cm / Steel / 2011



The Dreaming Whale
178 x 280 x 220cm / Stainless steel / 2011



The Dreaming Whale
178 x 280 x 220cm / Stainless steel / 2011



The Planet of Armadillo II
80 x 80 x 80cm / Stainless steel / 2011



The Planet of Armadillo II
80 x 80 x 80cm / Stainless steel / 2011



Three Friends

                                    Cloud Elephant / 30 x 20 x 30cm / Stainless steel / 2011
                                    Vanilla Bear / 22 x 13 x 34cm / Stainless steel / 2011
                                    Moss Whale / 30 x 20 x 27cm / Stainless steel / 2011



학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수료 (조소전공)

주요 개인전
2022 Passengers_Moving Scene (gallery 숨, 전주)
2020 Passengers_Policeman vs Wolfrider (누에아트홀, 완주)
2020 Passengers_Gangster & Florist (팔복예술공장, 전주)
2017 The Passengers-Part I (gallery 숨, 전주)
2016 Directed Diorama (Art Mora Gallery, 뉴욕)
2015 Memorial Vintage (삼성래미안갤러리, 서울)
2014 Amusement Park in Box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13 The Story of Nothing (교동아트Studio, 전주)
2011 On Your Mark (우진문화공간, 전주)

비엔날레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와동분교, 홍천)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옛연초제조창, 청주)
2013 평창국제비엔날레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수상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
포스코 미술관 The Great Artist 선정작가 (POSCO)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선정작가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선정작가 (전북도립미술관)
GIAF 아시아현대미술청년작가공모전 국회의장상 (대한민국국회)

레지던시
팔복예술공장 3기 정기입주작가

작가 프로필 - 김성수



작가 프로필 - 김성수

주요 단체전 (2015-2021)
2021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서울)
2021 아트광주21 (김대중컨밴션/광주)
2021 한강 흥프로젝트 야외조각전 (여의도한강공원/서울)
2021 팔복예술공장 탄소특별기획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21 여수국제미술제 (여수엑스포컨밴션/여수)
2021 팔복예술공장 정기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20 팔복예술공장 정기입주작가 릴레이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20 팔복예술공장 정기입주작가 프리뷰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19 Beyond The Line 기획전 (코갤러리/독일 베를린) 
2019 한중교류전 (정주대학교미술관/중국 정주시)
2018 광주시립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광주)
2018 변방의 파토스 (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18 전북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선정작가전 (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전야제 파이어아트페스타 (경포대해변/강릉)
2017 로터스 랜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2017 메탈리스트 (익산예술의전당/익산, 경주예술의전당/경주)
2017 꿈나무 울타리 (정읍시립미술관/정읍)
2016 쇼콘 (오산시립미술관/오산)
2016 서른들의 다른 이야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2016 Retro Scene 김성수, 이상원, 정재호 3인전 (스페이스 케이/과천)
2015 The Great Artist 선정작가전 (포스코미술관/서울)
2015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예술의 전당/서울)
2015 어린이를 위한 성찬展 (전북도립미술관/전주)

Web. www.kimsungsooart.com
Email. kimsungsooart@gmail.com
Interview. https://youtu.be/s0ZF35QrrlA

http://www.kimsungsooart.com/
mailto:kimsungsooart@gmail.com
https://youtu.be/s0ZF35QrrlA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F.A.)

Solo Exhibition
2022 Passengers_Moving Scene (gallery Sum, Jeon-ju)
2020 Passengers_Policeman vs Wolfrider (Nu-E Arthall, Wan-ju)
2020 Passengers_Gangster & Florist (Palbok Art Factory, Jeon-ju)
2017 The Passengers-Part I (gallery Sum, Jeon-ju)
2016 Directed Diorama (Art Mora Gallery, New York, NY)
2015 Memorial Vintage (Samsumg Raemian Gallery, Seoul)
2014 Amusement Park in Box (GanaInsa Art Center, Seoul)
2013 The Story of Nothing (GyoDong Art Studio, Jeon-ju)
2011 On Your Mark (Woojin Culture Space, Jeon-ju)

Biennale
2021 Gangwon Triennale (Wadong/Hongchun)
2017 Cheongju Craft Biennale (The Old Tobacco Processing Plant/Cheongju)
2013 Pyungchang Biennale (Alpensia Resort/Pyungchang)

Awards
Joong-Ang Art Prize Selected Artist (Korea Joon-Ang Daily)
Posco Art Museum Selected Artist (Posco.co) 
Ha Jung Woong Selected Artist (Gwang ju Museum of Art)
Jeon-buk Provicial Art Museum Selected Artist (Jeon-buk Provicial Art Museum)
GIAF Asia Modern Art Prize winne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ency
Pal-Bok Art Factory 3rd Residency

Artist Profile – Kim Sung Soo



Artist Profile – Kim Sung Soo

Group Exhibition (2015-2021)
2021 Seoul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Seoul Arts Center/Seoul)
2021 ARTGWANGJU21 (KIMDAEJUNG Convention/Gwangju)
2021 K-Sculptre Outdoor Exhibition (Han-River Park/Seoul)
2021 Art and Media: The Beginning of Inspiration (Pal-Bok Art Factory/Jeonju)
2021 Yeosu Internatinal Art Festival (Yeosu Expo Convention/Yeosu)
2021 Palbok 3rd Residency Final (Pal-Bok Art Factory/Jeonju)
2020 Semicolon Palbok 3rd Residency Relay (Pal-Bok Art Factory/Jeonju)
2020 Outsider Palbok 3rd Residency Preview (Pal-Bok Art Factory/Jeonju)
2019 Beyond The Line (Co Gallery/Berlin Germany) 
2019 Korea-China Culture Exchange Exhibition (Jungju University/Jungju China)
2018 Ha, Jung-Woong Young Fine Art Award (Ha Jung Woong Art Museum/Gwangju)
2018 Pathos of Perimeter (Jeon-buk Provicial Art Museum)
2018 Jeon-buk Provicial Art Museum Selected Artist (Jeon-buk Provicial Art Museum)
2018 Pyung Chang Culture Olympic Fire Art Festa (Gyung Po beach/Gangneung)
2017 Lotus Land (Asia Culture Center/Gwangju)
2017 Metalists (Iksan Arts Center/Iksan, Gyeongju Arts Center/Gyeongju)
2017 The Fence of Dream Tree (Jeongeup Museum of Art/Jeongeup)
2016 Showcon (Osan Culture Factory/Osan)
2016 The Story of 30s (Sori Arts Center Jeollabuk-do/Jeonju)
2016 Retro Scene (Space K/Gwacheon)
2015 The Great Artist Selected Artists Exhibition (Posco Art Museum/Seoul)
2015 Joong-Ang Art Prize Selected Artist Exhibition (Seoul Arts Center/Seoul)
2015 The Sacrament for Child (Jeonbuk Musem of Art/Wanju)

Web. www.kimsungsooart.com
Email. kimsungsooart@gmail.com
Interview. https://youtu.be/s0ZF35QrrlA

http://www.kimsungsooart.com/
mailto:kimsungsooart@gmail.com
https://youtu.be/s0ZF35Qrr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