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성 수

학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수료 (조소전공)

개인전 12회(전주,서울,뉴욕) 및 기획단체전 160여회

개인전(12회)

2020 “Passengers” (누에아트홀, 완주)

2020 “Gangster & Florist” (팔복예술공장, 전주)

2019 “전라청년미술상” 초대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2017 “The Passengers – Part I” 초대전 (숨갤러리. 전주)

2016 “Directed Diorama” (Art Mora Gallery, 뉴욕)

2015 “Gallery PIU” 초대전 (복합외식공간 담, 전주)

2015 “Memorial Vintage” 초대전 (삼성래미안갤러리, 서울)

2014 “Amusement Park in Box”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14 “Amusement Park in Box” 초대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2014 “My Childhood” 초대전 (교동미술관, 전주)

2013 “The Story of Nothing” (교동미술관, 전주)

2011 “On Your Mark” (우진문화공간, 전주)

단체전(주요전시)

2021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

      팔복예술공장 3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20 Semicolon 팔복예술공장 3기 입주작가 릴레이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20 Outsider 팔복예술공장 3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팔복예술공장/전주)

2019 Beyond The Line 기획전 (코갤러리/독일 베를린) 

2019 팔우展 (팔복예술공장/전주)

2019 한중문화예술교류전 (정주대학교/중국 정주시)

2018 광주시립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광주)

2018 변방의 파토스 (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18 전북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선정작가전 (전북도립미술관/전주)

2018 평창 문화올림픽 파이어아트페스타 (경포대해변/강릉)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옛연초제조창/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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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익산예술의 전당 개관초대전 (익산예술의전당/익산)

2014 양평의 꿈 (양평군립미술관/양평)

2014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발 (세종미술관/서울)

2014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서울)

2013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춘천)

2013 대교국제조각심포지엄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서울)

2013 Play Ground 8인 기획전 (유리섬 맥아트 미술관/안산)

2011 상상바이러스 (전북도립미술관/전주)



수상

2021 전주미술상 (한국미술협회)

2019 전라청년미술상 (전라청년미술상 운영위원회)

2018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선정작가 (광주시립미술관)

2018 전북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선정작가 (전북도립미술관)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작가 (청주시)

2015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 문화사업부)

2015 포스코 미술관 The Great Artist 선정작가 (POSCO)

2015 아시아 현대미술청년작가공모전 국회의장상 (대한민국국회)

2014 교동아트 젊은 미술전 선정작가 (교동아트미술관)

2014 전라북도 미술대전 대상 (한국미술협회)

2014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초대전 선정작가 (우진문화재단)

2013 대교 국제조각 심포지엄 선정작가 (대교문화재단)

2013 평창 비엔날레 국민공모전 최우수상 (강원문화재단)

2012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 우수상 (한국미술협회) 

2010 미사리 야외조각공모전 장려상 (국민체육진흥공단)

레지던시

2020 팔복예술공장 3기 레지던시 (전주)

2016 공동창조공간 '누에' 2기 레지던시 (완주) 

작품소장

예술있는 버스승강장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전주)

전주웨딩거리 (전주)

타워 더 모스트 (울산)

복합외식공간 '담' (전주)

더 오베로이 호텔 (인도 뭄바이)

포스코 더 샾 (인천)

교동미술관 (전주)

세종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세종)

대교그룹본사 (서울)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태인 Country Golf Club (완주)

미사리 조정경기장 조각공원 (하남)

현재

전북대학교 출강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전북조각가협회

Web. www.kimsungsooart.com

Email. kimsungsooart@gmail.com

Contact. 010-8640-9957

mailto:kimsungsooar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