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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나와 그들은  항상 꿈을 꾼다. 비록 비현실적일지  모를 꿈들이지만  그 꿈들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에  나에게는  

작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며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  현실적인  꿈들만  꾼다면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무슨 꿈들을  만들어볼까  하며 

신이라도  된 것처럼  즐겁고  설렌다 . 내가 꾸는 꿈들, 그들이  꾸는 꿈들, 삶, 휴식 등 형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되면  그것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꿈인 것 같아 즐겁다 .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꿈들로  삶을 

가득 채우길  바란다 .

I and they have a dream at all times. Although the dreams are unrealistic, but the dreams provide 

places to relax to me and become an tonic for my life all things are be possible in the dream.

If we dream about realistic dreams, the pleasure of to live our life will be diminished.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artwork, I am excited and pleasant to contemplate what I shall make dreams like god. The 

dreams of I and they dream, and life,relaxation, etc. The dreams become a visible form, I enjoy I will 

actually had it. I hope everyone's life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바스키아의 그림을 들고 있는 토끼

30x19x63cm, 혼합재료, 2018
340만원



배를 타고 있는 토끼와 고양이 그리고 달

 38 x 20 x 36 cm, 혼합재료, 2018
300만원



프로방스 언덕에서 쉬고 있는 토끼와 오리

33 x 13 x 48 cm, 혼합재료, 2018
300만원



달을 들고 뛰어가는 토끼

20 x 43 x 48 cm, 혼합재료, 2018
250만원



붉은 베개를 들고 있는 나무 위의 토끼
 
25 x 18 x 60 cm, 혼합재료, 2018
250만원



서핑보드 위의 토끼와 아기토끼

37 x 14 x 40 cm, 혼합재료, 2018
250만원



붉은 목도리를 휘날리며 걷는 토끼

20 x 20 x 48 cm, 혼합재료, 2018
220만원



붉은 오리와 토끼

24 x 20 x 40 cm, 혼합재료, 2018
220만원



붉은 목도리 토끼와 아이들

32 x 17 x 48 cm, 혼합재료, 2018
220만원



토끼와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17 x 20 x 46 cm, 혼합재료, 2018
220만원



김종선
Jongsun Kim

학력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신라대학교  대학원  졸업

수상내역

2011 아시아  art zoo 공모전  '대상 '

2010 전국 대학, 대학원  조각대전  대학원부문  ‘우수상 ‘수상

개인전

2018 7th김종선  초대개인전  그곳으로  가는길  展(부산 미술협회 )

2017 6th김종선  초대개인전  눈을 감으면  展(art farm gallery)

2017 5th김종선  개인전  낙원을  찾아서  展 (이연주  갤러리)

2017 4th김종선  초대 개인전  이사展 갤러리  희 (양산 한송예술촌 )

2016 3thon the table"展 (예술지구p)기획초대  전

2015 2th김종선  초대개인전 (오늘은  빨간날展) -(춘자 갤러리)

2012 1th김종선  개인전  (art in ori)

CV 국제 아트페어  및 박람회

2018 아트부산  국제아트페어  (벡스코) art mora

2018 하버 아트페어  (홍콩) 본갤러리

2017 키아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코엑스  ) 서종 갤러리

2017 아트부산  국제아트페어 (부산 벡스코) 서종갤러리

2017 화랑 미술제  (삼성동  코엑스  c홀) 서종갤러리

2017 SIAE서울국제  예술 박람회  (코엑스  b홀)서종 갤러리

2016 서울 아트쇼  (삼성 코엑스  A60) 희수 갤러리

2016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DDP) 희수 갤러리

2016 조형아트  서울 (삼성 코엑스  d홀)스페이스나무

기획 및 단체전

2018 Fly Me To The Moon, ART MORA, SEOUL

2017 25th 단낭 국제 아트 페스티벌  (일본 후쿠이  spisy hall)

2017 ‘해와 달의 서커스 ’전 (작가 5인 협력 프로젝트 ) 부산 시립미술관  1층 로비

2017 present for present 갤러리  엘르 신년 소품전(서울 강남 혜전빌딩  갤러리엘르 )

2016 스페이스31 개관초대기획전  ( 스페이스31갤러리)일본 고베

2016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  (한국조각30년을 말하다) 춘천mbc

2016 팝콘展 (스페이스  나무)

2016 9인의 조각전  (희 갤러리)

2016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2016 24th 단낭 국제 아트 페스티벌  (일본 후쿠이)

2016 p turn 展 (예술지구p) 기획 김종선

2000~ 참여전시및단체전  100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