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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3-28
■ 학예팀 팀장 박미나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3. 29 배포
■ 총 6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강호성 개인전

《도시의 음악가》전시 개최

n  《도시의 음악가》라는 타이틀로 2019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영은미술관 4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강호성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강호성은 동화적 모티

프 차용 형식을 기반으로 우리시대의 모습을 비단에 배면채색이라는 전통 동양화 기법을 재해

석하며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만의 특별한 기법을 구축해 가고 있다. 

 최근 작업들은 삼년 전의 ‘증후군‘의 연작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작가 자신을 포함한 현대인

의 경험적 이미지, 즉 우리시대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투영 시킨다. 이번전시에 모티프가 된  

 ’브레멘 음악대‘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이용가치가 없어 쓸모없게 되어버린 자들을 저버리는 인

간의 냉혹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독일의 유명저자 그림형제의 명작 동화이야기이다. 어느날 

작가는 아파트 관리비 절약하기 위해 경비원 감축을 위한 투표지를 받는 필연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를 비롯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이슈를 마주하게 된다. 이 전시에

서 선보이는 ’도시의 음악가‘ 작품은 인형 탈을 쓴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모습들을 우

리시대의 현실 경험적인 화면 그대로 옮겨 담았다. 하루 노동의 시간을 은유하며 쓰임이 다한 

노동자를 바라보는 소극적인 태도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이지만 서로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것과 같이 인형탈의 모양과 색이 다른 24개의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워졌다.

“가급적 작가의 개입을 배제하였고, 다만 길에서 만난 인물들을 포착한 순간을 필름처럼 나열하

였다. 각기 다른 색의 고양이 탈을 쓰고 있는 인물들은 다양한 우리 시대의 인물들을 대변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이지만 서로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것과 같이 인형탈의 모양과 색을 

설정해 본 것이다.“ (작가 노트 中) 

 강호성은 ‘도시의 음악가‘의 작품외 선보이는 ’사다리 위의 음악가‘ 에서는 목표를 상징하는 사

다리와 사다리에 오른 인물이 느낀 감정의 양면을 대비시켜 표현한다. 목표를 이룬 순간의 허무

와 끝과 시작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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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보고, 그저 당신의 언어를 들어주는 것이 지금 내가 예술로써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가 노트 中) 

 비단에 곱게 채색되어진 작품에서 짙게 묻어나는 색채의 잔향이 순수하고 아름다움으로 전시

공간을 채운다. 우리시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마주하며 그 이야기를 담아 치유와 공감의 모습

에 주목하는 작가의 사유의 장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 강호성

 - 전시명 / 《도시의 음악가》

 - 전시기간 / 2019. 3. 30 ~ 4. 28

 - 초대일시 / 2019. 4. 6(토) 4pm

 - 관람시간 / 10:00 ~ 18:30 

 - 작    가 / 강호성 (姜鎬星, Kang, Hoseong)

 - 출품 장르 / 동양화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강호성(b. 1983)

sug209@gmail.com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200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9 도시의 음악가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2017 소로의 회전목마 (갤러리엘르 초대, 서울)

2017 527 창작공간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안식의 섬> (527창작공간갤러리, 경기 가평)

2017 서울문화재단후원 <노아의 방주>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맺음, 서울)

2016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증후군> (갤러리777, 경기 양주)

2014 사다리 위에 신사 (노암갤러리 기획, 서울)

2013 Role Play (겔러리엘르 초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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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2019 라만챠의 신사들, 갤러리 엘르, 서울

2018 전주현대미술관 개관전 <빛과 사람들>. 전주현대미술관. 전주(전북) 

     Dream Forest,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빌라다르페스티벌,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7 100인 아티스트 미디어파사드 <백화점百畵店>,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경기)

     한국화를 넘어-리얼리티와 감각의 세계,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전남) 

     채워진 노래, 527창작공간갤러리, 가평(경기)

     체크아웃, 갤러리 777, 양주(경기) 

2016 예술적 난민의 생키(生 ,Ki), 갤러리 777, 양주(경기)

     거주와 이주의 기술,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양주(경기) 

     내일 꾸는 꿈,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

     체크인, 갤러리777, 양주(경기)

2015 예술모텔777호: 열정을 위한 다시茶時,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경기)

2014 대화_공감의 확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경기)

Artist, 그 예술적 영혼의 초상,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레지던시

2013-16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777 레지던시 1기

2017     527 창작공간 2기

2019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영은미술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주홍콩총영사관, 분당서울대학

교병원, 현대중공업사옥 등

□ 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자료)
 - 홈페이지 : http://www.youngeunmuseum.org ’자료실‘
 - 웹하드 주소 : http://www.webhard.co.kr  아이디: ymuse 암호: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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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도시의 음악가 01 90X90cm, 비단에 채색, 2019

▲ 도시의 음악가 02 90X90cm, 비단에 채색,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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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음악가 03 90X90cm, 비단에 채색, 2019

▲ 도시의 음악가 04 90X90cm, 비단에 채색, 2019



- 6 -

▲ 도시의 음악가 05 90X90cm, 비단에 채색, 2019

▲ 도시의 음악가 06 90X90cm, 비단에 채색,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