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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12-21
■ 학예연구원 정효정 / 학예팀장 박미나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12. 17 배포
■ 총 7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김기섭 개인전

《 the Cosmic Verses 우주의 시 》전시 개최

n 《the Cosmic Verses 우주의 시》라는 제목으로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김기섭 작

가의 ‘’the Cosmic Verses 우주의 시“ 展을 오는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개최한

다. 김기섭 작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그림을 그린다. 자기만

의 내면을, 그리기의 소재로서 무한한 영감을 제공하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

였다. 이번에는 인간 내면의 자연이 개개인의 우주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작품을 선보인다.

“... 인간 내면의 추상적 자연세계를 표현하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내면에는 자연세계보다 훨

씬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우주로 보았다; 즉, 우리 모두는 내면에 각자

의 세계,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 이 각자의 우주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다른 

형태, 다른 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의 내면 속 자연세계와 맞닿아 있는 나의 우주, Internal 

L. Universe는 실제 자연의 색을 내면에 받아들여 나만의 색과 형태로 재조합 된 새로운 형태

의 추상적 자연을 기초로 해 표현된 나의 우주 시리즈이다.” <작가노트 중> 

 이렇게 시작된 Internal L. Universe 시리즈는 우리가 저마다 품고 있는 무엇을 우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이전의 시리즈(Internel Landscape)에서는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긴 형태가 화

면위에 존재했다면, 자연이 우주로 확장된 지금의 작품에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

명히 존재하는 공기처럼 구상적인 형태가 완전히 배제된 추상화 작품이다. 

 

 김기섭 작가는 그림의 도구로서 아크릴물감과 물만을 사용한다. 캔버스와 물감, 물만으로 작업

하며 어떤 미디엄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품에서 물이라는 소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업의 순서는 우선 캔버스 위에 각각의 색으로 면을 나누는 정도의 느낌으로 면을 채운다. 그

리고는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물과 섞은 물감을 뿌린다. 작가는 작품을 하면서 이 뿌리기의 과

정을 위해서 이전의 모든 그리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이 “뿌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

과 물감의 비율이다. 캔버스 위에는 마치 붓으로 형태를 잡은 듯 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

방울이 보이는데, 물감과 물의 비율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완성된 물방울은 

단순히 그려서 나오는 모양이 아닌 실제 공기 중에 존재했던 물방울이 캔버스라는 실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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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만나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터지면서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이런 뿌리기 기법은 이번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는 작업 방식이다. 내면의 풍경

을 그렸던 Internel Landscape 시리즈에서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더 나아가 좀 더 넓고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표현하고자 하는 고심에서 나온 방법론이다. 처음 그림을 공부하던 학생시절 자

연에서 위로를 받고 그 자연을 보고 그리는 구상작업을 하다, 인간 내면이 지니고 있는 저마다

의 자연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자연스럽게 추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

는 우주를 표현하고자 새로운 방법론을 추가하여 내면의 우주를 표현해내었다. 

 우리는 자연 속에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다. 또한 그

것은 살아가면서 경험과 생각이 쌓이면서 그 세계를 확장한다. 우리의 확장되는 세계처럼 김기

섭 작가의 다음세계가 궁금해지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김기섭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김기섭

              《 the Cosmic Verses 우주의 시 》

 - 전시기간  / 2019. 12. 21(토) ~ 2020. 1. 22(수)

 - 초대일시  / 2019. 12. 21(토) 4pm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10:00 ~ 18:00 (2020. 1. 1(수) 휴관)

 - 작   가   / 김기섭 金基燮 (Kiseob Kim)

 - 출품 장르 / 회화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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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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김기섭 (b.1983)

학 력

2015   Pratt Institute 브루클린, 뉴욕 - Master of Fine Art 졸업

2012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 일리노이 - Bachelor of Fine Art 졸업

2010   Lakeland University 쉬보이건, 위스컨신 - Bachelor of Art 졸업

개인전

2019   우주의 시-the Cosmic Verses 전, 영은 미술관, 경기

2019   문예 비엔날레 저작걸이 부스 개인전,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9   ILU-ISM 전, 리디아 갤러리, 서울 

2018   Colour-ism II 전, 일호 갤러리, 서울 

2018   K Painting Project 우수 작가 공모전 전시, 윤승 갤러리, 서울 

2018   Utopia전, 갤러리 도스, 서울 

2017   Color Blooming전, 갤러리 너트, 서울  

2017   Colour Addict전, 가고시포 갤러리, 서울 

2017   Colour-ism전, 서진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5   Share My World전, Steuben Gallery, 뉴욕 

단체전

2019   영 아티스트 전, 미누 현대 미술관, 경기

2019   (2인전) Oneirism 전, 가고시포 갤러리, 서울 

2019   Spare Moment in Art 전, Artmora Gallery, 뉴욕 

2018   New Age Art 전, 올미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8   꿈과 마주치다 전, 갤러리 일호, 서울 

2017   아티스트 만세, 작가 중심 연구소 전, 블루스퀘어 네모 갤러리, 서울 

2017   Abstract Mind 전, CICA 미술관, 경기 

2016   아트 기프트 전, 동서 미술관, 서울 

2016   Rover 2016 전, Starr Space Gallery, 뉴욕 

2015   CNA 전, Crude Creatures Contemporary Art Gallery, 시카고 

2015   All Good 전, Guddahl Gallery, 뉴욕 

2015   Signs of Life 전, The Boiler at Pierogi Gallery, 뉴욕 

2009   Lakeland University Art Exhibition, 위스컨신

       외 단체전 다수

수 상

2019   제1회 콩세유 갤러리 신진작가상

2019   제55회 경기 미술 대전 입선 

2018   제1회 K Painting Project 우수 작가 공모 대상 

2018   제3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입선 

2018   제25회 한국 미술 국제 대전 특선

2016   Light Space & Time Online Gallery Abstracts Art Exhibition Special Merit Award  

2009   Lakeland College Art Exhibition People’s Choic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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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페어

2019   경남 국제 아트 페어 (GIAF) in Korea 

2018   Affordable Art Fair in Singapore 

2018   Edinburgh Art Fair in UK

2017   Asia Contemporary Art Show in Hong Kong

레지던시

2019   영은 미술 창작스튜디오 11기, 광주



- 5 -

■ 주요 작품 이미지

 

▲ Internal L. Universe Series 47_Acrylic on Canvas_162x130cm_2019

▲ Internal L. Universe Series 51_Acrylic on Canvas_162x130cm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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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L. Universe Series 52, Acrylic on Canvas_116.8x91cm_2019

▲ Internal L. Universe Series 55, Acrylic on Canvas_162x130cm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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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L. Universe Series 57_Acrylic on Canvas_162x130cm_2019

▲ Internal L. Universe Series 59_Acrylic on Canvas_162x130cm_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