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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미술관 컬렉션_강영길 ‘우주의 흐름’展》 전시 개최
전시 기간 : 2019. 3. 2 –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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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영은미술관 컬렉션_ 강영길 ‘우주의 흐름’展] 이라는 타이틀로 2019년 

3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영은미술관 제 1전시실에서 전시

*오프닝: 2019년 3월 2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사진의 재현성을 기반으로 작업한 작가 강영길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영

은미술관 컬렉션_ 강영길 ’우주의 흐름’展》을 개최한다. 이 전시를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현

대인들의 삶과 그 의미에 대한 사유를 물 속의 피사체에 은유하여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아

우르는 작가만의 특별한 작업방식이 돋보이는 작업으로 관람자들에게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강영길은 사진을 전공하였지만, 순수 예술작가로서의 강한 열망과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여년간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시도를 거듭

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진이라는 장르를 넘어, 작가만의 테크닉적 기법을 활용하여 구

체적으로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사유하며 작업 변화의 과정을 시

각적으로 이끌어낸다. 특히 변화되는 인간의 상태와 존재의 내면이 혼합되는 비정형적 형상

과 강렬한 색채를 자아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이다. 

 강영길은 빛과 물이 있는 작업의 환경을 만들어 선택되어지는 소재와 표현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진의 재현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미지중에서 도시풍경, 바

다, 대나무 등을 소재로 했었다. (중략) 내가 의도한 감정으로, 물속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인

간의 변화와 내면적인 감정의 시각적인 발현은 지면 위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중략) 이렇게 

구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의미를 겉으로 들어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노트 中)

 

 작가는 선택한 소재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시간에 대한 사유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드

러내는데 집중을 한다. 이런 작업의 경향은 물 속 공간과 인체가 만나 이루어지는 작업인 

'We are Godot‘ 시리즈에서 특성이 나타난다. 수영장을 하나의 무대로 보고 물 안에 인물을 

눕혀 빛에 반사되어 물 표면에 드러나는 표상을 작가는 마치 연출가가 되어 수많은 셔터를 

누르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사진에 담기는 것은 작가가 연출한 의도를 넘어 개인의 

농밀한 내적세계를 만나게 된다. 물 안에서 표현되는 인체의 변화와 내면적인 감정의 시각

적인 발현을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수영장의 물 속 공간을 택한 것이다. 인간 삶의 모호함, 

불확실성, 공포, 고독 아이러니 등이 고스란히 표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Limbo‘ 시리즈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도 사라진 

불확실하고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난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는 더욱 더 알 수 없게 되어

버린 동시대인들의 삶의 의미를 사유하기 위한 의미로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시간동안 고민했지만 궁극적으

로 그것에 대하여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걸 알게 되었다. 가상세계와 급속도로 변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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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컬렉션_ 강영길 ‘우주의 흐름’展
 - 전시기간 / 2019. 3. 2. 토 - 6. 9. 일   *오프닝: 03. 02(토), 오후 4시

 - 전시장소 / 영은미술관 제 1전시실

 - 관람시간 / 10:00 - 18:30 (매주 월요일 휴관)

 - 작가 / 강영길 Kang Young-kil

 - 작품장르 / 평면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원 / 경기도, 광주시

○ 전시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 031.761.0137

세계인 동시대성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끝도 없는 

정보의 시대에서 정보들이 합쳐졌다가 흩어지고, 또 조합되어가는 과정이 시대를 산다는 것

은 깊은 의미의 역학이 아니라 에너지의 충돌로 생각한다.” (작가 인터뷰 中)

 강영길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묻는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들을 이번 

신작으로 탄생시켰다. 수십장의 이미지를 겹쳐내어, 픽셀이나 색체, 노이즈가 무수히 생성되

고 다시 분해되는 과정으로 녹여내어 ‘The Dynamics’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 《영은미술관 컬렉션_ 강영길 ‘우주의 흐름’展》은 형이상학적인 인간 존재의 근본들을 

고민해보고, 작가만의 특유한 작품세계를 대중과 널리 공유하며 사유의 시간을 갖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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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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약력

강영길(1971-) ines308@naver.com

강영길은 사진을 전공하고, 국내 광고 영상분야에서도 다양한 경력으로 활동하였다. 

2009년 국내 사진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작품전을 가졌으며, 한국의 사진미

학을 대륙에 소개하였다. 2017년 첫 뉴욕 전시에는 많은 찬사와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에  

작가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 2019년부터 

유럽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학력

E.F.E.T(E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privee)PARIS 사진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진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8 웅갤러리 개인전, 서울 
2017 텐리 갤러리 초대전, 뉴욕
2016 영은미술관 개인전, 경기도 광주
2016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5 가나아트 컨템포러리 초대전, 서울
2013 인사아트센터 초대전, 서울
2011 가나아트 컨템포러리 초대전, 서울
2009 인사아트센터 초대전, 서울
2009 갤러리 아트사이드 초대전, 중국 북경
2009 두산 아트스퀘어 초대전, 서울
2007 갤러리 아트사이드 초대전, 서울
2001 하우아트 갤러리 기획초대전, 서울
2000 서남 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18 제3의 이미지,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6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전, 영은미술관
2014 기억의 레이어 아트사이드, 서울
2014 리운갤러리 개관전, 서울
2014 당인리 미술제, 서울
2013 setec 현대 작가전, 서울
2013 평창 문화포럼전,가나아트센터, 서울
2013 작은 그림전, 신세계 백화점, 서울

레지던시

2016~2018 영은창작스튜디오, 경기도 광주
2011~2018 가나아트갤러리, 장흥 아뜰리에
2008~2009 아트사이드 갤러리, 북경 아뜰리에

소장처

예술의 전당, 두산그룹, 삼양사, 삼천리 자전거, 메이플비치, 영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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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강영길, THE DYNAMICS, 240x200cm, 2019

▲ 강영길, THE DYNAMICS, 360x200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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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길, LIMBO, 200x120cm, 2018

▲ 강영길, LIMBO, 200x12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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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길, We are GODOT, 140x150cm, 2016

▲ 강영길, We are GODOT, 180x270cm, C-print,Diasec,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