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작업으로 '인간 심층' 캐내는 강영길 작가 

내년 1월3일까지 갤러리 엠나인 개인전 

인간 정체성 드러내는 매체로 적극활용 

 

 

[서울=뉴스프리존]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

는 세계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기억뿐이다. 이미지와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이나 기억도 매한가지

다." 

 

강영길 작가는 인간의 정체성은 문명이 발달할 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지만 어쪄면 더 다채로

워지고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가지의 특성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다양함에 열려

있고 그것에 다가서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본다. 

 

”인간이 원하고 존재하는 것들, 인간 욕망의 가지수가 늘면서 그것의 노예가 돼 혼돈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인간 정체성의 진보로 보면 시각은 달라진다.“ 

 

사실 욕망은 인간행동의 근본 추동력이다. 다채로운 욕망은 그래서 필요하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끝없는 복제가 일어나는 곳. 원복과 복제의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 

그로인해 세계와 인간의 정체성 마저도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내재된 정체성들이 비로

소 서서히 꿈틀거리며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펼쳐짐이라 생각한다.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 하지만, 아직은 그것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생소

해서 그럴 뿐이다.’ 

 

그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상 세계의 의미는 커져만 간다고 여긴다. 그곳은 세계의 시작이자 말 

그대로 세계의 끝이다. 

 

“가상세계에서는 세계의 끝의 바람이 불고, 세계의 끝의 냄새가 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 세계가 시작되고, 한 세계의 끝에서 느껴지는 모호한 공포와 설레임이다.” 

 

그는 인간의 생명이 새롭게 해석되고 구성되는 지점을 시각화하려고 한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정체성이라 하겠다. 디지털은 그것을 보다 집약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편

의 드라마로 압축해 내는 이치와 같다. 

 

내년 1월3일까지 갤러리 엠나인에서 열리는 강영길의 ‘Digital Soul’전은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디지털 시대에 풍경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보여준다. 디지털 매체는 끝없는 복제와 멈추

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고, 여기서 인간과 자연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상징

하는 작업이다. 

 

강영길 작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존재의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디지털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활용해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이끌어내어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물속의 피사체를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 작업을 통해 수십 장 겹쳐내고 변형하여 작품을 만들어 

간다. 수십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로 조합된 픽셀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기억이자 기록인 이미지들의 조합을 통해 이 시대 인간과 자연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

업인 것이다. 

 

강영길 작가의 작품은 최근 서울옥션블루에서 진행한 제4회 XXBLUE NFT ARTIST 공모에서 작품 

‘Monolith’가 선정된 바 있다. 현재 NFT 아트마켓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출처: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