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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Alic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rtist :  황 도 유 (Hwang, Do You) 

 

Date & Venue :  

2016 년 4 월 7 일 - 5 월 3 일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번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오후 7 시)/ 토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일요일 휴관 

 

Preview: 2016 년 4 월 4 일/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Opening : 2016 년 4 월 7 일 6:00PM/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Inquiry : www.kimreeaa.com, T. 517-7713 

                                                                                                                 

 

황도유 작가의 개인전이 2016 년 4 월 7 일부터 5 월 3 일까지 김리아갤러리 청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평면작품 뿐 아니라, 입체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신의 회화를 자유롭게 변형하고, 

입체화시키면서 관객들은 평면작품에서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공간적 상징성과 상상력을 

느끼며 풍경 속의 일부가 되어 보는 것이다.  

 

작가의 어린 기억 속 기묘한 감회에서 시작된 작품들은 공간에 대한 경험과 개인의 기억이 만나 중첩, 

편집되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풍경으로 구현된다. 자주 찾던 시골 물가에서 친척 여동생과의 

산책 중 자욱한 물안개 속 벌판에서 앞질러 가던 여동생을 쫓아가며 그 행동들을 작가는 집중하게 

되었고, 그때 느낀 묘한 광경과 심리가 극적인 사건이 되었다. 작품 속 외로이 등장하는 한 명의 소녀 

(앨리스)는 공간과 몽환적 이야기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고리로, 작가의 시점에서 동화 같은 또 다른 

가상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 비현실적 공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 (앨리스)는 작품 밖 

현실의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이 되기도 한다. 자연과 일상, 그리고 내면의 심상이 뒤섞인 

풍경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며 관객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작품과 달리, 작가는 제작기법에 있어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양화 형식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동양의 오래된 회화사상의 <일획론>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작업할 때 처음 긋게 되는 일획 (한번 그음)을 연구하며 수많은 획들이 화면에 

살아남아 끝까지 작품에 작용해야한다는 생각을 제작의 큰 틀로 삼고 있다. 작가는 아크릴 물감층의 

농도와 두께를 조절함으로서 마치 투명수채화와 같이 여러 획들을 중첩시켜 만들어내는 레이어들로 

하여금 작품 안에 실제의 공간성과 시간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kimreeaa.com/


ARTIST 

 
황 도 유 (黃道裕 / Hwang, Do You) 
 

1987 년생 

2012 계원예술대학교 졸업 

  

Solo Exhibition  

2016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l 김리아갤러리 

2015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l 김리아갤러리 

2013 설화 l 갤러리사각형 

  

Group Exhibition  

2015 코리아 투모로우 2015 l 성곡미술관 

     YMCA+YWCA l 갤러리이마주 

     인간을 보는 시선 l 갤러리그리다 

     Art Factory Rookie l 갤러리 27 

2014 동고동락 l 인디아트홀 공  

     Seoul Design Spot l 김리아갤러리           

     표현의 자유 l 갤러리 아트숲 

     마중물 아트마켓 l 김리아갤러리 

2012 내게는 너무 가벼운 드로잉 2 l 갤러리 27 

 

 

 

 



WORK IMAGE 

 

Alice in Wonderland 

Acrylic on Canvas 

80.3x100cm 

2015 

 

 

 

 

 

 

 

 

Alice in Wonderland 

 

Acrylic on Canvas 

200x150cm 

2015 

 

 

 

 

 

 

   

 

 



   

좌) Alice in Wonderlandㅣ Acrylic on Canvas_ 53x45.5cm_ 2015 

우) Alice in Wonderlandㅣ Acrylic on Canvas_ 72.7x60.6cm_ 2015 

 

 

Alice in Wonderland 

Acrylic on Canvas 

116.8x91cm 

2015 

 

 

 

 

 

 

 

 

 

 

 

 

 

 

 

 

 

 

 

 

GANGNAMGU CHUNGDAMDONG 19-20 SEOUL, SOUTH KOREA 135-100 

TEL. 82(0)2-517-7713/ FAX. 82(0)2-517-5250/ reeaa05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