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미술관은 2013년 첫 전시로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아프리카, 앞으로’를 통해 6명의 아프리카 현대미술작가(회화작가)를 

소개합니다. 이 중 3명의 작가 작품을 함께 감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일시    2013년            월              일                   

관람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셀프 가이드

코트디부아르 세누포족(Senufo people)25cm



릴랑가(1935~2005)는 탄자니아 국적의 아프리카 작가로 서구미술세계에 널리 알려진 작가 중 한 명으로, 

마콘데(Makonde)족의 조각과 팅가팅가(Tinga Tinga)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펼침으로써 아프리카 현대미술계와 미국의 낙서화가인 키스 해링(Keith 

Haring)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욕구        <                                                  >

●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조화와 결속         <                                                  >

● 삶에 대한 리드미컬한 움직임              <                                                  > 

릴랑가

<그림 1> 릴랑가, 60×60cm <그림 2> 키스헤링(1990), Flowers Ⅳ, 91.44×127cm

여기서 
잠깐!! 릴랑가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세가지 코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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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1976~)은 케냐 작가로 와두(Sane Wadu)가 미술운동을 전개한 응제차(Ngecha)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게 되었다. 1999년, 아프리카 현대미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Contemporary 

African Art(Thames&Hudson) 표지에 카툰의 그림이 실렸다. 2001년에는 영국의 ROSL(Royal Over Seas 

League)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2005년에는 East Africa Art Biennale에 케냐를 대표하는 작가로 초청되었다. 

● 아프리카 앤틱조각과 의미와 맥락을 같이하는 <                                                                 >
      * 힌트 : 부지런한 생활과 안정적인 생각을 의미함

● 다양하과 동일한 <                                                  >의 반복

● 일상의 소망을 담은 <                                      ,                                       ,                                      >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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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그림 3> 카툰, 91×135cm <그림 4>카툰, 145×180cm

카툰의 그림을 잘 살펴보면서 특징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잠깐!!



키부티(1947 ~ )는 세계 미술계에서 탄자니아의 릴랑가(Lilanga)와 함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케냐의 작가이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키부티는 비누와 목탄 판매로 생계를 꾸리다가 사파리의 요리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키부티는 인간과 자연의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모습을 독특한 색채로 풀어내고 있다. 

 <그림 5> 키부티, 97×67cm <그림 6> 키부티, 97×67cm

여기서 
잠깐!!

키부티의 그림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초자연은 무엇일까요? 

전시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셀프가이드에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도 같은 방법으로 감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위한 작은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현대미술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채와 형상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며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 아프리카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활동지는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 ‘아프리카, 앞으로’를 위해 제작된 셀프감상활동지로 경기도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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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부티

www. gmoma. or.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