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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박노완, 전현선 <박노완-전현선>
<Park Noh-wan, Jeon Hyunsun>
2020. 5. 13 수 - 2020. 5. 31 일
기획자 : 강석호

박노완_무제
watercolor on canvas, 72.7 × 53.0cm, 2020

전현선_4
watercolor on canvas, 45.5 × 38cm, 2020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박노완 작가와 전현선 작가의 2인전 <박노완-전현
선>에서는 뚜렷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작가의 회화를 선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채화의 기법
을 이용하는 두 작가는 기법과 구성을 달리하여 작업의 밀도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개의 서사를 한
화면 안에 밀집시켜 만들어진 이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자극 받은 작가의 시
선을 대입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그려내기도 한다. <박노완-전현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다
른 스타일을 가진 두 회화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재료의 물성에 대한 호기심과 화면에 담겨진 이
미지에 대한 고찰을 제시한다.

강석호 김연용 노충현 서동욱 정용국
<더 쇼룸 The Showroom>
Seock ho Kang, yeon-yong Kim, Choonghyun Roh, Dongwook Suh, Yongkook Jeong

2020. 6. 9 화 - 7. 12 일
기획자 : 김연용

윌링앤딜링 개인전 시리즈 <더 쇼룸 The Showroom> (월요일 휴관)
2020년 6월 9일(화) - 2020년 6월 14일(일) 노충현
2020년 6월 16일(화) - 2020년 6월 21일(일) 서동욱
2020년 6월 23일(화) - 2020년 6월 28일(일) 정용국
2020년 6월 30일(화) - 2020년 7월 5일(일) 강석호
2020년 7월 7일(화) - 2020년 7월 12일(일) 김연용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6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윌링앤딜링 개인전 시리즈 <The Showroom>
展을 개최한다. 각자의 고유한 미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다섯 작가의 개인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한편에서, 참여작가들의 개별적 작품세계에 주목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시리즈로 이루어
진 전시의 구성방식과 전시 간의 관계를 조망한다. 일주일 단위의 개별전시가 5주 동안 지속되는
릴레이 형식은 응축된 개별 전시의 내용만큼이나 전시의 빠른 전개와 전환, 최소화한 전시의 형태
와 조건을 갖는다. 전시의 특정한 내용과 형식의 관계 속에 작가들을 묶는 여느 기획전들과 달리,
전시가 갖는 공간적 양태를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재배치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전시는 서로 다른
개별 전시의 장면들로 나뉘고 이를 다시 이어 붙이는 전시의 편집, 전환의 효과들, 전시 사이의 가
치 교환이 일어나는 접점을 통해 지금 여기, ‘미술의 경제’에 관해 질문한다.
<The Showroom>展은 단지 여러 개의 개인전을 나열하거나, 개별 전시를 다시 하나로 묶는 전
시가 아닌, 미술의 고유한 생산의 힘을 드러내는 개인전의 형식을 전용하여 오늘날 작품과 전시의
생산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관계를 되묻는다. 그것은 미술 생산이 세계의 실제를 이미지들의 경제
로 압축하는 작업으로 바라볼 때, 작업실에서 생산된 창작의 과정 이후, 전시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시 편집되는 또 다른 생산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작품이 첫 번째 생산물이라
면 전시는 두 번째 이후, 모든 재생산의 과정을 의미한다. 작품과 전시의 관계는 이제 생산과 재생
산의 반복과 증식을 통해 생산 개념의 지연과 와해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만약 모든 것이 생산의
개념으로 대체된 끝없는 생산의 연옥에서라면, 작가들의 창작물을 통해 얻게 되는 미술에 대한 근
본적인 경험은 역설적으로 생산 개념의 상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창작행위의 생산 가치가 무한
히 유예되는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세계의 모습에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생산은 어쩌
면 우리가 상실한 세계의 이미지들, 실패한 사유와 실천들, 전도된 의미와 질료들의 관계와 맞닿
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전시는 그러한 세계상과 미술의 현실 앞에서 개별전시를 ‘목적 없는 감
각의 연대’로서 하나의 전시에 불러낸다. 지금 한국미술이 갖는 관성적 미술 생산과 소비의 과잉
속에서 개인전들이 이루는 서로 다른 예술적 좌표들과 함께 예술생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열
린 대화의 장을 기대한다. (글. 김연용)

REVIEW with PHOTOS
한황수 <wheel and deal>
Han hwangsu’s solo exhibition
2020. 4. 10 금 - 2020. 4. 30 목

<스크리닝 프로젝트: 동시상영> #15
미래 미완료 Future is
2020. 3. 4 수 - 2020. 3. 29 일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신기운 작가는 스페이스 바에서 개인전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을,
폰디 아뜰리에에서 개인전 <정직한 탐구생활>을 가졌습니다.
2020. 4. 4 - 2020. 4. 19 / 2020. 4. 5 - 2020. 5. 31
고재욱, 진달래&박우혁 작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룹전 <행복이 나를 찾는다>에 참여했습니다.
2020. 4. 24 - 2020. 5. 9
권오상, 장종완, 이윤호, 추미림, 호상근, 홍승혜 작가는 대림미술관에서 하는
<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에 참여했습니다.
2020. 4. 17 - 2020. 7. 12
장성은, 조현 작가는 블루메미술관에서 그룹전 <관객의 재료>에 참여했습니다.
2020. 4. 25 - 2020. 8. 23
장종완 작가는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개인전 <프롬프터>에 참여했습니다.
2020. 4. 29 - 2020. 8. 16
김민조 작가는 공간:일리에서 그룹전 <발화시發話時 : 시간, 말이 되다>에 참여했습니다.
2020. 4. 29 - 2020. 5. 17
전다빈 작가는 복합문화공간 분더킨트에서 개인전 <Odradek>을 가졌습니다.
2020. 5. 1 - 2020. 5. 10

EPILOGUE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집 안에서 남
아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유행이 된 노동집약적인 행위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래와 방법에 대해
서 알아보자.
1. 달고나 커피 만들기(인스턴트 커피 가루, 백설탕, 뜨거운 물)
파키스탄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Phitti Hui coffee, 파키스탄어로 휘저어 만든 커피이며 영어로는 비튼 커피(beaten coffee)로 불
린다. 예능 방송 ‘편스토랑’에서 배우 정일우가 마카오의 식당 점원에게 주문한 커피를 직접 실현해 보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1)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뜨거운 물을 1:1:1의 비율로 넣는다
2) 머랭기 혹은 숟가락으로 걸쭉해질 때까지 휘젓는다. (400번 이상)
3) 노란빛의 달고나 색이 나오면 우유 위에 예쁘게 올린다.
출처: https://blog.naver.com/lljjyy1983/221897055862

2. 수플레 오믈렛 만들기 (달걀 두 개, 소금, 후추)
프랑스어로 부풀다라는 의미인 ‘수플레’ 형태의 달걀 오믈렛을 만드는 것이 달고나 커피와 함께 인기이다. 달고나 커피 만들기보다 더 많이 휘
저어야 하는 일명 ‘머랭 치기’를 이용하여 부풀어 오른 달걀을 폭신한 형태로 구워낸 음식으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도 실패하지 않는 맛에 많은 사람이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있다.

1)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다.
2) 노른자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흰자를 머랭기 혹은 숟가락으로 휘젓는다.
3) 흰자에 단단한 뿔이 올라올 때까지 젓는다.
4) 노른자에 흰자 머랭을 조금씩 넣어주며 접듯이 섞는다.
5) 약한 불로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인 뒤 반죽을 평평하게 부어 올리고 뚜껑을 덮는다.
6) 달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뚜껑을 열어 후추를 뿌려준 뒤에 가운데 홈을 내어 반으로 접어 익힌다
+기호에 맞게 치즈를 곁들이거나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
출처: https://blog.naver.com/chez_sophie/221869357278

3. 비즈 반지 만들기 (우레탄 실(3~4mm), 원하는 종류의 비즈, 순간접착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배우 공효진이 차고 나온 비즈 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렸을 적에 비즈로 만들던 반지, 팔찌 등의 액세서리의
추억과 빈티지하면서도 키치한 디자인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 우레탄 실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비즈를 넣는다.
2) 손가락 두께에 맞게 조절한 뒤에 두 번 매듭짓는다.
3) 순간접착제를 얇게 펴 바른 뒤 말린다.
4) 매듭지은 실을 깔끔하게 정돈한다.
출처: https://youtu.be/zqZ6k_MuNps

W&D-NEWS
김인선 디렉터는 코로나 시대에 왜때문인지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영 협력기획자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가와 운동에 집중하며 윌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한황수 매니저는 코로나 시대를 꿇고 <wheel and deal> 전시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해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무더움 따위에 무너져 무디어지지 않기를..”
최정윤 기획자는 코로나 시대를 뚫고 무사히 축! 아들 순산하였습니다. 면역력 빵빵 기원합니다.
맹성규 디자이너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항에 새로운 수초를 심었습니다. 제법 키우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기대반 우려반 이
라고 합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어항을 ‘물멍’중입니다.
오은서 인턴은 코로나 시대를 뚫고 공간:일리에서 열린 그룹전 <발화시發話時 : 시간, 말이 되다>에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2020. 4. 29 - 2020. 5. 17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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