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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2022. 3. 16 수 - 2022. 4.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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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작가는 2013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첫 개인전 <이주하는 관계들>을 가졌다. 한국이민자

를 비롯하여 이민자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뉴요커들에게 개인의 깃발을 만들어 준 '깃발 시리즈', 네일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험을 담은 '네일 레이디', 그리고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형편에 

대한 '진실한 위조 / 위조된 진실' 등 '개념미술'의 형식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

였다. 이번 2022년 김정은의 개인전에서는 한 개인과의 관계가 국경을 초월하여 어떻게 다른 개인과의 

관계로 이어지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이 소개된다.

김정은은 물리적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한동안 변변한 계획을 세우

지 못한 채 시간을 지연하듯 지냈다. 그런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비라’라고 불리는 한 미국여성이 있었

다. 비라는 김정은의 생모와 같은 연배로서 5년 동안 룸메이트가 되어 김정은과 가족같이 살았다. 비라

를 떠나온 지 수년이 지나 비로소 물리적 변화를 마음으로도 수용하게 되었을 때, 김정은은 비라와의 추

억을 생모와 나누고 싶어졌다. 비라와 함께 먹던 메뉴를 생모에게도 만들어주었고, 비라에게 사주었던 

선물을 생모에게도 사주었다. <새로운 시간>은 가족 같았지만 가족은 아니었던 비라와의 추억을 가족인 

생모와 나누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들로 이루어진다. 김정은은 전시에서 새로

운 시간이란 언제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가치들이 그것의 수용을 지체하게 만들었는지 돌아본다.

김정은 작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시립대학교 리만컬리지 미술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민미술관과 코리아나미술관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스크리닝 프로

젝트: 동시상영>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PHOTO REVIEW

SHORT CUT NEWS

손동현 작가는 갤러리2에서 개인전 <Ink on Paper Ⅲ>를 가졌습니다.
2022. 3. 3  - 2022. 4. 2

남진우

끔찍하고 아름다운

2021. 12. 5 수 - 2022. 1. 14 금

KEEP GOING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금마련전의 형식으로서 14명의 작가와 함께 <Keep 

Going #1>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Keep Going 행사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 토크 2022. 1. 18 일

팟캐스트 '아트톡 윌링앤딜링' podbbang.page.link/iGjaGeEuyUpXkAWP7

아티스트 토크 : 3. 20 일 오후 5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space_willingndealing)

EDUCATION

현대미술 강연시리즈 11 <시스템>은 비영리 시스템의 개요(김보영), 비영리 공간 운영(김성우), 미술관과 비

엔날레(안미희), 메타버스 시대의 미술 시스템(홍이지), 유연한 플랫폼의 가능성(김인선), 영리 시스템(정재

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성은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 <시적 소장품>에 참여했습니다.
2022. 3. 22  - 2022. 5. 8

이해강 작가는 제주현대미술관 1평미술관에서 아트저지Ⅰ <FinalFla.sh>를 가졌습니다.
2022. 3. 4  -

REPRESENTED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

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전속 작가로 선정된 남진우, 백경호, 이세준 등의 작

가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오상, 아워레이보는 함께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아워세트: 아워레이보×권오상>을 가졌습니다.
2022. 2. 25  - 2022. 5. 22

전현선 작가는 리움미술관 그라운드 갤러리에서 열린 <아트스펙트럼 2022>에 참여했습니다.
2022. 3. 2  - 2022. 7. 3

이세준 <Landscape of Surface 06>

캔버스 보드 위에 아크릴, 21×29.5cm, 2020

백경호 <무제>

캔버스 위에 유화, 53×72.7cm, 2022

남진우 <The Two Monsters>

종이 위에 연필, 파스텔, 65×50cm, 2018

노은주, 엄유정, 윤가림, 홍승혜 작가는 뉴스프링프로젝트에서 열린 <언박싱 프로젝트: 오늘>에 참여했습니다.
2022. 4. 6  -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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