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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권순영, 김수영, 김정욱, 이제, 써니킴

당신이 원하는대로 As You Wish
2021. 7. 21 수 - 2021. 8. 15 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주로 국내 작가 개인전을 위주로 작가의 현 작업을 집중 조명하며 소개해 왔다.
장르의 구분이나 세대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 미술 씬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하면서 작가들의 역량을 소
개하였다. ‘원하는 것(willing)을 다루어보고자(dealing)’ 하는 의미를 가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미
술계 속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스템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성격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시 “당신이 원하는대로 As You Wish”는 5인의 회화 작가의 그룹전시이다. 한국의 회화씬은 양가적
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 간 환경의 차이로 변해가는 작업 성향을 읽어내는 연대기적 독해가 가
능한 동시에 각 작가별 서사에 집중하여 미시적인 개별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 이번에는 외부의 미술 씬
의 변화와 시스템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시도와 변화를 조금씩 시도하면서 그 특유의 개
성을 드러내고 있는 다섯 작가들의 작업을 전시한다.
권순영, 김수영, 김정욱, 써니킴, 이제 등은 한국 동시대 미술 신의 빠르고 가파른 변화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스타일을 오랫동안 고수해 오면서 온전히 자신의 작업 성향에 집중하며 변화를 이어왔다. 새로
운 세대의 회화 성향에 대해 분석되고 있고 특정 이슈나 방법론에 대해 소개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의
초반 작업으로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독특했던 자신의 방식을 보다 깊이있게 시간을 들여 연구해
오고 있다. 예술 활동은 가장 유연하면서 자유롭다. 하지만 자신의 활동과 방법론이 가장 자유롭기 위
해서는 스스로 고수하는 원칙 또한 엄격히 고수할 수 있어야 하는 모순도 안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관
객은 참여 작가들이 추구해온 작업이 지금 시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볼 수 있다.

PHOTO REVIEW
조혜진 Hyejin Jo

꼴, 모양, 자리.
2021. 6. 24 THU - 2021. 7. 14 WED

EDUCATION
윌링앤딜링 현대미술강연시리즈 1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김인선 공간 운영자 및 전시 기획자가 직접 강연하는 <현대미술강연 시리즈10 : 현대미술
시스템 이해(1)>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미술 시스템별 특징, 미
술 현장의 전문 인력,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 작품 판매 및 구매 원리 등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장종완, 조혜진 작가는 신촌문화발전소에서 열린 그룹전 <내 마음을 엮어주오>에 참여했습니다.
2021. 6. 18 - 2021. 6. 29
천창환 작가는 아트 스페이스 영에서 개인전 <조여드는 낮 A Day Tuner>을 가졌습니다.
2021. 6. 23 - 2021. 7. 18
장성은 작가는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에서 열린 그룹전 <낙관주의자들>에 참여했습니다.
2021. 7. 8 - 2021. 9. 4
신건우 작가는 호반그룹 남도문화재단의 '2021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로와정 작가는 KF갤러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 전시
<네덜란드 최고의 책 디자인 한국의 아티스트북을 만나다>에 참여했습니다.
2021. 6. 23 - 2021. 8. 13
전병구 작가는 아트스페이스3에서 열린 그룹전 <읽혀지지 않는 지도>에 참여했습니다.
2021. 6. 3 - 2021. 7. 10
故강석호, 노충현, 서동욱 작가는 갤러리소소에서 열린 그룹전 <먼 사람, 사람, 가까운 사람>에 참여했습니다.
2021. 7. 31 - 2021. 8. 29
故강석호님의 별세를 삼가 알려드립니다. 많은 부분 윌링앤딜링과 함께 해주셨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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