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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현 작가는 최근 작업실을 이사 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구자명 작가의 개인전 <웹사이트 구조의 

편집 방법 개발>을 개최합니다. 구자명 작가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로서 인지되는 웹화면에 대한 경험을 

디렉터리 구조(Directory structure)로서 파악합니다. 작가는 실재 존재하는 물리적인 전시공간이 가

진 시스템을 구조적 연결망으로서 바라보고 이들간의 보이지 않는 경계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 전시

에서는 작가가 익숙하게 다루는 웹 프로그램의 원리에 의해 파악된 6개의 공간이 재현됩니다. 즉, 작가

가 선택한 전시공간인 Space Willing N Dealing(윌링앤딜링), MMCA(국립현대미술관), SEMA(서울

시립미술관), AVP lab(시청각랩), ASJC(아트선재센터), fondation d'entreprise, hermes(에르메스

기업재단) 등 6개의 전시공간들의 웹사이트 구조를 분석한 후 작가의 독특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체, 

재구성, 물질화한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하드웨어인 전시공간을 소프트웨어로 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연장선인 웹사이트의 구

조를 통해 연결망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분자구조’를 나타내는 시각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재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몰레큘러 그래픽(molecular graphic) 프로그램으로 전시 공간의 웹사이트 정

보를 치수 값으로 정의한 뒤 분자 유닛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구성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된 전시

장의 경계는 실제 전시장과 웹사이트를 잇는 데이터 창고(서버를 연결하는 컴퓨터)를 통해 연동되고 새

로운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내부에는 이 여섯의 유닛으로 만들

어진 여섯의 또 다른 형식의 공간이 재구축된, 실험실(Lab)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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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with PHOTOS

2020. 9. 10 목 - 2020. 9. 20 일

SHORT-CUT NEWS

노충현 작가는 이목화랑에서 그룹전 <완성된 미완성>에 참여했습니다
2020. 10. 13  - 2020. 11 .12 

EVENT

W&D NEWS

엄유정, 추미림 Eom Yujeong, Chu Mirim

 사각사각-윙-또르르

전시 <사각사각-윙-또르르>는 엄유정, 추미림의 작업으로 구성되는 2인전이다. 엄유정은 인체, 식물, 

풍경 등 주변의 여러 대상을 소재로 친근하고 유머러스하거나 정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체 연구’ 시리즈로서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드로잉들을 위주로 선보인다. 추미림은 작

가 특유의 스타일로서 픽셀의 조합과 선의 유기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드로잉 시리즈 및 회화를 선보이

고 있다. 최근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 색연필 드로잉을 비롯하여, 픽셀을 중심으로 디자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났던 기존의 이미지에서 색채에 변화를 가지며 회화적 요소에 집중한 풍경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은 의성어 및 의태어로 구성했다. 이는 종이를 주 바탕체로 다루는 두 명의 공통된 작업 매체

를 표현한 것이다. ‘사각사각’은 종이를 고르고 넘기는 소리이며 ‘윙’은 작업 구상을 위한 생각하는 소

리, 그리고 ‘또르르’는 작업 실행을 위하여 펜을 다루는 소리로 설정되었다. 이는 작가들의 작업 과정에 

대한 준비, 구상, 실행 등을 상징하는 소리이자 이 두 작가의 작업 스타일에서 연상되는 모습 등을 드러

내고 있다. 

경현수 작가는 이유진 갤러리에서 개인전 <Untitled Untitled>를 가졌습니다.
2020. 9. 17 - 2020. 10. 17

동시상영은 신도림 고가옥탑에서 스크리닝 프로젝트 : 동시상영 #16 <집, 집, 집>을 개최합니다.
2020. 10. 13 - 2020. 10. 31

박지훈 작가는 두루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수평적 합의 Horizontal Consent>을 가졌습니다.
2020. 10. 5 - 2020. 10. 17

2020. 12. 11 금 - 2021. 1. 17 일

전현선 작가는 갤러리 2에서 개인전 <열매와 모서리>를 가졌습니다. 
2020. 10. 15 - 2020. 11. 14

임윤경 작가는 더레퍼런스에서 개인전 <개인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0. 10. 30 - 2020. 11. 12

김인선 디렉터는 11월 16일부터 개최되는Abu Dabi 온라인 아트페어에 초청받은 윌딜의 부스를 3D 가상 전시로
구현하면서 온라인화 된 전시란 무엇인지 실질적인 고민에 빠져있다.

김보영 협력기획자는 김보영은 이사를 앞두고 강남지역에서 서촌으로 얼마나 자주 오갈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 가
운데 동네산책과 서촌 이곳저곳 탐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은서 인턴은 최근 석사 수료를 앞두고 논문주제를 찾고 있는 동시에 마지막 학기 학교행사에 올인하기 위해 
한달간 휴가를 받았다.  12월이 되어 다시 윌딜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황수 작가이자 윌딜의 매니저의 작업<My Rhyme_wnd>가 월간사진 2020년 11월호 기획 기사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_공간을 둘러싼 작가 7인'에 실린 가운데 작품<My Rhyme_wnd_02A>의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이후 겹경사로 추후 한턱 쏠 아이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연두 Yeondoo Jung

여기와 저기 사이 Here and Elsewhere

2020. 10. 8 목 - 2020. 10. 30 금

고재욱 작가는 공간 TYPE 에서 열린 그룹전 <작당모의 作堂謀議: New party, new Party>에 참여했습니다.
2020. 10. 30 - 2020. 12. 20

이세준 작가는 토탈미술관에서 이동혁, 오재우 작가와 월요살롱 프로그램 <표면과 이면>을 진행했습니다.
2020. 10. 19

이수경 작가는 개인전 Massimo De Carlo (LONDON)에서
<I AM NOT THE ONLY ONE BUT MANY>을 가졌습니다.

2020. 10. 6 - 2020. 11. 21

2013년 박경률 작가의 개인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를 준비하는 1년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한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셨던 임종순님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지난 10월 13일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미림 작가는 갤러리룩스에서 개인전 <Satellites: 위성들>을 가졌습니다.
2020. 11. 5 - 2020. 11. 29

로와정 작가는 에이라운지에서 개인전 <rrrr>을 가졌습니다.
2020. 11. 5 - 2020. 11. 28

정연두 작가는 남서울 예술인마을 B1에서 수르야×정연두의 2021년 공연을 위한
DMZ 극장 SHOWCASE를 가졌습니다.

2020. 10. 23

정현두 작가는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0인칭 시점> (영상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2020. 10. 22 부터 경기창작센터 온라인 전시 웹페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김다움 작가는 아마도예술공간 따세대 살롱 4F 미디어룸에서 열린 
<2020 무브 온 아시아_스크린 라이프 관찰기>에 참여했습니다.

2020. 10. 17 - 2020. 11. 6

서동욱 작가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개인전 <그림의 맛>을 가졌습니다.
2020. 11. 3 - 2020. 12. 6

아티스트 토크 2020. 11. 15 일 오후4시

패널_백지홍 비평가

백경호 작가는 올해 온라인 아트페어로 진행되는 <Abu Dhabi Art 2020>에서
'smile figure'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2020. 11. 19 - 2020. 11. 26

엄유정 작가는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 <초대 거부 - 파트1.>에 참여했습니다.
2020. 10. 14 - 2020. 11. 28

협동작전 기획, 미술 유통 연구 프로젝트 솔로쇼가 10월 하반기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시대의 많은 사람
들의 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구성에 촛점을 두고 오프라인으로는 작품
에 대한 직접적인 시각 체험까지 유도하기 위해 참여 공간들이 소개할 작품은 각자의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홈페이지 (www.soloshow.info)를 방문하시면 이전 행사의 자세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유정추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