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LETTER : WILLING                 
                               N
                            DEALING

PREVIEW 

장성은 <정지는 아무도 보지 못한 거친 짐승이다>

CHANG Sungeun, In the still is a fierce creature no one sees

NO.33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신건우 작가는 갤러리JJ에서 2인전 <Nu Defiance>를 가졌습니다.
2019. 8. 30 - 10. 12

2019. 10. 31 목 - 11. 21 목

오프닝 리셉션 : 2019. 11. 2 토 오후 2-7시

아티스트 토크 : 2019. 11. 17 일 오후 4시

www.willingndealing.org    |    www.facebook.com/spacewillingndealing    |    E-mail: willingndealing02@gmail.com    |    Tel: 02. 797. 7893

박지혜 작가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에서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 10. 17

홍승혜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개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3부에 참여했습니다.

2019. 9. 7 - 2020. 2. 9

오인환 작가는 LA의 Commonwealth and Council에서 개인전 <My Own Blind Spots>을 가졌습니다.
2019. 9. 21 - 11. 2

로와정, 최병석 작가는 우민아트센터에서 김성우 큐레이터가 기획한 그룹전 <MINUS HOURS>에 참여했습니다.
2019. 10. 7 - 12. 31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장성은 작
가의 개인전 <정지는 아무도 보지 못한 거친 짐승이다>를 개최한다. 장성은 작
가는 고독의 형形 그 자체를 찾아, 보고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을 제시한다. 고독
의 쓸쓸한 아름다움은 인물의 초상과 사물, 도심 주변의 나무 등 세가지 형식을 
통해 각각 질감과 색이 더해져 사진으로 묘사되는데, 늘 존재했지만 의식되지 
못했던 이들의 고독을 향한 고요한 외침,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 속에
서 풍경이 내포하고 있는 고독함을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다빈 작가는 비영리단체 레트로 봉황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마치고 11월 결과 보고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홍승혜 작가는 세브란스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원과 사각형>을 가졌습니다.
2019. 9. 20 - 10. 27

백경호 <사람 그림>

Kyungho BAEK, Human painting

홍승혜 작가는 SP갤러리에서 그룹전 <음음음, Uhm-Uhm-Uhm>에 참여하였습니다.
2019. 9. 21 - 10. 26

YELLOW CHAPTER 2 oil on canvas, 33x53cm, 2019

근사한 머리운동 Archival Pigment Print, 180x135cm, 2019

고재욱 <고재욱의 클리셰 극장 : Yellow>

Jaewook KOH, YELLOW

2019. 11. 27 수 - 12. 15 일

아티스트 토크 : 12. 8 일 오후 4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고재욱 개인전 <옐로우/Yellow>를 최한다. 설치, 
영상,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진행해 온 작가는 직접 쓴 소설
과 소설의 각 챕터를 대표하는 오일페인팅 12점을 전시한다.’옐로우’ 인종에 
대한 픽션으로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부조리한 상황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이를 
시각화한 회화작품을 함께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2020년 여름. 올해는 그 어느 해의 여름보다도 더웠다…
(중략)

 “응급 환자입니다!”
 경찰 복장의 건장한 남성이 깡마른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다급히 병원으로 들어
오며 소리쳤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자의 얼굴에서 묻어 나오는 다급함
이 방금 전 한 사람을 떠나 보낸 이곳의 적막함을 밀어내고 있었다. 순간. 좋

지 않은 예감이 온 몸을 감싼다. 
싸늘한 죽음의 냄새가 다시금 이 작은 시골 진료소를 감싸고 있었다.

(중략)
-고재욱 소설 프롤로그 중 일부 발췌

REVIEW with PHOTOS

2019. 10. 3 목 - 10. 24 목

제12회 PT & Critic

정현두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

JUNG Hyun Doo, The face throwers

2019. 10. 3 목 - 10. 24 목

SHORT-CUT NEWS

임윤경 작가는 2019 금천예술공장 제 10회 오픈스튜디오 & 기획전 <번외편: A-side-b>를 가졌습니다.
2019. 10. 31 - 11. 22

W&D-NEWS

김인선 디렉터는 2020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새 식구로 김보영 협력기획자가 윌링앤딜링과 함께합니다.

맹성규 디자이너는 11월 결혼식을 가집니다.

한황수 매니저는 작은 방을 억지로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EPILOGUE

매주 제주도에 다녀오고 있는 김인선 디렉터의 제주도 맛집 추천 “다시 오쿠다양“

새빌
카페, 디저트

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529

삼대전통고기국수
한식

제주 제주시 신대로5길 17

추자숙이네밥상
회

제주 제주시 월랑로4길 6

다옴
전복요리

제주 제주시 오복4길 9

김보영 협력기획자의 ‘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던’ 종로구 맛집 추천

나뭇잎스시
초밥, 롤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5길 2

부빙
빙수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6

오무사
바(BAR)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9길 1

등산은 싫어하지만 한황수 매니저의 ‘북한산 근처’ 맛집 추천

북한산제빵소
베이커리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6-11

홍익돈까스
돈가스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32

아이사구아
카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