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효숙 개인전 
Chin hyo sook's solo exhibition <PRESENCE+ING>
2014. 6. 7 - 6. 27

주소:
140-85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25-67 B1

윤병주 작가가 <2014-2015 송은 
아트큐브 지원 작가>로 선정되었
습니다.

최승훈 개인전 <모놀로그>
Choi sung hun's solo exhibition <monologue>
2014. 5. 9 - 5. 29

NEWSLETTER: WILLING 
                                N  DEALING 

│REVIEW with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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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5월 9일 - 5월 29일
2│오프닝 리셉션 장면, 5월 9일
3│뒷풀이 장면, 5월 9일

 │W&D NEWS│

광주 비엔날레 설치팀으로 근무
중인 김세훈 전 인턴이 황학동과 
경리단길에서 가끔 발견되고 있
다.

박윤삼(32) 코디는 치아 교정을 
시작하였다. 약 1년 6개월 후의 
예뻐진 얼굴을 확신하고 있다.

이신애 코디는 분신 김현일과
의 협업으로 제작한 패브릭 가방
을 또 한번 이곳 저곳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13000원이다. 
(갤러리에서 문의 가능)

한황수 인턴은 윌링앤딜링에서 진
행되는 오프닝 및 부대행사에서
촬영하는 뛰어난 사진 실력 및 미
모로 김인선 대표의 인정을 받으
며 성장하고 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하계
MT를 계획중이다.

1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6월 7일 - 6월 27일
2│리셉션 장면, 6월 13일
3│아티스트 토크 행사 장면, 6월 13일 (패널; 정귀원 편집장, 건축비평지 '와이드') 

피자마루

하얏트 호텔

성도
약국

녹사평역 2번 출구

남산 3호 터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작가들의 행방     

박진우 작가는 과천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열리는 <사물학 - 디자인과 
예술>전시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6.5`~10.5까지 진행됩니다.

김시연 작가의 개인전<CUP: 잔>
이 6.12~7.12까지 갤러리 EM에서 
진행됩니다. 

구민정 작가의 개인전 <발견된 감
각들>은 6.14~7.31까지 카페 모
리스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9-14 주주
베 A동 2층 '카페 모리스' (02-
388-3398)

최승훈+박선민 작가의 작업이 춘
천에 새로 생긴 KT&G 상상마당
스테이에 영구 설치되었습니다.

오인환 작가(2014년 9월 전시예
정)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리
는 <공명(共鳴)의 시간에 참여
합니다. 전시는 6.18~8.31까지 
진행됩니다

경현수, 오인환, 이미혜 작가는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7.24~ 

10.12까지 열리는 <spectrum-

spectrum>전에 참여합니다.

심아빈 작가는 필리핀 마닐라 라
이트&스페이스 컨템포러리에서 
6.13~7.15까지 열리는 <쿨 메모
리즈>에 참여합니다. 

후원:
한국문화에술위원회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김인선
박윤삼
이신애
한황수

발행일:

2014년 07월 0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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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단

경현수 작가(2015년 4월 윌링
앤딜링 전시예정)의 개인전이 
5.30~6.28까지 이유진갤러리에
서 열렸습니다.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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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프
리즘, 백남준과 뉴미디어 아트>전
시에 심아빈 작가가 참여합니다. 
전시는 5.15~8.27까지 진행됩니
다. 

「윌딜을 위하여」 

  큰 판을 꿈꾸는 윌딜의 인턴들 
  7월 두 남자의 가장 느끼하고 
  짠한 느와르가 온다.

  ★★☆☆☆
  
 주연 : 박윤삼, 한황수

 

「윌링,딜링」

  예사롭지 않은 네 명의 기묘한   
  동거. 눈물없이 볼 수 있는 신
  비롭고 섬뜩한 일들
  ★★★★★

  주연 :김인선(윌링), 이신애(딜링),
         박윤삼(깝수), 한황수(황순)
  
 우정출연: 김세훈(행방불명 된 아들)

  

김수영 작가가 7.10~8.14 열리는 
LIG ART SPACE의 '공간유희'전
에 참여합니다. 

최승훈 작가

진효숙 작가정귀원 편집장

구민정 작가가 대학로의 한국공연
예술센터 건물 윈도웨서 열리는 
meeting on stage#4에 참여, 작
품 <Sugar Room>을 선보이고 있
습니다. 6.23~8.3까지.

추미림 작가는 LG 생활건강의 
코스메틱 브랜드 belif 에서 진
행하는 <촉촉 아트 프로젝트>의 
멘토로 참여합니다.7월 한달간 
4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
시내 60곳에 벽화를 그리게 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