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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 공간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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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소개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_artist run space show and tell(이하’쇼앤텔’)]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쇼앤텔1)과 경기도 용인시 

동탄(쇼앤텔2)에 자리잡은 비영리 창작 공간이자 전시공간입니다. 

쇼앤텔은 2017년 2월 기획을 시발점으로 그 해 7월 시작한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경험을 했던 두 작가는 장

고의 논의 끝에 같은 생각에 동감했고, 이는 단지 둘의 고민이 아닌 사회에 첫 발을 딛게 될 또 다른 자신들의 문제라 판단

했습니다. 전공자로서 졸업 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작가들에게 자아실현의 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현실적 대

안으로 기획된 '쇼앤텔'은 기존의 대안공간이나 전형적 화이트큐브 미술관의 형태와 차별화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만든 예

술가 중심의 자율적, 개방공간입니다. 

이처럼 청년작가들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바램에서 시작된 쇼앤텔은 청년작

가들과의 직접 소통이 원활한 구조를 가진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Artist Run Space’ 입니다. 청년작가들은 대표적인 작업이미

지 한 장과 ‘Show-보여줄 것’ 과 ‘Tell-말하고자 하는 것’ 만 명확 하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소개 

 

운영자1 남윤아는 지정학적 장소에서 떠밀린 원래의 의미들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것과 연결된 지역적 오브제를 

연구, 창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생계를 위해 메이커스 페스티벌과 여러 페어 등에 참가해 생산적인 예술품을 만들어 판

매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생업과 연결된 예술 작업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인가? 라는 의문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현실적 조언과 다양한 대안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공간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자2 손지훈은 서울, 런던, 에딘버러, 글라스고, 리버풀, 리즈, 바스 등 영국의 다양한 도시에서 그룹전과 독립출판 페어 

등에 참여해왔습니다. 드로잉과 설치작업을 하는 그는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RSA)에서 선정하는 John Kinross 레지던시 프

로그램 2016(플로렌스, 이태리)과 창동 프로젝 트 팀 레지던시 프로그램 [Simultaneous Bundle] 2017(서울, 한국)에 참여하며 

개인뿐만 아닌 팀 작업들도 경험하는 등 개인전과 그룹 프로젝트 전시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국제적 교류를 통해 동시대 

예술가들이 처한 유사한 상황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운영자임과 동시에 작가인 그는 유학 후 고국에 정착하

며 마주한 예술가들의 현실적, 예술적 고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 소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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