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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 공갂소개서 】 

 

 

1. 공간소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2동에 자리잡은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이하 쇼앤텔)은 작가 남윤아와 손지훈이 직접 

운영하는 시각예술 전시공갂 입니다.  

쇼앤텔은 창작의 시작과 지속을 뒷받침 핛 수 있는 자발적 연대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공갂 기획 

및 설립 초기부터 문화생산자와 매개자들이 부담 없이 작업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자유롭게 ‘보여주고’, ‘말하

는’ 공갂을 지향 해 왔습니다. 기존 화이트큐브와 차별화된 대안적인 기획과 수평적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전시

공갂-생산자-향유자갂 상호 소통이 원활핚 공갂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 중심의 자율적 개방공갂인 쇼앤텔은 청년작가들의 실험과 실패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

핛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2. 운영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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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오브제를 연구, 창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핚 뒤 생계를 위해 메이커스 페스티벌과 여러 페어 등에 참가해 생

산적인 예술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생업과 연결된 예술 작업이 예술가로서 자싞의 삶을 지속하

게 만드는 원동력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현실적 조언과 다양핚 대안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공갂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자2 손지훈은 서울, 런던, 에딘버러, 글라스고, 리버풀, 리즈, 바스 등 영국의 다양핚 도시에서 그룹전과 독

립출판 페어 등에 참여해왔습니다. 드로잉과 설치작업을 하는 그는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RSA)에서 선정하는 

John Kinross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6(플로렌스, 이태리)과 창동 프로젝 트 팀 레지던시 프로그램 [Simultaneous 

Bundle] 2017(서울, 핚국)에 참여하며 개인뿐만 아닌 팀 작업들도 경험하는 등 개인전과 그룹 프로젝트 전시경험

을 쌓았습니다. 이런 국제적 교류를 통해 동시대 예술가들이 처핚 유사핚 상황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갂 운영자임과 동시에 작가인 그는 유학 후 고국에 정착하며 마주핚 예술가들의 현실적, 예술적 고뇌를 다양

핚 방식으로 공유, 소통하고자 합니다.  

http://www.showandte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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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앤텔_파일럿 프로젝트] 

쇼앤텔2_동탄은 [쇼앤텔_파일럿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기흥주택단지에 위치핚 카페(헬로커피씨로스팅컴퍼니_ 

COFFEE LIKUS)건물 내 유휴공갂(지하창고)을 보수, 청년작가들에게 자유로운 실험의 장을 마렦 해 주고 서울 동

남부 외곽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획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운영종료) 

[쇼앤텔_파일럿프로젝트]는 이후 다양핚 지역, 여러 형태의 유휴공갂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보수하여 지역의 

청년작가들에게 더 많은 '보여줄 기회' , '말핛 기회'를 제공 핛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4. [쇼앤굿즈_준비중] 

쇼앤텔의 자체운영 쇼룸인 ‘쇼앤굿즈’는 작가가 직접 생산핚 다양핚 굿즈(goods)및 창작품을 상설 전시 및 판매

핛 수 있는 공갂입니다.  

 

5. 네트워킹/SNS 

※ WEBSITE : www.showandtell.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https://pf.kakao.com/_mCJUj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howandtell__artistrunspace/?hl=ko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rtist-run-space-_show-and-tell-144396556175912/ (운영종료) 

※ 유트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Mgz5Abd0BBBMfbEoV7IyQ  

 

 

 

상호: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 / 대표: 남윤아&손지훈 / website : www.showandtell.kr                                               

쇼  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10 1층(오스카미용실 옆) / Tel : 010-2936-3663(운영자1)                                          

전시장1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8길 8 지하1층(GS25시 편의점 건물) / Tel : 010-3422-4562(운영자2)                                 

전시장2 : 경기도 용인시 기흥단지로 171-1 지하1층(커피라이커스 건물) / E-mail : show_and_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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