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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 사용가이드(작가용) 

 

2018. 02. 03 

 

1. 사용원칙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이하 쇼앤텔)은 작가가 [기획 – 코디네이팅 – *설치 – *전시관리 – *철수]를 스스

로 자유롭게 하는 '공간제공형' 공간입니다. 공간과 *장비사용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기업/재단 등의 공적기금 

지원을 받는 전시에는 *대관료가 부과됩니다. 

 

① 설치: 전시설치는 공간의 기본 건축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지하전시장 벽면

(나무)의 색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합니다. 벽면의 색상을 바꿔야 하는 전시의 경우 시트지 부착 혹은 

mdf판을 덧대서 페인팅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여 진행 후 전시종료 뒤엔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② 전시관리: 전시공간 관리(전시공간 오픈, 클로징, 예약제 등)는 작가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되, 운영진

의 도움이 필요할 시, 운영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③ 철수: 공간사용전의 컨디션으로 원상 복구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④ 장비사용: 무상으로 사용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장비목록(시설, 장비, 기자재 등)은 쇼앤텔 홈페이지의 

‘장비현황’ 메뉴를 참고 해 주세요. https://www.showandtell.kr/51109487085108851116-5478854889.html                     

(*장비사용 인덕션(사용법설명)이 필요할 시, 운영자에게 요청 해 주세요. ) 

⑤ 대관료: 작가 사비로 이루어지는 전시는 공간 무상대여가 원칙입니다. 기업/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

원받는 전시의 경우 대관료는 1주 기준 지하(800,000원), 지상(600,000원)입니다.                   

(*지상의 경우 사용면적에 따라 운영자와 협의 하에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⑥ 전시기간: 전시는 한 달을 기본으로 하며 무상대관의 경우, 설치/전시/철수 타임테이블 설정을 작가

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상대관의 경우, 설치+철수기간(7일로 제한)은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

고 나머지 3주의 기간 동안 전시를 진행합니다.  

 

2. 홍보 

쇼앤텔은 매 전시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 및 아카이빙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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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howandtell.kr/51109487085108851116-5478854889.html
https://www.instagram.com/showandtell__artistrunspace/?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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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rtist-run-space-_show-and-tell-144396556175912/?ref=bookmarks 

-아트바바: https://www.artbava.com/exhibit/?q=%EC%87%BC%EC%95%A4%ED%85%94 

-홈페이지: https://www.showandtell.kr/show.html 

-엮는자(자체):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9ogSC-qydifcA-

lyjLoRVX0Udo0&ll=37.5335823601178%2C126.90859031437253&z=13 

-유트브채널: 신설 중(전시영상기록+작가인터뷰 참여 필수 ) 

-쇼앤텔매거진: 기획 중(계간 or 연간) 

 

3. 기타 

전시 혹은 프로젝트 성격에 의하여 특약사항이 발생할 시, 사전에 운영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4. 공간 및 운영자 정보 

① 공간 

상호명: 아티스트런스페이스 쇼앤텔   (인/서명)  

사무실: 서울시 선유로 53길 10 1층 *사업자번호: 509-09-72246(2018.10.8) 

전시장1: 서울시 양평로 18길 8 지하1층 *고유번호: 207-82-63811(2018.3.15) 

            전시장2: 경기도 용인시 기흥단지로 171-1 지하1층 

            메일주소: show_and_tell@naver.com 

 

② 운영자 

운영자1:   🌙 남윤아    (인/서명)  

연락처: 010-2936-3663 / yunayunarang@naver.com 

운영자2:   ☼ 손지훈     (인/서명)  

연락처: 010-3422-4562 / cold0111@naver.com 

 

 

사용가이드 제정일자: 2018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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