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llery D.A.C. provides workshops, exhibitions and 
other events l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rtists interested in gallery membership may 
contact us at www.gallerydac.com 

갤러리 D.A.C 는 워크숍, 전시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을 지역작
가 그리고 국제적인 작가들과 함께 합니다. 
갤러리 멤버쉽에 흥미가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 바랍니다. 
www.gallerydac.com 

 중구 선화동 205-10

G a ll e r y  

D. A. C. 
April 4월

이유있는공간 Exhibition 
@ Gallery D.A.C. 4월/2-14 (Invited Exhibition) 
Opening Event 4월/4th (토) 7 pm 7시 오후 

2013년 7월 선화동에 ‘이유있는공간’이 들어왔다.이유는 하나
다. 20년 넘게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공통된 이유. 

예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단지 그 하나로 이들이 ‘이유있는 
공간’이라는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특별히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소소한 작은 움직임을 꿈꾸는 공간을 만들어 가며 선
화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In July 2013, “Reason For Space" was created in 
Seonhwadong. The title of the artist studio,  ‘Reason 
for Space’  describes why the artists have gathered 
and made their space. 
For more than 20 years they've lived in different 
situations but they share a common lifestyle 
practicing their art. So they made this studio space.  
Located in Sunhwadong, their aim is to make a space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s which encourages 
small scale activies to happen. 
“Reason For Space” (located nearby) will have a 
group exhibit in Gallery D.A.C. this April.  

New shows and events could be announced!  Check 
our website periodically for the latest news and 
updates. 
새로운 전시와 이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소식과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Seodaejeon 
Stn. 서대전 역

Daejeon Stn. 
대전 역

“Beyond the Fields We Know” 
Daejeon Arts Collective group exhibition 
@ City Hall 1420 Dunsan 1dong, Seogu, 4월/ 9-14th 
Opening Event 4/11th 4:30-7pm 
@ 시청 전시 관 일, 1420 둔산 1동 서구, 4월 9 일-14 일 
오프닝 이벤트 4월 11일 4시30-7시 오후 

The Daejeon Arts Collective will have their 8th group 
exhibition. 18 Artists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exhibit. 
This will be the biggest show yet. 

D.A.C.(Daejeon Arts Collective) 가 8번째 그룹전을 갖습니
다. 18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정기전 중 가장 
많은 멤버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http://www.gallerydac.com
http://www.gallerydac.com
http://www.gallerydac.com
http://www.gallerydac.com


Gallery D.A.C. Calendar/ 달력 
 
4월/2-14 이유있는공간 Exhibition  
  (Invited exhibit) 
4월/4   이유있는공간 Opening Event 7 pm 7시 
4월/16-22  Sustainable City- Flower III 
  <Mapping the City,  
  Looking for Heterotopia>   
  Curated by Yu Hyun Ju (Invited exhibit) 
4월/16  Opening Event 6:30 - 9 pm 
4월/24-29  Venus Lukic exhibition 
4월/25   Venus Lukic Opening event 6- 8 pm 
  
4월/ 9-14th  Daejeon Arts Collective group   
  exhibition @ City Hall. 
4월/11th  City Hall Opening Event 4:30-7pm 
 
http://gallerydac.com  
https://www.facebook.com/DaejeonArtsCollective

Venus Lukic Exhibition 
“The House: pt. 2- pt. 39”  
@ Gallery D.A.C. 4월/24-29 
Opening Event 4월/24th (토) 6-8pm 

In this solo exhibition, Venus continues her exploration 
on the theme of a house. In 2006 Lukic joined an artist 
project where each artist was given the same photo 
and was instructed to interpret the house in their own 
style. At the time, Lukic painted the house in two 
different fashions, abstractly and as realistically as her 
skill level allowed. For the past several months Lukic 
has returned to the project exploring the image of the 
house through silkscreen, painting, drawing, collage, 
photocopying, and recently rediscovering the 31 
different buildings that she has called ‘my house’ 
herself.  

집을 주제로 한 Venus 의 전시는 이번에도 계속됩니다. 2006년 
작가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집 사진을 소재로 자신의 방식으로 재
해석 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추상과 구상의 두가지 형
식으로 표현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동안 그녀는 집
의 이미지에 대한 탐구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그녀가 ' 나의 집' 이
라 불리는 31개의 건물들은 실크스크린, 회화, 드로잉, 콜라주 그
리고 사진 기법을 통해 재탐구 되어 지고 있습니다.

We believe ourselves to be average citizens living 
within the same city, but perhaps we’re really entities 
of heterotopia. 
In this city, encompassing all things strange, these 
artists map out the locations of such strangeness. This 
heterotopia may be another Daejeon. This new map 
of the city created by these artists is due to be 
presented in the forms of paintings, photos, 
installations and texts. 

Sustainable City- Flower III 
<Mapping the City, Looking for Heterotopia> 
Curated by Yu Hyun Ju   (Invited Exhibition) 
@ Gallery D.A.C. 4월/16-22, 2015 
Opening Event 4월/16th (목) 6:30-9pm 

<도시를 맵핑하기,헤테로토피아를 찾아서>전은 우리가 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지속가능한 도시-꽃’프로젝트 전시이
다. 참여작가 김인,김순선,이성희,박능생,권영성,이용제, 이 6명
의 작가들은 대전에 태어났거나, 대전에 이주해와서 살던 혹은 
살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대전에 살아오면서 이 도시가 익숙한 것 같지만 어느날 
문득 자신이 낯선 이방인이 된 느낌을 갖는다.이 전시를 초대한 
D.A.C.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고 그들이 이 도시의 시
민들이라는 사실은 미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숙고하게 만든
다.즉 대전 속의 '다른 장소'혹은 '다른 대전'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도 이 도시의 또 다른 이주민일 가능성을 말해준
다.우리 모두는 평균의 시민,같은 도시에 산다고 믿지만,사실은 
헤테로토피아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모든 이질적인 것들을 품은
이 도시에서,이 작가들은 그 이질적인 것들의 장소를 맵핑한다. 
바로 그러한 헤테로토피아가 또 하나의 대전일지 모른다. 
작가들이 만든 이 도시의 새로운 지도는 회화,사진,설치,텍스트 
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The <Urban Mapping , Search for Heterotopia> 
exhibit is the third exhibit of the ‘Sustainable city 
Flower’ project which questions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we live in. 
Kwon YoungSung (권영성), Kim In (김인), Lee SungHee 
(이성희), Kim Soonsun (김순선), Lee YongJe (이용재), 
Park NeungSaeng (박능생). These 6 artists were either 
born in Daejeon or have moved and lived or been 
living here. While living here, the city is normally 
familiar to them, but one day they feel themselves to 
be strangers. The constituents of D.A.C., the hosts of 
this exhibit, are mostly foreigners, and the fact that 
they too are citizens of this city provokes thoughts on 
Michel Foucault 's'Heterotopia.' We have seen ‘other 
places' or ‘another Daejeon' within Daejeon. This 
speaks to the possibility that they too, may also be 
immigrants to thi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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