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ka Scholtz Exhibition 
 @ Gallery D.A.C. 1월/2-11th 
Opening Event 7-9 pm 1월/3rd  
Mandala Workshop 5-7 pm 1월/4th 
Workshop: 5,000 material fee 

Rika Scholtz is an artist originally from Secunda, 
South Africa. Her ‘Mandala’ artwork is a 
combination of art and design using technical 
drawing skills. She finds inspiration for this work 
from Zentangles and Pinterest. Her workshop will 
focus on a history of the mandala in art and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create their own 
mandala with guidance from the artist.  

Rika Scholtz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쿤다 출신인 예술가
입니다. 그녀의 '만달라' 작품들 기술적 그림 기법을 사용하여 
예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Zentangles와 Pinterest를 통해 이런 작품의 영감을 얻곤 
합니다. 그녀의 워크샵은 예술사 속 만달라의 역사에 초점을 
둘 것이며, 참여자들은 그녀의 지도를 받아 직접 만달라를 만
들어 볼 수 있습니다.  

Follow us online 
http://gallerydac.com  

https://www.facebook.com/DaejeonArtsCollective 

Gallery D.A.C. upcoming events and exhibitions 
January/February 1/2월 

1월   
 2-11 Rika Scholtz exhibition 
           3 Rika Scholtz Opening Event 7-9 pm 
           4 Rika Scholtz Mandala Workshop 5-7 pm 
 17-25 Alla Ponomareva exhibition 
 17 Headshots event w/Alla 2-5 pm 
 17 Alla Ponomareva Opening Event 7-9 pm 
 24 Photographers workshop w/ Alla 2-5 pm 
 30-2월/9 Hank Haddock exhibition 
 31 Hank Haddock Opening Event 5-9 pm 

2월 
 1월/30-9 Hank Haddock exhibition 
 15  Johan Ahn Improvised concert 5-7pm 
 27-3월/9 James Knaack exhibition  
 27 James Knaack Opening Event 7-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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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작가 그리고 국제적인 작가들과 함께 합니다.

갤러리 멤버쉽에 흥미가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 바랍니다.

www.gallerydac.com


 중구 은행선화동 205-10 G a ll e r y  

D. A. C. 
January/ February 1/2월

The Daejeon Arts Collective has been invited to have 
a group show in late January, but details are yet to 
be determined. To find out more please check our 
website. 

대전예술조합에 단체전시가 1월말에 열릴 계획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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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 Ahn, Experimental Musician 
February 2월/15th, 5-7 pm, Concert, PWYC  

Johan Ahn is a Korea-born, Belgian experimental 
musician, currently working as the curator of Salt Art 
Gallery in Gwangju. His performance will consist of 2 
art short films without their original soundtrack that 
he will fill with real-time improvised music. He will 
also improvise 2 or 3 short music pieces freely, 
without video support. 

안요한은 한국에서 태어난 벨기에 실험음악가다. 그는 현재 광
주 솔트 예술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퍼포먼
스는 이렇다: 예술 단편영화 2개를 사운드트랙 없이 상영하며 
실시간으로 즉흥 연주한다. 그는 또 영상 없이 자유스럽게 2-3 
짧은 곡을 즉흥 연주할 것이다.

Alla Ponomareva Exhibition  
@ Gallery D.A.C. 1월/16-26 
1/17 7-9 pm opening event, photography 
www.allaponomareva.smugmug.com 

1/17 2-5 pm, 25,000 won 
‘Headshots’ event with photographer, Alla 
Ponomareva. Please bring 3-5 casual or 
professional outfits to choose from. Each 
participant will have a 10-15 minute session, 
no registration necessary. Five digital low-
resolution images will be emailed to 
you one week later.  
1/24 2-5 pm Workshop  
Portrait photography workshop with 
male and female models.  Practice 
shooting with various backgrounds 
and props in both natural and artificial light. Build your 
portfolio!  

25,000 won, pre-register, limited availability. 
1/17 오후 2-5시, 25,000원  
사진가 Alla Ponomareva와 함께하는 '*헤드샷' 이벤트. 
캐주얼 또는 정장 의상 3-5벌 정도 동반하고 오세요. 미리 신청하
실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참여자는 10-15분 정도 소요합니다. 1
주 후 이메일을 통해 5장의 디지털 저해상도 이미지를 전해드립
니다.   *[보통 방송인들이 이력서에 첨부하는 종류의 얼굴 사진] 

1/24 오후 2-5시 워크샵  
남성과 여성 모델과 함께하는 포트레이트 사진 워크샵. 자연광과 
인공광 하에 다양한 배경과 소품과 사진찍기를 연습합시다. 포트
폴리오를 늘려요! 25,000원, 예약, 인원 한정.

I.F. Haddock Exhibition  
@ Gallery D.A.C. 1월/30st-2월/9th 
Opening Event 5-9 pm 1월/31st  

I.F. Haddock, from Denver, Colorado, will be 
exhibiting furniture and paintings.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출신인 I.F. Haddock가 가구와 
그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Artists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gallery space 
as a member should first apply to the Daejeon Arts 
Collective for membership and then request 
additional membership to the gallery space. There is 
a fee for gallery membership, but not for the 
Daejeon Arts Collective. 

갤러리 공간에 멤버가 되고자 관심 을 가지고 있다면 Daejeon 
Arts Collective 그룹 멤버쉽에 먼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갤러리 공간 멤버쉽에 추가로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갤러리를 위
한 멤버쉽은 회원료가 요구되지만 Daejeon Arts Collective 
그룹을 위한 것은 아니다. 

Gallery D.A.C. Opening Exhibition  
December 12월/13th-28th 
Exhibition Opening Event 12월/13th, 7-9 pm  

Join us for the official opening exhibition of Gallery 
D.A.C. Unique works by local artists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and viewing.  

갤러리 D.A.C. 공식 오프닝 전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위한 작 
가들의 작품 판매/ 갤러리 D.A.C. 에 공식 오프닝 전시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