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화동 205-10

Haesook Kim Exhibition
Gallery D.A.C. 5월/May 1st-6th
Opening Event 6-9 pm 5월/May 2nd
Other viewings available by appointment

Monica Nickolai Exhibition: APHORISMS
Gallery DAC May/5월 22nd-27th
Opening Event May/5월 23rd 7:00-9:00 pm
Other viewings available by appointment

작가 김해숙은 종이 컷팅을 통해 도시 건물에 비춰진 또 다

Monica Nickolai will present APHORISMS, a

른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밤 이미지 등을 선보일 것입니다.

multimedia exploration of one-line poems.

한남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미술학과 대학원을 졸업
했으며, 지난 2014년 10월과 11월에 대전과 일산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마쳤습니다.
오프닝은 5월 2일 토요일 오후 6:00~9:00에 있을 예정입
니다. Kimhaesook20@gmail.com을 통해 작가와 연락

Nickolai received her MFA in writing from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Her work has appeared

G a ll e r y

D. A. C.
May/5월

in exhibitions and publications around the world.
Her website is www.monicanickolai.com.

하실 수 있습니다.
Kim, Haesook will present images of the city night
and the reflected images on the city building in
hand-cut paper. She studied painting and
received a MFA from Hannam University. Haesook

Monica Nickolai 는 혼합 미디어를 이용해 한줄의 시로된 격

had her third solo exhibition in Daejeon and Ilsan

언(格言)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문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14. She can be
contacted at kimhaesook20@gmail.com

학 석사를 받았고, Monica의 작품들은 전시장과 출판물, 그리
고 웹사이트 www.monicanickolai.com 을 통해 보실 수 있
습니다.

Final Event! 마지막 이벤
트!
Saturday May/5월 30th
5:00-8:00 pm
Join us for our final
night in a drawing
event. Admission is
free.
5월 30일(토) 오후 5:008:00 에 드로잉과 함께하는
마지막 이벤트에 참여해 주
세요. 뮤료입니다.

Gallery DAC Relocating! 갤러리 DAC가 이전 합니다.
Due to road expansion, Gallery DAC will close its
current gallery location at the end of May 2015.
Please check the website for updates regarding
relocation as well as other exciting art events in
Daejeon.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2015년 5월을 끝으로 현재의 장소는 문
을 닫습니다. 이후의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전의 미
술 행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Rosalie Osborn Knaack Exhibition:
Gallery D.A.C. 5월/May 15th-20th
Opening Event 7-9:00 pm 5월/May 16th
Other viewings available by appointment

Deborah Fallon and Suné Horn Exhibition:
Gallery D.A.C. 5월/May 7th-13th
Opening Event 7-9:30 pm 5월/May 9th
Other viewings available by appointment
Deborah Fallon will present UNDER COLOR OF
AUTHORITY, a selection of works exploring themes of
power, justice, and the conduct of war. Deborah is

Deborah Fallon

from Los Angeles, California and spent many years in
Ireland, which she considers her second home. She
has been a member of the Daejeon Arts Collective
since 2013 and works with a variety of media. She can
Rosalie Osborn Knaack is a ceramic and mixed
media artist. For the first time she will exhibit her
collection of jewelry combining metal, ceramic,
and stone. Rosalie has studied ceramics at G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is currently studying metal
craft at the Daejeon Citizens College.
Rosalie Osborn Knaack 은 도자기와 혼합재료를 이용하

be contacted at deborahfallon@hotmail.com.
Horn’s new work, CROSSING LINES, explores the idea
that we exist in the empty space between physical
objects, but the unseen presence of physical objects

Suné Horn

has a profound effect on our experience of space
and, as a result, the world.
Horn received her MArch from the University of Cape
Town. Her website is www.sunehorn.com.

Follow us online

혼합한 장신구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Rosalie는 공주국립대

Deborah Fallon은 이번전시에서 힘, 정의 그리고 전쟁의 행위

www.djartsco.org

학에서 도자기를 전공했고, 대전시민대학에서 금속공예를 공

등 '권력의 색'이라는 주제로 선보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

https://www.facebook.com/DaejeonArtsCollective

부하고 있습니다.

앤젤레스 출신으로 아일랜드에서 오랜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

Gallery D.A.C. upcoming events and exhibitions:
5월
1st-6th
Haesook Kim Exhibition
2nd (토)
Haesook Kim Opening Event
8th-13th
Deborah Fallon/ Suné Horn Exhibition
9th (토)
Fallon and Horn Opening Event
14th-20th
Rosalie Osborn-Knaack Exhibition
16th (토)
Osborn-Knaack Opening Event
22nd-27th
Monica Nickolai Exhibition
23rd (토)
Monica Nickolai Opening Event
30th (토)
Night of 1000 Drawings Event

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금속, 도자기 그리고 보석을

는 2013년에 DAC멤버가 되었고,다양한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이메일 deborahfallon@hotmail.com 를 통해
그녀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Horn은 새로운 작품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존에 막대
한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사물과 텅빈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우
리의 세계에 대해 조명해 볼것입니다. 그녀는 케이프타운 대학교
에서 석사를 받았고, 웹사이트 www.sunehorn.com 를 통해
그녀의 작품을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