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kscreen Workshop at Gallery D.A.C.

Follow us online

November 29th, 6-8 pm

http://gallerydac.com

Lecture and demonstration by Christopher

https://www.facebook.com/DaejeonArtsCollective

Maslon.
Cost: 20,000 won for preparation of materials,
including a 5 x 7 inch (12 x 17 cm) custom screen.
Attendance is free.

Gallery D.A.C. upcoming events and exhibitions
November/December 11/12월
11월

19 Deadline to submit image for workshop
28-12월/7 Christopher Maslon exhibition
29 Silkscreen Workshop 6-8 pm

venuslukic@gmail.com by November 19th.

12월

13 Official Opening of Gallery D.A.C. 7-9 pm

Maslon’s work will be at Gallery D.A.C. from

1월

Please send a 5 x 7 inch high-contrast black &
white jpeg image with your contact details to

November 28th until December 8th. Find his work
online at www.facebook.com/christophermaslonart
갤러리 D.A.C. 에서 Dajeon Arts Collective 그룹 멤버
Christopher Maslon 과 함께하는 실크스크린 워크샵은 그
의 강연과 설명을 포함해 11월 29일 저녁 6시 부터 8시 까지
이며 그의 작업은 갤러리 D.A.C 에서 11월 27일부터 보실수
있습니다.

워크샵 세부사항: 2014년 11월 29일, 저녁 7시부터 9
시까지. 무료로 참여/ 실크 스크린 인쇄시 비용 20,000
원 지참.
워크숍은 무료 참여이며 만약 참여자가 디자인한 작업을 아티
스트에 지도를 받아 실크 스크린 인쇄를 원한다면 비용
20,000원 소요예정이며 이 비용은 작업물 이미지를 (5x7 인
치) 스크린하고 잉크와 프린트 종이를 준비하는데 사용되어진
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8일 전까지 이름과 연락
처, 5x7 인치에 jpeg 흑백 이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G a ll e r y

D. A. C.
November/December 11/12월

2-11 Rika Scholtz exhibition
3 Rika Scholtz Opening Event 7-9 pm
4 Rika Scholtz Mandala Workshop 5-7 pm

DAC members upcoming exhibitions
11월

12월

13-18 DAC Exhibition 6, opening @Junggu Culture
Center, opening exhibition is 15th 7-10 pm 토
15-21 Venus Lukic@ Salt Gallery (Gwangju) 6-9 토
27- C. Maslon @ Wooyeon Gallery (Daejeon) 7-9 pm
3-23 Rosalie Knaack @ Anni Gallery (Seoul)
19-30 Venus Lukic @ Apic Gallery (Daejeon)

Gallery D.A.C. Opening
Exhibition and Christmas Sale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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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선화동 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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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lery D.A.C. Rentals for Art Exhibitions
Gallery rental for ten days, including advertising on
our monthly postcard, mention in our newsletter, and
publicity on the Gallery D.A.C. website: 300,000 won

• Opening party with wine/snacks and bartender for
two hours: starting at 150,000 won
• Gallery docent: inquire for quote
10일 대관료는 월별 엽서 한면과 소식지 그리고 갤러리
D.A.C. 웹사이트에 광고를 포함한다: 300,000 원
옵션 추가시:
삼면 책자 혹은 소책자 디자인과 인쇄 100장:
200,000원 부터
오프닝 파티를 위한 와인, 다과 그리고 바텐더 2시간:
150,000원 부터
갤러리 도슨트 필요시: 시간과 상황에 따라

Rear Wall/
Electrical Outlet

and collage. The exhibition runs from November
13th through 18th. Regular gallery hours are 10 am 6 pm daily.
@ Junggu Cultural Centre 그룹전시 “전시 6”
@ 대전 중구 문화원 대흥로 109
The Daejeon Arts Collective 그룹은 대전 대흥동 중구문화
원에서 그들의 6번째 그룹 전시를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러리 운영시간은 낮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오프닝 이
벤트는 11월 15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는 12명에 아티스트들이 참여할것이며 사진, 도예,
실크스크린, 스텐실, 드로잉 그리고 콜라쥬등 다양한 스타일에
작품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Hae Bum Kim
Ceramics

Alicia Pitts
Photography

428 cm length 길이

Front full window

Twel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ists will host their

Founded in 2011, the Daejeon Arts Collective
welcomes artists both foreign and domestic. The
collective was established to foster the fine arts,
promote resident artists, sponsor exhibitions, support
community development, and encourage intercultural
exchange in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www.djartsco.org

The Daejeon Arts Collective at Wooyeon Gallery 05/2014

Contact: venuslukic@gmail.com

2m89cm width 가로

The Daejeon Arts Collective
대전 미술 집단

Opening on November 15th, 7-10 pm

photography, ceramics, silkscreen, stencils, drawing

• Brochure or booklet design with 100 printed
copies: starting at 200,000 won

4m28cm length 길이

JungGu Culture Centre in Daeheungdong

sixth biannual group exhibition, featuring

Add-on Options

2m46cm height 높이

Daejeon Arts Collective Group Exhibition at

!!
!
www.aliciapitts.com

Michael Mellinger
Photography

www.flickr.com/theworldismycanvas
mikemellinger@gmail.com

rothwell.rachel90@gmail.com

!!
www.allaponomareva.
smugmug.com

christophermaslonart

Eibhlín Ní Fhallamháin
Ballpoint Pen, Collage

!!
!!
setantaasagirl@gmail.com
http://tabhairdomdolamh.
tumblr.com

!!
!!
!!
!
www.be.net/rachelrothwell

Alla Ponomareva
Photography

Christopher Maslon
silkscreen on plastic

!!
!!
!!
www.facebook.com/

Rachel Rothwell

The Daejeon Art Collective Presents

Exhibition 6 @ 대전중구문화원 제2전시실

AC Parsons
Photography
www.facebook.com/
acparsonsphotography
parsonsac2004@yahoo.com

!!

JungGu Culture Center, Exhibition Hall 2

Suné Horn
Rika Scholtz
Markers and fine liners

!!
!
rixypixy@gmail.com
Jin Jong
Ceramics

sune_horn@hotmail.com

!!
!!
!

James Sacha
Hand Cut Stencils/
Spray paint

!!

reques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