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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ool art market 
                                      마중물아트마켓 

 
2014.10.29(Wed) – 11.02(Sun) 

ng: 10 월 29 일 수요일, 5-9PM 

 

: 2014.11.12(Wed) – 11.16(Sun) 

ng: 11 월 12 일 수요일, 5-9PM 

 

 

장소: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남구 청담동 19-20 김리아갤러리 1,2 층  

전화번호: 02.517.7713 

www.facebook.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최경민큐레이터/ 010.9666.1513 

 

 



 

 

▶ 19명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아트마켓 

▶ Art For Everyone! 젊은 아티스트들의 신선한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 

▶ 각기 다른 개성으로 연출된 작가들의 공간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참여작가 

1 부: 김재유, 박다혜, 신제헌, 임지민, 정희정, 조이경, 최승윤, 한수정, 허남준, 황도유 

2 부: 가수정, 김민희, 김유미, 김혜나, 박민우, 박윤지, 이은영, 이정빈, 정재환 

 

 

 

2014 년 10 월 29 일부터 김리아갤러리 청담점에서 “마중물아트페어”가 개최된다. 

19 명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갤러리 안의 작은 아트 페어 형식으로 

작가와 소통하고 그들의 신선한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다. 

 

 

<Majoongmool l 마중물> 

[명사] 펌프질을할때물을끌어올리기위하여위에서붓는물 

다음 사람을 위해 한 바가지의 물을 떠 놓았던 마중물처럼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꿈을 위한 

시작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4 년 10 월, 제 1 회 마중물 아트마켓이 김리아갤러리 

청담점에서 열린다. 기존의 아트페어는 여럿 갤러리들의 참여로 인한 부스 전이라면, 마중물 

아트마켓은 작가들 개인이 참여하여 주체가 되는 미술 장터이다. 마중물 아트마켓은 작가와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누구나 미술작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신진작가에게는 ‘셀프 프로모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시장적 가치를 

본인 스스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작가가 전시기간 5 일 동안 갤러리에 

상주하면서 직접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방문하는 관객들과 소통하게 된다. 

1 부 전시에는 참여 작가 허남준 작가의 페인팅 퍼포먼스가 갤러리 외부에서부터 진행되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갤러리 공간을 열어둘 예정이다.  

 

 



<작가의작품을가지다> 

요즘, 인테리어나 홈 데커레이션이 대중에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누구나 내 공간을 

아름답게 또는 나의 개성이 드러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예술작품 한 점이 

집 전체 분위기를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전문가의 말들은 멋진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집 거실에도 작품 하나를 걸고 싶은데, 막상 그림을 사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할 수도 없고 말이다. 

그림은 갤러리에서 판매한다고 아는 사람도 막상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림을 사서 나오기가 

어렵다. 내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지도 모를뿐더러, 갤러리의 정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냥 

나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어 가격을 물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 가격에 그냥 

포기하게 된다.  

마중물 아트마켓은 기존의 삭막한 전시회가 아니다. 김리아갤러리 메인 1 층 전시장에서는 

마치 시장에서처럼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작가들과 관객들은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북적거리는 장터가 될 것이다.  

김리아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비싸고 좋은 그림도 있겠지만, 젊은 작가의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작품을 손쉽게 사적인 

공간에 들여놓을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 시간이 

예술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의 2 층 공간은 10 만원대부터 시작되는 참여 작가들의 드로잉작품으로만 전시될 

예정으로 실제 작품을 구매해 내 공간에 놓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관객과대화하다> 

젊은 아티스트로서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된다. 대중이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갤러리, 미술관 

관계자들의 학구적인 평을 듣는 일이 더 빈번하다. 하지만 예술가로서 시장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대중의 생각을 듣는 일도 중요하다. 대중의 생각대로 본인의 작품을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작가로서 때로는 내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듣고 나의 사고와 

접목시켜 보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마중물 아트마켓은 이러한 소통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작가는 대중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들의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이미지> 

 

신제헌 

Maurizio Cattellan is.. _ 껌포장지, 스테인레스스틸, 레진, 나무 

740x640x1840mm_ 2013 



 

 

 

 

 

 

 

김혜나_LIGHT PURPLE THING_Oil on canvas_140x140cm_2013 

조이경_불필요한 위로_C-print_90x60cm_2013 



 

 

 

 

 

박다혜 Be my guest 4_ Mixed media on Canvas_130x162.2cm_2014 

정재환 

Euphoria Project #7_ 

Mixed media_50x34cm_2010 

 



 

 

 

 

 

 

임지민 Memory of old couple_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02.517.7

통의점: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7 (02.736.7

Oil on Canvas_116.8x80cm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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