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개요

·전시명 : 아트프로젝트울산2017 (2017 ICAPU)

·전시 주제: 안, 도시, 뜰

·전시기간: 2017년 4월 22일(토)-4월30일(일)

·전시장소: 울산광역시 문화의 거리및 문화의 거리내 실내공간

(야외 설치 및, 전시장1 1개, 컨테이너) ·주최: 경상일보

·주관: 아트프로젝트울산(ICAPU)운영위원회 ·후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개막행사

일시: 4월 22일(토) 16:30~17:50

        기념식 17:00

주요 내용: 식전공연, 기념식, 갤러리 순회, 식후공연

진행 순서

시간별 구분 주요내용

16:00~16:30 30' 어쿠스틱 울산인디밴드클럽

16:30~16:45 15' 섹소폰 연주 김미정과 K뮤직

16:45~17:00 15' 플루트연주 4인조'악크 앙상블'

17:00~17:30 30' 기념식
내빈및 작가소개

기념사, 인사말씀, 축사

17:30~17:50 20' 축하공연 이혁발작가 퍼포먼스

17:50~19:00 40 밴드공연 통기타  및 밴드공연

기타
울산대 워크샵

유성훈작가 퍼포먼스



참여작가

가오 루윈(GAO Ruyun), 권순관, 김교만, 김명진, 김서량, 김정임, 김진, 니콜라 루빈스테

인(Nicola Rubinstein), 박은창, 방병상, 배경희, 배상욱, 변연미, 서경희, 오원영, 유성훈, 

유영운, 유주희, 유혜숙, 이보람, 이상한, 이수경, 이이남, 이정윤, 이혁발, 임춘희, 정정

주, 제롬 보터린(Jerome Boutterin),  하원, 한장원, 동아대학교팀, 울산대학교팀

(총 작가30명/ 학생팀 4)

전시장소 작가

1 라온(2F) 가로루윈 제롬보터린 한장원

2 태화서원(1F) 정정주 이정윤

3 옛 학성여관(1F) 유영운 김교만

4 유(2F) 서경희 변연미

5 가다갤러리(2F) 니콜라 루빈스테인 이이남 유주희

6 가죽공방라마노(B1) 박은창

7 가기갤러리(4F) 유성훈 배상욱

8 아나몰피(4F) 김서량

9 대안공간42(2F) 김진 이수경

10 창작공간 그루(2F) 임춘희

11 201 (1F) 방병상 유혜숙 이보람

12 로코코(1F) 김명진 김정임 배경희

13 아트그라운드(2F) 권순관 하원 서경희

14 종갓집예술창작소

15 야외 이혁발 이정윤 오원영
동아대학교 3팀(오즈, #,큐어들) 울산대학교1팀

전시장소별 작가

실내전시장:

가기, 가다, 가죽공방 라마노, 대안공간42, 라온, 로코코, 아나몰피, 아트그라운드, 옛 학성

여관, 유, 종갓집예술창작소, 창작공간 그루, 201, 태화서원 (14군데)



시계탑 사거리

갤러리 로코코(1F)
아트그라운드(2f)

대안공간42
(2F)

창작공간그루
(2F)

201 갤러리
(1F)

갤러리 유
(2F)

태화서원
(1F)

라온 갤러리
(2F)

옛학성여관
(1F)

가다 갤러리
(2F)

가죽공방라마노
(B1)

가기갤러리
아나몰피

(4F)

실내전시장 위치



야외설치위치

시계탑 사거리

이상한
울산대

이상한
이혁발 이정윤

이정윤

오원영

동아대(#)

동아대(오즈)
동아대(큐어들)



전시장 정보 

울산중구 문화의거리(울산 중구 옥교동 277-1)내 해당 전시장

숙소정보 

신라스테이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0)

출품서에 표시한 설치일(숙박일)에 일정에 맞추어 전시장이나 숙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도착시간을 미리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