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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 Gallery AD

Hun Gallery
hun gallery는 hun art foundation 문화재단 산하 갤러리로서 2005년 현대 미술의 메카인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문을 열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왔습니다.

총 2,000 스퀘어피트 3개의 독립 공간으로 이루어진 훈갤러리는 다양한 가능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하는 예술가들을 발굴, 준비된 기획으로 100회 이상의 전시를 통해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작가들과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hun art direction 문화센터를 함께 운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상 교육, 전시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행복 나눔의 실천 장이 되었습니다. 

훈갤러리에 이어 2007년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오픈한 Private 갤러리 spaceD9은 

좀 더 확대된 시각으로 수용의 폭을 넓혀 Artist Membership 시스템을 통해 안으로는 

창조적인 내일의 주인공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의 예술적 역량이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진출하여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침내, 2018년 한국의 서울 북촌에서 오픈을 한 spaceD9은 열정을 가진 

예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의욕 고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며 자유롭게 

예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곳 한국에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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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D9 AD

spaceD9  spaceD9은 오래전부터 다방면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참여에 주저하지 않는 미술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익금을 전 세계 빈곤 지역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지원 영역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금 사용을 위해 유니세프와 같은 비영리재단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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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Harmony

spaceD9의 새로운 도전

세계난민어린이 미술치유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Harmony'
"진정한 소통은 말로만이 아니라 가진 재능을 가지고 몸으로, 정신으로 나누는 삶" 

"예술은 대화와 경험을 위한 촉진제이자 도구" 

'Harmony'
'Harmony' 는 미술치유 지원을 통해 난민 어린이들이 겪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spaceD9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다수의 파트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더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길 바랍니다. 



Project Harmony

'Harmony' 프로젝트 A - 미술재료 키트

'Harmony' 프로젝트 A는 세계 난민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가지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뜻을 모은 지 3개월여 만에 첫 사업으로 2016년 11월 2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용품 전달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2016년 당시 파리 현지에서 협력한 파리침례교회와 함께 2017년에도 

미술 용품 전달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본 'Harmony' 프로젝트 A는 spaceD9의 순수 독자 기획과 운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spaceD9에서는 미술품, 아트상품 판매금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출연하여 난민 어린이들의 치유와 희망 전도를 위해 

필요한 미술재료 키트 구매하고 전달을 통해 난민 아동 미술 치유 사업을 본격 

전개하였습니다.  

'Harmony' 프로젝트 A. 
미술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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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Harmony'는 spaceD9의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Harmony' 아트 박스 

판매금에는 난민 어린이 미술치유사업에 지원될 미술재료 구입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armony' 아트 박스 안에는 투명 무지 백 두 개와 전용 마카펜, 색연필, 

엽서와 동화책 등이 들어있습니다. 'Harmony' 아트 박스 구입자는 동봉되어 

있는 재료들로 백을 예쁘게 장식하고 이렇게 꾸며진 결과물은 'Harmony' 백이 되어 

난민 어린이 지원 미술재료를 담아 함께 전달됩니다. 이렇게 'Harmony' 캠페인에 

참여하면 희망이라는 나눔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Harmony' 

아트 박스 캠페인! 'Harmony' 아트 박스 구입 후 

'Harmony' 백을 멋지게 꾸며서 동봉된 봉투에 

넣어 반송해주시면 됩니다.  정성스런 그림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Harmony' 백과 

아트 키트는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치유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armony' 프로젝트 A. 
'Harmony' 프로젝트 A가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의 진화 - 예술로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배우는 어린이들 

기부매칭 상품개발 1. - 'Harmony' 아트 박스

'Harmony' 아트 박스





Project Harmony

'Harmony' 프로젝트 B.
미술 학습 교재 개발
기부매칭 아트 프로그램 3. - 'Harmony' 동화책 만들기

'Harmony' 프로젝트 B.는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미술학습 교재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Harmony'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호 물품이나 모금을 위한 캠페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동 발달 연구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두뇌를 

자극하는 연령별 놀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미술학습 교재 개발이 다음 목표입니다. 

아이의 삶에 있어 적절한 학습 출발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이와 교재와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도록 돕고자 합니다. 

'Harmony'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학습과 

관심을 받는 아이는 후에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Harmony' 프로젝트 B.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난민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Harmony' 프로젝트 B. -  미술학습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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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프로젝트 C.
미술교육 시스템 개발

'Harmony' 프로젝트 C.는 정기 Art Class 운영, 아트캠프운영, 일일 미술 멘토링,

작품공모 및 전시회 개최 등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어린이들의 예술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  개발과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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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quare 
'Harmony' 프로젝트 지원. 
한국미술품 소개 및 옥션



어린이의 권리는 바로 교육. 아동의 교육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spaceD9과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협력기관은 

다소 독특한 프로젝트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난민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미술 치유 활동을 기획하고 

또 난민 아동들에게 심리 지원, 유아교육 등을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은 아름다움이 되는데 이 행복의 아름다움은 예술과 문화로 더 크게 전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SpaceD9의 오픈은 이 와 같은 생각의 실천입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협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elivering happ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