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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N C E  2 0 1 9  

Copyright 2020. Gallery O Square.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  갤 러 리  오  스 퀘 어  소 개  



갤러리 오 스퀘어  

2019년 가을 청담동에 문을 연 갤러리 오 스퀘어는 자연광

을 끌어들여 전시가 가능한 특별한 컨셉의 갤러리로 국내외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성있고 감각적인 컨템포러리 

contemparary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입니

다.  

 

대중들에게 예술로 폭넓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할 공간으로 만들어 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의 작품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입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새어 나오는 조명으로 포근하

고 환하게 밝혀진 복도 끝에 3m에 달하는 나무 문

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갤러리 오 스퀘어의 전

시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시장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홍보 포스터, 

사진 슬라이드, 영상물 상영 등이 가능합니다.  

외부 복도 



직선과 곡선의 아름다운 조화와 야외에서 쏟아지는 자연 채광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갤러리 오 스퀘어의 입구입니다. 전시 주요 작품을 임팩트 있게 

단독 DP 하거나 전시에 대한 자료를 배치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입구 



52m2 의 전시공간입니다. 3.8미터의 높은 층고는 탁 트인 개방감을 주며 

대형 작품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냉난방, BOSE 오디오시스템, 

전시용 LED 조명, 이동형 빔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작품 전시, 아티스트 토크 등의 행사 진행 등이 가능합니다.  

전시장 



전시공간 한쪽 벽면이 상하

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

다. 전시의 특성에 따라 일

반 전시공간처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야외 채광을 

끌어들인 공간과 테라스 정

원을 이용해 색다른 전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광 조절 

접거나 펼칠 수 있는 가변

형 벽체로 전시 컨셉이나 

작품수에 따라 공간을 자유

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 벽체 



소규모 모임이나 회의를 위

한 공간입니다. 야외를 향해 

있는 폴딩 도어를 열면 테라

스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도

예가 이헌정 작가의 테이블

과 세련된 디자인의 원목 의

자가 공간에 배치되어 있습

니다.  빔 프로젝트 사용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미나실 



관람객이 휴식을 가질 수 있

는 야외 테라스와 정원입니

다.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 

운영되고 있으며 갤러리 내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 



야외용 테이블과 이동형 의

자가 준비되어 있어 테라스

를 이용한 가든 파티와 모임

이 가능합니다. 도심 한 가운

데 위치한 공중정원에서 진

행되는 프라이빗 파티는 특

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든파티 



갤러리 2층에 마련된 교육공간입니다. 현재 주3회 민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특강, 명사초청강의 등 교육 프로

그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리엔탈리아 아카데미 



2 . 전 시  포 트 폴 리 오   



일시 : 2019. 9. 17 – 10. 19 

이지현 개인전 : Montage  

전통적인 정서의 진채화를 지금의 컨템포러리아트로 담아낸 가장 현대적인 한국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지현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현대 한국화의 장르인 몽타

주 시리즈로 디지털아트에 병치한 실크에 매우 섬세한 작업을 더하는 이중노출기법으로 독특한 감성을 표현합니다. 진채화의 전통기법인 배채법을 바탕으로 섬

세함을 담아내고 이를 현대적인 디지털아트와 결합하여 동양적인 정서와 함께 몽환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보여주는 작품이 특징입니다. 



일시 : 2019. 10. 25 – 10. 31 

SOODA : 책거리 

<秀多 ; 아름다움이 넘치는 사람들의 수다스런 회화모임> 이라는 소제목 아래 열린 SOODA : 책거리展은 곽영식, 김수자, 김원령, 부정화, 성향자, 송민정, 안해성, 

오정숙, 윤은실, 이명선, 이정은, 이화, 정수원, 정진화 등 15인의 오리엔탈리아 아트 스튜디오 수강생들이 이지현 강사의 지도 아래 완성한 책거리 작품들을 선보

이는 전시입니다.    



일시 : 2019. 11. 20 – 12. 31 

이헌정 개인전 : Part1. The Journey展 

이헌정 작가는 콘크리트라는 현대적 재료와 세라믹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혼합하여 조각이면서도 실용적인 '아트퍼니처' 영역을 개척, 다양한 감성과 영역을 포괄

해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도자, 가구, 설치, 드로잉 등 여러 장르의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이헌정의 30여 년 도예 여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리로서 예술에 대한 사유를 자유로운 감성으로 담아내는 작가 이헌정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보는 전시입니다. 



일시 : 2020. 1. 8 – 1. 17 

이헌정 개인전 : Part2. Memory of Azores 

이헌정 작가가 안식년을 가지며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의 산 미겔 Sã o Miguel 섬에서 진행한 설치 작업에 대한 일련의 기록과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Documentary형식의 전시입니다. 산 미겔 섬에서 작품을 제작할 때 밑그림이 되었던 드로잉들과 작은 사이즈의 작품 형상을 이용한 설치작품, 그리고 작품 제작

과정과 퍼포먼스 과정을 기록한 영상물을 선보입니다.  



일시 : 2020. 12. 18 

작가의 밤 : 가야금 연주자 주보라 초청 연주&네트워킹 파티 

갤러리에서 열리는 콘서트로 관람객들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높이는 갤러리 기획 행사입니다. 작품 및 공간과 어울리는 연주자와의 합동 공연으로 눈과 귀가 

즐거운 복합문화체험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작가 및 아티스트와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예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일반인, 예술 애호가, 

아티스트, 셀럽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3 . 대 관 지 원 사 항   

유 , 무 상  옵 션 사 항  



파티 케이터링 

전시 및 오프닝 행사에 필요한 파티 음식 케이터링을 지원해드립니다.  

공간과 행사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파티 음식 케이터링으로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더욱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지원 

도록, 포스터, 홍보엽서, 리플렛 등의 디자인 및 제작을 지원해드립니다.  

온라인 홍보를 위한 온라인 포스터, 홍보용 카드뉴스, 초대장, 홍보 배너 등의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보도자료 배포, 기자단 초청, 홈페이지, SNS 및 온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기타 지원사항 및 고객 편의사항 

영상 상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터, 오디오시스템, 사다리, 공구 셋트 등의 기자재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대 3시간)    



4 . 갤 러 리  정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61, 네이처포엠 3층 

 월요일 ~ 토요일  10 am - 6 pm () 

osquaregallery@osquare.kr  

+82 (0)2 511 5552 

+82 (0)2 6449 0554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 600m  

 버   스            청담초등학교앞 정류장(2318) 하차 

                        프리마호텔 정류장(23166) 하차 

                        청담2치안센터 정류장(23175) 하차 

최대 3시간 가능 

Address  

Hour  

E-mail  

Tel  

Fax  

오시는 길 

 

 

   

주차 

mailto:osquaregallery@osquare.kr


전시공간 

테라스 

폴딩도어 오픈시 
야외 테라스와 바
로 연결 가능한 
공간입니다. 



1층 전시장 : 51.9제곱 (15.7평) 

<갤러리 전시공간 확대 도면> 



2층 스튜디오 : 25.3제곱 (7.6평) 

<갤러리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