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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해  세상에 소개하는 시각예술 콘텐츠 기업입니다.

VISUAL ARTIST AGENCY
OFFLINE DRAWING COMMUNITY
EXHIBITION & OFFLIN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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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나인앤드 설립
2018.01 - 3 스타트업 캠퍼스 Final PT 우수상 수상
2018.04 - 6 스타트업 캠퍼스 시그니처코스 수료
2018.05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술 해커톤 홍보/운영
2018.11 열매나눔 재단 기아차X그린카 SEED SCHOOL for   
 Challenger 최우수상
2018.07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청년기획 프로젝트 이음프로젝트
2018.08 기술혁신창업기업 선정
2018.08 한국 콘텐츠 진흥원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랩 9기
2018.08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 1등 수상
2018.09 소상공인진흥원 주최 2018 생활혁신형창업 선정
2018.12 망원동 9AND BUNKER/LAB 오픈
2019.02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기관 협약
2019.03 마포구 지역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지원사업 선정
2019.06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프 
 로그램
2019.07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파트너십
2019.08 무중력지대 서대문 2019 청년프로젝트 Between 사업선정
2019.09 서울시 도시해결형 소셜벤처 부스팅 프로그램

2018.02 문래 철공단지 유휴공간 전시 프로젝트 ‘미완의 스케  
 치’ - 지희경,이희
2018.05 문래 철공단지 유휴공간 전시 프로젝트 ‘표현하지 못한  
 조각들’ - GOR4N
2018.08 문래 철공단지 유휴공간 전시 프로젝트 ‘Turn on Tune  
 in Drop out’ - 기승백,김민우,Dali Park
2018.09 서대문구 지역 문화 행사 ‘신촌 문화로 새로고침’ 총 주관/ 
 아트디렉팅
2019.12 9AND BUNKER 오픈 전시 ‘방공호(防空壕)’ - ZANGANO
2019.01 9AND BUNKER ‘Cigarette in the morning’ - 나승준/  
 SUNHOTAN
2019.02 9AND BUNKER ‘다방: 커피,담배, 그리고... 작당모의’ -  
 작당모의
2019.03 9AND BUNKER ‘dusty’ - 콰야
2019.03 9AND BUNKER ‘EMOJI’ - 봉덕
2019.04 9AND BUNKER ‘The Greenwich Village’ - 이동구/  
 GEK4A/프로기스타/잔야
2019.05 9AND BUNKER ‘PLACEBO’ - TREE 13
2019.06 9AND BUNKER ‘What is on your mind?’ - 김지윤/
ZOIZOM
2019.07 9AND BUNKER ‘Under the concrete’ - Rozy Kim
2019.08 9AND BUNKER ‘Anonymous’ - Dee/파시호시
2019.09 9AND BUNKER ‘Note of youth’ - 짝은할매/미몽/  
 KING GUN/DAPOL
2019.09 망리단길 아트페어 ‘YAS:MANGWON’
2019.10 9AND BUNKER ‘Anecdote of Gypsies’ - Team GARDEN
2019.11 9AND BUNKER ‘희로애락(喜怒哀樂)’ - Zay coke / PANSWER
2019.11 9AND BUNKER ‘BARELY LEGAL’ -  RIO JEE/Dasol works
2019.12 9AND BUNKER ‘That’s life’ - 아티스트 30인 기획전시

2018.07  문래 철공단지 아트클래스 ‘Customizing with N5BRA’
2018.08  문래 철공단지 아트클래스 ‘9AND LAB : EZMONSTER’
2018.10 문래 철공단지 아트클래스 ‘9AND LAB : 김민우’
2018.10 문래 철공단지 아트클래스 ‘9AND LAB : DALI PARK’
2018.11 문래 철공단지 아트클래스 ‘9AND LAB : 콰야’
2018.12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9AND LAB - 망원 오픈
2018.12 금-프로젝트 : 9AND BUNKER 오프닝 파티
2018.12 9AND LAB : 콰야 ‘오일파스텔 인물화’
2019.01 9AND LAB : ZANGANO ‘마카 드로잉’ 
2019.02  9AND LAB : GOZITIVE ‘크레용 워크샵
2019.02 금-프로젝트 : 작당모의 워크샵/파티 
2019.02 9AND LAB : DALI PARK ‘레코드 페인팅’ 
2019.03 9AND LAB : SUNHOTAN ‘콜라주 워크샵’
2019.03 금-프로젝트 : 콰야 토킹스테이지 
2019.03 9AND LAB : 강한 ‘색연필 드로잉’ 
2019.03 9AND LAB : 콰야 ‘오일파스텔 워크샵’ 
2019.04 9AND LAB : 정지은 ‘그림일기’ 
2019.04 금-프로젝트 : 아트 살롱- 봉덕
2019.04  9AND LAB : 콰야의 살롱
2019.05  9AND LAB : 파시호시 ‘멜팅크레용 워크샵’
2019.05  금-프로젝트 : 이브닝 파티 
2019.06  9AND LAB : 박송이 ‘색연필 인물화’
2019.06  금-프로젝트 : 아트 살롱 - TREE 13
2019.06  9AND LAB : 리니 ‘펜 드로잉’ 
2019.06  9AND LAB : 크레용토끼 ‘오일파스텔 워크샵’ 
2019.06  9AND LAB : KOOSSE ‘마카 드로잉’ 
2019.06  9AND LAB : 김지윤 ‘행잉 플랜트 워크샵’ 
2019.07 9AND LAB : FOREST ‘영화 드로잉’
2019.07 금-프로젝트 : 한 선 드로잉 원데이워크샵 - ZOIZOM
2019.07 9AND LAB : LEEGOC ‘포스터 물감’ 
2019.07 금-프로젝트 : 아트 살롱 - Rozy Kim
2019.07 금-프로젝트 : Bunker LIVE - 여전희/ch256
2019.08 9AND LAB : 정성 ‘잉크 드로잉’ 
2019.08 9AND LAB : 도은 ‘연필 드로잉’ 
2019.09 9AND LAB : 송블리 ‘색연필 인물화’ 
2019.10 9AND LAB : 담다 ‘사포드로잉’ 
2019.10 금-프로젝트 : The Day of Garden
2019.10 금-프로젝트 : 담다의 옥탑화실

OFFLINE ART COMMUNITYEXHIBITIONCOMPANY

HISTORY

INTRO
나인앤드는 재능있는 아티스트
를  발굴해 세상에 소개하는 
시각예술 콘텐츠 기업입니다.

오프라인 행사 기획/운영,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아트 콜라보 중개를 통해 젊은 
문화로서의 미술을 소개합니다.

02 9AND



VISUAL ARTIST AGENCY
시각예술 아티스트 에이전시

OFFLINE DRAWING COMMUNITY & WORKSHOP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 기업 워크샵 

EXHIBITION & OFFLINE CONTENT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 기획 / 운영



홍보물 디자인, 제품 패키지, 앨범아트 등 미술
과 접목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작업을 중개하
며, 나인앤드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으로 정확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VISUAL ARTIST AGENCY 
& IMAGE PRODUCTION

나인앤드는 60명 이상의 트렌디
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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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COLLABORATION PROCESS
나인앤드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업무 중개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1    작업 문의

“ 어떤 작업을 진행하시나요? 
나인앤드에게 알려주세요”

9AND

2   아티스트 매칭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아티스트를 3순위까지 제안드립니다.”

3   견적

“작업 기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드립니다”

4    작업 진행

“클라이언트와 정확하고 
합리적인 업무 중개를 제공합니다.”

5    검수 및 수정

“1회 무상으로 수정이 가능한
시안을 제공해드립니다.”

6     결과물 제공
“기대하셨던 그대로 정확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1
NO PAY

9AND AGENCY : ARTIST04



나인앤드는 망리단길 소재 복합문화 갤러리 
펍 9AND BUNKER에 부속된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9AND 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AND LAB은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수업보
다는 누구나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대와 
재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원데이클래스와 
미술을 매개로 파티,살롱과 같은 이색적인 활

OFFLINE
DRAWING COMMUNITY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동을 하는 금-프로젝트, 그리고 나인앤드 랩 
멤버라면 수업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
는 프리드로잉 존이 포함된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입니다. 
B2C 클래스부터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워크샵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06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원데이 클래스 출강 워크샵금 프로젝트



DRAWING 
WORKSHOP
9AND LAB
기획 및 운영 : 나인앤드 (2018.12.14 ~)
www.9andlab.com

9AND LAB (나인앤드 랩)은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수
업 보다는 누구나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대와 재
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원데이클래스와 워크샵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담다 (ARTIST)

사포 드로잉강한 (ARTIST)														색연필 드로잉 담다 (ARTIST)														사포 드로잉 도은 (ARTIST)														연필 드로잉

박송이 (ARTIST)										색연필 인물화 선호탄 (ARTIST)											콜라주 워크샵 크레용토끼 (ARTIST)							오일파스텔

포레스트 (ARTIST)										영화 드로잉 파시호시 (ARTIST)									멜팅크레용 헬로양갱 (ARTIST)										마카 드로잉



WORKSHOP PROCESS

1 : 웹사이트 방문

“9AND LAB(나인앤드 랩)의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www.9andlab.com)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FOR PERSONAL

출강 워크샵
*FOR 
ORANIGATION

A : 워크샵 종류 선택

“부서 문화회식, 동호회도 좋습니다.
어떤 그림체를 배우고 싶나요?”

9AND LAB

B : 워크샵 맞춤 기획

“9AND LAB만의 TPO에 적합하고 
독특한 워크샵을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2 : 콘텐츠 선택 및 결제

“아홉가지 원데이클래스와
금-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콘텐츠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멤버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 CLASS
1-DAY

MEMBERSHIP

WORK SHOP

C : 워크샵 진행

“현업 아티스트와 함께 9AND LAB 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3 : 9AND LAB 방문 및 수강

“망리단길에 위치한 이색적인 공간
9AND BUNKER에서

9AND LAB을 경험하세요.”

CLICK

나인앤드 랩은 현업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미술 워크샵을 기획/운영 합니다.

07 9ANDDRAWING WORKSHOP



EXHIBITION & OFFLINE CONTENT

아티스트와 그림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소개하는 오프라인 아트 큐레이션 콘텐츠

나인앤드는 망리단길 소재 복합문화 갤러리 펍 9AND BUNKER를 운영하며 매달 새로운 아티스트를 독특한 공간에서의 전
시회, 문화행사를 통해 소개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행사 기획/운영, 
브랜드 오프라인 행사. 자체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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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CONTENT PROCESS

1 :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 문의

“많은 사람에게 즐겁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콘텐츠가 필요하신가요?”

2 :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 견적 

“준비 기간,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드립니다.”

3: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 기획

“미술을 통해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드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9AND
EXHIBITION

4 :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 운영 및 실행 

“나인앤드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미술을 
통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티스트와 그림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소개하는 오프라인 아트 큐레이션 콘텐츠

09 9ANDOFFLINE CONTENT



2018

02 문래 철공단지 유휴공간 전시 프로젝트
	 ‘미완의 스케치’	
	
 - 일시 : 2018.02.10 - 11
 - 장소 : 서울 문래동 폐 철공소
 - 참여 아티스트 : 이히 / 지희경

08 문래 철공단지 유휴공간 전시 프로젝트		 	
	 ‘Turn	on	Tune	in	Drop	out’
	
 - 일시 : 2018.08.03 - 05
 - 장소 : 서울 문래동 폐 조명공장
 - 참여 아티스트 : 기승백, 김민우, DALI PARK

05 문래 철공단지 유휴공간 전시 프로젝트	
	 ‘표현하지 못한 조각들’		
 
 - 일시 : 2018.05.11 - 13
 - 장소 : 서울 문래동 폐 조명공장
 - 참여 아티스트 : GOR4N (고란)

09 서대문구 지역 문화 행사	‘신촌 문화로 새		
	 로고침’	총 주관/아트디렉팅
 
 - 일시 : 2018.09.29
 - 장소 : 서울 신촌 경의중앙선 역
 - 참여 아티스트 : SUNHOTAN (선호탄) / 그샹   
                        / GEK4A (겍사)

OFFLINE 
CONTENT
PORTFOLIO
9AND BUNKER
기획 및 운영 : 나인앤드 (2018.12.14 ~)

9AND BUNKER (나인앤드 벙커)는
‘대중에게 아티스트와 그림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소개
하는 큐레이션 공간’ 입니다. 매월 새로운 작가와 다양
한 콘텐츠를 담은 복합문화 전시를 진행합니다.

12 9AND	BUNKER	오픈 전시
	 ‘방공호(防空壕)’	
	
 - 일시 : 2019.12.14 - 30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ZANGANO (장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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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9AND	BUNKER	
												‘dusty’	
	
 - 일시 : 2019.02.25 - 03.24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QWAYA (콰야)

04 9AND	BUNKER	
	 	‘The	Greenwich	Village’	
	
 - 일시 : 2019.04.23 - 05.12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이동구 / GEK4A(겍사) / 잔야  
                         FROGISTA(프로기스타)    

03 	9AND	BUNKER
	 ‘EMOJI’
 
 - 일시 : 2019.03.26 - 04.21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bongduck (봉덕) 

2019

02 9AND	BUNKER	
	 ‘다방:	커피,담배,	그리고...	작당모의’
 
 - 일시 : 2019.02.09 - 24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아티스트 그룹 작당모의

01 	9AND	BUNKER	
	 ‘Cigarette	in	the	morning’	
 
 - 일시 : 2019.01.01 - 18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나승준 / SUNHOTAN (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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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ND BUNKER (나인앤드 벙커)는
‘대중에게 아티스트와 그림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소개
하는 큐레이션 공간’ 입니다. 매월 새로운 작가와 다양
한 콘텐츠를 담은 복합문화 전시를 진행합니다.



05 9AND	BUNKER	오픈 전시
	 ‘PLACEBO’
	
 - 일시 : 2019.05.14 - 06.09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TREE 13 (트리 13)

2019

07 9AND	BUNKER	
	 	‘Under	the	concrete’	
	
 - 일시 : 2019.07.09 -08.04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Rozy Kim (로지 킴)

09 9AND	BUNKER	
	 ‘Note	of	youth’
	
 - 일시 : 2019.09.03 - .09.21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짝은할매/미몽/KING GUN
                                                 (킹건) / DAPOL(다폴)

06 	9AND	BUNKER	
	 ‘What	is	on	your	mind?’	
 
 - 일시 : 2019.06.11 - 07.07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김지윤 / ZOIZOM (조이좀)

08 	9AND	BUNKER
	 	‘Anonymous’
 
 -일시 : 2019.08.06 - 2019.09.01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Dee(디) /파시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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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망리단길 아트페어
	 ‘YAS:MANGWON’
	
 - 일시 : 2019.09.22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QWAYA(콰야), 강한, N5BRA   
                      등 22인

2019

11 9AND	BUNKER	
	 ‘희로애락(喜怒哀樂)’
	
 - 일시 : 2019.10.22 -11.17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Zay coke (제이 코크) 
                    / PANSWER (팬서)

12 9AND	BUNKER	
	 ‘That’s	life’	-	아티스트	30인 기획전시
	
 - 일시 : 2019.12.08 - 2020.01.05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Rozy Kim, TREE 13 등 상위   
                       아티스트 26인

10 	9AND	BUNKER	
	 	‘Anecdote	of	Gypsies’
 
 - 일시 : 2019.09.24 - 10.20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팀 가든/SUNHOTAN(선호탄)  
                                               / LEERYAN(리라연) 
                     / DUF PABLO (덥 파블로)

11 	9AND	BUNKER
	 ‘BARELY	LEGAL’
 
 - 일시 : 2019.11.19 - 12.8
 - 장소 : 나인앤드 벙커 (망원동)
 - 참여 아티스트 : RIO JEE(리오지) / Dasol   
                       works(다솔 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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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예술로 망리단길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아트 프로젝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과 단체, 망리단길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OFFLINE CONTENT PORTFOLIO

YAS :
MANGWON
(Youth Art Stock)



# YAS : MANGWON (Youth Art Stock)

기획 및 운영 : 나인앤드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마포구청, 
             청년교류공간, 얼킨, 노트폴리오

국내 신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예술로 망리단길 지역상
권을 활성화 시키는 아트 프로젝트, 문화예술에 종사
하는 여러 기업과 단체, 망리단길 지역 상권이 함께 참
여했습니다.  
일시
2019.09.22 (14:30-20:00)
장소
나인앤드 벙커 | Sachi Cafe | 고양이당 (마포구 월드컵
로 19길 12)
참여 아티스트		
Sunnyday | 리곡 | Bongduck | 요나스 | SWIM WITH 
LOVER | forest | 송블리 | 파시호시 | 콰야 | 짝은할매 | 
Rozy Kim | 킹건 | 강한 | 담다 | 중문과친구들 | 미미 | 다
폴 | n5bra | Team Garden | DJ nolink
구성
아트마켓
토킹 스테이지
라이브페인팅
DJ party
관객 수	: 562명

OFFLINE 
CONTENT
PORTFOLIO



PROCESS OVERVIEW

나인앤드 벙커는 문화행사, 브랜
드 캠페인. 자체 오프라인 아트 
콘텐츠를 기획/운영 합니다.

STEP 1
아트 콘텐츠 

견적

STEP 2
아트 콘텐츠 

기획

STEP 3
아트 콘텐츠 
운영 및 실행

누구나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대와 재미를 중심으로 한 다양
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출강 워크샵

오프라인 콘텐츠

STEP 1
출강 워크샵 
종류 선택

STEP 2
출강 워크샵 
  맞춤 기획

STEP 3
출강 워크샵 

진행

합리적인 업무 중개로 클라이언
트가 원하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아트 콜라보레이션 STEP 1
작업 문의

STEP 3	
견적

STEP 2
아티스트

매칭

STEP 4
작업 진행	

STEP 5
최종 결과물 

제공

업무 과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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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시각예술 에이전시
오프라인 그림 커뮤니티
복합문화 갤러리 펍

- SINCE 2018
- 나인앤드 
- +82)10-4040-5846
- www.9andofficial.com
- 9andofficia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