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림은 지역 협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해외 작가를 초청하고, 타 지역 작가를 

초청하고, 광주의 작가들을 초청하는 레지던시를 삼 년 정도 꾸려오며, 거대한 국가기관, 세계적인 

예술행사부터 작은 공간까지,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협력의 과정과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자신들의 틀에 지역 출신의 큐레이터나 작가를 초빙하여 그 틀 안에서 협력이 일어나는 경우, 

일부를 떼어 그 지역의 큐레이터나 작가들에게 할당하는 경우, 1:1의 관계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우, 기획과 제작 등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진행하고 이를 협력이라 부르는 경우 등, 많은 예시가 

있었으나, 항상 그렇듯 이러한 협력들은 매우 정치적이고, 또 표면적입니다. 공공을 위한 미술이 

아니더라도, 미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공공을 머리 한 켠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관객이며, 

관객들은 곧 정치 집단, 경제 집단, 문화 집단으로서 공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관객이라는 것은, 

그들을 특정인이 아닌 것=불특정 다수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객을 정치적이고, 또 힘과 권리를 

가지는 집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미술의 제작, 표현 환경 속에서 지역 협력은 매우 

편리하게 사용됐으며, 또 반드시 수반해야할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역 협력에 회의적인 

바림은, 광주에서 작업할 타지역/광주의 레지던시 작가들을 선정할 때, 이러한 케케묵은 정치적 지역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말하자면 비-민주적인 작가들을 초청했고, 결국 이들은 

지역과‘안이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을 리서치했고, 지역을 탐구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도움이나 지역 아티스트의 도움은 존재했지만, 우리는 이것을‘지역 협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도움과 존중이라는 도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마치 우리가 외부인에게 친절히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역을 떠나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우리의 시대에, 

예술가들에게 주어진 지역 협력의 부담은 예술적 한계를 제시합니다. 지역에 있지만 지역을 넘어선, 

혹은 그 지역에 갖히지 않은 작가들을 초대하였고, 그 작품들이 이번 레지던시 발표회에서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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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균, 
‘ogakie’/ 사운드 퍼포먼스 15분
Hui Ye
‘PIN - version for 3-channel sound system 
(2014) ’/ 사운드 퍼포먼스 15분

24일 9pm, 두 명의 사운드 아티스트에 의한 퍼포먼스.

1
Hui Ye
‘Romance’/ 영상 (HD, Sound, 22분)

모든 것이 소비가능해지고, 사랑과 성 조차도 그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전과 같은가. 혹은 이 모든 
인공적이고 빛나는 로맨틱한 순간들이 기억을 포함한 
우리의 인식을 파괴하고 있을까. 이 작품에서 작가는 
광주에서 보고 겪은 일부를 여성들의 생각을 담은 
모놀로그를 통해, 가상과 다큐멘터리를 섞어 표현한다. 

주최, 주관, 기획 / 바림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Bundeskanzleramt Osterreich, 

Arts Council England, British Council

일정 / 9.24 (토) - 28 (수) 

9.24 (토) 7pm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 1 / 키아라 레니한_리사 프리만 / 7:30 -8:10 / 옥상
퍼포먼스 2 / (사심페스티벌) 강민승_박시영_하헌진(뮤지션) / 8:10-9:00 / 6층
퍼포먼스 3 / 후이 예_정창균 / 9:00-9:30 / 5층

9.25 (일) 2 – 8pm 전시오픈
스크리닝 / (사심페스티벌) 강민승_박시영 / 2:00-6:00 6층
퍼포먼스 1 / 키아라 레니한_리사 프리만 / 6:00-6:40 / 옥상
퍼포먼스 2 / (사심페스티벌) 강민승_박시영_송승언(시인) / 7:00-8:00 / 6층

9.26 (월), 27 (화), 28 (수) 4 – 8pm 전시오픈
퍼포먼스 / 키아라 레니한_리사 프리만 / 5:45 – 6:20 / 옥상
스크리닝 / (사심페스티벌) 강민승_박시영 / 6:30-8:00 / 6층

장소 / 바림 5층, 6층, 옥상 (동구 대의동 76-1 동부경찰서 옆)

바림 레지던시 2016 : 강민승&박시영, 키아라 레니한&리사 프리만, 정창균, 후이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