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는 수도권에 비해 즐길만한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기도 
하고, 대중문화를 즐기기에도 하위문화를 즐기기에도 
무언가가 부족한 환경이다. 하다못해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이라도 추자는 마음으로, 대중문화도 섞고, 서울에 
가지않고도 홍대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초대하고, 낭독회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다른 문화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특별 프로그램: 뮤지션 하헌진 (24일 8:10pm) / 시인 
송승언 (25일 7pm)

■　집약적 영화제: 영화의 최초 시작은 불과 몇 초라고 
하지 않는가. 짧은 러닝타임에 응축되고 집약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함께 즐긴다. (25일 2-6pm / 
26,27,28일 6:30-8pm)

■ 상설 프로그램:

> 4-a 1평 아이돌 댄스방: sm 박물관인 '아티움'을 
가기위해서는 광주에서 잠실까지 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여전히 내게는 중요한 대중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 4-b 연기스쿨: 영화 속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원치 않은 상황, 난감한 상황 등에 대해 즉흥적 대응을 하기 
위한 리서치적 혹은 날 것의 재미를 모은다.

> 4-c 유투브로의 초대: 좋아하는 인디뮤지션들의 공연을 
보기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홍대에 드나들었다. 아직도 
광주에 오지않은 뮤지션들이 많다. 

> 4-d & 4-g 찌질방, 야한방: 영화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 가리고 싶은, 본능적이라서 
부끄러울 수 있는. 찌질하거나 아하거나. 극도로 처절하거나 
귀여운 우리의 모습!

> 4-e  고인음악회: 여전히 너무 좋은 노래들인데 공연에서 
볼 수 없는 노래들이 있다. 

> 4-f 사심아카이브방: 우리의 사심은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사심지’라는 무가지를 
발행하게 된 리서치 전 과정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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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균
‘electronic bugs’ /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우리는 자연적인 소리보다 실내/실외에서 항시 작동되는 
기계들의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기계음들의 각각의 기조적인 특성과 
규칙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특징은 곤충의 소리적 
습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작가는 여러가지 기계음을 채집하고, 스피커라는 발성부와 
이를 물리적으로 변조시키는 장치, 센서 등을 통해 특정한 
생태를 지닌 소리적인 생물들을 제작하고 배치하여  
기계적인 생물들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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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박시영
‘사심페스티벌’ / 페스티벌 (스크리닝,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광주에 살고 있지만 좋아하는 공연, 축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서울로 세시간, 네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가. 좋아하고 추종하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소비한다.

밥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이제 우리 뭐하지?"라는 눈빛이 
역력하다. 먹고 또 먹고의 소비가 아닌 재미있게 무언가를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https://barimart.wordpress.com

https://www.facebook.com/barimGwangju

barim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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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 Lenihan, Lisa Freeman
‘Become what you rehearse. You deserve 
it.’/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40분

작가들의 고향인 아일랜드와 광주의 문화적 기후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물이다. 

이 작품에서 만들어진 옥상의 새로운 공간은 양 지역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만들어진 표면과 요소들로 구성된 
문화적 배경막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사운드 스케이프는 퍼포머에게 동기부여성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마치 슬랩스택의 문맥과 같이, 
학습화된 애국적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 작품은 아일랜드 더블린시의 Temple Bar Gallery 
and Studios에서 2017년에 다시 선보여질 예정이다.

24일 7:30pm
25일 6pm
26,27,28일 5:45pm

옥상Roof
(7층에서 계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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