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림 레지던시 2017

3년간의 고시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바림에 와 여는 첫 전시는‘바림 레지던시 2017 : 
백종관, 서영기, 황수현, Julian Matta, Valeria Vargas’입니다. 

이번 레지던시 및 전시는‘리서치 중심의 예술’을 큰 주제로 가지며, 광주내외
작가, 그리고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작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3년간의 고시원 생활은 바림에게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실험적인 공간이자,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예술공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난 곳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실패를 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레지던시’의 좋은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고시원이라는 한국식 삶에서 우리는 한국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고, 실제로 삶이 
행해진 공간에서 예술가들이‘살며’작업한다는 구조에 매력을 느낀 많은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의 공간으로 커가는 동안, 이러한 장소 특정적인 부분도 바림의 성격을 
빚어가는데 한 몫 하기도 했고, 좁은 공간이 주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작품 위주로 생각해 
오던 작가들에게 공간 위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특징적인 공간을 떠나, 현실적인 이유로 조금 심심하고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한 
바림에게‘누군가가 살던 곳에서 살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레지던시 개념은 완벽하게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7년도 레지던시를 새 공간에서 진행하면서‘리서치 중심의 
예술’을 큰 틀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예술적 공간 안으로 예술을 끌어들이는 레지던시를 운영했다면, 새로이 도전한 것은 
자신의 작업의 파편을 가지고 와 배양하고, 키우며, 살을 붙여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전제로 하는 레지던시였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에서도 리서치는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본 레지던시를 리서치 
중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예술 작업의 지속성을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탐구해 
나가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책과 영화, 삶에서 오는 막연한 씬, 영감, 공부로 부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가정을 세우고 
실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를 분석하는,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레지던시를 기획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명확히 과학의 리서치 처럼 드러내기는 여러울 수 
있습니다. 예술의 리서치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술이고, 리서치 레지던시라고 해서, 
다닥다닥 종이와 사진을 붙이고 과정을 전부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술은 형태이자 표현이지만, 본 레지던시의 참여 예술가들은 리서치를 통해 
자신의 작업의 일부를 변형하고 지우고 덧붙이는 과정을 겪었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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