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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하나 [사유하는 풍경], QR code, 비디오, 
가변설치, 2019

근대화가 이룩해 놓은 도시의 삶은 대체로 경계선 안팎으로 
나뉘며, 이성과 합리 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구성원들은 
가시적/비가시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사회적 규율을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교육된다. 도심 속 
식물 들 역시 도시 장치의 하나로써 공간적 역할, 환경적 역할, 
미적, 사회•심리적 역할 등의 기능을 수반하며 끊임없는 인간의 
개입과 통제하에 설계되고, 구조화되어 도시의 풍경에 
배치-재배치 되는 과정을 거듭한다. 

이 리서치는 2012년부터 이끌어온 프로젝트 [_길들여진 자연] 
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80-2 에 위치한 바림의 
내/외적 공간에서 마주하거나 관망 가능한 식물계를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물-구성원-자연(식물계)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한다. 

상점들 앞에 즐비한 장식용 혹은 쓰레기 투기나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된 화분들, 건물 베란다와 옥상에 조성된 
작은 정원들, 행정자치구에서 조성한 공원, 고층 건물들의 
배열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 너머, 혹은 사이로 
드러나는 산등성이...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의식의 
틈새에서 자라나 도시의 질서와 배치를 탈주하고 횡단하며, 
침범하고 확장하는 풀이 있다. 

사유하는 자연의 “사유하다”는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다” 라는 
사유하다 私有―, “대상을 두루 생각하다” 라는 사유하 다 思惟―
의 중의성을 내포하고 그 사이를 부유한다. 

b, 황유미 [이미지를 위한 기리고거], 지시문, 계단, 
사다리, 싱글채널 비디오, 사운드, 인쇄된 이미지, 
가변설치, 2019

“기리고거”는 1440년대에 조선에서 거리를 재던 수레로,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1 리를 지나면 나무로 만든 인형이 
스스로 나와 북을 치는 장치가 되어 있다.
 
모든 이미지에는 실제 대상과 관찰자의 의도 사이의 간극이 
있다. 아주 명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 때마저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간극은 어디에서 올까?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시차와 부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그 간극 안에 들어가 이정표와 지시문을 따라 올라가며 
추상화된 공간을 상상하고, 지도를 맞춰보려고 한다. 이 여정은 
이미지의 좌표를 찾는 셈이다. 단, 지도 위에서 이미지의 위치는 
하나의 점이 아닌 두 점 사이의 여정으로 표시된다.
 
들어서면서부터 이 공간은 우리의 몸에 어떻게든 새겨질 텐데, 
이 모양새는 ‘바라보는’ 공간의 이미지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d, Nidiya Kusmaya [PEEL MINCH MARINADE] 
한국 과일과 야채의 남은 찌꺼기로 실크에 천연 
염색, 240 x 120 (cm), 2019 

인간의 시각적 인식의 일부인 색은 눈으로 감지되지만, 자극, 
인상 및 인식을 유도하기도 한다. 색상은 보편적으로 
인식되지만 색상의 위치, 시기, 나타나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넓은 의미를 갖는다.

음식, 직물 및 색상은 일상 생활의 일부이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권에서는 실천, 태도 및 신념이기도 하다. 광주의 
인근 식당과 전통 시장에서 남은 과일과 채소를 수집하는 
것은 문화를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섬유 염색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나의 장기적 연구의 일부이다.

제목인 [PEEL MINCH MARINADE] 즉, “껍질벗기기, 
잘게부수기, 양념하기”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색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요리 활동이다. 

 * 전시 기간 중 15일 화요일 6시, 천연염색 워크샵이 
있습니다.  * 

c, 이양헌 [외눈박이, 눈꽃 그리고 한낮의 정오], 
포스터, 라운드테이블, 2019

『눈 NOON』은 광주비엔날레에서 발간하는 연간 저널이다. 
신체의 감각기관과 절정의 순간이 교차하는 장소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 막시즘, 기호학, 
페미니즘, 문화이론, 미술사, 미학 등 젊고 노쇠한 이론들이 이 
안에 담겨있다. 그것은 광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더 먼 
곳을 욕망하므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고향을 찾는 순례자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론과 로컬리티 사이에서 『눈』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일 수 있었고 무엇이어야 했는가. 외눈박이의 
시점을 의태하는 일, 땅에 닿으면 즉시 사라지는 눈꽃의 
감각을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한낮의 정오 아래서 이론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바라보는 일에 관하여.

 * 광주 기반 연구자, 큐레이터, 비평가들과 『눈』에 대해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있습니다. (11월 예정이며 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입구IN

a

b

b

d

c

a b

←

a

옥상Roof

1F

3F

입구IN

a

b

b

d

c

a b

a. Hana Kim [The Landscape of Sayu (homonym for 
private ownership and act of thinking)], QR code, 
video, dimension variable, 2019

The life of a city built upon modernization is generally divided 
by in/out of boundaries, and works based on reasoning and 
rationality. Members are educated to live within their 
visible/invisible boundaries, not to invade other's territory or 
violate social discipline. In this, urban plants are also urban 
devices, which have functions of spatial, environmental, 
aesthetic, social/psychological roles, and are designed and 
structured under constant human intervention to be placed 
and replaced in the urban landscape.

This research is a part of [_Domestic Nature] project that has 
started in 2012. This time, the research studies various aspects 
of urban structures-members-nature (plants) that are possible 
to encounter and observe inside and outside of Barim (80-2 
Daeui-dong, Dong-gu, Gwangju).

Flower pots placed in front of the shops to be decorative or to 
prevent garbage dumping or parking; Small gardens on the 
building terrace and rooftop; Municipally planned parks; 
Ridges made from or beyond skyscraper sequences and city 
skyline... And there is grass that grows in-between spaces of 
people's indifference and unconsciousness as it breaks out and 
traverses the order and layout of the city, invading and 
expanding.

The title, “sayu,” implies the homonym ambiguity of “private 
ownership” and “act of thinking” and floats in-between.  

b. Youmee Hwang [Girigogeo for Image], instruc-
tion, stair, ladder, single-channel video, sound, 
printed images, dimension variable, 2019

“Girigogeo” is a wagon from Joseon dynasty (1440s), used to 
measure a unit of 1 Ri (=392m),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or a girigogeo, every 1 Ri, a wooden doll 
voluntarily comes out and hits the drum.

Every image has a gap between the actual object and the 
intention of an observer. Even if the direction is extremely 
clear, it appears. Then where does it come from? In its time-
lag and volume, what is happening? 

You are trying to follow the instructions and signposts to 
imagine the abstract space and find the map within those 
gaps. This journey is the one to find the coordinate of image. 
Yet, the location of image on the map is not a single dot but 
rather a journey between two dots. The fact that we enter the 
space means that the space will be engraved in our body 
somehow and anyhow. If so, how far those shapes are from 
the image of space that we are LOOKING at.

c. Yangheon Lee [One-Eyed, Snowflake, and 
Midday NOON], poster, roundtable discussion, 
2019

『NOON』 (eye) is an annual journal published by Gwangju 
Biennale, and its name comes from the place where the 
sensory organs of the body and the moment of climax 
intersect. Young and infirm theories such as modernism, 
post-structuralism, maximism, semiotics, feminism, cultural 
theory, art history, and aesthetics are contained in it. It was 
born in Gwangju but desires a farther place, thus it should 
be called a pilgrim who leaves its hometown and seeks a 
new home. What is 『noon』 between theory and locality? 
What could it be and what should it be? It is about imitat-
ing the perspective of a one-eyed, about activating the 
sense of a snowflake that immediately disappears when it 
touches the ground, and about briefly looking at the 
shadow of theory in midday ‘noon.’

* The roundtable discussion about 『NOON』 is planned to 
be held in November, inviting Gwangju local researchers, 
curators, and critics. Announcement coming soon. *

d. Nidiya Kusmaya [PEEL MINCH MARINADE], 
Natural dyes from Korean fruits and veggies left-
overs on silk, 240 x 120 (cm), 2019 

Color is part of human visual perception senses, but it also 
derives our stimulation, impression and perceptions. Color is 
recognized universally, but they have broad meanings 
depending on where, when, which, and how it appeared.

Food, textiles, and color are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fe. 
In cultures, they refer to the practice, attitude, and belief. 
Collecting leftover fruits and veggies from nearby restau-
rants and traditional markets in Gwangju was a way of 
being conscious to the culture, and also is part of my long 
term research, re-discovering a new possibility in textile 
coloring techniques.

[PEEL MINCH MARINADE] is a cooking activity in which I 
apply the same technique of making colors using natural 
ingredients to dye.

* Natural dyeing workshop on Oct 15, 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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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작된 Research Shaping 2019 프로젝트에 참여한 네 명의 아티스트/큐레이터의 

쇼케이스 //투명한 포착술 Transparent Strategy to Capture//을 소개합니다. 

Research Shaping 2019은 바림의 리서치 프로젝트입니다. 현대 예술계에서 이야기되는 상징, 기호, 

태도, 조형, 개념, 수행성 등에 대한 여러 꼭지를 포함하는 타이틀로, 기존의 현대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추상적, 조형적, 수행적, 이론적, 비평적 접근을 지원하고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 명의 참여자는 각자 다른 방식의 리서치 방법과 방향으로 접근하여 리서치 중심의 

예술작업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순수미술적, 학술적인 환경에 

놓여있으면서 미술의 개념을 다른 학계와 연계해 박사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김하나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리서치가 아닌 제스쳐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서치를 활용합니다. 이양헌 

비평가/큐레이터는 광주비엔날레가 펴낸 정론지를 읽으며, 현대미술의 국제적이며 거시적인 말과 글을 

지역에서 다시 읽는 비평적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건축과 입체를 공부한 황유미 작가는 그 물리적인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미술 공간의 장으로 가져와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거리와 심리, 

신체의 거리를 개념적으로 체험시키는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Nidiya는 공예와 텍스타일을 전공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개발하는 자신의 과학적 리서치를 연장해 광주에 체류하며 새로운 재료와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응용중심의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Research Shaping 2019:
투명한 포착술 Transparent Strategy to Capture

참여작가 : 김하나, 이양헌 , 황유미, Nidiya Kusmaya

오프닝 : 2019년 10월 11일 (금) 6pm

오픈 : 10월 12일 ~ 17일 (토 ~ 목) 1pm ~ 7pm

천연염색 워크샵 : 2019년 10월 15일 (화) 6pm

라운드 테이블: 2019년 11월 (예상)

장소 : 바림 (동구 대의동 80-2 3층)

기획, 주최, 주관 : 바림

후원 : 광주문화재단

문의 : barimgwangju@gmail.com 

https://barimart.wordpress.com

이것은 보이지 않는 포착술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나 있으며 무엇이든 획책할 수 있다. 

이것은 투과되는 포착술이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담을 수 없고 무엇도 빼앗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한 포착술이다. 그러므로 본질을 정확히 향할 것이다. 

이것은 눈부신 포착술이다. 이것은 유령과 같은 포착술이다. 

이것은 포착술 아닌 포착술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Barim presents the artist/curator showcase //Transparent Strategy to Capture// by 4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Research Shaping 2019” project from Sep 1.

Research Shaping 2019 was a research project by Barim in 2019. The title contains various themes 

on symbols, signs, attitudes, forms, concepts, performativity, and more of contemporary art, and 

this project supports contemporary artists/curators who approach to art in an abstract, formative, 

performative, theoretical, and critical way that they can show the process of it.

In this project, 4 participants have attempted to concretely present the possibility of research-

based arts from a different methodology and direction to each other. Hana, situated in fine 

art/academic environment, finds the artistic idea from different academics for her PhD. For her, 

research is a mean to produce gestures, not to produce final works. Yangheon, critic and curator, 

reads a series of journals published by Gwangju Biennale and critically re-reads their international 

and macroscopic words and languages of contemporary art in a local setting. Studying architec-

ture and sculpture, Youmee brings its physical sense of distance deliberately to the art space 

setting. By relocating it, she researches a conceptual way to experienc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bodily distances. Nidiya, majored in craft and textile, extends her scientific research of devel-

oping eco-friendly and sustainable materials. Staying in Gwangju, she has approached from an 

applied perspective to find a new material and application possibility.

Research Shaping 2019:
Transparent Strategy to Capture

Participants : Hana Kim. Yangheon Lee, Youmee Hwang, Nidiya Kusmaya

Opening : OCT 11 (FRI) 6pm

Open : OCT 12- 17 (SAT - THU) 1pm - 7pm

Dyeing Workshop : OCT 15 (TUE) 6pm

Round Table : November (expected)

Venue : Barim (3f daeui-dong, dong-gu)

Organized and curated by Barim

Sponsored by Gwangju Art Foundation

Contact : barimgwangju@gmail.com 

https://barimart.wordpress.com

This is an invisible strategy to capture. Therefore, it is everywhere; It can plot 

everything. This is a see-through strategy to capture. Therefore, it cannot 

contain anything; It does not plunder. This is a pure strategy to capture. 

Therefore, it will be directed exactly to the essence. This is a dazzlingly 

blinding strategy to capture. This is a strategy to capture like a ghost. This is a 

strategy to capture, yet it is nothing like the one. Therefore, theref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