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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HEEM

Established in 11st of February, 2014. SPACE 
HEEM aims for art-political space. Starting out 
from 2014 exhibition <Politics on the Rooftop>, 
which was held with local cooperation from 
Busan, Daegu, Daejeon, Seoul, to Kwangju, 
HEEM is ongoing supporting private exhibition 
3-4 times a year. As well, to promote critics 
and discussion towards local arts, we have 
been published magazines, had seminars and 
critics. The word ‘local’ for HEEM means not 
the place for leaving to escape the binary 
limits it has as compared to center area. It 
means a place with various possibilities and 
where we struggle to improve them. We 
also place high value on cooperation. HEEM 
intends on attaining this by connection, artist 
to artist, artist to curator, furthermore local 
area with another, and local area to a foreign 
one. Exhibitions and magazine publications 
are achieved by region to region cooperation. 
Support of private exhibitions proceeds with 
continuous long-term cooperation with an 
artist.
 HEEM had participated in 2015 and 2017’s 
<Asian Art Space Network> and <2016 
Kwangju Biennale Fellowship>.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has progressed so far on 
exchange with artist from Fukuoka, Hong 
Kong, Philippines, France, and Okinawa. In 
Fukuoka’s case, director HyoYeong Kim and 
curator YeoJun Oh held a forum with the 
region’s artists by participating in (Korean 
Delegation>, a supported enterprise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They also played 

role of display coordinator and translator in 
<STRANGE GAZE> in Project Space Phillipinas, 
Lucban, Philippines. Artist from Hong Kong, 
Cherie Cheuk conducted seminar with HEEM. 
Still, HEEM contacts with Cherie to share 
artistic, and social conditions present to Busan 
and Hong Kong. Young French artist group, or 
<Imdp> had presentations with Korean artists 
for 2weeks and for sustained contact they 
are sharing works via email once a week. 
In addition, project <Drive-in Lab> designed 
by a French artist had started out and held 
workshop in SPACE HEEM with HEEM and 
Busan artists.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 <FROM 
THE HISTORYCAL GEOGRAPHY OF THE 
COLD WAR TO COEXISTING AND PEACEFUL 
COASTLINE역사적 냉전의 지리에서 공존
과 평화의 해안선으로> had its first exchange 
with <Kiyoko Sakata Studio> from Okinawa. 
We investigated fields of historical value and 
currently being social problem, and shared 
related social situations and artistic activities. 
In 2017 HEEM has planned to have exchange 
with <Neng Sheng Xing Factory> from Taiwan, 
inviting artist from <Kiyoko Sakata Studio>, 
to devise an artistic act connecting Okinawa, 
Tainan, and Busan.

2014년 2월 11일 설립. 공간 힘은 예술정치 
공간을 지향한다. 2014년 부산-대구-대전-서
울-광주 지역 협력 전시 <옥상의 정치> 기획전
을 시작으로, 해마다 3-4회의 작가 개인전을 지
원하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 미술의 비평, 
담론 생산을 목표로 잡지 발간, 세미나, 비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간 힘이 말하는 지
역이라는 것은 중심과 주변 이분법적인 면에서 
지역이 가지는 한계점을 탈피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장소
이다. 또한 공간 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업이다. 이것은 작가-작가, 작가-큐레이
터, 나아가 지역-지역, 지역-(국제적)지역의 연
결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한다. 기획전과 잡지 
발행은 지역과 지역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전 또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작가
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2015, 2017 <아시아 창작 네트워크>와 
<2016 광주비엔날레 펠로우십>에 참여하였다. 
국제교류 활동으로는 현재까지 후쿠오카, 홍
콩, 필리핀, 프랑스, 오키나와의 작가들과 교류 
해왔다. 후쿠오카의 경우 김효영 디렉터와 오
여준 큐레이터가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인         
<조선통신사>에 참여하여 후쿠오카 예술인들과 
함께 포럼을 열었으며, 예술 공간 tetra, space 
konya2023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필리핀 Lucban에 위치한 Project space 
Phillipinas공간에서 열렸던 <STRANGE GAZE> 
전시 코디네이터 및 통역으로도 참여했다. 전
시 오프닝에서 예비 예술가(대학생) 및 지역 예
술가들과 함께 교류하였다. 또한 홍콩의 작가 
Cherie Cheuk과 공간 힘에서 세미나를 함께 했

공간 힘

다. Cheire와는 즉각적으로 홍콩과 부산의 예술
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서로 공유해오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lmdp>라는 이름의 젊은 예술 작
가들과 2주간 함께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의 프
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작업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 작가가 
기획한 프로젝트 <드라이브-인 실험실>의 출발
지이자 워크샵을 공간 힘에서 공간 힘과 부산 지
역 작가들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해외교류 프로젝트인 <역사적 냉전의 
지리에서 공존과 평화의 해안선으로>의 첫 번
째 기획으로 오키나와 <kiyoko sakata studio>
와 교류하였다. 역사적 장소, 현재 사회적인 문
제가 되고 있는 장소들을 답사하였고, 오키나와
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만나 서로 간 연결된 사
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예술적 활동에 관해 
공유하였다. 2017년 대만 <Neng Sheng Xing 
Factory>와 교류할 예정이며, 오키나와 <kiyoko 
sakata studio>의 작가를 초청해 오키나와-타이
난-부산을 잇는 예술적 활동을 고민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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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젝트 소개
<역사적 냉전의 지리에서 공존과 평화의 해안선
으로(Peace Coexistence Art Community)> 프로
젝트는 공통된 식민 경험을 가진 아시아의 지역
(오키나와, 타이난, 홍콩, 자카르타, 치앙마이, 비
엔티안, 하노이, 광주, 제주, 부산)을 연결하는 작
업이다. 국가 체제 아래의 국가가 아닌 지역을 명
명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이다. 
공간 힘은 1년에 한번 총 10년에 걸쳐 식민지배
와 냉전을 경험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도시의 
생태를 익히고, 그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
한 예술그룹이나 예술 공간들과의 결합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무엇인가를 궁구
해내는 것으로서‘예술’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탐구
하고자 한다.  

Introduce Total Project
<FROM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COLD WAR TO COEXISTING AND 
PEACEFUL COASTLINE(Peace Coexistence 
Art Community)> project is to connect the Asia 
locals(Okinawa, Tainan, Hongkong, Jakarta, 
Chiang Mai, Hanoi, Gwang-ju, Jeju, Busan). Not 
The country under the system of government, 
calling ‘the local’ is important. 
Space Heem learn the system of the countries 
and local having experience the 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once a year throughout 10 years, 
through co-operatied with , various art group 
or art space is activated in this environment, as 
studying something in condition nothing can do, 
we do study what the ‘art’ is.

기간
2016년 11월 17일-26일(10일간)

교류 공간
오키나와 <kiyoko sakata studio> 
www.kiyokosakata.com

참여자
공간힘, 심점환(작가), 황지희(작가), 지구발전오
라(광주), 오키나와 활동 예술가

기획의도
오키나와는 미국과 일본에 맞서 75년여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미군 점령에 대한 반대와 해안선
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아직 철회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키나와의 자치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오키나와에 있었던 역사적 
조선인들에 대한 기념비와 위령비는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한국의 역사와도 긴밀한 관
계 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키나와
의 지속적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자,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렇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
고 지속하는 것은 오늘날 예술이 처해 있는 상황
과 무척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오키나와의 싸움
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
감’하고 또 오키나와에서 활동하는 예술 공간과의 
만남과 협업과 그 결과물은 최소한 지역미술 장의 
고갱이로 삼을 수 있다.  

Date
2016/11/17~26 (10days)

Co-operated space 
Okinawa <kiyoko sakata studio>

Participant 
Busan Space Heem, Gwang-ju Da.ora, 
artist(Sim Jeom-hwan, Hwang Ji-hee)
Sakata kiyoko, kaori nakasone(editor magazine 
Art bfidge, Las Barcas), local artists

The purpose of planning
Okinawa is still against USA and Japan for 75 
years. known as ,for tradition of Okinawa, been 
watered and lost by the mainland, opposing 
about occupied the US armed forces and the 
struggle to save the coastline is continuing, also 
various actions for and independent OKINAWA 
body. and monument and requiem stone for 
historical Cho-sun people been in Okinawa 
means that the history, culture, and art of 
Okinawa have closely something to do with 
the history of Korea. the continuous Okinawa 
struggle is unwinnable, further, doomed to lose. 
however, the situation which they don’t stop and 
keep going is similar to the art in the situation 
today. in the way, we can “realize” what is 
continuing through the process of the Okinawa 
fight, and to meet and cooperation with art 
space working on Okinawa and the results can 
make ,at least, the pith of local-art.

Peace Coexistence 
Art Community

Peace Coexistence 
Art Community

First Project 
Okinaw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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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역사적 장소
그리고 현재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답사 
태평양전쟁이 치뤄졌던 곳, 태평양전쟁을 치루며 
학살된 민간인(일본 오키나와 지역민, 조선인)들
을 위한 한의 비, 평화박물관, 미군기지 반대시위
를 17년간 이어왔던 시위지역(헤노코), 현재 시
위를 진행하고 있는 타카에 지역, 후텐마기지 옆 '
전쟁, 평화'를 주제로 설립한 사키마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감각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Exploring the place with Okinawa historical and 
the currently proceeding problem 
The place had war, ‘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 ‘Hanehi’ for genocide local 
people in The Pacific War , and continuing 
offending places ‘Takae’, ‘Hutenma base’ beside 
‘Sakima Museum’, founded in ‘War’, ‘peace’, the 
demo place protest to build the U.S military base 
as 17 years (‘Henoko base’). 

세미나
오키나와와 일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초
청세미나. 재일조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오키나
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적이면서 현
재적인 문제들을 일본-재일조선인-한국 예술가들
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Seminar
 the invitation seminar with the researcher 
studied about Okinawa or Japan, the Okinawa 
point of view Chosun-people-live-in-japa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e talk about 
those things the current, historical problem with 
Japan- ‘Chosun-people-live-in-japan’-(North) 
Korea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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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퍼포먼스 <SI-RU-실-잇다>
“실-SIRU(知る:알다)-잇다” 라는 의미의 <SI-RU 
프로젝트>를 오키나와에서 진행했다. 교류활동이 
마무리될 때 즈음 교류했던 예술가, 활동가, 관객 
등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실
들을 엮는 퍼포먼스로, 최종 10개국을 다니면서 
완성하고자 한다. SIRU(知る:알다) 라는 의미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서로를 연결해나가는 
과정을 퍼포먼스 형태로 기록하고자 한다. 최종 
결과물은 이후 전시될 예정이다.  

peace network; group performance for 
networking (siru)
We had <SI-RU Project> menaning of “SIL-
SIRU(知る:know)-connect” at Okinawa. 
This is the performance, which we bring  the 
SIL(thread) at last year, we tie again, and we 
will tie at the 10 countries. in other way, this 
performance is people bring their own SIL or the 
form of the SIL, and tie each participants’s SIL, 
make th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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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7년 8월 7일-30일(24일간)

참여자
공간힘, 심소정(작가), 양유연(작가), 하민지(작
가), kiyoko sakata(작가), nakasone kaori(<art 
bsidge>, <las barcas>편집장), 허정(통역)

교류 공간
타이난<Neng Sheng Xing factory> 
www.n-factory-air.org

기획의도
1. 1947년 대만에서 일어난 2.28사건은 동아
시아 냉전 구도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한 양상
이다. 식민지 파시즘에 의해 구조화된 내부 적대
가 ‘해방’(광복) 이후 성립된 (폭력적, 독재적) 국
민국가가 체제를 유지,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활용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성인과 외성인
이라는 차별적 범주로 ‘국민’을 분할하고 이를 통
치 전략으로 삼는 방식은 ‘야마톤추’와 ‘우치난추’
를 분리하는 오키나와의 경우나 제주도 사람이나 
광주 사람들에 대한 부정성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더불어 미국에 의한 아시아의 냉전구도가 신냉
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다시 강화되면서, ‘레드퍼
지’(Red purge)나 ‘검열’, ‘심의’에 의해 예술적 언
어들이 갖는 저항적, 투쟁적 목소리를 지배적 이
념에 맞게 ‘순치’시키고 군사적/경제적 배치를 절
대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들이 아시아 각 국
가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만’
은 중국의 전략과 미국의 전략 사이에서 아주 힘

Date
2017/8/7~30 (24days)

Co-operated space 
Tainan <Neng Sheng Xing factory> 
www.n-factory-air.org

Participant 
Busan Space Heem, 
Sim so jung(artist), Yang yoo yun(artist), 
Ha min ji(artist), Sakata kiyoko(artist), kaori 
nakasone(editor magazine Art bfidge, Las 
Barcas), Heo jung(translator)

The purpose of planning
1. February 28 incident in Taiwan, 1947, is an 
aspect of state violence in East Asian cold war. 
Internal hostility derived from colonial fascism 
was put to be used as a way of maintaining 
dictatorship even after independence. 
Discriminating its people as insider or outsider, 
making a ruling strategy out of it shares 
consistency with Okinawa’s way of dividing 
people and also the regional conflicts in Korea, 
making it an historical ongoing problem.
2. Also, as Asian cold war crusade had been 
enhanced by America’s new cold war shows up, 
Asian countries are displaying similar attempts of 
oppressing resistant, striking character of artistic 
words by ‘Red purge’, or censoring, to refine 
it as compatible to political ideas. Additionally 
degrading art to make military and economic 
disposition absolute. Especially in Taiwan’s case, 

겨운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미안보
전략이나 한미안보전략은 이른 바 ‘양안’ 관계에서 
대만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한국 미술은 국가폭력이 점증하는 시기에, ‘민
중미술’을 발명하고 이를 통해 예술정치의 역량
을 증진시켰고, 대만 역시 오직 ‘침묵’으로 조형언
어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대적 조
건에 항의한 조형언어가 발굴되기 어렵다고 해도, 
대만의 아름다운 해안이나 산의 풍경을 그린 지배
적인 경향은 단순한 풍경화일 수 없고 역사적 기
억과 더불어 존재하는 풍경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
요가 있다. 즉, 각 아시아 국가의 냉전 시스템에 
대응하는 조형언어들을 역사적이고 동시적인 조
건에서 검토하는 것은 증오와 혐오에 맞서 예술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원리를 발견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산에
서의 예술 지속의 모델을 사고하는 데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ir progress is facing severe conflict between 
strategy of China and that of America. This 
cross-straits relations associates with that of 
Japan and Korea’s.
3. Korean art, on the epoch of increasing state 
violence, devised ‘public art’ which enhanced 
capability of art-politics. Taiwan also hadn’t 
only been silent just covering formative art. 
Even if there is hardly a formative language 
that represents direct protest against the 
conditions of the age, the tendency of painting 
landscape is not only just a beautiful picture, 
but also be comprehended as containing historic 
memory within. That is, examining each Asian 
countries’ formative language dealing with cold 
war system in simultaneous condition, is like 
exploring the fundamentals of maintaining art 
(aka. Species diversity) over hatred and detest. 
This in conclusion, provides core keywords to 
develop sustainable art model in Busan. 

두번째 교류 
타이난 (2017)

Second Project 
Tain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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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전시

2017.8.7-28 2pm-9pm
NSX factory / LOLA Bar

아티스트 토크
2017.8.18 2PM

참여작가
그린라이프: Zowie Chen, 심소정
젠더: Deedee Wu, 양유연
원전: Yiroh Yih, 하민지

기획의도
두 공간에서 부산-대만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문
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자신의 장소/국
가/지역에서 사유해본 뒤 10개의 키워드를 도출
하였다. 도출된 10개의 키워드 중 논의를 거쳐 최
종적으로 3가지 키워드인 <젠더, 원전, 그린라이
프>를 선정하였다. 각 키워드별로  타이난 작가와 
한국 작가가 1:1매칭되며, 3개의 공간에서, 3개
의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현지에 가기 전 작가들 간 매칭을 통해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대만이라는 장소에 가기 전 미
디어 혹은 온라인상으로 교환된 이미지들과 현지
에서 직접 경험하며 체득된 이미지 결과물 사이에
서 벌어지는 차이, 틈, 간극들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다. 그 간극들이 '차이'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직접 대만에 방문해 교류하고자 하는 이유들로 드
러나게 된다. 오프닝 당일 3개의 전시장을 투어하
면서 아티스트 토크를 가질 예정이다. 

Collaboration Exhibition

2017.8.7-28  2pm-9pm
NSX factory /LOLA Bar

Aartist Talk
2017.8.18 2PM

Artist
Green life: Zowie Chen, Sim So Jung
Gender issue: Deedee Wu, Yang Yoo Yun
Nu-clear: Yiroh Yih, Ha Min Ji

The purpose of planning
Space Heem & NSX Factory drawed the 
keywords after we were thinking about the 
hystorical problems merged busan-Taiwan and 
ongoing-problems in their space/nation/local. in 
10 of drawed keywords, eventually, we selected 
the 3 keywords, ‘Gender’, ‘Nuclear’ , ‘Green 
Life’. Tainan and Busan artists are matched with 
each keywords, so 3 of exhibitions are going to 
in 3 of space. 
The reason works are started before go to 
the field throughout artists-matching is we 
focus on the differences and cracks between 
images from on the media or online about 
Taiwan before going to Taiwan and the directly 
experience-images at the field. The cracks will 
be passed over the ‘difference’, this will come 
out the reason we directly visit and co-operate 
with ‘Taiwan’. The opening day, we will tour the 
3 of spaces and have artist talk.

세미나

타이난의 미술, 부산의 미술 / 젠더 / 원전 
대만-한국, 타이난-부산의 역사적인 문제와 현재
진행중인 문제들을  전시와 연계해서 각각의 키워
드별로 사유할 수 있도록 전시기간 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1
2017.8.19. 3pm-9pm
타이난, 부산의 현대미술: Lin, Huang Ti, 김만석
젠더: Erik Chen, 김효영
지역, 청년, 퀴어, 덕후: 오여준

세미나 2
2017.8.20. 7:30pm-8:30pm
그린 라이프: YoSrLin

Seminar

The contemporary art of Tainan, 
the contemporary art of Busan / 
Gender issue /  Nu-clear power and Green life.
For thinking the hystorical problem and ongoing 
problems of Taiwan-Korea, Tainan-Busan 
with each keywords, the seminar will be held at 
exhibition days.

Seminas 1
2017.8.19. 3pm-9pm
The contemporary art of Tainan, Busan:
Lin, Huang Ti, Kim Man Seok
Gender issue: Erik-Chen, Kim Hyo Young
Locality, Youth, Queer, Otaku: Oh Yeo Jun 

Seminas 2
2017.8.20. 7:30pm-8:30pm
Green life: YoS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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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정

기존의 작업은 본인이 마주한 사회에 대한 저항을 
회화화하고 자립과 애도를 선언하며 움직이는 몸
으로서 다른 기관들과 퍼포먼스로 협업하는 활동
을 시도 했다.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 그 공간은 
사물과 감각이 부딪히면서 생성되는 곳으로 미묘
하게 다른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생동감을 불
러일으킨다. 주어진 상황에서 끝없이 자유로워지
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본인의 발길이 닿는 일상
의 공간에서 시선이 닿아 찾아지는 공간을 회화로
서 기록한다. 그 공간을 본인은 새로운 공간으로 
명명하고 장식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다. 

주로 특유의 성질의 대상을 회화화하는 작업으로 
다른 종류의 미디어를 한 화면에 모아놓고 그 재
료들이 표현하는 이질감과 조화에 중점을 둔 작업
을 해왔으 며, 이번 국제교류 전시의 주제에 따라 
실이라는 하나의 매체로 공중에 얽히고 이어져있
는 공중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역사적 냉전
의 지리에서’라는 땅 위의 우리의 기억(배움)으로
부터, 우리가 희망하는 ‘공존과 평화의 해안선으
로’ 의 끝없는물(결)의길에한발짝다가서기위한,
우리가향유하고걸을수있는 ‘공중공원’으로서 그
린라이프라는 키워드를 성립하고자 한다. 

Sim So Jung

To explain my previous works, I pictorialized 
my resistance against the facing world, 
pronounced independence and introducing 
myself to the collaborating performances with 
other institutions. Discovering the unknown, the 
place spawning from the collision of matters 
and senses, daily lives with discreet divergence 
– those are the way of dynamics.Uncertain 
uneasiness led me to repeat repetitive lives, but 
the breakthrough came with the realization that 
it was just I holding on to poorly conceptualized 
information on how to live. As a way of 
designing a new life style out of the mechanical 
one derived from that obscure concept, I record 
the places within my footsteps as an art form.

I’ve been working on conjoining different kind of 
matters in one screen, examining the expression 
of difference and harmony between them. In 
accordance with the theme of this international 
exchange, I conceive a hanging gardens with 
only one medium – thread. From our memory of 
earth called ‘land of cold war’, towards our idea 
of tidal waves called ‘shoreline of coexistence 
and peace’, I’d achieve keyword ‘green life’ as I 
present enjoyable and walkable ‘garden in the 
air’.

Zowie Chen

Sustainable living
Green life, start from the trivia thing of life. 
Present, past, future, what changed during the 
interaction of human and nature?
From eating to using, regain the sense of 
everything in life.
You will discover that a choice can treat nature 
better, and it will be the better decision for soil, 
ecology, and our family.

Though this exhibition, we hope to reconstruct 
people's habit of using daily necessities.
Letting peopl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sition, producing, habit, and 
ecology.

'GREEN LIF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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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연

양유연은 인간의 삶이 개인의 의지로만 움직이기
보다는 사회라는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고 인식한다. 그에 따라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면
서 사회집단에 의해 보편적으로 유발되는 ‘고독’
을 화면 안에 극대화시켜 표현한다. 초기에는 작
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환상을 가미해 심상의 이
미지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후에는 사회
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함과 동시에 확장되었고 
동시대의 모습과 사건들을 허구적인 서사와 결합
하면서 실제 풍경이나 인물, 신체 일부분, 상흔 등
의 소재를 조합하여 작업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잊혀져가는 오래된 공간의 피동적 존재들
을 그림으로써 현시대의 비정상적인 재개발과 변
질된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소수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려고 한다. 이로 하여금 현대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밀한 감정의 상기를 돕고자 한다.

Deedee Wu 

Fourteen, the age of endless daydreams. I had 
a strong imagination and energy towards my 
own independence, so i started working, by the 
time when i was eighteen,i had more than 15 
different jobs experience,Retail,Catering,Phone-
girl,House cleaning,actress,privet 
assistance,model....also jobs that were 
inappropriate for a underage,such as night club 
PR,fake ID making and special delivery.
2013, spring
Before graduating from high school,i met a group 
of people does charity hair-cut , [ Invisible salon 
] we were close and tight, at the time charity 
hair-cut was hip and attract a lot of attention,i 
started to combine music,performance 
art,preaching to charity hair-cut events.
2013,Winter
My life of working part times,transform to a 
commercial case make up artist / dresser.
When there’s spare time besides work, i 
work with projects with friends from different 
fields,photography,music video,short movie...at 
that time i start stepping in to performance art 
myself.
2015,Fall
Finally i left Taipei City, came to Neng Shen Xing 
Factory to take a breath from life, a working 
holiday to the south. This factory is a space rent 
by a NGO group ,11 woman and man with the 
heart full of love for earth, gathers here to have 
a life together, through different kinds of events, 
to gather more consciousness to learn and to 
be more aware of what’s going around us.

2015-2017 
After being in the factory for a month,i finish 
my working holiday time, and officially join the 
group. With my partners, we devote our mind 
and time to subjects,the first big event i do with 
the group was the [ 2015 Tainan Rainbow 
Parade ].

Project concept
What’s interesting is in those projects, i 
found the things i truly care for,start from 
gender equality,environmental issues,animal 
rights...reflecting on all the choices i made and 
still making.started digging i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civil 
society,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nature itself, conn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i’ve come to a deep realization of what my 
heart holds on and what i do for living has a 
strong contradiction,each time i use a make-
up product to create the illusion of what a 
sexy woman should look like, the images of 
animal experiments wont go out of my head. I 
struggled in- between reality and faith,it messed 
up my mind and to my daily life,i began to 
spend money on alcohol and drugs,Indulgence in 
sex,completely in debauchery. in order to cover 
up the dishonesty from i to myself.

As a group we spread the message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on the path we 
learn about LGBITQIAN, different genders and 
sexualities ,stories and experience of my selves 

Yang Yoo Yun

YooYun Yang perceives that a person’s life 
is not entirely fueled with the individual’s will, 
but the surroundings, or the societ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t. The utmost personal 
sentiment, yet provoked commonly by social 
groups, is ‘solitude’, which is maximized theme 
in her work. In early days, the artist focused 
on materializing the image by flavoring her 
experience with fantasy. Later on, as her 
perception toward society transformed, and 
expanded, she combines the real image or 
incidents, scene, people, human parts, scars, 
with fabricated narrations.
There are passive beings erased as the time 
passes remaining in worn places. She takes 
note on them, creates art out of it, and speaks 
for the neglected minority, ruled out by extreme 
transition of corrupted society. She hopes 
her pieces to work as a reminder of private 
emotions lying beneath as the foundation of 
modern people. 

'GENDER ISSU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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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재난의 시대라고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
서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가까이에
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나는 부산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고리원전이 있는 풍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작업에 나타나는 고리원
전을 껴안고 있는 모든 주름들은 뒤엉킨 채로 흐
르고 있다.  이는 인간과 동물 구분 없이 생명 전
체의 종말과 파국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고,   모
든 힘들이 피어오르면서 세계가 뒤섞이거나 흔들
려 다른 힘으로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름은 특정한 형태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
떤 무엇들과 섞이거나 분리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주름들은 우연한 마주침 속에서 새로운 모습
으로 생성되거나,  무한히 증식된다.  이러한 주름
들은 현재의 지배적 상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힘을 형성하며 나아가게 한다.  
대만에서 또한 이러한 주름이라는 형식으로 관계 
맺음을 표현하고,  모든 사건과 풍경을 기록하고
자 한다.

부산의 특징적인 장소인 원전이 있는 풍경을 바라
보며, 모든 생명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그래서 이번 국제교류전
시의 한가지 키워드인 ‘원전’의 전시에서는 세로축
의 큰 두리마리 형식에 주름들이 쌓여 있는 부산
의 풍경과 함께 그 곳의 풍경을 가로축의 두루마
리 형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계획이다.

and others ,i see the confusion and insecurity 
in identifying your own sexuality, my  [ Gender 
Identity ], also by associating with other groups, 
that are also working with the subject-Gender 
Equality, and individuals,i see the tension on the 
classification of each gender, also how important 
people see in these categories.
I'd like take my own live experience as my 
creativity base,from the memories of the 
first time i have a sexual impulse to all sexual 
experience,to divide [ body ] and [ mind ], two 
angles of ones Gender Identity, turn myself 
inside out,to speak about how much i adore 
and how obsessed i am with the yin and yang, 
to express the uncertainty i have with gender 
categories, i hope to be in counter with project 
viewers, and together we search our own 
definition of [Gender Identity ], freely.

Ha Min Ji

The world is introduced to the age of 
catastrophes as each sectors are being faced 
by disaster. As the closest incident considering 
the distance, there was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ch came to all living beings as 
a threat. So there was myself staring at the 
nuclear power plant in Gori only 20 minutes 
away from my hometown. Every single wrinkles 
in my work are embracing the nuclear facility, 
melting and collapsing with it in its arms. This 
image represents the idea warning no matter 
human or animal, they are all in severe crisis, 
and also the idea that every force rising from 
the world mixing, trembling, sublimating into 
other force. Wrinkles, as they aren’t able to 
be defined in a typical form, can be melded or 
detached.  That characteristics allow wrinkles to 
have infinite spontaneous encounters, be born 
new, multiplying. They run in different directions 
to the dominant status, making it possible for 
new kind of force to appear. I’d express the 
concept of relationship in the form of wrinkles, 
and document every happenings and sceneries 
in Taiwan. 

I realized that every creatures are living in 
danger by watching the sight of nuclear facility 
in Busan. So in ‘Nuclear’ exhibition, one of the 
keywords of this international exchange, I will 
have two scrolls, vertical one picturing Busan’s 
scenery, and horizontal one documenting the 
scenery.

'NU-CLEAR POWER'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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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roh Yih

Project concept
11 movies, 11 books
Form: To play the movies which about nuclear 
power
DATA1: The issues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Taiwan draw a Taiwan nuclear map on the 
wall
DATA2: Chernobyl

전체일정

2017.8.13 19:30-21:30 네트워크 파티

2017.8.18-28 협업전시

장소 NSX factory/Lola

性別/吳蝶衣(타이난) x 양유연(한국)

核電/易以柔(타이난) x 하민지(한국)

綠色生活/陳伶雅(타이난 )x 심소정(한국)

2017.8.18 19:00-21:00 아티스트 토크 

2017.8.19 세미나 1

15:00-17:00 부산, 타이난의 현대미술

林煌迪,  Kim Man Seok

19:00-21:00 젠더

陳多佳, 김효영

지역, 청년, 퀴어, 오타쿠/ 오여준

2017.8.20 세미나 2

19:30-20:30 그린 라이프

林佑鍶

2017.8.29 19:00 네트워크 파티+퍼포먼스

공간 힘

NSX factory

Kiyoko Sakata Studio (Nakasone Kaori. Kiyoko 

Sakata)

교류지역-공간

부산 공간 힘Space Heem

타이난 Neng Sheng Xing factory

오키나와 Kiyoko Sakata Studio

  

Full schedule

2017.8.13 19:30-21:30 台韓友好派對(內部交流)

2017.8.18-28 台韓聯展

地點 能盛興工廠國際藝術村/蘿拉冷飲店

性別/吳蝶衣(台) x Yang Yu Yeon(韓)

核電/易以柔(台) x Ha Min Ji(韓)

綠色生活/陳伶雅(台)x Sim so Jung(韓)

2017.8.18 19:00-21:00 藝術家對談

2017.8.19 議題討論 D1

15:00-17:00當代藝術於台南及釜山

林煌迪, Kim Man Seok

19:00-21:00 性別議題

陳多佳, Kim Hyo Young

在地性,青年,酷兒,御宅族 Oh Yeo Jun

2017.8.20 議題討論 D2

19:30-20:30 綠色生活 

林佑鍶

2017.8.29 19:00 台韓友好派對+表演

Space Heem

能盛興工廠國際藝術村

Kiyoko Sakata Studio (Nakasone Kaori. Kiyoko 

Sakata)

釜山-Space Heem

台南-能盛興工廠國際藝術村

沖繩- Kiyoko Sakata Studio

  

'NU-CLEAR POWER'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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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간 힘

편집 및 발행
공간 힘

디자인
김효영

협업 및 교류공간
오키나와 <Kiyok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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