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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ever look at a piece of art and wish you could touch it? Just stick your hand 
right out and run your fingertips across its surface? This is how I feel every time I look 
at art. I want to put my hands all over it and absorb its existence through my skin the 
way frogs absorb oxygen from the air. With a childlike lack of propriety, I want to come 
into full contact with the potentially priceless object and actually feel the visual changes 
that my eyes see. I rejoice in the feel of things – fine fabrics, warm mugs, chilled air, 
work-worn hands. During my short period of abstract painting, I quickly abandoned my 
brushes and spatulas in favour of my palms and fingers. I liked to think I could feel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lors as they oozed fresh from the tube onto my hand.

That overwhelming pleasure in the feel of things is what brought me into contact with 
[b]racket. I was at a bar that no longer exists, filming a video now lost in the internet 
ether. While waiting to lose horribly at pool, I saw a weeping minotaur staring plain-
tively at me over a pile of skulls. It was the February issue with Boyane Zelechowski’s 
eye-catching cover art. I couldn’t help but grab one of the magazines. The thickness of 
the paper was the first thing I noticed. The second was how heavy it was. It felt so perfect 
against my palm. The matte pages had just enough texture to feel anchored against my 
skin, but were smooth enough to make me think, “mmmm.” I tucked a copy in my bag 
and continued on with the rest of my night.

It wasn’t until May that I thought about getting involved. During the intervening 
months, I had picked up a few more issues as I saw them around Daegu. And the more I 
saw, the more I wanted to be part of the [b]racket world. So, I shot off an email to Jess 
Hinshaw extolling my virtues as a gopher and coffee-getter. I was happy doing anything. 
But, after one meeting, I found myself an editor. An editor. I had an actual position with 
real things that needed doing. I was shocked and so flattered to be trusted by Jess, Chris, 
and Sharon.

Since then, the [b]racket blog has been mine. I’ve interviewed artists, promoted gal-
lery shows, shared my own experiences with art, and made it (hopefully) easier for the 
Daegu community to find the art missing in its life. The [b]racket blog has gotten me off 
my ass and walking in pursuit of art. Art is now a daily part of my life: I am always think-
ing about the next post I want to make, or stopping in a local gallery to see the current 
show. And I want it to stay that way. Although I’m leaving Korea, and handing over the 
digital editing to the rad Lisa Highfill, I want to always be as jazzed about art as I am 
right now. There aren’t enough ways to say “thank you” to the [b]racket team for opening 
this door to a lifestyle so saturated with creative people and the things they make. 

Now, will someone let me poke their painting already?

Kita Mendolina
Digital Editor

Editor’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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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conversation in a cozy atmosphere. 
With our drink prices, it’s always happy hour! 
Come join your friends for a drink...
              Downstairs.

Located at Keimyung 
University’s East Gate
facebook.com/Downstairs.KMU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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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

le

Na
ve

r

Open Monday - Saturday 11:30 ~ 10:30
대구 중구 삼덕동2가 45분 홍빛으로 병원빌딩2F

053. 606. 0733

La Luce Contemporary
European Restaurant



Kim Sang Yeoul
To contemplate the unknown inspires imaginative 
thinking. It is more intriguing to be mystified by the 
complexities that exist in the world around us than 
to have boring answers. Not knowing can be peaceful; 
it can enable us to see beauty in different dimensions 
rather than being told what to see. Ambiguous art can 
sometimes allow you to go on wondering and admiring 
what is almost undecipherable, even two hours later 

while you’re doing dishes. This has been my experience 
with Kim Sang Yeoul’s series of paintings titled Secret 
garden. 

Made with thin layers of acrylic paint on canvas, 
Kim’s paintings offer multi dimensional images so 
realistic and refined that you may question the medium. 
When I approached this body of work for the first time, 
I was surprised to learn I was not looking at photo-
graphs. As much as I am in awe of Kim’s ability to create 
such realistic and precise images with paint, it is the 

prospect of possibilities within the subject matter that 
I find more exciting. Each image piques the curiosity of 
its viewers by inviting them into the spectral realm that 
it has created. 

I believe Kim presents this series not through 
imagery alone but also by using the negative space on 
the canvas. Spectators should look upon the equivo-
cal nature of the paintings and ponder what is unseen. 

A consistent theme in this series is Kim’s personal 
fruition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fragile aesthetic of the leaves is what drew me in; 
the intervals of light moved me. These bright and hazy 
spaces, which are void of imagery, allow observers to 
witness something obscure. Kim’s work prompted me 
to daydream about the vagueness of the space, and the 
possibilities were endless. 

The points of darkness in the leaves and beams of 
light that drift behind them serve as a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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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depends on the spectator’s ability to see past 
it. At times it is imperative to take a moment and 
give special attention to art. For me, this was one of 
those moments. I discovered liveliness within the 
earthy and grayscale tones of color. I found my mind 
submerged in contemplation and it sent me into the 
abyss of my imagination. I came away from this work 

with my own distinctive understanding and a new 
theory: it is fundamental to investigate beyond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been given. In life and in 
art, how much do we truly allow ourselves to see? [b]

Sybille Cav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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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Woo Jung

조그마하고 기묘한 모양의 작품들은 이세상에 존
재하지 않을 것 같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
다. 초자연적인 사물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연구

자의 표본 같기도 하고 집착이 강한 수집가의 독특한 수집
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형상을 작품의 이미지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작품들을 김우정 작가는 바이러
스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만나는 이 바이
러스는 최근에 대중문화와 예술작품의 소재로 많이 등장
하고 있다. 드라마, 소설, 미술작품 등 바이러스는 더 이상 
새로운 소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소재가 현대인의 관심
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유기체보다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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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남에도 우리는 이
것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같은 전염병으로 
바이러스 판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을 
경험했고 이것은 현재의 바이러스 신드롬의 배경이 되었
다. 또한 불안 사회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바이
러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소재로 주목 받게 된 것이다. 인
류가 정복할 수 없는 병원체에 대한 두려움과 끝없는 호기
심,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싶은 과학자들의 열망 그리고 바
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오늘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치 등이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끈임 없

이 예술적 생산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에서 바이러스는 인

간이나 사회의 이면에 있는 추악함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거나 상징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몽적
인 효과를 작동시킨다. 한편, 김우정 작가는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 측
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과학에
서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는 병원체인 동시에 인류의 
생존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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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로 말하기도 한다. 그녀가 생각
하는 바이러스도 이러한 관계적 맥락 안에 놓여 있다. 그
녀는 이 바이러스가 현대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한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거나 외면하고 싶
은 진실이기도 하고 가시적 세계를 넘어선 정신적인 그 무
엇이거나 초자연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 없는 권력일 수도 있고 현대인들의 막연한 욕
망일 수도 있으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희망, 꿈, 우리의 양
심 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존
재하는 부정과 긍정이거나 그것을 넘어선 그 무엇인 것이
다. 우리는 녹록하지 않는 삶에서 부정과 긍정의 경계선에
서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거나 가끔은 진실을 외면
하고 가끔은 나의 꿈에 기대보기도 하고 가끔은 헛된 욕망
을 위해 앞만 보고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고귀
한 정신을 추구하려고도 한다. 김우정 작가는 이러한 우리
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 있는 것이다. 

과학서적에서 만나는 바이러스의 형상과는 다른 엉뚱
하고 기발한 그녀의 작품에서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유머
로 표현하는 재치가 엿보인다. 그녀는 ‘L8-1yh3의 탈출’
이라는 작품에서 작은 조각품 하나하나가 바이러스에 감
염된 사람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의 정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인 셈이다. 작품에 있는 
일련 번호는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바이러스 종

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이름 이니셜과 생년월일
을 조합한 것이라고 한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김우정 2
월18일생이면 K2-18WJ이되고 뒤에 감염된 바이러스
의 번호를 붙여 K2-18WJ1이 된다는 것이다. 이 재미있
는 발상과 김우정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에 미소를 짖게 된
다. 지금껏 바이러스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
하면서 우리는 시종일관 그 존재로부터 우리와 사회에 대
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껴왔다면 우리는 그녀의 작품에 담
겨있는 즐거움과 유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에 감염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점이 바로 그녀
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많
은 작품과 차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위
협이나 인간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병원체에 대한 이
야기가 일반적이었다면 그녀는 다른 관점에서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우리를 은밀하게 긍정의 바이러스나 그것을 넘
어선 고귀한 정신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
품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바이러스에 감
염되어 있나요’ 하고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은 어떤 바이
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녀는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b]

Seo Hee Jo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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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Jae Hyun’s work demands attention with its 
size, simplicity, and focus on detail. He precisely cuts, 
arranges and connects individual pieces of plywood 
to form simplified versions of animals and objects. 
However, these sculptures are far more than just 
representations of familiar forms. “I do this [work] 
not simply to reproduce a cow or a fish out of wood,” 
Kwon explains, “but to express the reflection of my 
consciousness and my feelings about society.”

In Kwon’s opinion, the basis of society is desire. He 
exemplifies this simplification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with his geometric sculptures. Kwon views ur-

ban society in particular as one “huge lump of desire,” 
and feels that it can be either progressive or destruc-
tive. He portrays ruinous human longing in his piece 
titled Bag-Impala, which represents the things we take 
from nature to fulfill our materialistic wants. The size-
able Hanging Cow represents our society’s desire for 
animal products and our disinterest in the effects that 
it has on our planet’s well-being. Materialism’s im-
pact on the environmen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Kwon’s work. 

While he sometimes adds a wash of color to his 
pieces, Kwon tries not to lose the feel of the natu-

Kwon Jae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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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 material. In one such piece, Modern Child, Kwon 
focuses on another form of desire:  modern society’s 
self-obsession. This piece depicts a child that is capa-
ble of doing nothing but looking at herself endlessly. 
This could be a symbol of our current “selfie” culture 
or perhaps a representation of what has become ubiq-
uitous in Korean society – we’ve all seen young girls 
with their faces in mirrors on sidewalks, on subways 
and in classrooms. 

Desire motivates us just as it dements us. It could 
be what paves the way to our success or what leads to 
our downfall. But as Kwon points out, it is certainly 
the motive behind almost everything we do. [b]

Lisa High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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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Won Gi

20 [b]racket December 2013



‘화분이나 한번 키워볼까?’
문뜩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선인장? 뭐, 나쁘지않네.’  
그렇게 그는 무심코 선인장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잔잔해 보이는 일상에 화분 하나 키우는것이 뭐 그리 대단
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것도 물 주는걸 왠만큼 깜빡해도 시들어 죽을일 없는 가
장 안전한 선인장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 선인장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의 일상을 마치 뒤틀어버리고 싶다는듯, 그렇게 선인장
은 떨어지면서 깨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작가 이원기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순간의 찰나를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이 ‘조각난 풍경’ 이다. 

그에게서 작품의 계기를 들었을때, 
이거야말로 매 순간을 예술로 포커스 맞춰놓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한순간도 예술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그라면 하루에도 
몇번씩 예술적 영감을 얻는건 문제도 아닐듯했다.

‘조각난 풍경’ 이전에 그의 작업들을 보자면, 그는 참 솔직
하다고 말하고 싶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의 작
업는 참 진실하다.
그는 슬픔을 외면하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감정을 놓치
지않고 작업으로 풀어놓는 듯 하였다.   
풍경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로 작업을 하였고, 주로 안개, 
어둠, 바람과 같은 소재들을 끌어들였는데 그 작업들이 내
는 분위기는 의외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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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 뭔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풍경
에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듯 했다.  뭐든 명확해야하
고  똑부러지게 확실해야 인정받는 요즘 세상에서 흐
릿한 무언가를 보고있자니 왠지 나에게 한숨 돌릴 여
유를 주는 듯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자니 마치 빗방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비가 내린다는 이유로 시야가 뚜렷하지않아도, 빗소
리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 않아도, 그리고 약속시간에 
조금 늦는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도 너그러이 용서되
는 그런것들이 아마도 내가 그의 그림을 보면서 느꼈
던 기분이 아닐까.

다시 ‘조각난 풍경’ 으로 돌아가자면, 그는 왜 무심코 
선인장을 집어들었을까. 그것이 정말 무.심.코 .였을
까.
그도 모르게 그와 닮은듯한 선인장에 끌렸을지도 모
른다.
자기방어적일진 모르지만, 최소한 자신의 감정에 솔
직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작업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작
가 이원기의 다음 심정은 어떠할지 기대되고 기다려
진다. [b]

Hwa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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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 Duk Hoon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 작가 김덕훈을 만났다. 우리는 초,중,
고등학교부터 미술을 공부하여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개인전을 개최하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일련의 과정
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

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의 반대로 예술가의 꿈을 잠시 접었다가 자신의 꿈을 찾아간 예술가뿐
만 아니나 기계, 철학 등 미술과 관련 없는 공부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김덕훈 작가도 자신의 꿈을 찾아 어렵게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는 아직 작가라고 하기에는 미숙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은 시작 단계에 있는 젊은이다. 드로잉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덕훈 작가를 
만나 작가로의 길을 선택한 이유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Seo Hee Joo 김덕훈 작가의 이력을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던 데 공학 분야에 취업을 하
지 않고 대학원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Gim Duk Hoon 어릴 적에는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그랬지만, 꿈이라는 것에 대해 진
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냥 뜬 구름처럼 막연했죠. 그냥 아버지 뜻대로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4년은 적성에 맞지 학업을 하느라 힘들었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적성을 찾아 꿈을 키워
야겠다는 욕구가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얘기를 처
음 부모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고, 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고 대학 미술동아리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디자인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 이었습니
다. 부모님을 설득하기에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여 학부를 졸업하고 시각디자인 전공으
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할 당시에는 미술대학이면 전공에 상관없이 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디자인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디자인 작업도 회화적일 때가 많았
습니다.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그림 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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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 그래서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는 강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 유화나 수채화 같은 작업
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드로잉 작업을 한다
는 것이 독특하게 생각됩니다. 드로잉 작업을 시작하
게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GDH 드로잉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직업적인 영향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일을 할 때 접했었던 
‘Vitamin D’ 라는 책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세
계적인 드로잉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책이었는
데,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흑백 사
진이나 모노톤의 이미지를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는 터
라 흑백의 드로잉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필 드로
잉을 택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테크닉적으로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
니다.

SHJ  드로잉이 마치 한 폭의 수묵산수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나요?
GDH 제 그림의 스타일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습
작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형태로 발전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묵화를 좋아하긴 하지

만, 수묵화 같은 느낌의 연필 드로잉을 미리 염두 해두
고 작업한 것은 아닙니다. 나무라는 대상의 특성과 연
필의 재료적 특성이 만나 자연스럽게 수묵화와 비슷한 
느낌의 기법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SHJ 풍경 속에 사람이나 사물 등은 아주 작게 묘사되
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
고 묘사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
나요?
GDH 수양버들 시리즈에서 어디까지나 주가 되는 것
은 자연의 풍경입니다. 실제적인 비율로 들어가다 보
니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산수화에 집이
나 사람들이 손톱만하게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양버들’ 시리즈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수양버들과 그것들이 자라는 공간에서 느꼈
던 다소 음침하고 기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발처럼 늘
어진 저 가지들 뒤에 어떤 무서운 혹은 환상적인 사건
이 감춰져 있을 것 같은 비밀스런 분위기를 느꼈습니
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기 보다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증폭시키
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풍경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
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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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 수양버들에서 김덕훈 작가님이 느낀 이미지가 작품
이 된 것이군요. 바람에 흔들리는 수양버들은 참 묘한 느
낌을 줍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은 마치 거대
한 세계 속에 있는 미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풍경 앞
에서 우리가 겸허해 지듯이 작가님의 작품에는 느낌이 담
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주세요. 
GDH 사실 작업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
는 것인지. 이게 과연 나다운 작업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직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늦은 나이에 작가의 길에 뛰어들었지만, 여유를 
갖고 좀 다른 스타일들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컬
러를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SHJ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 합니다. [b]racket   의 인터뷰
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b]

Seo Hee Jo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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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o

There’s a lot going on in David Ko’s artwork. It’s scat-
tered with hidden images within images and many 
tiny details have meaning. “Finding the small things 
is the way to enjoy my pictures,” said Ko. 

His work is also full of mistakes – mistakes the 
observer never sees. Ko turns these blemishes into 
deliberate strokes. He uses a marker pen first with-
out sketching, which results in a lot of unintentional 
marks. But for Ko, this is what makes art so inter-
esting. “I just draw other lines and then cover those 
mistakes,” Ko confessed. For this reason, Ko doesn’t 
always anticipate the outcome of his work when he 
first puts pen to paper.   

Ko is a Jeju native who moved to Seoul when he 
was 10 years old. Like most artists, Ko drew on any 
piece of unclaimed paper he could to feed his desire to 
create. He graduated as a fashion design major from 
Dankook University in Gyeongi-do. These days, the 
32 year old works out of his studio near Hapjeong sta-
tion as a full-time artist.

Ko’s latest project was born out of feeling confined 
to a style that was too serious. Believing that every 
sketch must have meaning was beginning to exhaust 
him. His latest project is a deviation from that ap-

proach. The baby series is part of a larger project that 
is currently in the works. Ko said it is simply “some-
thing cute and funny” yet it remains true to some 
part of his style. 

Because of Ko’s interest in babies’ behavior, he has 
illustrated four common poses of infancy. In four 
separate images, Ko depicts the beginning stages 
of life: swimming, crying, feeding and sitting. The 
swimming is symbolic of a baby still in the amniotic 
fluid of its mother’s womb. The crying symbolizes a 
baby exploring its basic needs. The feeding shows the 
nurturing and care given by a mother. Finally, the sit-
ting shows an infant taking in the external world and 
learning new things with wide eyes. 

The series, like life itself, is simultaneously simple 
and intricate. In one instance life can be cute and 
funny, while in the next it becomes something far 
more complex. Sometimes we float without a care in 
the world and other times we are hopelessly grounded 
in pain. This juxtaposition is what makes life so rich 
and Ko’s work captures this dichotomy perfectly. [b]

Whit Al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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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3가 8-8
010.8594.5011

facebook.com/Jeng-iy
(동성로 쟁이)

Since 1994

Live performances
Local rock musicians
Relaxing atmosphere

Jeng iy

대구 중구 동성로3가 8-8
010.8594.5011

facebook.com/Jeng-iy
(동성로 쟁이)

< namseong ro 

명덕역 4번출구에서 
남문시장 방향 50M

주소 : 대구광역시시 중구 
         남산동 781번지
전화 : 053)254-3600

국내 최대 화방이 대구에 있습니다!

Take exit 4 at Myeongdeok station (Red Line). 
Walk straight for less than a minute and you will see us 
on your l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