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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s

Welcome back!

In February of this year [b]racket ceased publishing. We 
didn’t stop from a perceived lack of interest; we stopped because 
our team split up. Three crucial pieces of the [b]racket puzzle left 
the country at around the same time. This departure crippled our 
ability to get things done, and resulted in the magazine coming 
to an abrupt halt. It felt weird to put down something we had all 
invested so much time into, but it had to be done. 

All that has changed now. A new leader has come into the 
fold. A prominent advocate of the arts and all-around good guy, 
Chung Sae Yong, is now at the helm of the rebooted [b]racket 
magazine. The format, the critical eye for the art featured, and the 
thoughtful writing will all remain pillars of the publication. The look 
and feel of the magazine will remain the same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familiar names still working under the [b]racket 
umbrella. 

Whit Altizer, Sybille Casavin, and Seo Hee Joo all return as 
writers. Chris Cote will continue to push images and text around to 
create what we were most often complimented on: the design. 

There are also some new contributors on board- writers 
and translators that are eager to share their talents. The new mixed 
with the old ensures the magazine will do what it did well, while 
continuing to remain fresh. It’s exciting to pass the torch to Sae 
Yong, and we do so knowing his passion for community and his 
want for young artists to be seen is in line with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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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문화잡지인 [b]racket Magazine을 재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 잡지를 제가 재창간하게 되어 책임감과 

걱정이 앞섭니다. 이 잡지는 대구로 온 외국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되어 지난 

2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영어로 발간되는 이 잡지는 우리에겐 행운이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편집자인 Jess가 저의 작업실로 찾아와 [b]racket의 행정적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b]racket의 정신과 앞으로의 

비전을 충분히 가늠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한 2013년에 저는 작가로서         

[b]racket에 투고하여 9월호 커버에 실렸을 때의 감동을 기억합니다. 

필자 한 분이 저의 작품들을 보시고는 자신의 관점으로 훌륭한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10권의 잡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잡지를 

구하려고 T-morning과 I am 화방, Havana 등을 매일같이 전전하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제가 이 잡지로 겪은 감동을 여러 신진작가들뿐만 아니라 

예술애호가들과 함께 나누고 문화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 준 필진들과 번역 및 행정 

지원자들 그리고 특히 편집자인 Jess와 디자이너인 Chris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잡지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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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Sae Yong
editor i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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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to Korea gave Antwon 
Maxwell a shove into his 
relatively newfound passion 
for photography. Though it’s 
hard to believe, Maxwell wasn’t 
photographing at all before 
2012. “I only bought a really 
nice camera before we (Antwon 
and his wife Marcia) moved 
here, so that I could take nice 
photos,” he said. 

However, photography 
has become more than a hobby 
for Maxwell since he moved 
to Korea. Even though leaving 
behind his job and taking on the 
life of a full-time photographer 
doesn’t seem at all appealing, 

Maxwell can’t curb his desire 
to photograph. It wasn’t 
necessarily his new Korean 
environment that inspired him, 
but something else. “I would 
see a fashion magazine and 
start itching to shoot,” Maxwell 
said. 

So shoot pictures of 
fashion is what Maxwell did. 
Now, even with his day job in 
IT, people all over Korea have 
been seeking Maxwell out for 
his glossy, high-fashion, edgy 
photography. Julian, the Seoul 
designer featured in these 
photographs, hired Maxwell for 
his skill with lighting. “All his 

clothes are really black, and he 
came to me, because I could 
capture the light he needed 
for his clothing to look good,” 
Maxwell said.

Maxwell has gained a 
reputation for working tirelessly, 
sometimes going all day without 
stopping to eat or have a 
break. But there have also been 
valuable lessons along the way. 
During his first shoot Maxwell 
said, “I would count out 1,2,3 
and snap take a picture, 1,2,3 
snap.” The experienced model 
Maxwell was shooting told 
him to stop counting and keep 
shooting. “I went from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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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photos to 1700 photos 
in one session,” Maxwell said. 
Though these photographs are 
taken in a fraction of a second, 
the final result Maxwell creates 
is anything but instant. He will 
frequently spend four to five 
hours working on a photograph 
in post processing.

The results are 
captivating. In one series, 
the photographs showcase a 
moody, aloof model swathed in 
dark, pallid tones. She reclines 
on a warehouse floor that is 
littered with rubble and sits on 
a makeshift throne made of 
remnants of wood. 

Undaunted by the 
crumbling, urban wreckage 
surrounding her, the model 
seems comfortable with her 
surroundings. Her rosy skin 
tone stands out against the 
dull, peeling, and crumbling 
structures. The only other bits 
of color and life these locations 

offer are the green weeds and 
purple flowers that defy the 
demolished landscape.

The model’s angled 
poses seem motionless, but 
they are anything but static. The 
bend in her elbow, the point 
of her toe, or the direction of 
her gaze, cause the viewer’s 
eye to fluidly move about each 
photograph. Only pausing 
at the light across her legs 
or the shadow nestled in her 
collarbone. 

Though Maxwell 
photographs a variety of 
themes, his style and skill are 
unwavering, because in the 
end, he hopes that he can 
surprise his subject by finding 
a part of them that they didn’t 
know they possessed. He wants 
to give them a photograph 
that they love. “I want them 
to say ‘that’s me?’ even before 
I retouch the photo,” Maxwell 
said.  

Maxwell will be leaving 
Korea soon and he can’t 
wait to travel to cities across 
America to photograph models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under a really blue sky.  
Maxwell remains optimistic 
about his future in America 
and hopes that capturing good 
photos will be easier after 
some lighting limitations he’s 
found in Korea’s gray weather.  
“If my photographs are good 
here I can only imagine what 
it’s going to be like at home,” 
he said. Even still, Korea has 
benefited from Maxwell’s keen 
eye and lens, and now America 
will to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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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힌셔(Jess Hinshaw / 

이하, 제스)와 크리스토퍼 코트

(Christopher Cote / 이하, 크리스)

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미국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던 두 

작가는 대구에서 와서 디자인 

작업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지역 미술인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들의 활발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b]racket이라는 잡지 

발간이다. 필자도 [b]racket을 통해서 

제스, 크리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런 이유인지 그들의 작품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술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제스와 크리스는 

2년전부터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MESH라는 이름으로 

공동작품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MESH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스크린 위에 

있는 실 가닥을 지시하는 말이며 

다른 하나는 함께 작업한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 의미는 실크 

스크린이나 스크린 프린트 작업을 

주로 하는 자신들의 작품 제작 

방식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의미는 제스와 크리스 서로의 

협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고급예술과 상업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MESH의 작업에서 

고객과 함께(together)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이것을 ‘meshing’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예술적 작업과 고객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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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술가로서 작업과 고객이 원하는 

것과의 소통인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작업이 부산의 갈매기 

브루잉이다. 갈매기 브루잉은 부산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맥주 하우스이다. MESH

는 이곳의 디자인 작업을 맡았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의 

예술적 작업이 잘 조화되어 

포스터, 각 각의 맥주에 맞는 여러 

이미지 등을 제작하였고 이곳을 

유명한 장소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렇듯 MESH의 작업은 일상적 

삶과 친밀하게 다가간다. 그들은 

예술가들의 획일화된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창조과정을 통해 

작품을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이런 점에서 MESH

라는 명칭은 자신들의 작업방식과 

공동 작업에 대한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철학도 

같은 곳을 향한다. 제스는 예술을 

주관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예술은 자유이자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예술가의 의도가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는 누군가가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술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한,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에게 예술은 그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것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담아내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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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예술의 세계인 것이다. 

그들의 예술 철학이 한 곳을 향하는 

것은 서로의 작업을 통해서 예술관과 

작품에 대한 교감을 축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제스와 크리스는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의 

관점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작품에 쉽게 매몰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작업을 

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서로의 작업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인 

것이다. 두 사람의 교류와 교감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작업의 발전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스의 개인적인 작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또 다른 작가와의 

협업이다. 그의 작품 “오래된 부족”

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영국의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작가는 힙합 

음악의 애호가로 서로 교류하였고 갱 

스타(Gang Starr)가 부른 노래 가사 

를 시각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시각이미지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그 가사를 전달하겠다는 

발상은 재미있는 작품을 도출했다. 

이렇게 자신의 작업에서 개인의 

일상과 자신이 갈망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만나게 된다. 

크리스의 최근 작업 경향은 

“하운드(Hound)”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글을 

쓰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화하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자신의 엉뚱한 

생각이 주로 표현된다. 사람들은 

그런 작품 앞에서 당황해 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한다. 사실 

크리스는 관람객의 그런 표정을 

좋아한다. 장난기 가득 한 작가로 

생각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술에 대한 

그의 철학이 진지한 것만큼 그의 

작품도 진지한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다. 매듭이나 넥타이를 주제로 

하는 그의 작품은 특히 그러하다. 

그는 이 주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고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회나 자신이 만든 

하나의 틀 속에서 살아가거나 그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다. 그 틀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옥죄는 

삶의 무게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크리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그런 

그의 작품 앞에서 당황해 하다가 

이내 생각에 잠긴다.

고급예술과 상업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제스와 크리스는 

상업 디자인에서 시대적 고민과 

사회적 반성을 담은 작품까지 

폭넓은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는 진지하지만 표현은 가볍고 

유쾌하게 그들 특유의 재치를 

담아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그들은 작품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우리는 

이 두 명의 외국인을 통해서 우리를 

반성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그의 작품 앞에 머물수록 

그들의 작품도 점점 내면적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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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Gyu
Ri

Artist Shim Gyu Ri’s work is a 
study in time, persistence and 
patience. Take a close look at 
her work, and you’ll certainly 
appreciate the painstaking 
detail and labor that went 
into it. “Although the process 
of completing my work is 
very hard,” Shim said, “it is 
worth it because I get a lot of 
satisfaction when the result is 
good.” With tiny strokes of her 
pencil and close attention to 
detail she makes huge pieces 
of work that you want to reach 
out and touch. “Those lines in 
my work are an accumulation 
of short lines,” Shim said “like 
there are growth rings in a cross 
section of wood.” 

Shim’s art feels like a 
timeline of her artistic growth. 
Shim’s own personal evolution 
and artistic journey are marked 
with the lines made by her 
pencil. “Through making my 
work of art, I’d like to share my 
view of the world with others 
and understand what they think 
of it,” Shim said. “Making art is 
like declaring what I believe.” 

Her art is usually inspired 
by beautiful moments in nature. 
By the natural lines that a blade 

Whit Al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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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rass or weeds make all 
around us. These moments in 
nature and these natural lines 
are beautiful to Shim. “I assume 
that everyone has an experience 
of having a beautiful moment,” 
Shim said. “I try to capture the 
moment and make it universal 
and permanent by making my 
work of art.” 

Shim studied Korean 
painting and also developed 
a fascination with Eastern 
philosophy. She sought out 
artists who used this philosophy 
as a foundation for their work. 

She learned that in Korean 
painting, an image should 
be based on the artist’s spirit, 
even when making a landscape 
painting. Art for Shim is as 
much about what isn’t said as 
what is. “The beauty of space 
in Korean painting, which is 
considered something that can 
be filled with human thoughts, 
has influenced me a lot to make 
my work simple.”

Shim’s exhibition 
“Record of Reverberation” 
captures the duality between 
the artist’s attention to detail 

yet simplistic style as influenced 
by Korean painting and Eastern 
philosophy. One piece shows 
the cross-section of a tree done 
with such great care the viewer 
feels like they could reach out 
and feel each ridge and smell 
the earthiness of the wood and 
bark. 

Another piece, not 
shown here, is a circle of leaves, 
branches and other debris that 
could easily be seen as both 
detailed and simple. There is 
plenty of empty space, but the 
work has plenty to say. It f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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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art in motion. The circle 
could represent continuity, 
growth and a reminder that life 
goes on. 

On two other pieces 
there are soft, hard, and dark, 
thick, undulating black lines 
stretching horizontally across 
hanji paper. Even though there 
are patterns, no two lines feel 
identical. There is uniqueness 
amid the conformity. Like 
people, a blade of grass or 
a snowflake, no two natural 
things can ever completely be 
the same.   

Like the environment, 
Shim’s work is always moving 
forward, always growing. “If 
I just settle for the present, I’ll 
make no progress in creating 
art,” Shim said. Each year that 
passes, every new piece of art 
made is another growth and a 
new story. “The art form that 
I pursue can change as time 
passes, but I should try to have 
my own style. If I keep making 
art with my own style while 
asking myself questions about 
it, the whole process can shape 
my life in the end.” As Shim’s art 

continues to move forward, we’ll 
certainly be following along to 
see what comes nex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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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So Hyun

Jung So Hyun’s work looks at 
the unfulfilled desires of people 
whose lives are not as rich and 
bountiful as they seem. People 
struggle with their identity in 
a world where we consume 
information indiscriminately and 
unconsciously.

The complicated 
composition of her work and 
the color red, which dominates 
the painting, reflects her 

own fear and anxiety about 
consumption and manufactured 
identities that are projected 
onto us. Red serves as the 
dominant color in Jung’s 
confined setting. The color 
conveys these feelings of fear, 
and invokes a sense of isolation 
and turmoil. It’s an indicator of 
how strongly we are affected 
by color. 

It’s usually in one of her 

more isolated moments when 
she is inspired. Alone in her 
room, Jung can both fantasize 
about what she wants to 
have while also satisfying her 
weariness with consumption. 
Jung is most bothered by 
consumers’ uncritical consuming 
pattern and how people often 
buy what other people have 
without thinking. She believes 
this thoughtless long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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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can fill us with a sense 
of longing or inadequacy. It is 
this struggle with omnipresent 
consumer-inspired media 
and the programming of the 
consumer that is illustrated on 
these canvases.

Her canvases show a 
bedroom filled with various 
objects that are seemingly 
mass-produced replicas. It is 
a world of simulacra. It’s a 

room covered with so much 
ephemera that it feels hot, 
crowded and oppressive. The 
objects stack up like a wall or a 
chain-link fence. The products 
in their stoic blackness lose their 
decorative function and become 
something restricting. They trap 
whoever is in it.

These alarming and stark 
paintings raise questions about 
living in the flood of the mass 

media. The standard of beauty 
that is somehow accepted, the 
confusion of values caused from 
imitation and a reckless desire 
for what other people possess 
are seen through this red, black 
and white lens.

While arranging desires 
for superficial things in her 
room, one omission is curious: 
there is no window in the 
bedroom of her canvas.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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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mirror in the middle of 
the room. It reflects her desires, 
and the reflected images are 
emphasized more than reality, 
bringing to light people’s greed. 

As seen in Damien Hirst’s 
work of art, a skull adorned 
with diamonds, ‘For the love of 
God’, Jung tells us that human 
desire is insatiable, floating in 

this world even after death. 
Jung looks to warn us in her 
captivating work that desiring 
and blind consumption will not 
set us free. [b] 

Ju
ng

 S
o 

H
yu

n
정

소
현



22

Lee
Sang 
Bong

Le
e 

Sa
ng

 B
on

g
이

상
봉

Choi Mi Kyung 



22 Le
e 

Sa
ng

 B
on

g
이

상
봉



24

‘멍 때리기’를 즐기는 작가 이상봉 : 2015년 5월 12일 월요일 그의 일상 

엿보기

 7시 15분 18초: 해님과 아침 인사하기

 7시 24분 39초: 눈 감고 샤워 하다 눈 뜨기 

 7시 41분 54초: 냉장고와 냉동고 100번 열었다 닫았다 하기

 8시 3분 8초: 컴퓨터 앞 불량 자세로 마우스 끄적끄적 하기

 9시 11분 16초: 화분에 물 주면서 내 입에도 물 주기

 9시 28분 19초: 흰 빨래는 희게 하고 검은 빨래는 검게 하기

 12시 6분 38초: 화장실 변기 물 내리기

 12시 17분 41초: 해님 친구, 공기 친구와 꽃 보면서 밥 먹기

 12시 52분 27초: 이리저리 그냥 왔다갔다 좀 해보기

 13시 14분 6초: 여러 가지 영화와 놀기

 16시 21분 15초: 활화산이 되면 안 되지 편집 하기

 18시 11분 46초: 화이트 노이즈 소리 귀로 담기

 18시 58분 57초: DIF 네트워크와 하루 회의 멋지게 하기

 19시 18분 43초: 달님과 밥 먹기

 19시 35분 26초: 깜깜한 거울 앞 내 얼굴 보고 놀라기

 20시 42분 18초: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떠올리기 

 1시 45분 48초: 긴 긴 시간, 작업하고 또 작업하기

 2시 26분 25초: 잠자기 

표정이 없지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며,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뭐 도와 드릴거 없어요? ’라며 소리 없이 감동을 전달하는 작가 이상봉. 

그가 솔직하게 보여 준 하루 일과의 시간들과 작품인 생각소리, 

DREAM, 맹자세레나데의 형식과 줄거리는 인간이 지닌 극적인 솔직함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꾸밈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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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세레나데 

“끝을 의식하는 삶은 아름답다”,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가?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모든 이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한 4가지의 

마음이 있다. 이는 가르침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는 인간의 성품이다. 「측은지심 惻隱之心」,「수오지심 羞惡之心」,

「사양지심 辭讓之心」,「시비지심 是非之心」,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양심이라 

부른다.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으나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그러나 양심에서 멀어진 삶은 스스로가 견디어 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될 뿐이다. 맹자의 세레나데를 통해 삶을 반추 해 보고 싶었다.

1악장 : 측은지심(惻隱之心)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 빠지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며 곧 사랑이다. 세상 

속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다.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아이, 전쟁난민들,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등.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본능을 일깨워 준다.

2악장 : 수오지심(羞惡之心)

우리 안에는 옳지 않은 행동을 보게 되면 분노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자신이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세계 각국 도처에서 벌어지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공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을 

확대 시켜 나가야 한다.

3악장 : 사양지심(辭讓之心)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양보를 한다. 

음식을 먹을 때가 인간에게서 가장 순수한 순간이라면 우리에겐 분명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전통 속에 내려오는 예절과 

양보의 미덕을 재발굴하여 행동으로 표현한다.

4악장 : 시비지심(是非之心)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있다.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않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마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마음, 쓸데없는 살생을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는 한국에서 까치밥을 보고 크게 감명 받아 한국에서 고아원을 짓고 

많은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다. 까치까지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나라에서 먼 미래의 답을 찾을지도 모를 일이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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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evening of April 15, 
2014, more than 450 people,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boarded the Sewol 
ferry from the west coast of 
Korea headed toward Jeju 
Island. The ferry was stocked 
with cargo four times more 
than it was capable of carrying. 
When it made a sharp turn it 
capsized and slowly began to 
sink. Many students on board 
were told over loudspeakers to 
stay in their cabins. While they 
waited for further instruction, 
the captain and many crew 
members were among the 
first people to be saved. Many 
rescue efforts were delayed 
because the issue was not 
reported as soon as it should 
have been. The series of events 
that led up to the accident, 
and the way the situation was 
handled by those in charge 
angered and alarmed people 
around the world. Images of 
the sinking vessel ran in the 
news for days. The tragedy 
became not only a source 
of pain, but also one of 
embarrassment and anger. 

As a way to show 
support and respect for the 
families and their children, 
Martyn Thompson has created 
portraits of the Sewol victims. 
Through the use of traditional 
materials like dojang stamps, 
inju ink, and hanji paper, he has 
found a way to appropriately 
broach a subject that is 
incredibly tou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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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s use of 
the dojang stamp is especially 
interesting because in South 
Korea it is customary that 
children receive a stamp as a 
gift once they reach adulthood. 
The stamps are made of wood 
or stone, and are commonly 
used in Korea on documents 
the way a signature might 
be used in western society.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names, as well as symbols 
are carved into the stamps. 
“Historically, name stamps 
hold a permanence and dignity 
that I hope honor the lives of 
the Sewol students who were 
unable to reach maturity,” 
Thompson said. 

Thompson’s repetitive 
application of the stamps has 
created images that attempt to 
address the idea of the passing 
of time. The artist explains 
that, “instead of the pieces 
remaining in a singular time 
frame, it shows a few fractions 
of life.” Like many who paid 
close attention to the Sewol 
disaster, Thompson is painfully 
aware of the difficulty of 
commenting on this tragedy. 
But he skillfully does so in his 
process. “Similar to how photo 
collages work, using mosaics 
and built up layers to construct 
images adds to their complexity, 
which in turn, is dealing with a 
complex issue,” Thompso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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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gments of inju 
inks are limited in variety and 
as a result much of the work 
is monochromatic. Not to 
be limited by the medium, 
Thompson has experimented 
with the inks by stamping on 
top of other colors to form 
process colors on the portrait. 
In “The Student” (page 30) 
we see a colorful portrait of a 
high school boy. The striking 
hues reach out at the audience 
and insist to be seen. The sheer 
number of stamps per piece 
suggests motion within the 
work, truly capturing the spirit 
and energy of a young life. 

In times that are bleak 
it can be easy to forget the 
most important things. While 
there has been a lot of media-
related focus on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the children 
themselves have not been 
forgotten. Thompson’s art 
seeks to commemorate those 
who have been lost. His work 
is a reminder of the energy, 
complexity, and beauty of each 
person. He uses the power of 
art to help us remember those 
young individuals in a peaceful 
and positive way.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