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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b]racket readers, 

I don’t remember a time when art didn’t make me feel 
something. Love, anger, compassion, disbelief, awe, curiosity, 
confusion. It has evoked quiet introspection and impassioned 
conversation. I’ve enjoyed it with others and alone. I’ve planned to 
go see it and I’ve also been surprised where I find it. 

It’s the dichotomy I love so much about art. The venues 
can be in quiet galleries or on loud, busy streets. It can be made of 
the finest paints or from trash found in the streets. And the most 
beautiful thing is that it doesn’t belong to a race, class or gender. 
It’s all of us, it uses everything and it’s necessary.

Before becoming [b]racket’s editor, I wrote about many 
different artists born or living in Korea. Every artist fascinated me 
with their reasons for making art, their materials and even the 
way they displayed their work. The thing that struck me about 
every artist was the purity of their artistic pursuits. They all created 
because for them there simply is no other way to exist. 

As editor I get more time to truly appreciate the artists, 
including the six in this issue. I get to sit with their art for weeks 
and then consider the thoughtful words of our writers. I have 
more time to let Byun Young Geun’s watercolors transport me to 
other places and allow the colors to rest gently on my eyes. I can 
sit with VS’s intense images as they unsettle and stir me with the 
implications of his theme “Cheat Code Combat.” I get to enjoy 
the pop art images of Drawing Clown and can surmise what his 
work says about our global culture. I can appreciate the materials 
Ha Ji Won repurposed for his wild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that 
pop with color and meaning. I can spend time looking over Olga 
Dermendji’s beautiful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and hope for the 
experience of seeing one somewhere in Korea. I also get to enjoy 
the beautiful colors in Andrea Dejong’s gorgeous paintings and 
swim in the grooves of her brushstrokes.

That’s really the beauty of [b]racket. It’s an oasis for art. A 
surprise for some who pick it up, or also, hopefully, an anticipated 
publication. And for us it feels necessary.   

Thanks to the generosity of the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our publisher Chung Sae Yong and our wonderful sponsors 
we get to take the creative and stunning images of artists and write 
about them for the purpose of beautifying your life and introducing 
you to the burgeoning and vibrant art community in Korea. 

So take a minute, flip through the pages and enjoy the 
emotions that get stirred up.

Ed
ito

r’
s 

Le
tt

er
Editor’s Letter
Whit Altizer
editor i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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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Young Geun

Meryl Booth
writer

Illustration is described as being 
far more commercial than other 
disciplines of art, but the clear 
line distinguishing arts, and 
consequently valuing one above 
the other, is slowly fading. 
Defining what it means to be 
an artist is also becoming a bit 
harder to pin down. Illustrator 
Byun Young Geun says he 
doesn’t completely identify as 
an artist due to the commercial 
core still existing at the heart 
of illustration. He simply paints 
what he wants to without any 
hidden message. 

However, upon viewing 
his striking paintings with their 
beautiful palettes and intriguing 
compositions,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there is no ‘artistry’ 
involved. The use of negative 
space, light and soft detail make 
his paintings seem like a dream 
or a memory. His paintings 
are honest and unassuming 
allowing an observer to easily 
understand and enjoy the 
narratives. 

Byun developed his 
keen sense of visual storytelling 
by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cinematography of musi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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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lies At Night” - watercolo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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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Winter and Spring” - watercolor, 2014

“A Wet Fog”- watercolor, 2016

변
영

근
B

yu
n 

Yo
un

g 
Ge

un



10

videos like Radiohead’s new 
“Daydreaming” and Arcade 
Fire’s “We Exist.” These 
videos use music combined 
with experimental narratives 
to create a dreamlike state. 
Byun aims to create a similar 
experimental narrative through 
his own lens. “When I make a 
painting I approach it from the 
viewpoint of a cameraman,” 
he said. Impressively, Byun 
achieves the same emotional 
impact through his watercolor 
paintings.  

 Byun started his 
career at a design company 
working mostly digitally. After 
working strictly digitally, he 
became interested in traditional 
illustration techniques. Soon 
Byun became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the company’s 
projects deciding he’d rather 

express some of his own ideas. 
Despite lacking any formal 
training or certainty of future 
financial stability, Byun set out 
as a freelance artist. He didn’t 
start working with watermedia 
until receiving a set of gouache 
paint from a friend. Now 
he exclusively works in this 
medium. 

Not only does Byun 
seek to create a narrative 
on paper, but he also wants 
to encourage a discussion 
around art. Byun says he 
wants to start a conversation 
and community of artists by 
creating a ‘sarangbang’ of 
sorts. This traditionally all-
male Korean room was once 
dedicated to sharing and 
discussing knowledge of art 
and writing among other fields 
of interest. He currently works 

in a small studio with a few 
other illustrators but hopes to 
expand this into a space that 
can be open to different areas 
of art “Right now the space is 
only for illustration, but as the 
boundaries in the art world are 
becoming less strict, hopefully 
it can be more inclusive in the 
future,” he said.

Byun has a very 
straightforward approach to his 
art. “I just started drawing and 
painting purely out of interest,” 
he said. His honest pursuit of 
drawing and unique artistic 
style makes his work powerful 
yet unassuming. It’s a style that 
uses warm colors and serene 
scenes in such a way that makes 
his work feel like a dream that’s 
difficult to esca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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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lies At Night” - watercolo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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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Clown

Sybille Cavasin

“R.T.S.”- Digital Draw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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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 is good. Well, that is, 
when it’s not on the bottom 
of your shoe. As seen in 
“Stand there for a Moment” 
(page 11) gum is indicative 
of all that is wrong with our 
society. Consumerism, waste 
and the human footprint. 
Woo Suk Hoon takes this 
world-weary and sometimes 
humorous approach with 
graphic illustrations that depict 
his surroundings. The artist, 
also known as Drawing Clown, 
creates impactful, striking 
images. Each one looks like a 
depiction of still life in present-
day Korea captured in pop art. 

The subject matter ranges from 
table tennis, men in business 
suits, religion, small dogs and 
dieting. With his medium of 
choice, Woo hints at the digital 
age of Korean culture that has 
emerged rapidly over the last 
few decades. 

In many ways Woo’s 
work is characterised by 
consumerism, not unlike the 
work of Barbara Kruger, Richard 
Hamilton and Andy Warhol. 
By using simple imagery and 
text he emphasizes blind 
consumerism in contemporary 
culture. In one image titled 
”Trolls” (page 12) a small dog 

stands amidst a backdrop of 
steely blue. Instead of a face, 
one human hand clasps over 
another open hand to form the 
dog’s head. Perhaps this image 
is a symbol of our power over 
animals, and the unfortunate 
trend of treating small dogs as 
objects or accessories. With 
”Trolls,” Woo recognizes the 
struggle that these animals 
endure from their tiny glass 
confinements in the pet shop 
windows around Korea. In 
another piece titled “Diet” 
(page 11) the word DIET covers 
a donut, which is a single link 
in a large chain. People all over 

“Ping Pong”- Digital Drawing, 2016

“Men”- Digital Drawing, 2015

“X”- Digital Drawing, 2016

“Stand there for a Moment ”- Digital Drawing
2015

“Internet Sexual Abuse”- Digital Drawing,
2015

“Diet”- Digital Draw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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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image, the 
struggle of maintaining a proper 
diet in an era where processed 
foods are cheap and easily 
accessible. 

Woo’s illustrations are 
bound by his bold use of color 
and thick black lines. In some 
pieces, abstract expressionism 
fills otherwise unadorned 
spaces of color. Various hues, 

shapes and lines reach out in 
different directions, but only 
to be confined by square or 
rectangular borders of the 
images themselves. The use of 
line and pattern cause tension 
in the work, creating a balance 
between control and chaos, 
encouraging spectators to 
explore the work further. 

In “r.t.s” (page 10) a 
roller skate catches our eye.  

A brown rectangle frames 
the skate, obstructing shades 
of blue and pink that enrich 
an illusion of space in the 
background. As our eyes roll 
across horizontal compositions 
we are constantly interrupted 
by the brown frame. It 
mimics the shape of an outer 
rectangle adding elements of 
stillness and hesitation to an 
image that wants t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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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tangle may symbolize 
a fence or a border in which 
the skate cannot cross. The 
idea of being held back, along 
with the conflict between 
complementary warm and cold 
colors give viewers a sense of 
troubled emotion from the 
artist. The work seems to be 
a response to something that 
agitates him, and if you look 
long enough it may start to stir 
your emotions as well. 

Digital illustrations seem 
to hold precedence in Woo’s 
craft, but it is not his final word. 
He may also be spotted in short 
films, constructing large-scale 
drawings and paintings in a 
single take. Woo’s demeanor is 
calm and collected as he creates 
elaborate landscapes with swift 
gestural black marks. The style 
is far-fetched from his digital 

work, in fact one may find 
almost no resemblance between 
the two. The pseudonym 
‘Drawing Clown’ suddenly 
makes sense as we see the 
artist’s diversity, entertaining 
his audiences with a range of 
interests and skillsets.  

Woo Suk Hoon’s work 
could keep spectators busy 
for days with interpretations. 
His subjects are not soup cans 
or celebrities, but his style 
is grounded in the flat and 
colorful commercial values 
of pop art. Much like this 
distinguishable art movement, 
Woo’s work stems from modern 
day culture, making statements 
on what we sometimes fail 
or refuse to notice about 
ourselv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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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Ji Won

Mary C. Hein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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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glance Ha Ji Won’s 
artwork comes across as 
haphazard amalgamations of 
cardboard and wood with drips 
and sprays of vibrant paints 
held together by nails and 
glue. Though not immediately 
noticed, there is order. Each 
scrap of wood has been 
meticulously placed to contain 
the chaos. 

One such sculpture 
“24+ Black”(page 17) emerges 
from the wall, with it’s dark 
shadow looming behind it. 
Bare woodgrain and torn, 
splintered edges of the work 
appear under strokes of bright 
colors. Ha’s use of piece by 
piece assemblage and bright 
colors looks similar to the 
LEGOs he uses as inspiration. 

The interesting shapes they 
form while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them inspire Ha 
to create pieces like this one.   

Ha also draws inspiration 
from Frank Stella’s use of bright 
colors and shapes. A piece of 
Ha’s large mural entitled 
“무한한이야기” or “Endless 
Story” (page 14-15) uses Stella’s 
signature crisp bright colored 
diagonal lines as a direct 
homage. Stella’s paintings and 
sculptures of the late 1980s and 
90s are echoed in Ha’s use of 
abrupt movements, strokes of 
colors, architectural elements 
and three dimensionality. 

“Gate 20/ 21” (page 
16) features a bright white gate 
made from scraps of thin wood 
with jagged, splintered edges 

overlapping. Drips of bright 
blue with splotches of orange 
adorn the piece, while colors 
were dragged across other 
parts with a comb. This celestial 
gate offers an open path, 
toward heaven, light or a safe 
haven. Its counterpart is a black 
jagged mass of corners and 
edges. Dabs of color appear 
hidden behind the wooden 
puzzle pieces. Blurred images 
of shadows and illusions block 
the passage to this desolate 
place. This path likely leads to 
isolation, darkness and deep-
seated uncertainty. In this piece, 
Ha creates a balance between 
good and evil,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light and dark.

Ha describes his creation 
process as a continuous cycle of 

“Gate 21”- Mixed Media on Wood, 2011“Gate 20”- Mixed Media on Woo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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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 exhibiting, dismantling 
and repeating. He sometimes 
scraps finished pieces to 
be used again in a painting 
or installation. His body of 
work evokes the passage of 
time and the inconsistency 
and impermanence of place. 
This sentiment echoes 
another influence, the 
late artist Bahc Yiso. Like 
Ha, Yiso used unassuming 
everyday materials to create 
architectural installations 
meant to undermine the 
viewer’s confidence in the finite 
definition of place.

This is especially relevant 
in Korea’s constantly evolving 
urban environment.  Ha is 
merely attempting to capture 
materials and stories from his 

life in order to give them a 
voice for a short time before 
repurposing it. “My work is 
doomed to be disassembled. 
It has a beginning and an end 
that repeat endlessly,” Ha said. 

His art, just like the 
exterior of buildings and 
businesses in Korea, exist 
in a never-ending cycle of 
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Like many of the buildings 
in Korea, the structures and 
gates Ha erects are assembled 
quickly, the materials showing 
through their thin layer of 
paint. Viewers can see the bare 
wood, the nails, the jagged 
edges of the buildings. Ha does 
not try to hide the process 
or the scars it leaves behind. 
“The final goal of my work is 

to create a gigantic piece with 
disassembled objects and make 
it into an unending project until 
I die,” Ha said. 

Shops and small 
businesses that pop up on 
the corner don’t last long in 
Korea. The shop’s exteriors, just 
like Ha’s artwork, are bright 
and catch your eye, but the 
the materials and colors don’t 
last. Both are doomed to be 
a part of an endless cycle of 
repurposing and recreating. Ha’s 
art draws attention to a culture 
that is aesthetically beautiful, 
but sometimes is only a facade, 
masking the scars of a culture 
caught in a cycle of perpetual 
growth and change. [b]

“24+ Black”- Mixed Media on Woo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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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a Dermendji

Seo Hee Joo, PhD

자연이나 도시환경을 캔버스로 

활용하는 미술을 대지미술, 

공공미술, 환경미술 등으로 부른다. 

각 각의 명칭은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환경과 작품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공통 

요소 찾을 수 있다. 환경은 물리적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영역이며 

특히 자연과 작품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조화를 추구하거나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추구하는 일련의 

작업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관에 대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기계론적 자연관으로부터 유기체적 

자연관으로의 변화는 자연 환경에 

대한 반성적 자유를 가져왔다. 

인간이 자연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는 그 고유한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연환경이 황폐화되자 

자연과 우리의 공존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것이다.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예술에도 

반영이 되어 예술적 주제나 소재로 

등장했다.  

필자가 만난 올가(Olga 

Dermendji)도 자연을 주제와 

소재로 활용하고 장소특징적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미술가였다. 

올가는 나에게 자연과 장소에 

관심이 많은 작가라고 소개했지만 

그녀의 작품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상호관계성, 공공장소, 가상공간 

등에 대한 사유와 관련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모든 장소(환경)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여행의 결과였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여행을 

했고 이 여행들은 자신이 그 동안 

살아왔던 장소와 다른 환경을 토대로 

형성된 장소와 마주하게 되면서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장소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기후 풍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녀는 그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360 Degrees”- stainless stee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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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하이킹(hiking)을 즐기는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산들을 다녔다. 한국의 산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구상했다. 자연의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정원에서 

흔히 발견되는 달팽이를 우연히 

관찰하면서 달팽이의 놀라운 드로잉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달팽이 움직임의 흔적을 따라서 

작품화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녀는 최근에 “인간-

자연의 관계의 협력 가능성으로부터 

영감 받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작업이 자연과 관계 속에 위치할 뿐 

아니라 공존과 조화의 개념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가는 드로잉, 조각,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가이다. 그녀의 작품 중에는 

작품과 마주하는 순간 단숨에 

우리를 사로잡는 작품들이 있다. 

밀랍으로 만든 그릇형태의 작품을 

전시공간과 강 등에 설치한 작품과 

연꽃의 잎을 전시 공간에 달아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부유(浮遊)

하듯 움직이는 작품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온다.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거의 일정하다. 흰색의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형태의 공간에 설치된 

작품들은 공간을 점령하지 않으면 

벽에 걸려 있는 회화,  받침대에 

놓여있는 조각작품, 벽면에 

투사되는 영상작품이든 거의 유사한 

설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연꽃의 잎은 확실히 

공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 공간에서는 연꽃의 잎만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도 

연꽃의 잎 사이를 부유하듯 다닌다. 

또한 나무와 풀이 있는 장소에 

차가운 인공적 사물의 느낌이 

강한 거울과 스테인리스를 둥근 

형태로 설치작품은 자연의 공간에 

엄격하고 정제된 사물을 통해서 

자연과 인공의 대조를 극대화하고 

있다.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이질적인 재료의 만남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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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Forest”- stainless stee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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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질성이 안겨준 

어색함이 사라지면 거울에 비치고 

있는 자연의 이미지에 몰입하게 

된다. 거울을 통해 다시 보여지는 

자연의 이미지는 인공물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나타난다. 

작품이 설치된 장소에 이질적인 

구조물로 서있는 작품은 거대한 자연 

안에 인간의 방식으로 둥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도시처럼 보인다. 

거울을 통한 자연의 이미지는 인간의 

도시와 자연의 관계에 이중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소통의 가능을 

열어둔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올가는 최근 달팽이에 빠져있다. 

달팽이의 관찰로부터 새로운 

작업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 작업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제작되고 있으니 곧 새로운 작품과 

만나게 될 거 같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이니 아마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작품이 될 거 같다. 그녀의 

작품에 한껏 기대를 해본다. [b]

“Intervention Lake”- beeswax, 2013

올
가

 들
멘

지



24

VS

John Shrader

A cursory glance at the work 
of VS reveals a record of 
bruised knuckles, aggressive 
stances, nightmarish eyes 
glaring through a ski mask 
and a glorification of violence. 
His art depicts and exemplifies 
a bellicose spirit that could 
fascinate, repulse or do both to 
any given viewer. While a valid 
reaction to his work, a quick 
look only scratches the surface 
of a deeper message. 

A large part of VS’s 
most recent work centers 
around the theme: Cheat Code 
Combat. What we see are the 
photographed reminders of a 
curated stage performance. 
For example, in “CCC Basic 
Pattern” (page 23) VS shows 
off his martial arts training 
pattern. But notice the pattern 
outlines an unfamiliar symbol. 
That same symbol is on the 
forehead of the masked man 

in “CCC Evangelist” (not 
pictured) and in a frame on 
the wall of the chaotic dojang 
in “For Utopia” (page 22). 
Understanding the idea behind 
this symbol gives us a greater 
understanding of VS’s Cheat 
Code Combat suite of work.

The symbol appears 
to be a combination of three 
distinct icons: the swastika, 
the cross and a chi-rho. These 
religious symbols stand for 

“For Utopia”- pigment & ink on pap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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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s, Protestants and 
Catholics; the three major 
religious groups in Korea. 
When people have needs that 
they cannot seem to fulfill 
themselves, many call upon 

a higher power. And perhaps 
that is where part of VS’s 
theme comes in. The Cheat 
Code Combat symbol could 
be seen as a syncretic appeal 
to religious claims of powers 

over time and space, mind and 
body. Invoking this symbol is 
like a cosmic cheat code. But 
where video games require 
input on a controller, VS sees 
the control of our own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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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way to improve our 
situation. 

But why invoke cosmic 
cheat codes at all? Some might 
be frustrated with the difficulty 
of life, some are bored and 
others crave the rush that 
comes with power. This will 
vary from person to person, 
but for some perhaps “Cheat 
Code God” (page 24) holds an 
interesting alternative. Initially 

we see a room covered in 
red paint, dripping down the 
walls like blood. Here the artist 
dresses as a cheat code god - a 
masked demon or dokkaebi 
decked out in oversized clothes 
like a young boy dressed in his 
father’s suit. He unfurls a black 
belt in front of himself as if a 
whip, a strange appropriation 
of a symbol of mastery. Perhaps 
the desire to use cheat codes 

rather than mastering one’s 
own life is based on a social 
neoteny. Now we see the 
bloody walls for what they 
are: merely red paint in a 
camouflage pattern. The room 
becomes not a display of the 
vicious attainment of power, 
but a small box to set minor 
victories as grand. 

On the other hand, 
in “CCC Disciple” (page 25) 

“Cheat Code God”- stage install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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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e that following this 
path is not so simple. While 
the implied promises of a 
cosmic cheat code via combat 
appear illusory at best, the 
discipline involved still requires 
dedication. So while a desire 
to cheat code through life may 
appear cowardly, it may instead 
be a redirection of one’s energy 
to face life in one’s own way. 
And thus the Cheat Code 

Combat symbol is not unlike a 
talisman. The symbol is not the 
power source, instead power is 
an innate human quality. VS is 
urging us to go out and do, be 
powerful in our own way and 
not be afraid to scrape your 
knuckles in the process. [b]

“CCC Disciple”- photograph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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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이오와 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다.

안드레아의 최근작은 주로 

그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레지던시로 지냈던 아이슬란드의 

숲과 그 배경을 그려내고 있다. 

국토의 약 79%가 빙하, 호수, 

용암 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슬란드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안개 

낀 날이나 흐린 날이 많고 기후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인지 

학부 때의 그림과는 달리 화면에 

인물이 별로 없고, 아이슬란드 

자연과 그 곳 기후마저 느껴지는 

서늘함이 보인다. ‘Cold Hands, 

Cold Feet’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홀로 남겨진 숲에 봄이란 

계절을 모를 것 같은 나무가 

덩그라니 서있다. 또한 주변 일대에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작품 명제도 

’my own lonely mountain‘이나 

’ghost friends‘처럼 외롭지만 보이지 

않는 친구들로 인해 외로움이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태초의 외로움. 태초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움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을 것이다. 외롭던 땅은 산을 

솟아나게 했다. 산은 나무가 자랄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고, 계곡이 흐를 

수 있도록 돕지만 그것들로 인해 

산은 더 외롭다. 찬란한 아름다움이 

고독하게 보인다. 빙하 조각이 

밀려왔다 다시 사라진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막한 아름다움 속에 

타자의 개입 없이도 홀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연에, 산속 숲의 정령을 

친구로 삼은 채 작가는 문득 태초의 

외로움을 느꼈나 보다.

그녀의 회화는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녀의 

시야에 초대된 풍경에 온도와 

공기마저 담아내는 듯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걸쳐진 나뭇가지엔 

고요하게 내려앉은 청명한 기운의 

짙푸른 밤 공기가 느껴지고, 바위 

사이를 흐르는 냇가에는 기묘한 물의 

흐름이 검정과 세룰리언 블루의 

조합으로 차갑고 불길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자연에서 받은 인상이 

그림이 되고, 물감과 붓에 의해 어떤 

환영을 준다는 것은 재현하는 이상의 

불가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재현 불가능한 힘은 경험에서 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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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cy Foggy”- oil and acrylic on pane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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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낯선 곳에서 느낀 낯선 

감각에서 주체하지 못할 힘을 가지며 

화가의 손을 통해 쏟아져 나온다.

작가는 고정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와 함께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그 곳에 있으며 

느끼는 존재감을 오롯이 느꼈을 

것이다.

그런 존재감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시점으로 지평선 위로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을 것이다.

작가는 다양한 시점과 

소재로 화면을 구성한다. 주로 

화각이 닿는 배경이 투시 없는 2

차 평면으로 보여질듯 한 하늘이나 

땅을 배경으로 그려내는데, 이런 

시점으로 인해 비구상적인 화면을 

연출한다. 광활한 자연 앞에 배경을 

방해하는 작은 요소들은 자연스레 

거둬지고 그로 인해 면분할이 

단순하게 전개된다. ‘호랑이 국수’

는 의식적으로 형태를 왜곡하여 

화면 가득 동적인 선으로 구성하여 

호랑이가 목을 뱀처럼 길게 빼고 

반복되는 호랑이 무늬가 뱀 무늬처럼 

보이는 형상이다. 작가의 재밌는 

발상이 돋보인다.

작가는 이 외에도 그림에 

등장하는 스토리를 설치나 

오브제로도 표현한다.

자연의 힘, 물의 흐름이나 

빙하의 움직임 이런 일련의 거대한 

자연의 에너지에 매료되어 한 화면에 

“Party On”- acrylic on pane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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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둘 수 없음에 때론 입체로 쉽게 

표현하게 된다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안드레아.

윌리 웡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주지 않던 초콜릿을 몰래 

맛보고 가출을 하여 초콜릿 공장을 

세우게 된 일화처럼 쓰고 맛없는 

초콜릿이 나오더라도 실험과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듯, 

그녀도 예술도 한번 맛을 보면 맛이 

있든 없든 계속하게 된다고.

자신이 속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들이 작업의 근간을 이루고 

모여서 안드레아만의 작품 세계를 

쌓아가는 것. 자신의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그녀. 

새로운 창작을 위한 전환점으로 

선택한 이 곳 서울에서 북유럽 

신화와 호흡하던 그녀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 어떤 작품을 구현해나갈지 

궁금해진다. [b]

“Kneel With Patience”- oil on canv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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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훌쩍 더 되었을 

거다. <월간미술>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 서재에 

꽂혀있는 잡지를 찾아보질 못해서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다. ‘미술인이 

되는 100가지 방법’ 같은 타이틀이 

붙은 글이었다. 말하자면 미술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하나씩 따져놓은 

기획이었다. 여기엔 예컨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전시회를 

치르고, 작품을 사서 모으는 

일처럼 상식적인 이야기부터 꽤 

전문적이거나 기발한 일까지 번호가 

붙어 소개되었다.

 잡지사 에디터들이라면 한 

번씩은 붙여봤을 “○○하는 ○○

가지 방법”이란 제목의 시초는 폴 

사이먼이 불렀던 “연인과 헤어지는 

50가지 방법(50 Ways To Leave 

Your Lover)”일거다. 미국 동부 

포크음악이 왕왕 그렇듯 이 노래는 

독백 투에 냉소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다. 시니컬함과 자기성찰성이 

버무려진 예술은 장르를 불문하고 내 

취향에 맞아떨어진다. 그렇긴 한데, 

세상만사를 딱 몇 가지 칸에 끼워 

정리할 수 있나. 우리는 그런 농담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을 생각해보자. 산길이란 

것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밟아가며 

자연히 생긴 흔적이다. 미술계에서 

살아남든, 아니면 애인과 헤어지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의 경험은 

무시 못 한다.

 예술을 둘러싼 수많은 

길들 가운데 가장 ‘길고도 굽이치는 

길’(The long and winding road)

은 아마도 유명 작가로 커가는 

단계다. 다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 길은 장엄한 왕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 

작가들은 자기 또래 뿐 아니라 

선후배, 스승제자들과 희소자원을 

두고 겨뤄야 된다. 유명세나 돈, 상과 

같은 희소자원은 예술가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없는 노력을 

하더라도 곧장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다. 번잡한 세상을 한 걸음 

옆에서 관찰하는 예술가들에게 이런 

상황은 곤혹스럽다. 이제는 득도하고 

하산한다고 작가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먼 옛날에는 

산중수련, 최근에는 외국 유학, 뭐 

이런 갖가지 격리 말이다.

 그래서 흔한 길 대신 

우회로를 택한 작가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있다. 어떤 기자가 내게 A

라는 미술가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기자는 윤규홍이 어떻게 그 

유명한 작가를 모를 수가 있냐고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런 경우는 

내 연구 논문에도 한 절 들어가는 

흥미로운 사회현상이다. 가령 미술계 

주류에 끼지는 못하는데 다른 

장르나 사회 제도권에서는 유명 

작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각각의 장르에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이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저 분야에 있는 사람 전부를 알 리는 

없다. 이쪽저쪽이 마주치는 결절점

(node)을 용하게 공략하는 작가(

아니면 작가를 꿈꾸는 일반인)들이 

생긴다. 이들은 목표로 하는 중심부 

외곽부터 인맥을 쌓고 주류가 자신을 

호출하길 기다린다. 하지만 예술 

체계는 겉보기와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술 담론을 조작하며 결탁한 

주류 평단 및 예술 시장은 그들이 

끼어드는 걸 막아선다.

 내가 이걸 옳다 나쁘다 

따질 처지는 못 된다. 다만 왜 이렇게 

우회로를 택한 작가들이 나타나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여기에 

기존의 경쟁 체제나 지원 프로그램이 

작가들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폐해는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건너뛰고 

딴 식으로 등단하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모두가 있겠지만, 처음엔 

유리하다가 갈수록 보이지 않은 

벽에 부딪힐 일이 많아진다. 누구나 

예술을 즐기고 또 직접 창작에 

뛰어드는 권리로서의 문화 민주주의, 

사회 일반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의 판단기준을 세워 온 예술의 

자율성. 이 두 가지 가치는 늘 

부딪힌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다. [b]

Youn Gyu Hong
윤규홍/예술 사회학

예술가가 크는 10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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