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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b]racket readers, 

This July the last of the three 
creators of [b]racket left Korea. 
Like Jess Hinshaw and Greg 
Laychak before him, Chris 
Cote leaves behind a piece of 
himself in a foreign land that I 
believe has made a difference 
to the art scene here. Chris has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to pursue his passion for design 
in a master’s program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Though our friend and digital 
editor has left, we have not 
completely lost him. Because 
of his love for design and [b]
racket, we get to keep him as 
the curator for this magazine 
for a while longer. 

I also bring Chris up 
because I love his story. Five 
years ago, he arrived in Korea 
wondering why in the hell 
he was here. As a recovering 
Peace Corps alum who had 
spent the previous two years 
of his life immersed in the far 
reaches of Moldova, Chris, like 
many of us, didn’t know what 
to make of this strange land or 
why he agreed to continue his 
life abroad. Cote’s relationship 
with art was casual at best.  

Being here changed all 
of that. Chris returns to the 
US as an artist. In [b]racket’s 

eleventh issue in September 
2013, Chris confessed in the 
Editor’s Letter that he was 
once not comfortable with 
calling himself an “artist” or 
sharing his art. After nearly a 
year of [b]racket, his thoughts 
on art and being an artist had 
evolved. He said in the letter, 
“now I’m realizing that if you 
are creating art, then you have 
ideas. It is your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share those 
ideas and that art with other 
people. If you’re creating it, 
why are you hiding it?” 

Why are we hiding what 
comes out of us and what are 
we hiding it from? Witnessing 
Chris’s evolution as an artist 
has been inspiring. When we 
share art, words or ideas; no 
matter if we agree with what 
we see, read, or hear; we 
evolve as people. We shouldn’t 
fear rejection or scorn, but 
we should rejoice in the fact 
that we evoked a reaction. 
This magazine reminds me 
that the more we share, the 
more we grow as people and 
a community. The artists that 
populate our magazine and 
Chris’s story also remind me 
that life becomes a little richer 
when we choose to open up 
our hearts and minds and 
share. 

Luckily, the artists in 
this issue have opened up their 
work to us and I am certain 
you will be moved to react. Lee 
Jeongmin’s dreamy paintings 
of people and animals want 
you to consider how we 
interact with, and make use 
of, animals in modern society. 
The secret worlds of Yoon 
Ok-hyun’s mixed media pieces 
and abstract paintings will 
turn your idea of reality and 
the worlds we create on its 
head. Jenny Robinson’s oil 
paintings and book art serve as 
a reminder of the many layers 
people have that we must peel 
away to fully understand each 
other. Yomsnil’s work will make 
you look a little differently 
at the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The graffiti and 
paper cuts that Zac Buehner 
has shared will make you 
reconsider the materials and 
canvas we use to manifest 
our ideas. And finally, Han 
Jin Jung’s work will remind 
us of the negatives of hiding 
important issues and shaming 
the parts of ourselves that 
make us who we are.

We hope you enjoy their 
work and we also encourage 
you to share your cre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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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 Buehner

Seo Hee Joo, PhD
writer

10월 브래킷 매거진에서 만난 

작가는 대구에서 생활 중인 잭 뷰너

(Zac Buehner)이다. 그는 미국을 

떠나 첫 외국 생활이 한국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 자신의 정체된 

삶을 떠나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자유로운 예술적 탐구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 의욕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잭 뷰너는 뉴욕에서 자랐고 

톰 프리드먼(Tom Friedman)의 

스튜디오에서 조수로 일하기도 

했으며, 뉴욕의 몇 몇 갤러리들에서 

주목도 받았다. 벽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그는 주로 공동 

작업을 했었다고 한다. 작품의 

예술성과 완결성을 위해서 공동 

작업자와 함께 조율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그는 예술가로서 힘든 

결정을 내리곤 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금 이곳에서 

자신만을 위한 예술적 상상을 

충전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잭 뷰너는 뉴욕에서 

그래피티(벽화) 작업을 많이 했었다. 

예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그래피티의 도시, 뉴욕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피티 

작가로 성장했다. 그의 작업은 

예술관련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었다. 그는 그래피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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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한결같은 표현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

이라는 조형언어이다. 그는 자신의 

그래피티 작업과 스튜디오 작업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순수예술 창작 활동과 그래피티 작업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그래피티 작업은 

자신의 가슴 설레는 욕망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열정적인 작업이지만 

스튜디오에서의 순수예술 창작은 

정제된 예술 세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작품들에는 ‘선’ 이라는 조형언어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피티, 드로잉

(Drawing), 컷 페이퍼(Cut Paper), 

컷 페이퍼를 발전시킨 레이저 커팅 

작품들은 선이라는 조형 요소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들은 시각적 형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 

드로잉 작품에 그려져 있는 짧은 

선들은 중첩되고 분리되어 있는 듯한 

비조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커팅 

작품들의 선은 일정한 간격과 균형 

잡힌 구조로 구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들은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의 면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을 기본적인 조형언어로 하여 

작가가 자신의 감정이 드러내지 않고 

오랜 시간 작업에 집중하면서 예술적 

감각을 침착하게 담아낸 것이다.  

선으로부터 출발한 기하학적 

추상 형태가 지배하는 작품의 근원과 

예술적 영감에 대한 궁금이 증폭되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실, 예술적 

영감이니 작품의 구상이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인 대답이 

대부분이다. 가령, 어릴 적 경험이나 

특정한 사물에 대한 관심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자신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악물 

치료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치료한 것은 약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 제작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치료사가 되어 작품 

제작에 더욱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했던 

자신을 다시 건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준 것은 예술에 대한 자신의 

열정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예술을 사랑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작가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따라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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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 pen on paper construction

Massachusett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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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선들은 단순히 조형적 

언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성실함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선적인 

구조에서는 종교적 분위기도 

느껴진다. 특히 도식적인 종교화 

만다라(Mandala)를 떠올리게 

하는 커팅 작품들은 연출된 조명과 

작품의 그림자로 하여금 우리를 

엄숙하고 정숙한 시간으로 안내한다.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우리는 

일련의 종교적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이미지와 

표출되는 분위기는 오롯이 작가의 

의도는 아니다. 그의 작품에는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작품에서 읽혀지는 

종교적 이미지는 아마도 자신을 

치유하면서 깊어진 내적 성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기 반성과 자기 

인식으로부터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까지 자신에게 

던진 수 많은 질문들은 종국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철학적 

사유의 깊이가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물음들은 

그의 작품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잭 뷰너의 작품들은 첫눈에 

세련된 시각적 이미지로 우리 눈을 

사로잡고서 정적이면서 고요한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작가로서 대중과의 친화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부분을 작품에 

작 녹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각적 측면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이 독특한 미학적 

경험을 산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적 성찰의 깊이와 예술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와 철학적 사유 두 가지 

모두를 만날 수 있게 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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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Ok-Hyun

Peter Thwaites

Yoon Ok Hyun’s art comprises 
two distinct styles which 
could, at first glance, easily be 
assumed to be the work of 
two different artists. One style 
transforms recycled electronic 
equipment into playful colorful 
worldscapes with transistors as 
high-rises and wires becoming 
fluffy-topped trees. The 
other style consists of deeply 

meditative abstract fields of 
color constructed by layering 
thousands of dots upon a 
gently muted background, both 
boundless and coherent.

Yoon describes the 
genesis of the former approach 
as being a simple memory 
from her childhood. Curious 
as to the source of the sounds 
coming from her mother’s 

radio, she opened the device 
up to find nothing but a 
colorless collection of electronic 
components. With the memory 
still vivid many years later, 
Yoon began to create the 
worlds she had expected to 
find inside, using circuit boards 
from televisions, radios and 
other electronics. For example, 
Untitled (page 10) tran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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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ior of  a discarded 
computer monitor into a 
fantastical cityscape. Thus these 
items, which once had lives of 
their own within the homes 
of anonymous owners, are 
given new life as tiny, childlike 
kingdoms of the imagination.

While these pieces 
are acts of reincarnation, 
they can also be thought of 

as reanimations of Yoon’s 
own past. They represent an 
attempt to zoom in on a specific 
memory in order to recapture 
the hopes and expectations, the 
sense of curiosity and wonder, 
found in that moment. 

Memory is a key theme 
in Yoon’s work. Where her 
mixed media work concentrates 
on a single childhood memory, 

her paintings take a more 
general approach. In fields of 
infinite dots, we find clusters 
of white points occupying the 
foreground, lending shape and 
form to the whole. Other dots 
are fainter, softly colored and 
blend into the background. 
They are easily overlooked, 
echoing the way in which 
certain memories rarely visit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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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 cotton on audio motherboard, 2012 “Untitled” - acrylic, cotton on radio, 2010

“Untitled” - film camera, acrylic, cotton, 2011 “Untitled” - acrylic, cotton on audio motherboard, 2014

“Untitled” - acrylic, cotton on audio Motherboard, 2015 “Untitled” - acrylic, cotton on audio motherboar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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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consciousness, but 
inevitably add subtle color to 
our experience. 

Untitled (page 11), for 
instance, offers a rich palette 
of color, much of which is 
composed of dots almost 
invisible at first glance. Yet each 
dot makes an equal contribution 
to the identity of the whole. 
This is particularly clear from 
a distance, where we perceive 
a field of color punctuated by 

waves of white, rather than 
one composed of discrete dots; 
no single point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whole than any 
other.

If we choose to view 
this play of foreground and 
background, part and whole, as 
a metaphor for identity, then we 
find an apt commentary on the 
way in which memory shapes 
us. While not all memories 
occupy the front-and-center 

of one’s mind, those which 
slip from view remain, barely 
perceptible yet lending their 
weight to the whole of one’s 
identity. Just as each point in 
Yoon’s landscapes contributes 
to the whole, we, as Walt 
Whitman wrote, contain 
multitudes. [b]

“Untitled” - oil on canv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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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Jin Jung

Mary C. Heinzel

The blatancy of Han Jin Jeong’s 
artwork will evoke shock, 
discomfort or disgust from 
some viewers. But that is the 
very reason Han paints vulvas, 
to make you uncomfortable. 
This audaciously sexual and 
innately feminine subject allows 
Han to make paintings that 
draw out the power and beauty 

of parts of life that are often 
overlooked. Though society 
tends to ignore or squirm at the 
mention of vulvas and feminine 
reproductive and sexual issues, 
it doesn’t necessary view men’s 
bodies the same way. According 
to Han, therein lies the problem. 
This double-standard has 
resulted in women wrongly 

feeling ashamed of the female 
form.  

Han’s first paintings 
resemble raw, naked, flushed 
vulvas with curling labia around 
the entrance and the hooded 
clitoris. Han creates photo-
realistic paintings showing 
the uniqueness of the female 
genitalia. The bumpy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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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sh, wrinkles, creases and 
crevices and their delicate 
flushed colors and variety of 
shades. 

Han’s process begins 
by fixing silk to a frame and 
pouring diluted solutions of 
petroleum and gutta[-percha], a 
resin, plastic-like substance onto 
it. Once this surface has dried 
she makes a rough sketch with 
a brush to denote the natural 
color gradations. Han utilizes 
stippling and pointillism with 
a fine brush to make her work 
appear as life-like as possible. 
To give her work a natural feel, 
instead of photographing the 
real thing, Han photographs 
chicken which she later 
composites with petals, stigma, 
and stamen. Her paintings can 
be arduous work, taking her 
anywhere from two weeks to six 
months to complete.

Han uses her images of 
chicken flesh to symbolize how 
we see the female body as a 

subject of hate, humiliation, 
shame, and repressed sexuality. 
The animal’s flesh is bare, 
naked, bumpy, clinical and seen 
on its own as disgusting. In 
other paintings she incorporates 
stamens and frilly petals to 
present a fresh perspective on 
female bodies that they should 
not be repressed, or have 
their sexual or reproductive 
rights controlled. Han said she 
uses the stamens to represent 
“women’s love and creativity, 
[as] the origin of the universe.”

Han has a background 
in textile arts, with a focus on 
dyeing. “My favorite technique 
is called silk painting, because 
it makes my work transparent 
and realistic,” she said. This 
technique creates a fleshy and 
life-like look. Han uses this 
process to represent female 
memory. “[Just] as many of 
my brushstrokes make layer 
upon layer and build a form in 
my painting, a woman’s body 

has traces of her experiences 
and memories,” she said. She 
believes that each experience 
and moment makes up her 
body and gives her a firmer 
grasp on her identity and 
potential. This sentiment 
echoes Georgia O’Keefe, who 
said that she was “trying ... 
to do painting that is all of a 
woman.” Han’s artwork brings 
to mind O’Keefe’s paintings of 
flowers which were created to 
explore the female body and its 
experiences.

Han hopes her artwork 
helps women and men alike 
acknowledge our differences 
and seek to move from a place 
of shame, repressed sexuality, 
control, humiliation and hate 
for the innate sexuality of 
women’s bodies, toward a new 
perspective, expressing the 
unique beauty of each woman 
and her vulva. [b]

“The Right Not to be Wounded” - Silk and Dyes, 2013 “The Right Not to be Wounded” - Silk and Dy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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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un Ji: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Jenny Robinson: 작업에 한해서 

저는 늘 개인적인 경험과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끌렸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매우 지치고 반복적이며 

이기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약점들이 예술을 타인과 

결부시키는 것을 더욱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 언제나 유동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고갈되는 원천이 

아닐 것입니다.  반은 한국인이요, 

반은 미국인인 여성으로서 서울에서 

사는 일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여전히 제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두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개인적 

경험이 서린 공간들, 즉 제가 사는 

도시와 고향 그리고 제가 다닌 

대학이 있던 도시의 지도들의 

이미지들을 겹쳐놓은 듯한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EJ: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JR: 현재, 저는 시인 Nayirrah 

Waheed의 작품에 매우 심취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과 다른 

POC(Power of Colors) 시인들의 

작품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과 

이민자들의 이슈, 이산 문학과 

정체성 등 제 자신의 작품과 많이 

연관되면서도 표현되기 힘들었던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품의 주제를 차용하여 

제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각예술에 있어서는 

작가 Caledonia  Curry a.k.a. 

Swoon, Kara Walker, 그리고 Julie 

Mehretu를 존경합니다.  Swoon

이 그녀의 초상화들에서 보여주는 

친밀함이나 미묘한 아름다움은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실외의 공간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Walker의 작품에서 

그가 공포와 폭력을 미학적으로 

잡아내는 것 또한 매우 충격적인 

대조 효과라 생각됩니다.  Julie 

Mehretu 역시 아주 흥미로운 

작가인데 그녀가 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의 겹침 효과, 

장소와 공간에 대한 그녀만의 감각, 

그리고 지도, 건축물, 공공 장소 등의 

공간적 이미지들의 차용 등은 저의 

정체성의 지형도 구축에 관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AEJ: 당신에게 ‘예술’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JR: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닐 

때 Julie Andrew Porter라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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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Ann Porter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사라진다면 당신을 

문명인으로 정의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일 뿐이다.”   그가 한 

이 말은 제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예술이란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고 인류와 

사회를 비추는 초상화입니다.  

예술은 엘리트, 부자, 그리고 사회의 

지식인들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활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AEJ: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 

한국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JR: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며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Airan Kang, 

문경원, 조덕현 등의 작가 및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AEJ: 본인의 회화 및 설치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회화 작업을 할 때 주로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JR: 작업할 때 주로 듣는 음악은 

‘Sia’였는데, 요즘은Podcast 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Call your 

girlfriend’, ‘Another round 2’, 

‘Dope queens’ 등이 제가 주로 듣고 

있는 음악들이구요.  미국에 있는 

저의 집과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 관심을 

갖는 작품 소재에 대하여.

  저의 예전 작품들은 주로 

이야기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로 사용했던 주제는 한국설화, 

선녀와 나무꾼이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연관성이나  그 

배경이 숲 속인 점 등이 제가 그 

설화를 소재로 택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작업 과정 

혹은 내용을 묘사하기 보다 제 

직관을 따르자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이야기의 전달보다는 조감도 기법의 

풍경 제작에 더욱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한국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비행기 창 밖으로 본 풍경을 

추상적인 이미지로서 구현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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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본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리고 

무언가 허공의 공간이 주는 느낌은 

제 작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항상 

맴돌았던 감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뚜렷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어떤 

장소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뚜렷이 

정의 내릴 수 없는 저의 정체성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정체성 및 공간에 대한 

느낌을 제 작품에 담고 싶습니다.

AEJ: 그 밖에 다른 피력하고 싶으신 

이야기거리나 다른 평론가들이 

본인에 대해 쓴 기사들에 대해 좀 

더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JR: 제 작품은 ‘집’이라는 것의 

개념과 ‘고향’이라는 것의 개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이민자이신 어머님을 둔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5년째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떄 조차도 저는 제 

정체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것에 대해 늘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배경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제 정체성 또한 환경에 

쉽사리 휩쓸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로 백인 사회였던 미네소타의 저의 

고향에서 저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그저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저의 코, 눈썹, 그리고 

어눌한 한국말 등으로 인해 단순히 

‘미국인’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개념은 제 

정체성에 대해 실제의 정체성과 

관계없는  요소들을 부여해주곤 

합니다.  저는 여러 정체성으로 

인해 자주 혼란을 겪는 대신 그저 

미국인이거나 한국인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변화를 겪곤 했지만 저는 제가 

10대였을 때부터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들로부터 이러한 작품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만큼 감상자들 

또한 제 작품들을 통해 저마다의 

경험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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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Faces” – Cerami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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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prolonged exposure 
to the works of Yomsnil 
may induce sensations of 
nostalgic warmness in the 
belly, colliding with trance-like 
states of bewilderment. Equal 
parts innocently infantile, 
mischievously erotic and 
spontaneously baffling, the 
experimental worlds of Yomsnil 
appear to be made strange 
and disarmingly cuddly before 
they slowly begin to materialize 
into the familiar levels of 
consciousness. The absurd and 
surreal often coexist and act 
as meta-artistic switchblades 
in detonating more primal 
instincts and hypocrisies 
within the human psyche, but 
in Yomsnil’s multi-medium 
constructions, the world is 
simply a wondrous amalgam 

of unapologetic flamboyance, 
aesthetic and sensory cross-
pollination, fluorescent colors 
and experiments in self-
conscious formalistic technique. 
Heavy-handed social critiques 
and political ironies are 
replaced with deconstructed 
and overtly-bombastic pop 
art visual sensibilities, lea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served and the observer to 
interact on a more primitive 
and primordial level, a theatrical 
slow dance that binds voyeurism 
and playfulness to exist within 
the hyperbolic aspects of a 
child’s unhindered imagination.

 Yomsnil holds over 
a decade of graphic design 
experience in Seoul and Tokyo 
under his belt, with projects 
ranging from website and 

game interfaces to graphic 
novel illustrations. His original 
paintings were comprised of 
cartoon caricatures, with facial 
expressions predominantly 
composed of primitive eyes 
and lips, often minimal and 
formed of ellipses or darkened, 
hollowed circles. As his 
career progressed, so did his 
fascination in material mediums, 
affording him an avenue to 
transpose his drawings onto 
three-dimensional ceramics, 
porcelain, woods, and metals. 
His collective works have now 
extended into the realms of 
live performance, furniture, 
clothing prints (page 24) and 
videography.

 In Yomsnil’s sculptures, 
as in his collection entitled, 
“Various Faces Series” (page 

“Big Round Face” – Ceramic, 2013 “Piled Two Round Face” – Ceramic, 
2014

“Three Blue Stripes and Round Faced 
Bottle” – Cerami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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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Faces T-Shirt” – T-shirt  collaboration with Super Comma B, 2016

“Made in Mullae” –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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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ll characterizations border 
between kitsch and commodity. 
Facial expressions oscillate 
among shy mischief, unbridled 
elation and vague iterations of 
fright. The sculptures inhabit 
very simple geometric shapes. 
Most are bulbous, cone-like, 
phallic, often hollowed or 
ghoulish, introducing a tactile 
and spatial dimension to his 
drawings while operating on 
a thematic terrain that exists 
right in the slim membrane 
between inanimate object 
and full-fledged, sentient 
anthropomorphism. Yomsnil 
claims that the horned 
configurations on top of some 
of these sculptures represent a 
diversity in individuality, as they 
play on the stark uniformity of 
the traditional human skull. It 
is within the minutia of these 
differences where the inimitable 
quality of each piece emerges.

 In his concept piece, 
the “Happy Nose Stool” (page 
25), Yomsnil showcases his 
sense of humor and youthful 
rascality by confronting function 

with form. His stools curve 
ergonomically to a seated 
posture, while the pegged nose 
on the seat intentionally pokes 
at the sitter’s perineum, an 
overt attempt to reevaluate the 
function of a stool through an 
almost alarmingly vulnerable 
and uncomfortable physical 
reaction, creating a functional 
paradox in interacting with 
what is taken for granted as 
everyday furniture.

Perhaps the interwoven 
through-lines of Yomsnil’s 
thematics are most adamantly 
displayed in his performing 
arts work, “Made in Mullae” 
(page 24). Several enlarged 
versions of his sculptures, 
pylons, barrels and orbs are 
scattered throughout a brightly 
spot-lit warehouse, while three 
dancers, robed in what appears 
to be scarlet, clothed versions 
of his characters, spin, dance, 
and tap at the different objects 
in the space creating odd 
percussive dissonances as they 
whirl through his raw material 
playground and melancholic 

synthesized overtures. At 
first glance, the meticulously 
choreographed performance 
appears to be composed of 
discrete bits of incoherent, 
self-contained, deviant chaos. 
Eventually, the elements of the 
senses kaleidoscopically arise 
to the forefront of observable 
interplay. Disembodiment, 
negative and positive spatiality, 
light, shadow, color, industrial 
material, acoustics and the 
aesthetics of motion have 
clearly become Yomsnil’s tools 
of unpredictable disposal, 
reverberating within the spaces 
of both the psychedelic and 
minimal. 

As an unabashed 
advocate of a certain flavor of 
insatiable arrested development, 
Yomsnil reminds us that purpose 
and intention may not always 
supersede mechanics. Half the 
fun is in the process of exploring 
and constantly rediscovering the 
infinite abyss of creating itself. [b]

“Happy Nose Stool” – Iron and Woo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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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ongmin

Sybille Cavasin

“Win Two Humans With One Claw Crane” – penc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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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dream is a more powerful 
entity than we often realize. 
It can lead us in and out of 
darkness, to parallel universes, 
into the past or future, and 
everywhere in between. 
Jeongmin Lee, also known 
as Min the Elephant, shares 
spectrums of her imaginings 
with others, offering an escape 
to somewhere new. In her work 
we encounter young whales in 
human bellies, constellations 
that live in trees, and turtles 
swimming past subway 
windows in the far reaches of 
space. 

Lee’s visions come to 
life in the form of delicate 

watercolor paintings, her 
palette both earthy and surreal. 
Some of her work is grounded 
in the harshness of reality, but 
most of her paintings create 
an environment of happiness, 
drawing spectators into ethereal 
worlds. Lee often makes animals 
the subject of her whimsical 
paintings and thus gives a 
voice to an otherwise voiceless 
population. 

Lee’s paintings share 
the beauty she admires in 
animals and hopefully start 
conversations about how they 
are treated around the world. 
Making animals her primary 
subject is almost a reflex for 

Lee. “I don’t necessarily choose 
to draw them, but most of my 
ideas involve animals in some 
way,” she said. Lee sees her art 
as a way to remind people of 
the peaceful and harmonious 
spirit of all animals and as an 
artistic contribution to the fight 
for animal rights. “I am only 
one human, yet I would like to 
believe that little things add up 
to a big change. That’s why I 
want to keep sending people 
this message-that animals 
should have as many rights as 
humans do,” she said. Even 
with the pseudonym, Min 
the Elephant, Lee is making 
a statement. After a week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 watercolo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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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at an elephant sanctuary, 
she learned of the injustices 
elephants have suffered 
through. “Humans have abused 
them in wars, circuses and 
now riding camps. Whenever 
I talk to people about my art, I 
tell them this, hoping that one 
day more people will be aware 
and protect elephants.” Lee’s 
hope for equality amongst 
all earthlings shines brightly 
through her art. 

Born and raised in 
Busan, Lee always dreamed of 
becoming an artist. “Whenever 
I was asked what I would like to 
be when I got older, my answer 
was always ‘an artist’,” she 
says. Lee’s parents encouraged 
her artistic pursuit from a young 

age. Once, when she drew on 
her wall her parents left it in a 
show of support. “Whenever 
they had guests over they 
would say, ‘this is our daughter’s 
first artwork’,” she said. 

Though Lee’s family 
initially supported her creativity, 
they encouraged more 
academic endeavors once she 
entered middle school. Over the 
years she had less time for art, 
and went on to study business 
and finance in university. Lee 
feared she might not make art 
again, but after graduating and 
finding employment she began 
painting and experimenting 
with watercolors. Needless to 
say, she hasn’t looked back 
since. 

The more time we spend 
on what is important to us, 
the more we understand the 
connections we have made to 
those things. Those connections 
become an unshakable part of 
our identity. Our passions and 
dreams, if they are strong and 
loud enough, may even spill 
over into the minds and actions 
of others, influencing small 
but important changes in our 
world. Artists of all kinds do 
just this, by sharing messages 
and ideas from different angles 
and perspectives. In the case 
of Jeongmin Lee, the message 
rings clear – and it is an 
important one. [b]

“Leg Hunting” – Ink P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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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남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도 난 바보 같은 짓일 

자주 한다. 얼굴 화끈거릴 실수를 

브라켓처럼 봄여름가을겨울 일 

년에 네 번은 터트려야 내 직성이 

풀리나보다. 몇 해 전에 일인데, 

어느 연구소가 주최한 연말 행사에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람을 뽑아 

감사장을 주는 자리에 내가 뽑혔다. 

장소가 어떤 한식당이다. 의자 대신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상차림 앞에 

있다가 내가 불려 나갈 차례가 

되었다. 일어서는데 다리가 저려서 

상을 받는 앞자리로 절뚝거리며 

나아가야 했다. 그런데 좌중에 있던 

누가 속삭이듯 옆 사람에게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 생각을 입으로 

뱉어내야 하는 모양이다. ‘아이고 

저렇게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 다리 

절름발이였네, 쯧쯧’

인사말 몇 마디 한다고 

서있으니까 내 다리도 다 풀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나갈 때에는 

다리 절던 사람이 들어올 때엔 

사뿐사뿐 들어오는 걸 본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옛날 영화 <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반전을 보여주기 싫은 배려심에서, 

나는 들어올 때도 다리를 절어야 

했다, 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진짜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한 행동은 뭘까? 또 원래부터 

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백남준의 해프닝은 무슨 

의도라도 있었지, 난 고작 몇 명의 

수군거림에 황당한 퍼포먼스를 

시전한 거다.

올바른 게 아니라면 

언제라도 빨리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인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항상 남이 바라보는 기대수준의 

틀 속에서 맞추어진 사회라는 

구성체니까 그렇다. 우리가 그 

기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

미술가 ○○씨는 평생 실험적인 

작업을 하면서 동료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왔는데, 이번 전시는 죄다 

팔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을 종종 접한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거나 또는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난 좀 다르게 

보고 싶다. 어쩌면 한 예술가의 바뀐 

스타일이 원래 그가 좋아하던 게 

아니었을까?

출발 단계에서 경력이 

얕은 예술가는 주목을 받기 위해 

자기 작업에 동시대 예술담론의 

요소를 끌어들인다. 여기에 그들 

또한 시대 흐름 속에 벗어나지 못한 

비평가, 교수, 기자들은 작가를 

칭찬한다. 실속 없는 호사가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그들의 호평이 

제도 속에서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다는 걸 작가 본인도 처음엔 

안다. 별 영향력도 없는 매체에 실린 

기사를 스크랩해서 알리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처음엔 자기도 알던 

허구를 점점 현실 속에 중화시킨다. 

대부분의 착각은 시간의 축적에 

비례하는 법.

가령 풋내기 작가에게 

멘토가 좋은 뜻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한다. 평론가는 주례사처럼 

실은 자기도 모르는 지식을 빌어 

글 한 장을 완성한다. 그걸 보고 

현장기획자는 보도자료를 꾸민다. 

기자는 그 자료를 섞어치기해서 

기사를 쓴다. 학예연구사는 그런 

이력을 한 페이지에 모아서 자료집을 

낸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을 같은 

또래들 가운데 가장 대단한 인물로 

착각한다. 뭐 작가만 그렇나, 평론가 

기획자 기자 학예사 전부 그렇지(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윤규홍).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 

소설과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리플리의 거짓된 상상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꾸며둔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그걸 진짜라고 스스로가 믿어버리게 

되는 망조를 가리킨다. 공상 허언증 

내지 작화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이 예술계엔 

수두룩하다.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내 안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건 

어떨까. [b]

Youn Gyu Hong
윤규홍/예술 사회학

리플리 증후군 (Riple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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