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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us your art. Get published.



Dear [b]racket readers, 

We are excited to bring you another issue before the end of the 
year. We hope that it brings you some warmth as we move into 
winter. I’m quite sure that you will enjoy the work that you find in 
our magazine’s pages this month. 

It has been an interesting few months in Korea with the ground 
moving underneath us both physically and politically. Change is un-
deniably in the cool, fall breeze. Life last year felt both beautiful and 
fragile, and more than ever I’m happy to see the calendar change 
over to a new year.  

Nonetheless, this autumn my heart is full. The leaves’ colors 
blaze a little brighter, the wind burns my skin more than usual, and I 
walk a little more in step with the music and voices around me. The 
world around me shifts hard in ways I don’t always approve, but I’ve 
let myself sit in those feelings of unconditional love, tragic heart-
break, sheer joy, and bitter disappointment. Turning off my sensi-
bilities might be easier, but what good is consciousness if we don’t 
run our hands over the polished and bumpy contours of our reality 
and feel all the smooth and rough edges? I’ll take the bitter winter 
breeze that’s coming and the spontaneous collisions with people 
and choose life with victory and defeat as opposed to nothing.

So the art in this issue feels perfect for the way I am feeling as 
we leave 2016 behind. It’s colorful, barren, imperfect, dark, bright, 
and chilling. The colorful streaks of paint in Choi Seungyoon’s work 
is both focused and chaotic offering a virtual eye massage. Jang 
Mee’s vivid earthy scenes show life turned upside down. The acrylic 
and spray-painted works of Michael Corra are a meditation of the 
senses. Oh Seung Hwan’s portraits show a slightly chewed away 
version of people unfazed or unaware of the image they convey. 
Sybille Cavasin’s sculptures look like life oozing forward; colorful and 
spontaneous. Finally, You You Jin’s haunting work is like a dream 
both of what has been and what may be. 

These artists share with us a part of the reality they see and feel 
and we get to engage with what they put out there. I hope you 
enjoy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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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Mee

Rosemary Scott
writer

4am In the Forest 1, 
mixed med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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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lives are chronicled with a crude and reckless 
digital image dump, briefly glanced upon in soc-
ial media feeds or overlooked entirely. Events are 
no longer experienced but simulated. They are 
framed, staged and mindlessly translated through 
a frigid and impersonal smart phone screen. These 
images pass through a rudimentary retouch, and 
are immediately uploaded to be passively con-
sumed. We feel anxiety about capturing every 
moment, but the impersonal images lack soul in 
their sheer quantity, and many are devoid of  
considered, reflective thought. In this context of 
social media and disposable digital archives,  
Daegu artist Jang Mee connects the sensory 
stimulation of experience with the tactile act of 
creation, putting paint to paper and affording her  
impressions an extra moment to be actively 
engaged. She invites the viewer to explore and 
proactively interact with her large-scale replications, 

rather than to passively view them on the snap-
shot-saturated screens that transfix our glazed eyes.

Jang’s work has the intimate narrative quality 
of a journal, but her internal impressions are 
blown-up into huge, three-dimensional com-
positions. She paints expressive compositions of 
tropical plants, mountain peaks and winding 
roads in vibrant colors, replicating the views and 
sensations of the places she has visited.  The 
large-scale painted dioramas of ‘Dear my friends’ 
(page 8) transform the natural environment 
into an artificial theatre set that the viewer can 
occupy. They are almost like interactive postcards, 
again play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s we have and the ways we attempt to 
capture, communicate, recreate, share and display 
them. Images that could have been sketched in a 
travel journal are enlarged to life-size proportions, 
transforming the actual environment into a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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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m In the Forest 2, 
mixed med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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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Dear My 
Friends 3, mixed 
materials, 2016.

(left) Dear My 
Friends 1, mixed 
material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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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construct — 2D images creating a 3D diorama. 
In ‘Nihaoma?’ (page 9) her impressions of China 
are displayed in huge hanging pages, celebrating 
the fragmentary reflections that are captured in a 
private journal in a huge exhibition space.

In her large scale installation ‘4am in the for-
est’ (page 6-7) Jang reproduces her hike up Apsan 
to watch the sunrise. Viewers have hand-held 
flashlights to navigate the darkened gallery space. 
This creates a sense of anticipation as though the 
viewers themselves are waiting for the sunrise.  
A staircase mimics the climb, and a video of the 
sunrise is projected upon the gallery wall, taking 
this transient moment and artificially reproducing 
a fragment of it. The flashlights only allow access 
to one fragment at a time, forcing closer consid-
eration of each minute detail, and the physical act 
of holding and using a light forces active engage-
ment with her work.

The anxiety of trying to capture and hold on  
to authentic experiences in a foreign country  
is noted when Jang observes her foreign friend at 

Apsan. “Unlike me, ‘C’ was overwhelmed about 
leaving this country for his, and he kept shuttering 
the camera to capture all the scenes he’s seeing, 
thinking he might never come back and see this 
view again,” she said.  She wondered, “what if I 
had never gotten the chance to be on this moun-
tain again, would I have reacted like ‘C’ or would I 
have turned down as soon as I got to the top, like 
I just did?” 

Jang’s work plays with the idea of capturing 
the view, and with repackaging the experience for 
the viewer in the gallery space.  The artificial, but 
meaningful replicas she constructs invite closer 
consideration of the moments and memories that 
we experience and desperately try to capture and 
hold onto, in our daily lives and when we travel. 
Jang Mee places us in the work as a subtle remind-
er that though we seek to capture the experience 
with our phones and cameras, authenticity is only 
found when actively listening and paying attention 
to the present moment. [b] 

Nihaoma, China ink 
on pap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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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eungyoon

John Sh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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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eungyoon’s work might give you the im-
pression that he does not do subtle. His color pal-
ette alone shows a rebellion against nuance. For 
example, Choi’s “Beginning of the Stop” series is 
composed of either monochromatic paintings, or 
paintings with such a spread of pure colors that 
they start to cancel each other out, particularly 
when viewed from afar. Quite often, he uses only 
navy blue and yet creates variation in the appli-
cation, achieving a mesmerizing translucence 
through how thick or thin the paint is as he pulls 
it across the canvas. 

As with many abstract expressionists, Choi is 
very much obsessed with the process. And like 
many abstract expressionists, it is fascinating to 
watch him work. Generally, he starts by squirting 
liquefied oils from a condiment bottle across the 
canvas. This will usually determine the overall 
balance and direction of any given piece. Then, 
he will scrape the paint across the canvas with 

various tools. Depending on his mood or goal for 
a piece, he will rinse and repeat. 

Each tool bestows a different personality to 
the stroke. Rubber spatulas allow for control with 
various thicknesses of paint that give a consistent 
outline if Choi desires. Dust pans, on the other 
hand, are harder to control and allow for wilder 
variations and subtleties to surprise the viewer. In 
some paintings he will only use one tool, yet in 
others he will use a variety of implements. 

While the palette and the strokes all create 
differences, the real speciation of Choi’s work 
comes with the structure he initially lays down. 
Works like “Beginning of the Stop 4” (not pic-
tured) and “Beginning of the Stop 17” (page 17) 
ostensibly belong to the same series as “Begin-
ning of the Stop 11” (page 12) and “Beginning 
of the Stop 13” (page 13), yet the former are 
much more Pollock-esque, discarding any sem-
blance of structure for total canvas coverage. On 

최
승

윤
(opposite) Beginning 
of the Stop 17, oil on 
canvas, 2016.

(left) Beginning of 
the Stop 33, oil on 
canva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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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hand, the latter, which make up the 
majority of the series, are couched more in the 
painting traditions of East Asia and allow areas 
of void to exist in order to balance the movement 
and life of the paint. This gives these works much 
more energy and life and allows the personalities 
of the strokes to be more apparent. Likewise, 
instead of the traditional spare ink, splash ink; 
Choi’s paintings are more splash ink, scrape ink. 

Choi’s process is documented on videos on 
YouTube where you get a real sense for his 
dichotomous process. Each action, be it applying 
the paint or spreading it has the appearance of 

being both deliberate and spontaneous, organic 
and synthetic. Which is the whole idea of the 
“Beginning of the Stop” series. The whole cannot 
exist without apparent dichotomies. 

Contradiction is what makes Choi’s work stand 
out so much to the viewer. The battle between 
colors and between applications make his work 
resonate and underscore our own personal strug-
gles between the choices we are faced with on 
a daily basis. His work acts as an example that if 
approached with grace, perhaps we can also make 
choices we can live with. [b]

(opposite) Beginning 
of the Stop 11, oil on 
canvas, 2016.

(left) Beginning of 
the Stop 13, oil on 
canva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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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Corra

An Eun Ji

Cold Side of a 
Pillow,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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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은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가? 그의 그림에서 

재현되는 것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벽, 벽지, 천, 

천이나 벽지 속의 무늬, 패턴들, 라인으로 구획되는 공간 

그리고 그것들로 재조합 되는 화면 구성,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히 벽지를 활용한 

작품이구나, 그런데 왜? 뭐 어쩌라고? 심지어 작가는 

그것이 벽지라는 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하엘은 왜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일까?

아마도 작가는 완벽하지 않은 모양으로 투박한 듯 

자신의 마음을 일기장에 작은 목소리로 마음을 읊조리고 

있는 듯하다. 단색의 꽃무늬벽지 위로 오가는 화려한 

띠들, 또 도형으로 무언가를 형상화한 공간적인 것들, 

캔버스들을 서로 붙이고 비우고 하는 것들이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애쓴 흔적들이 보인다. 2차 평면의 화면에서 

해방하고 싶은 듯, 캔버스를 다시 해체하여 재조합 한 

작품도 더러 있고 이미 작업을 마친 캔버스들을  

하나 둘씩 좌우, 위아래로 배치하기도 한다. 하나의 

작품을 둘로 분리하거나, 기하학적인 배열로 인한 

건축적인 요소가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가 선택한 천 

조각들은 그 위에 다시 칠해 지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남은 채 의도한 부분과 의도치 않은 부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여 지는 것들 외에 나무 틀이 보이기도 

하고 뒤틀리게 배치 하며 Fabric, tacs, concrete, yarn, 

photo transfer 등 다양한 재료를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에 여러 가지 재료로 그만의 조형 언어로 작업을 

마
이

클
 코

라
Apocalypse,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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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가고 있다. 미니멀한 라인에서 산발적인 드리핑까지, 

사실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작가의 속내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확실히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유추하기 

힘들다. 보는 이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르지만, 제목에서 

공감하기 쉬운 키 포인트를 얻기도 한다. “Apocalypse.” 

“I’m Not Afraid to Wake Up Because That’s All That I 

Have,” “Hand in Flour,” “In Every Way.“ ”Cold Side of 

the Pillow,“ ” Fall Back Into Place,” “Take My Side,” 

“Reflective Heart,“ 등 일상에서 일어난 것들 마치 몸으로 

체화시킨 듯 예민하면서 즉흥적으로 포착하였다고 해도 

될 것이다. 살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작가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듯하다. 어두웠던 부분을 밝고 

빛나는 꽃 띠들로 선을 그어버리고 또 그것을 흰색의 

넓은 붓으로 칠해버린다. (East) 화려한 색 속에서 단순한 

선의 절제를 통해 생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한다. 여러 

패턴이 반복되기를 지겨워하다 물감을 올려보다가 

지워버리려는 행위를 반복하며 화면을 통제하기도 

하고, 통제 불능 상태가 오기도 한다. (“I’m Not Afraid 

to Wake Up Because That’s All That I Have”)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작가는 그 절제 되지 않은 에너지를 

캔버스에 여과 없이 쏟아내기도 한다. (“If I Lived Here I 

Would Be Home By Now”) 많은 색점과 색점이 교차한 

흔적으로 얼룩진 화려해진 캔버스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left) I’m Not 
Afraid to Wake Up 
Because That’s All 
I Have Left,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016.

(above) East,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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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우연의 효과는 아마도 작가에게 흡족한 결과를 

안겨다 주었을 것이다. (“If I Lived Here I Would Be 

Home By Now”) 나무 판을 덧대어 화면을 연장한 일련의 

작업들도 마찬가지다. 나무 조각을 이어 붙이거나 부조의 

형식을 통해 평면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Take My 

Side) 하나의 캔버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로운 배경을 

가지고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싶은 듯 서로 다른 

크기의 캔버스가 하나의 나무 테두리로 각자의 이야기 

크기대로 묶여 있기도 하다. (“There’s a Place I Wanna 

Take You”)

보통 그림은 흰 화면에서 시작한다. 그리기 전에 

이미 화면에 색이 있거나 선이나 형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를 시작한다면 혼란스럽거나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복잡한 패턴을 배경으로 

그리기를 시도한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벽지, 조작된 

가공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그려진 부분과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선택과 발견으로 산발적이면서 간헐적으로 

드러난다. 컨베이어 벨트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패턴과 

작가의 호흡과 행위로 남겨진 흔적들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남으면서 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메워 

나간다. 선택과 의도, 남겨짐과 우연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우리네 삶처럼… [b]

In Every Way,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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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eung Hwan

Cassandra Kellam

Boraam, Pigment 
Pri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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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eung Hwan’s series, “Impermanence,” re-
minds us we have an expiration date. His muse is 
humanity: its proclivity for stratifying itself — class, 
religion, race, and the resulting precariousness and 
cruelty. His images evoke existential pathos, and 
read as a microcosm for the second law of ther-
modynamics, entropy — the movement from order 
to chaos. In each frame, he seizes a speck of his 
subject’s life and sacrifices it, making contact with 
the lodged compulsions that define humanity.

Hwan’s practice embodies the plurality of con-
temporary photography. His process and concept 
are inextricable; he fuses photography and biology, 
asserting control over the medium and relinquish-
ing it. The artist collects mold, deposits it on the 
emulsion side of the developed, medium format 

color reversal film, and places it in a homemade 
incubator. Before the mold can totally devour the 
film, he removes it to reveal the residual turmoil. 
The process is wholly unpredictable, and only 
0.2% of thousands of images have been includ-
ed in the final body of work. In his frames, mold 
obstructs complete view of the figures, but some 
visual clues are preserved and allude to who the 
subjects might be.

In “Yuna,” (page20) a curly-haired child in 
pajamas cradles a stuffed animal while posing for 
a portrait. The child is almost completely obscured 
from the right hand to the top of the frame. The 
stuffed animal, when viewed as a transitional ob-
ject, occupies an imagined sense of security — an 
illusion that begins to dissolve in tandem with the 

David Hyun, 
Pigment Pri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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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Mickey 
Mask, Pigment 
Print, 2014.

(left) Yuna, Pigment 
Print, 2013.

(center) Monamour, 

Pigment Print, 2012.

(right) Straw Dog, 

Pigment Prin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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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The frame highlights the tension between 
the reality of this child’s life and an innate compul-
sion to create security — both entities ebbing into 
disintegration.

In “Boraam,” (page 18) the subject appears 
like a boxer amping up for a match and pounding 
her fists together for theatrical display, compelling 
a nebulous explosion. It’s an inclination roused by 
her posturing and the semblance of a uniform. She 
appears robust, but her state cannot be maintained 
forever. The tear in time and space reels viewers 
into an extraterrestrial expanse, highlighting one’s 
own insignificance and fragility.

“Ambre” (not pictured) is a visual liaison be-
tween the grotesque and the exquisite. A young 
girl hangs a hooked index finger from her lower 
set of teeth. Mold is scattered over the body with 
the most pronounced decay dissolving her eyes 
and the top of her head. Is she mocking the per-
ceived sexuality of cover girls — a fetishized female 
identity? The image recalls Georges Bataille’s 
“base materialism,” an idea that eschews all 
forms of hierarchy, and considers what isn’t able 
to be classified, defined, or imagined. It parallels 
the defining qualities of abjection: ambiguous, 
impossible to mediate and functioning beyond 

any “law.” The girl depicted seems precocious, 
exposed to the harsh canon of the patriarchy. Her 
open mouth is a defiant satire and an invitation to 
investigate beyond the veil, to shed the devotion 
to appearances. 

Oh Seung Hwan considers the human impulse 
to divide and establish hierarchical systems to be a 
collective neuroses that cannot be remedied. It’s a 
stance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entropy: the 
chaos we cultivate only increases. Modern weap-
onization, social conflicts, and the localization of 
power corroborate the idea. 

His work makes humbling statements about 
the lives and ideals we desperately cling to, par-
ticularly in a world with excessive competition and 
notoriously high beauty standards. The obsession 
with beauty is a vow an individual makes to mask 
the reality of the body: it’s abject, fleeting and 
teeming with myriad life forms separate from  
our own.

Though the artist destroys images of his sub-
jects, the act is not exclusively violent. “Imperma-
nence” is a collection of exquisite frames that can 
help us contemplate our delicate and temporal 
existence. [b]

Kyu, Pigment Print, 
201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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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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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You Jin

Albert Lee

If an unfathomably-advanced, extraterrestrial 
microbial organism were to tether jumper cables 
from a thought translator to the operating system 
of synaptic warfare within the subconscious and 
pensively allowed the nightmarish works of Yoo 
You Jin to bombard the optical nerves, that hypo-
thetical alien informant might be able to detect a 
simple, yet overlooked, human truth that tends to 
inform a large strata of our personalities: that evil 
is within all of us.  

Before jumping to conclusions, it may be in-
structive in understanding that through much of 
our creative acts of exhibitionism, violent or primal 
impulses, our constructed tropes in culture, art 
and literature often rely on a metaphorical literal-
ization embedded in our most beloved fables and 
stories, spreading across a vast compendium of  
cultural histories. An intellectual might suggest  

that a vast number of traditional, diametrically- 
opposed archetypes, i.e. cop and robber, cowboy 
and indian, angel and demon, cannot exist on their 
own. That instead they represent the bifurcation 
of a more singular inner conflict within society and 
within the citadel of the conscious self. This may 
often highlight a duality that is split in order for 
us to reconcile the difficult truth that we are all 
capable of both profound altruism and the most 
appalling evils.

Yoo’s mixed media work lays this complex, 
universal angst out in bare parts in peculiar and 
compelling forms. Her work operates in a terrain 
that reminds us that our existence is held together 
within such fragile membranes. The confluence 
of melancholia, existential dread, psychological 
repression and trauma all attenuate as we develop 
coping mechanisms and radically alter our outward 

무제, mixed med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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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s in public social circles. It is in the act of 
this cognitive process where Yoo captures the 
friction between the innocence of youth and the 
darker realities that conspire against it.

Her work is often inhabited by repurposed ver-
sions of youthful nocturnal deviants: ghosts, grim 
reapers, owls, rats, disembodied sacrificial skinned 
animal hides, demonic figures robed in sewn up 

masks and garments, broken children and even 
sharks are stitched, patched and drawn in layers 
that accent the stormy entropies of the mind. 
The color palettes are predominantly monochro-
matic or muted, soaked in blacks and shadowy 
and feathery canvas enclaves. The capillaries of 
sartorial stitching seen in some of her work fosters 
a sense of a premeditated, surgical component to 

악순환, mixed media, 

2015.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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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mixed med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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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art, which calls attention to the organic nature 
of the scenarios while also adding a chilling tone 
to what feels like a meticulous, hand-made archi-
tecting of these surreal impressions of terror and 
confrontation.

At times, some more ambiguously predatory 
and sexual connotations are explored, as seen in 
some of her more spare pieces, which may add a 
somewhat gendered dimension while juxtaposing 
the youthful victims against animalistic reincar-
nations of popularized villains and beasts from 
literary realms. Yoo’s sculptures contain many of 
her signature elements: distressed fabrics, animal 
furs, rope, stitching and ghouls haunting children.  
These cosmetic parallels bleed onto thematic 
ones of isolation, loss of innocence and fear while 
adding a fashioned spatial dimension that elicits a 
tribal and ritualistic arrangement and theatricality.

In many ways, an artist reveals the imperfect 
beauty of something so simple that many of us 
have taken it for granted. It is a more cryptic task 
to discern where the line between the personal 
and biographical contend in Yoo’s work, but de-
spite its morose substance and aesthetically-jarring 
motifs, it does not fall into a mere polemic call 
for controversy nor try to hermetically contain the 
darkness of the psyche in a bout of nihilistic dis-
missal strictly to invoke shock. Perhaps there is a 
budding humanism in calling attention to the fear 
and anxiety that periodically isolates all of us. If we 
choose not to shun the delicacy of lost innocence 
or shameful trauma, we can alternatively choose 
to understand it with a more nuanced compassion 
by transfiguring it as what makes us more similar 
than different. [b]

몽상망상, mixed 

med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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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ille Cavasin

Seo Hee Jo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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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는 시빌 캐버슨은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자신의 

예술세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상화를 주로 그렸던 그녀는 2011년 캐나다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에서도 초상화를 선 보였다고 한다. 

화가로서의 평범한 삶 속에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예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생각은 

조금씩 그녀의 마음에서 자라났고, 점점 작품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들어왔다. 결국, 그녀는 작업을 그만두고 

화가로서의 삶을 멈추었다. 자신을 지배했던 화가로서의 

삶이 그녀에서 빠져나가자 그녀는 곧 좌절의 늪에 

빠졌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을 때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 공허함이 온몸을 감싸고 괴롭힐 때 

그녀는 한국으로 왔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들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었고 추상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술의 세계로 들어왔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녀는 대구 시내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매일 작업실로 

갔다. 작업에 열중 할 때는 아침이 되기 전에 작업실에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작업을 했다. 그녀는 마치 작업을 

그만두었던 시간만큼 보상하려는 듯이 작업에 열중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작업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결과는 개인전으로 나타났다. ‘동반자’라는 전시 

제목으로 올해 1월에 열린 개인전은 전시 제목에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작업에 열중하면서 “예술이 자신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술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작가로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것이다. 또한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신비롭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한다.

시빌 캐버슨의 삶의 변화는 작품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그녀가 캐나다에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초상화를 

(above) Purple Light, 
digital art, 2016.

(opposite) Rescued 
from the Dark, 
mixed media 
sculptu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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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렸다. 즉 구상회화 작업에 집중했었다. 추상작품으로의 

변화는 그녀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주요하다. 왜냐하면, 

작품의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랜 작업기간 동안 서서히 구상에서 추상 

형식으로 작품이 변화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 작품 창작의 공백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간절함이 그녀를 추상으로 이끈 

것이다. 그녀에게 추상적 작업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인 

동시에 깊은 감정의 표현이다. 여기에 매체의 변화도 

작품의 형식적 변화만큼이나 그녀에게 중요하다. 그녀는 

이제 캔버스와 물감이 아닌 폴리우레탄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 그녀는 회화에서 조각과 디지털 작품으로  

바뀐 것이다.

그녀의 조각 작품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폴리우레탄뿐만 아니라 아크릴페인트, 반짝이, 말린 꽃, 

종이, 점토, 나무 등 주변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이 재료들은 그녀의 작품 에서 독특한 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감은 

미묘한 느낌을 더한다. 그녀가 사용하는 다양 재료와 

색감만으로도 동화적 감성의 여성 작가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이끌어낼 만큼 자신만의 확고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개성적인 그녀의 작품은 자연의 형태와 

색으로부터 창안한다. 그녀에 따르면, 동굴이나 산 등의 

자연 형태가 작품의 형태에 반영되고 꽃이나 곤충의 

색은 작품의 색에, 산호나 바다 생물의 표면은 질감 

표현에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추상작가들로부터 감동과 

영감이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녀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조나단 메세(Jonathan Meese)이다. 

메세의 창조적인 생각과 예술을 통한 삶은 그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외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론 네이글(Ron Nagle), 루이스 

장(Louise Zhang), 타쿠로 쿠와타(Takuro Kuwata) 진 

헬레나 송(Zin Helena Song), 하지훈 등을 언급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작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기 

보다는 그들의 작품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The Sound of Nothing, 
digital a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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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그녀가 언급한 작가들과 그녀의 작품을 나란히 

감상하게 되면 마치 작품들간에 은밀한 연결이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형태와 부드럽고 따뜻한 

색의 조화로 동양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계 

오스트레일리아인 루이스 장(Louise Zhang)의 아름다운 

색은 그녀의 작품에서도 엿보인다. 그리고 타쿠로 쿠와타

(Takuro Kuwata)의 도자기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면 질감도 그녀가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가마에서 도자기 표면이 폭발하여 만들어낸 

듯한 거칠고 갈라진 틈, 두꺼운 유약 흔적은 실비의 

추상적 조각에 보이는 거친 표면과 유사하다. 그녀의 

작품에 다양한 추상작가들의 특징들이 보이는 것은 그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녀를 추상예술의 세계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상예술 작가로서의 시간이 짧은 

탓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다시 예술가가 

되었고 그녀의 열정적인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 

작업은 아마도 두 번째 개인전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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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iece, mixed 
media sculptu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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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Gyu Hong
윤규홍/예술 사회학

어디 니 따위가 감히!

살다가 이따금씩 듣는 말 가운데 은근히 기분 나쁜 게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마.” 또 능구렁이들이 엉킨 사회생활 속에서 직접 들을 

일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폭언도 있다. 

‘네 따위가’, ‘너 주제에’처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그렇다. 도대체 박근혜 정권이 디자인한 비리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일까? 말기에 다다른 정치권력의 실세들이 

하나둘씩 소환 당하는 가운데 문화계의 황태자란 사람도 

끼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빈정대는 투로 은근히, 어떤 사람들은 

끓어오른 화를 폭언에 실어 그를 비난했다. 황태자는 죄를 

지었고, 욕을 먹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던 중에 TV

뉴스를 보다가 한 시사평론가가 그를 가리키던 표현이 

내 촉을 세웠다. 그 말이 뭐였냐 하면, ‘일개 CF감독이란 

자가 권력을 주무르다니’란 꾸짖음이었다. 일개란 말의 

뜻,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비슷한 말은 한낱이 있겠네. 

시에프 찍는 감독은 그저 그런 직업이라서 주제넘게 

나랏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명함에 아트 

디렉터라고 찍은 나도 출세할 생각은 없다. 내 주제는 

내가 안다. 

 다 좋은데, 짚고 넘어갈 건 있다. 이 남자의 욕심이 

과해서 문제지, 영상감독 출신이 문화행정의 꼭대기에 

오르지 말란 법은 없지 않나. 몇몇 예술사회학자들은 

사회에서 예술 제도가 독자성을 가지면서 예술계 안에서 

주도권 교체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예술가의 정체성은 작가 개념에서 이제 일인 경영자와 

그가 맺은 네트워킹 집단으로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반감을 가진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술가의 위계를 낭만주의 시대 

기준에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술 제도권의 

업무 추진력을 지닌 영상산업의 현장 감독 같은 사람에게 

권력을 떼어주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차은택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재미있다. 그가 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총명함이 있었다. 아니, 당시 청년세대에 통하던 감성이 

그가 만든 뮤직비디오와 광고에 드러난 취향에 맞았다. 

이런 게 오래 가면 좋으련만, 특출한 소수를 뺀 대부분의 

예술가나 문필가는 각자 그들의 정점 다음에 오는 

반감기를 피할 수 없다(이 글을 쓰는 난 아직 정점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강변하고 싶지만 그래봤자...). 

일치감치 본인도 극소수의 그룹에 끼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차 감독은 예술의 장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대신 예술 바깥에서 구조적 접속을 시도했다. 그래서 

권력을 업은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왕년의 실력을 

뽐냈지만 뭔가 어색한 콘텐츠들을 볼 것. 나는 몇 년간 

문화융성이란 간판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을 관찰하며 

나름의 연구를 해왔다. 뭔가 첨단의 힘에 기대고자 하나 

고색창연함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매력적인 연구대상은 

덧없는 헛소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쉬 카푸어의 큰 작품들이 한국 땅에 들여와서 

리움 미술관까지 옮겨지는 과정에 도로 구조물 여러 

개를 해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말을 내게 

전한 한 큐레이터의 표정은 뭐가 그리 자랑스러웠을까? 

카푸어가? 삼성이? 미술이? 순진하기는. 예술은 사회를 

앞장서서 움직일 수 없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같은 시대 동료였던 

들국화와 최고 자리를 항상 다투는 그룹 어떤날이 있다. 

이 전설의 듀엣에서 독주 기타리스트의 길을 걸으며 

존경을 받아온 이병우가 자신이 교수직을 통해 한 여성 

정치인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쓴 

해명문의 끝은 이렇다. “저는 기타를 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권력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음, 그렇겠지. 

이게 다 ‘일개’ 정치인 때문에 벌어진 일일 테니까.

(윤규홍, 갤러리 분도 아트 디렉터/예술사회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