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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저에게 특히 무더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뜨거운 

분지인 대구를 대프리카로 지칭하며 하루하루 올라가는 대구의 온도를 

연일 뉴스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작업실과 전시실에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서 바다나 계곡을 

상상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태한 저와는 달리 문화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장소에서의 대규모 

전시와 대안공간에서의 소규모 전시는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대구미술관 기획전시인 잉카 쇼니바레 展과 윤동희 展, 

달성문화재단이 주최한 2015 강정 대구현대미술제-강정,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 展, 대구문화회관 기획인 2015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강민영, 

신준민, 이기철, 이재호, 허태원)과 광장에서 진행된 미디어 파사드 展, 

대구현대미술가협회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예술, 도시에 

서다 展, 봉산문화회관이 기획한 2015 Hello Contemporary Art 展(홍순환, 

김성수), 범어 아트스트리트가 기획한 시선-The View展 등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대안공간에서는 B커뮤니케이션에서 기획한 한승훈, 김현수, 

김세원 회화 展, 7T에서 생활소품 디자인 전시 기획한 봉산길 83번지 가구와 

도자기 및 변미영, 윤종주, 최정인 展, 비영리전시공간 싹 에서 기획한 권효정 

展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b]racket에서 선정한 작가들은 대구와 광주, 서울 등에서 

활발히 작업하고 있는 내, 외국의 젊은 작가들입니다. 장르도 회화와 사진, 

미디어, 퍼포먼스, 서예 등 되도록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를 소개해 

대안적인 시각적 흐름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작품을 투고한 여섯 작가들과 

작가들을 찾아 다니며 인터뷰 한 Writer들, 멀리 독일에서 전시소식들을 

알려준 Amanda, 작가들의 통역을 맡아준 윤경 쌤, 디자인의 디테일을 

책임져준 Chris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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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Byung Hoon

Meryl Booth
writer

There is something peculiar 
about Korean artist Byung Hoon 
Kong’s oil paintings that depict 
an array of our favorite heroes 
and cartoon characters. Some 
compositions might not be as 
familiar as others, however it 
soon becomes apparent that 
these unrelated characters 
are re-enacting well-known 
masterpieces. Kong re-creates 
these familiar faces, which 
initially seem selected at 

random, and range from the 
popular Korean Pororo to the 
American Tinkerbell.

There is no doubt that, 
in this age, we are confronted 
with images and representations 
of these characters more often 
in our daily lives than with 
paintings such as the ‘Birth 
of Venus.’ Aside from using 
these popular figures, which 
bear a sense of familiarity and 
nostalgia, the artist modernizes 

classic portraits even further 
by simplifying the composition 
and using rich and vibrant 
colors akin to modern art. The 
characters are purposefully 
chosen for their social and 
cultural connotations and 
for how they might be used 
to reinterpret the themes of 
classical paintings.

While viewing Bart 
Simpson in ‘Liberty Leading 
the People Play Acting’ (not 



6 K
on

g 
B

yu
ng

 H
oo

n
공

병
훈



8

pictured) one cannot dissociate 
the symbolism and pop culture 
references connected with the 
infamous yellow character. 
In this instance Bart changes 
the narrative to represent an 
American idea as opposed to its 
French origin, which is Kong’s 
intention in using specific 
characters in certain roles. 

The superficial characters 
carry strong motifs of their 

original counterparts, placing 
viewers in the peculiar position 
of juxtaposing the original, 
unmistakably serious, narrative 
against that of the artist’s 
playful interpretations. An ideal 
example of this would be Kong’s 
rendition of ‘The Last Supper,’ 
(pages 8, 9) whereby characters 
such as Goku, Pikachu and Papa 
Smurf represent the apostles in 
an underlying mocking ton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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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evaluate the message of 
the original artwork.

Another main 
objective of Kong’s work is to 
highlight the polarities existing 
throughout society with strong 
reference to the contrast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wealthy and poor, and 
North and South. He illustrates 
the shift from traditional art to 
digital art, and the impact it 

makes on our perception. This 
juxtaposition of symbols, both 
modern and classic, creates an 
exciting tension that encourages 
the viewer to enjoy both with a 
new appreci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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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 Paul Estabrook 아르거스 폴 

이스타브록.

뉴햄셔, 버지니아 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당시,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형제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마을에 더군다나 

한국인이나 아시아계 동양인들이 

드문 그곳에, 눈에 띄는 외모로 

원치 않는 관심(?)의 시선을 받으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입학 후, 교내에 어느 

암실을 발견한다. 그 곳에서 온전히 

혼자가 된 그는 그 누구와도 아닌 

자신과의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깜깜한 암실에서 눈과 

귀의 감각이 잠시 쉬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 이미 분주해진 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작업들을 하였다.

어두운 카머(Kammer:작은 방)

에서 한줄기 빛으로 그려지는 그림, 

붉고 경미한 조명 아래, 사진 인화지 

위로 약품에 반응하여 생겨나는 

이미지들……. 사진에 흥미가 

생기며 찾아본 만 레이나 나기 등 

사진 서적들... 그 경이로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암실은 고등학교 시절 

그만의 아지트가 되었다. 불행인지, 

우연 이였는지 사진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없었고, 늘 언제든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별도의 지도 없이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며, 그 내적 

필연성만이 이끄는 대로 다듬어 지지 

않은 나이브함과 의도치 않게 과감한 

작업을 이끌어낸 원동력으로 사진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갔다.

막스 에른스트와 듀안 마이클, 제리 

울스만을 좋아하는 Argus는 최근 

서울 패션 위크에서 만난 사람들의 

초상작업에 초현실적인 구성과 

동시에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를 떠올리게끔 하는 시간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화면에 구성하고 

있다. 

미국식 교육과 

생활패턴으로 살아온 Argus는 

한국이 비록 어머니의 나라지만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 

작은 나라지만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적잖은 쇼크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몸속에서 잠자고 있던 반쪽 

정체성, 한국인이였다는 DNA가 

되살아나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받았을 법한 그런 첫인상의 종류와는 

다른 섬뜩한 낯설음과 동시에 

반가움이였을것이다.

거리마다 위압적인 대형 

광고물과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오늘의 특가에 맞는 과자를 

선택하듯 유행에 따른 맞춤식 

성형을 종용하는 광고 전단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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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고, 동대문의 거리에는 낡고 

유행 지난 것들이 죄악시 되어 빨리 

옷 갈아입기를 부추기고, 한집 건너 

이곳저곳의 매장은 새 인테리어로 

대체하기 바쁘며, 어느 한 곳 쉴 수 

없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에겐 

어지럽지만 새롭고 진기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런 삶의 풍경이 

나쁘다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삶은 삶일 뿐,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의 인생일 뿐, 오늘의 나와 

네가 만나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가 

생겨나듯, 그는 이런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사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다고 한다. 

지금 티 모닝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작품 시리즈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버려진 책들을 주워 

모아 어느 한 페이지를 선택한 후, 

선택된 단어들만 나열 (re-writing) 

된 작품이 그것이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태워버리고 분절된 문장들 

사이의 고립된 단어들이 하나의 

섬을 이루는 듯, 모양새가 마치 

타들어간 해적의 지도 같기도 한 번 

아웃 드로잉 시리즈(Burn out draw)

는 원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만의 함축된 시적 표현방식을 

볼 수 있다. 마치 갈기갈기 찢겨진 

페이지에서 분리된 단어들을 

공중에 뿌린 후 땅에 떨어지는 대로 

읽혀지는 트리스탄 차라의 그것과는 

다른, 얼핏 보기엔 자동기술로 

랜덤식의 단어 나열로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단어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배여 있다.

그에 비해 또 다른 연작인 

페이퍼 커팅 작업에서는 옛 

다큐멘터리 사진들이나 이미지들을 

가져와 새로운 실루엣을 입혀 다소 

자유분방한 콜라주를 선보인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앞으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과도        

‘플럭서스적’인 태도로 반예술 또는 

예술을 향한 진정성으로 무엇이 

사진인지 담론을 형성하고, 오늘날의 

사진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작품 

활동을 통해 알아가고 싶다는 Argus.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시행과 

착오를 겪으며 작업에 임하고 싶다는 

작가의 의지에 앞으로의 작업이 더욱 

궁금해진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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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how different the 
world would be if corporations 
had no control over people. If 
instead of being influenced by 
a conglomerate of businesses, 
smaller, local collaborations 
held more power. Yet in reality, 
colossal companies, through 
advertising and sheer ubiquity, 
often inform the cars we 
drive, the clothes we wear 
and even the coffee we drink. 
But there are people out there 
trying to draw our attention 
to this mind-control, like Yuk 
Jong Seok. He uses his art to 
start a dialogue about control 
and corporate leadership, 
questioning why we allow 
ourselves to thoughtlessly 
conform. 

As it stands, business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our 
lives, and corporate leaders 
take center stage. You may not 
know Jeff Bezos or Howard 
Schultz by name, but you have 
definitely heard of Amazon and 
Starbucks. Pioneers of their field 
and innovators of our time, 
they have significant control 
and access to the world around 
them. Like it or not, the way we 
get information,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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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schools, the shops in 
our neighborhoods, and what 
we eat and drink is essentially 
decided for us.

In one image “Untitled” 
(page 16) we see a crowd of 
businessmen in suits, clamoring 
and fighting to get ahead of 
each other. Further up the 
‘corporate ladder’ we see pain, 
suffering, confusion and even 
danger personified through an 
alligator. In the background 
stands one man virtually 
controlling the whole scene. 

Although many work 
to achieve the same success as 
their leaders it is an impossible 
feat for most. Yuk instills this 
terrifying image into our minds. 
There are the desperate and 
unaware masses, the grieving 
faces, the faceless onlookers 

and the controlling leader. 
Perhaps, Yuk hopes the image 
will allow reality to sink in. We 
may not all be wearing suits 
to work, but still unwittingly 
support this unbalanced 
system of power by willfully 
participating in the cycle. 

Yuk points out that 
if only a few leaders decide 
what is influential in society 
we might never have the 
chance to reach our potential 
as human beings. The world is 
chock full of inventive, creative 
and inspiring people. Each of 
us one little piece in a giant 
puzzle. We adapt, grow and 
flourish when working together. 
Collaborations on smaller scales 
would allow more people to 
invest in their passions and be 
successful doing what they love. 

It might remove us from the pull 
of large corporations.

Corporate leadership 
makes people feel the need 
to participate, but in reality, 
we don’t need what is being 
sold. How can we begin to 
understand this, if not through 
art? “The hardest part of being 
an artist for me is that people 
just give up on the hope that 
art can change our society,” 
said Yuk. Viewing and making 
art allows us to communicate 
and learn from one another. We 
can use it as a tool to impact 
each other’s lives. “I want to ask 
people what real paradise is. I 
like to think of how I can make 
them consider it,” he says. If 
you start to imagine your own 
idyllic place would it be the 
fulfillment of another’s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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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something that is controlled 
by you? 

Yuk’s work serves as a 
reminder that our influences 
connect and inspire us on a 
deeper level, so we must choose 
them wisely. “I don’t want my 
work to answer something,” 
says the artist. “I want viewers 
to think more, ask more 
questions, and have discussions 
because of my work.” 
Questioning and doubting is 
fundamental to our growth. 
Yuk’s visceral images remind us 
that we should be questioning 
the world around us, so we may 
move more deliberately toward 
our fut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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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 Seon Hooi

Whit Altizer

Cheng Seon Hooi feels that 
so much is gained from the 
passage of time. For the 
Gwangju artist, who also labors 
as a persimmon farmer on the 
weekends, time is inevitably a 
major theme in his art and life. 
In his paintings, Cheng uses LED 
(Light Emitting Diode) lighting 
to create the feeling that an 
entire day is passing before 
your eyes. Cheng’s intention 
isn’t just to make the scene 
feel realistic or to incorporate 
new technology in his work. 
“I expect the viewers to feel 

the passage of time through 
my paintings, so that they can 
realize the passion of life,” 
Cheng said. 

Cheng’s work reminds us 
that we spend our days working 
toward something. Things like 
food, acceptance, love, money, 
success and survival keep us 
moving forward. We inevitably 
plot our days to achieve goals, 
thus filling our time with a 
variety of tasks. Cheng admits 
that this makes life feel like a 
never-ending routine, but he 
also implores us to look at each 

da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s time goes by, I find new 
things that I didn’t know in the 
past, and that is why the power 
of time is significant,” Cheng 
explained.  

His work plays on this 
perspective by showing time 
pass on scenes in nature. In 
one of Cheng’s paintings (page 
20), men crouch over a marsh 
digging for shellfish. With the 
LED lighting the scene shows 
the day wear on into the night. 
Even by nightfall, the men 
continue to work. The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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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lmost feel the hard work 
that these men have endured 
to make a living and feed their 
bellies. For Cheng this visual of 
hard work demonstrates passion 
in life.

Cheng’s process is a 
testament to time and passion. 
First, Cheng draws a day scene 
and a night scene on hanji 
paper with paints or ink. He 
then makes his frame out of 
polycarbonate and overlaps 
the two pieces of paper on the 
canvas. Only the day scene will 
be visible on the canvas. The 

night scene becomes visible 
through the thin paper of hanji 
when the LED is on. Depending 
on the narrative of the painting, 
Cheng then controls the flow 
of the LED to make the image 
of his painting look like it is 
moving. 

Humans aren’t 
necessarily the focus in 
Cheng’s work. Nature mostly 
dominates the canvas. Often 
nature is all we see. “Certain 
scenes that I see in my life 
have environmental concerns 
and there should be ecological 

balance,” Cheng said. “I try to 
express that in my work.” By 
spending so much time outside 
tending to his persimmons, 
Cheng is inevitably inspired 
and concerned with nature. 
It dictates the crop’s failure or 
success. 

In one such piece, 
Cheng focuses on a lone tree 
(not pictured). The scene is dark 
and the tree hunches over like 
an elderly person that has spent 
too much time working in a rice 
field. The environment around it 
looks barren, the sky om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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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just as the sun moves 
across the sky, the tree stands 
motionless. It’s almost regal in 
its stoicism. The scene seems 
to indicate that no humans live 
in this world, but nature plods 
on, still growing and reaching 
for the sky. Life goes on with or 
without you.

The passage of time in 
Cheng’s work not only shows 
people’s passion in life, but it 
also shows both human and 

environmental endurance. “I 
feel speechless when looking 
at somebody’s wrinkled face, 
which reminds me of the 
philosophy of time,” Cheng 
said. “Those who have survived 
for many years, enduring rain, 
wind and the strong sun, which 
also make us sustain our lives, 
have a lot of stories that have 
deeper philosophical meanings 
than those you get from any 
book.” 

Fortunately, these stories 
get passed on to us in Cheng’s 
art. In Cheng’s world, life looks 
hard but also beautiful. The sun 
rises and then it sets. His art is 
a stark and beautiful reminder 
that all things must eventually 
come to an end, but that we 
should endure the hardships 
and be unabashedly passionate 
about the life we lea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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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 Uk’s most recent 
creations were on display in 
a gallery, down one of the 
winding alleyways of the 
Bangchun Market in Daegu last 
month. In the last few years a 
handful of artists, galleries and 
shops have been growing and 
thriving there. Lee’s art draws 
on both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making it a perfect fit 
for the unique spaces that have 
sprouted up in this old district. 
Just like the charm emanating 
from this area, Lee’s work draws 
on our nostalgia for the past in 
the midst of the ever-changing 
present.

Lee’s methods and 
techniques are traditional to 
Korean culture. His work is 
achieved by combining Lee’s 
training in calligraphy and 
takbon. Since university, Lee 
has been drawn to takbon, 
a technique that is achieved 
by rubbing blue ink and 
rough brushes on hanji over 
a surface or texture the artist 
wants to capture on paper. 
“Traditionally, takbon is a form 
of documentation shown in 
Asian culture, to keep traces of 
the past, which developed along 
with the invention of paper,” 
Lee said. In addition to using 

this method, Lee also studies 
takbon in ancient Korean 
inscriptions as a researcher and 
artist at the Central Buddhist 
Museum of Korea in Seoul.

Lee combines this 
technique with his calligraphy 
training to do what he feels 
words cannot. While the 
viewer might see crashing 
waves, icy mountains or a 
field of wheat swaying in the 
breeze in his work, Lee offers 
another explanation. “While I 
was thinking of the limitations 
of letters, the main means of 
making a mark in calligraphy 
work, I got interested in t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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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arks that humans leave 
behind, which can be its own 
form of primitive language,” he 
says. Lee uses these marks as 
a kind of visual language that 
helps reveal human emotion 
that is not, or cannot be, 
verbally expressed. 

Lee’s recent body of 
work contains three new pieces. 
They are set in natural, smooth 
wooden frames with beveled 
edges. The frames quietly fade 
and seem to merge into their 
surroundings, hung against 
knotted, pale wooden walls. 
One piece (page 25) presents 
the viewer with a very calming 
scene. There appears to be a 
grid behind the print. The hanji’s 

natural imperfections reveal 
what could be a mountain 
range in the distance and the 
embedded flecks above it, a few 
stars twinkling in the sky. 

Further down the 
alleyways of Bangchun Market, 
the traditional and modern 
converge in another one of Lee’s 
pieces. (page 22). Draped from 
the ceiling, long strips of cloth 
and paper occupy a corner of 
the space. The work curls and 
comes to rest on the floor. The 
sunlight streaming in behind 
it casts patches of light and 
shadows across the room. The 
thick brushstrokes on the paper 
bear a resemblance to bamboo 
shoots sprouting out from the 

ground, taking up temporary 
residence in the gallery. Here 
nature is leaving its mark.

In his new work, Lee 
pushes beyond what most 
people recognize as calligraphy, 
with its telltale big brush strokes 
and pitch-black ink. His subtle 
mark making reinvents how 
calligraphy is portrayed in order 
to represent the trace evidence 
left behind in this world by both 
nature and man.  We, in turn, 
are left to enjoy the thoughtful 
work made by an artist using 
traditional methods in order to 
leave behind his own mark on 
modern ar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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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 Lee

Seo Hee Joo, PhD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사진 앞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궁금해지는 

것은 감상자들의 동일한 반응일 

것이다. 유니 리의 사진 작업들은 

묘한 매력으로 우리의 머리 속을 

물음으로 가득 쌓이게 한다. 어디서 

촬영했을까? 몽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연출한 것일까?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그녀의 

사진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 등등. 

단순한 궁금에서 시작된 물음은 점점 

심오하게 변해간다. 쏟아지는 질문에 

작가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자신의 직관을 믿고 자신의 

상상력에 열정을 다 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대답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그녀의 

대답을 머리 속에 떠올리며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녀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다. 

그것은 그녀가 캘리포니아에서 

서울로 온 작가라는 것이다. 그녀는 

요사이 젊은 작가들이 떠나는 모험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여행이 

편리해지고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목민적 삶과 

사유에 대한 욕구는 많은 젊은이들을 

모험과 탐구의 여정으로 이끌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오늘날의 이런 

환경은 선물과 같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운다는 

것은 분명히 예술적 작업을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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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유니 리의 풍부한 

상상력도 여행이나 타국의 문화를 

통해서 더욱 축적되고 성숙되어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녀의 작업이 눈을 

사로잡는 것은 상업적인 사진으로 

보이는 시각적 감각과 그 경계를 

넘어 예술적 사진의 감각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경계를 

묘하게 넘나들고 있는 그녀의 작품은 

모델의 포즈 구도, 색감, 심지어 

풍경 이미지까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작품처럼 보인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시각적 감각에 

호소하는 작품으로 쉽게 판단될 수도 

있다. 그녀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이 

부분이 그녀만의 독특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예술 세계로 인도하는 

예술적 언어의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작업이 

상업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직관에 의존한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업적 이미지는 

그녀가 대단한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은 본능적으로 작업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한 다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자유로운 상상과 그 

상상의 토대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개념화하고 여기의 자신의 감정을 

실어 표출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직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녀의 

말은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한 당찬 

표현으로 들린다. 

The rising, Spider, Trial

의 연작들은 자신의 내면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초상(Self-

portrait) 연작에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예술 세계가 잘 표출되고 

있다. 도전적이면서 당찬 모습을 

통해서 강한 현대 여성의 모습과 

사진가로서의 자신의 도전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진의 구도를 가득 채운 

몸 동작, 자연과 함께 하는 유연한 

동작, 여성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등에서 작가로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출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묻어나는 것이다. 

셀프 초상 작업 이외에 

Visibility 연작은 물방울과 사람의 

표정이 어울려져 재미있는 작업을 

제시한다. 영상 화면의 일시 정지를 

보는 듯한 이미지 안에 떠 있는 

투명한 물방울들은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사진의 맑은 

색감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싱그럽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은 감각과 상상만으로 작업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연출과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작업에서도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직관에 따라 

감각적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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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다는 자신의 분명한 

작업 태도가 이 작품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요사이 작가들은 참 많은 

생각들을 작업에 담고 있다. 미디어 

작업은 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동시대 미술의 흐름이 그러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감각적인 

작품을 만날 때, 느낌은 사뭇 다르다. 

작가들이 자신의 상상을 실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래서 10년 후, 그녀의 작업이 

궁금해진다. 지금은 다소 예술적 

언어의 표출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그녀의 감각은 

심오함으로 직관은 깊은 통찰력으로 

바뀌면서 자신만의 사진 철학을 담은 

작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