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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Art is meant to be seen, and I wish I could see more of it. Unfortunately, I can’t travel to 
New York to check out the current show at MoMa. I don’t have the time (or money) to get 
over to Florence’s Uffizi gallery for the weekend. Sure, I would love to, but it just isn’t pos-
sible. Does that mean I should be deprived the pleasure of seeing some of the world’s finest 
works of art because of geographical limitations? Apparently not. Over the last 6 or 7 years 
art institutions have been making strides in sharing their holdings online. This year, the Met-
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put significant portions of their collections online for 
free. The museum made their catalog accessible to those of us who can’t necessarily visit the 
physical site; now offering nearly 400,000 works to view online. Navigate to their website and 
type in an artists’ name in the search, I think you’ll be impressed with what they have. Getty 
Images has also joined the march, allowing free usage on their nearly 35 million images. This 
allows creative types legally sound means of using images to create work.

    The Met and Getty Images aren’t the only institutions that see the power of sharing 
what they have with others for free. Museums and galleries around the world are adding to 
their online collections. The Guggenheim (guggenheim.org) boasts over 1400 pieces of art 
by nearly 500 artists. The New York Public Library (maps.nypl.org) has scanned and shared 
20,000 free vintage maps. Wellcome Images (wellcomeimages.org) offers images for schools, 
and an amazing array of design work spanning the entire 20th Century, all for free usage. 
Even the reputed Saatchi Gallery (saatchiart.com/collections) has an online presence, allow-
ing artists to upload, share, and sell their works via the site.

   While these establishments may have different motives behind their sharing (the Met’s 
is education, Getty’s is tracking users, Saatchi’s is commission based), the notion that we are 
allowed access to work previously very privatized is refreshing. Art and information that we 
never knew existed is springing up all over the place, free for artists and art lovers to view, 
appreciate, judge, pillage, and transform.

   Artists want an audience, and we want to help them with that. That’s why we offer a hard 
copy, a digital copy, and even an iPad app. We want our artist’s work to be seen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And we will continue to do it for free.

 
Jess Hinshaw
Editor I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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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Gyeongbuk Design Center and 

B Communication

Design Concept

Kim, Tae Hei

Seo, Dong Chan

Ahn, Jang Won

2008. 04. 02

Originally 

색의 속성을 표현, DGDC의 고유한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의미

Perfection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서 중심성과 성공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완성을 의미

Expansion 
Concurrent Center로서의 성격을 표현, 색채 감성문화의 확장성

Flexibility 

세계적 섬유도시로서의 소재 및 첨단 디지털 도시 이미지를 담고 색이 가지는 
시각적 변화와 변이의 유연성을 형상화

Unique Space 

활기차고 매력적인 대구를 지향점으로 두고 명랑하고, 밝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 
다양한 色감정을 아이덴티티로 구축하여 Brand Unique Space Promotion을 강화하는 공간 컨셉을 의미

support

Jess Hinshaw [editor in chief] 
Christopher Cote [design editor]
Sybille Cavasin [words editor] 
Lisa Highfill [digital editor]

writers

Chung Se Yong [advocacy director]
Jacob Morris [digital developer] 

Lee Ryoon Kyeong [advertising manager]
Hae Eun Lee [translation/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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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EL ROTHWELL

It’s comforting to know where you come from. A 
concrete sense of where home is allows for explora-
tion, and notions of traveling become appealing 

for their enlightening potential. As these notions are 
acted upon, home is referenced for comparison. The 
introduction of a new landscape can flood the senses, 
and force introspection on one’s place of origin. As 
time passes away, the current habitat becomes reality 
as home becomes a memory. What happens when one 
is stripped of the familiarity of home and the sense of 
identity it provides? This is a question Rachel Roth-
well’s recent collection of abstract drawings asks its 
viewers.

Of Irish descent, Rothwell graduated from Limerick 
School of Art and Design in 2012. She has displayed 
abstract sculptures in Ireland, and now she is making 
her impression felt in Korea. She has already shown 
mixed media drawings in Daejeon and Seoul, and 
she’s a member of the Daejeon Arts Collective. A bur-
geoning group of artists from the group’s namesake, 
they held the successful “Made In Korea” exhibition in 
May that featured 13 artists from 5 different coun-
tries. 

Rothwell’s mixed media pieces are simplistic and 
muted. The materials that the artist employs vary, 
but come together in a cohesive structure. Thread, 
pen and ink, torn bits of paper and watercolor are all 
pieced together in various forms on paper. In “Red 
Moon, Red Tree, Red Lines,” (above left) a triptych, 
we see dangling threads sewn into the paper around 
a lunar shape, a shape that repeats in “Moon Three” 
(page 11). This form could (possibly) represent the 

cycles of the moon, it’s shape constantly waxing and 
waning, yet always returning to what it was. Roth-
well’s ideas of transformation balanced with the 
constant seem to point to this. “A change in environ-
ment can alter our sense of self, and force us to reflect 
on who we are,” says the artist. The watercolor slit in 
Red Moon also references this idea, as the aqueous 
hues of blue seep out of the threaded and collaged 
crevice. New colors are added to the original white 
of the paper, new experiences are added to what one 
already knows.

“Routine Changes” (above right)  continues this 
narrative. The images’ red map-like lines are sewn 
into the paper, only to be covered up by fibrous 
paper and different lines, black and defined. The red 
and black lines intersect and connect, but on differ-
ent planes. They are separated by a layer of chaotic 
organic lines (the fibers of the paper). The red and 
black delineations illustrate what was before and what 
is now. This piece beautifully combines her ideas of 
departure and replacement. The minimal use of color 
and well executed composition make this one of the 
artists’ most successful pieces.

Like any plant or tree that grows, people depend 
on their surroundings to nurture and influence how 
they develop and thrive. As humans we constantly 
question who we are and what makes us who we are.  
Rothwell’s work is an observation of our process of 
self-discovery. [b]

Michelle Ro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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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music

Dress Hyang 

Dress-up photo studio
Menu and prices in English and Korean

드레스향

McDonalds

Burger King
Stage

2F Dress Hyang

N

www.dresshyang.com
대구 백화점 남문에서 국체보상공원 방향으로 직진 200m 지점 tel. 053-25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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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RU

When looking at art or imagery of any kind, 
people tend to dissect it-searching for a hid-
den narrative and symbols to draw represen-

tation from. It is logical for the viewer to instinctively 
try and find an entry point. This practice is under-
standable, yet sometimes artwork is so completely 
foreign that we have to dig deeper, into unknown 
territory. The abstract artist known as UNMARU 
takes us there. Through her own experimental quest 
she has designed a path of exploration for spectators, 
changing our approach in understanding what we see. 

UNMARU relies on three of the basic pillars of art 
making: color, form and composition. “I view the 
world very abstractly, and I’d like to think, objectively 
when it comes to these concepts,” she says. Though 
the works have a very digital feel, they aren’t purely 
born from a computer. She begins a new piece by 
using her own drawings, paintings and photographs. 
She then digitally destroys and manipulates them 
until they become something else entirely. 

The more she experiments with different programs, 

the more she sees that the possibilities of what you 
can do are endless. Digital art is her medium of 
choice, but creating work this way has not always 
been second nature for her. In fact, she used to avoid 
working with computers as much as possible. Her 
infatuation with the digital realm began when she 
was first introduced to glitch art. “It was something 
unfamiliar to me, but at the same time it was very 
closely related to a lot of the noise art I came across 
in college. There was a growing push at the time to 
force images into sound and vice versa, but I wasn’t 
really that interested until I started experiment-
ing myself” she says. UNMARU uses programs like 
Photoshop, Wordpad, Microsoft Word, and an editing 
program called XVI32 to create these technicolor 
compositions. She has also been working on some 
video pieces, which the artist says will be ready in the 
coming months.

What started out as an experiment in the digital 
field has lead to an art practice that UNMARU is 
constantly learning about and adapting her own style 

14 







to. Much like the fluxus nature of the digital world, 
her work is continually being modified to suit her 
audience and her own personal taste. “Within digital 
art, there is a sense of disposability, so [the work] is 
something you have to constantly be working on and 
creating.” 

While UNMARU’s work is anchored in glitch art, 
her influences are not confined to such methods. 
She draws inspiration from painters such as Marlene 
Dumas, Jenny Saville, and printmaker Christiane 
Baumgartner. What interests her is how they are 
“pushing the boundaries of their process technically 
and conceptually.” Recently she has also been drawn 
to work by a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I have 
come to grips with a different world than the one 
I knew at their age. I enjoy the relevance of Molly 
Soda’s pieces, Maisie Cousins’ sense of color and 
form, and Stallio for his childlike wonder of his own 
process.” The diversity of her influences is explained 
by the importance she places on process.

UNMARU is not afraid to delve into the unfamiliar. 
She looks at art from many viewpoints and draws 
from influences of all kinds. Her research comes 
through in her work, showing us the importance 
of curiosity and discovery. Exploration gives us the 
chance to learn, challenging our imagination and no-
tions of representation. There are rewards to testing 
the limits of your work, artistically and otherwise. 
“No one becomes an artist half-heartedly,” she says. 
“While it may not always be financially sustainable 
the fact remains that you’re dedicating your life to 
your craft and I really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spend your time.” 

Well put. [b]

Sybille Cav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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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 만화(웹 만화, 웹툰 : 웹(web)과 카툰

(cartoon)의 합성어)는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만화방, 문방구, 동네 구멍가게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종이 책이 아닌 컴퓨터, 스마

트 폰, 탭 북으로 만화를 본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문

화이다. 카페 식 만화방에서도 거리감을 느끼는 세대에

게는 디지털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웹 만화는 만

화의 신기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디지털 책이 있는데 디

지털 만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 장에 펼쳐질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

겼다면 지금은 스크롤이 그 역할을 한다. 신문도 이제 컴

퓨터 화면을 통해 읽고 있으니 디지털 만화가 새삼스러

운 일도 아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

에 변화가 왔을 뿐이다.     

오늘날 종이만화에서 웹 만화로의 변화는 만화의 새

로운 표현방식을 가져왔다.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

해서 감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스크롤을 이용한 특유의 

연출방식이 활용되고 독자는 줌 아웃(zoom in/out) 기

능을 통해서 만화의 한 컷 한 컷을 자신이 원하는 데로 

가까이 확대해서 이미지를 보게 된다. 웹 만화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무료 콘텐트로 서비스되

면서 국내 만화 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웹 만화잡지

의 등장은 신진 작가 작품 발표의 장(場)이 되면서 웹 만

화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만화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웹 

만화잡지『쾅』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잡지는 

“만화적 실험과 재미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오프라인 잡지도 발간하고 있는 

『꽝』은 온라인 웹 만화잡지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크롤을 내리는 일반적인 

웹 만화 형식이 아니라 디지털 매거진이 가지고 있는 디

지털 열람 형식으로 읽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사용

으로 기존의 웹 만화가 보여졌던 시각적 방식에서 벗어

나 새롭고 다양한 시각적 실험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쾅』에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최재훈도 실험적인 

작업으로 독자를 당혹하게 만들거나 아련함을 마음 한 

켠에 남게 한다. 웹 만화에는 종종 신변잡기적인 내용들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형성하고 작가의 일상이 단편적으

로 그려지는 그림일기 같은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유사

한 형식은 젊은 미술가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난다. 최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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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 작업은 그러한 단조롭고 의미 없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오

히려 너무 심오하고 무게 있는 주제와 어두운 화면으로 불편하기

까지 하다. 그래서 그의 만화를 처음 접했을 때 낯섦으로 가득하

다. 죽음, 폭력, 공포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에서 

내면의 고통까지를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그의 

작품은 독자가 마치 죽음이나 폭력 등에 대한 방관자처럼 느껴지

게 한다. 그래서 마음 한 켠이 불편하다. 누구나 기대하는 이상적

인 결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현실에

서 우리의 진실을 찾게 하는 그의 화법(話法)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 내면에 있는 두려움, 잔인함, 폭력성을 여실

히 드러내면서 끝없이 상상하게 만들고 대사가 없는 검은 이미지

들과 서사적 내용 없는 단순한 컷 몇 개로 독자를 당황스럽게 한

다. 또한 잔혹한 장면이나 섬뜩한 내용은 웹 만화를 즐기는 사람

들 조차 생경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고 나면 

마치 실험적인 미디어 작품이나 난해한 행위예술을 감상했을 때

의 느낌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검은 색만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

는 우리의 모습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 폭력, 공

포는 우리의 일상 가까이 있다.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를 겪으면서

도 목격자가 아닌 방관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최재훈의 작품에서 

독자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주인공의 불행을 목격하

지만 외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 그가 던지는 이러한 날카로운 전언(傳言)은 독자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게 한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따른 내적 갈

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편한 모습이다. 독자는 내면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을 다시 바라보

게 된다. 타인의 자살과 폭력 앞에서 방관자가 아니었던가?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포는 무엇인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절망

적인 생각에 빠져있지 않는가?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잔혹성

과 비관적이고 염세적 세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

와 뒤섞여 우리를 짓누른다. 이점에서 그의 작품은 불편하다. 모

든 예술과 문화가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제시할 이유는 없다. 반

드시 계몽적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은 불편하다. 이 불편함은 문화창작자로서 최재훈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의 작업이 제시하는 철학적 의미가 극단적

인 표현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작품이 자극적인 만큼 독자는 작

품의 이야기에 몰두하기보다 시각적 이미지에 집중하거나 작품에

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이것은 많은 예술가들의 딜레마 가운

데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것은 더 나은 

작업으로 이끄는 가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화에 대한 그의 

열정은 문화콘텐트를 이끌어가는 창작자로서 가능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b]

Seo Hee Jo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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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YA HAPONENKO



Mariya Haponenko’s paintings are inviting. 
These coy yet playful images grab viewers 
instantly. Come too close and they might bite 

– in a good way. 
Haponenko’s current oeuvre of portraits tend to 

abandon the rest of the face in favor of the exquisite 
drama presented by one’s mouth, lips and teeth. It 
is wonderfully disconcerting as the lips, floating mid 
canvas, have a mild element of warmly welcoming 
macabre without losing any of their sensuality. The 
artists’ images of isolated mouths not only entice 

audiences, but also allow them to concentrate on 
the sexual energy and emotive expressions they are 
suggesting. Haponenko’s study of the mouth could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ways; language through 
movement, Freudian oral fixation, or perhaps a more 
erotic connotation. One thing is certain: the correla-
tion between the stretching and pouting of the mouth 
and emotion are undeniable. The focused, confronta-
tional nature of these works force the subconscious 
reaction into a more conscious reflection.

Her earlier works make use of imagery like a dis-

September 2014 [b]racket 25



26 [b]racket September 2014



embodied head, framed by a delicately drawn hand. 
Not dissimilar to some of Egon Schiele’s portraits, 
it is as if a subconscious protocol kicked in to make 
sure one’s self is real. So fleshy and realistic, her 
work almost seems to invite viewers to touch as 
well as look, confirming an illusion of sexuality. This 
is emphasized in “Blood Poppies” (page 25) where 
two contrasting design styles ‘touch’. A molded face 
and moist lips are held by a heavily illustrated hand, 
crowned by a wreath of impasto poppies. A single 
finger toys with the bottom lip, making the already 
erotic portrait all the more suggestive.

Aside from the inherent sexuality, there are layers 
of emotion that come with the various twists and 

contortions of the lips and tongue. Haponenko cre-
ates drawings that are thorough, with no detail of the 
mouth being spared. Natural looking teeth, excessive 
saliva, and thick tongues exalt the beauties of im-
perfection, both physical and emotional. Despite the 
disembodied nature of these images, it only proves 
that one body part can represent the whole person 
it belongs to. It can depict one’s emotions, and even 
who they are. Haponenko’s work invites us to think 
about our own feelings as well as how we express 
them to each other. [b]

John Sh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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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내 의식이 만들어지고 내 의

지가 만들어지고 생각이란걸 스스로 하게되고 내가 

사는 세계에 적응을 하게되고 이해를 하게되고 반항

을 하게되고 조율을 하게되고 좌절도 해보고 희망도 가져보는 한

사람의 ‘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아라는 테두리 안

에서 변화를 격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 각지에서 태어난 많은 종

류의 사람들이 다른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닮은 이야기를 

하고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았어도 닮은듯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면 모두에게 ‘나’라는 존재는 흥미롭다.

갑자기 질문 하나를 던져 보고 싶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안다

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아주 큰소리로 당당하게 ‘네’ 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도 하고 예전에 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학습에 의해 생겨나

는 나도 발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시간

에 따라 발견은 계속 될꺼라는걸 믿는다. 그리고 이 질문은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도 꽤나 힘든 질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라

는 존재는 표현을 해야하는 작가들에게 꽤 어려운 주제 중에 하

나라고 할 수있다. 그 변화무쌍한 주제를 항상 분신처럼 그려내는 

젊은 작가를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녀의 짧은 이야기를 그녀의 자

화상들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 흥미로운 작가는 자신의 

작업과 이야기를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가 말하는 듯이 무거

우면서도 담담하게  들려 준다. 자화상을 주로 그리는 정혜림이라

는 20대의 이 젊은 작가는 결핍이라는 점에 아주 많은 무게를 싣

고 살아온 듯 하다. 그녀의 자화상들은 자신을 잘 아는듯이 담담

히 이야기 하면서도 한편으로 낯선이를 대하는 듯이 표현 되어지

고 있다. 그녀의 결핍은 진중하게 그려내기도하고 아니면 반대로 

포장하기도 한다. 내면의 결핍은 항상 스스로와의 싸움이었을 것

이다.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덤덤해지려는 자아 그리고 남들이 보

는 시선에 대한 또다른 이미지가 썩여 그녀를 만든게 아닌가 한

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녀의 유년기는 결핍을 스스로 채

우고자 하는 노력의 시간들이었다. 주로 불을 꺼놓고 맘대로 피아

노를 치거나 명곡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옷장 안에 숨어있거나 그

림일기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지금의 작

업들의 모티브가 되었다. 자신과의 수많은 대화와 생각들이 그림

들에 고스란히 묻어났고 그녀에게 자화상이란 마치 어릴때 부터 

해오던 그림일기와도 같은 기록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HYE RIM J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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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찰나에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무겁고 센티멘탈한 감정

이 찾아오면 집중도는 높아지고 그 순간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다보면 거칠고 일그러져서 무섭고 거

부감이 드는 이미지가 되기도 하지만 작가에게 그 이미지는 자유

로운 감정의 표출이라고 믿는다. 솔찍하고 담백하게 뭉쳐진 감정

은 마치 암석덩어리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작가의 내면의 이미지와 

동일시 되기도 하며 동시에 타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

래서 인지 그녀의 이미지들을 슬쩍 보다보면 인간 내면에 누구나

가 가지고 있고 혹은 숨기고 싶은 비밀같은 감정의 결핍의 한 부

분을 몰래 들여다 보는듯해서 흠찟 당황하거나 놀라기도 할 것이

다. 자화상이라고 해서 작가 자신의 모습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잠재된 감정들까지도 투영해주는 거울이라

는 생각을 작가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작업을 하기때문은 아닐까?!

작가의 작업에는 상징적인 기호 두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

나는 ‘옷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광’이다. 옷장은 안식처 혹은 

은신처와 같은 역할로 스스로를 가두는 공간이자 안정감 혹은 충

만함을 의미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불안한 감정을 안정되게 만들

어주는 배경이 되는 곳이며  타인과의 단절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

려는 배타적인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 후광은 타

인의 모습을 적극반영하는 자아의 또다른 상징이다. 봉사와 헌신 

그리고 절대적인 희생의 표본인 예수의 사상 안에서 스스로를 개

조하고자하는 작가 본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의지의 빛’이며,  

자아가 약해 결정장애를 가진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투영한 

빛’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의 얼굴에는 인생이 담겨있고 철학이 담

겨있다고 한다. 그 안에서 살펴본 사람의 얼굴은 희노애락을 가지

고 있으며 점 하나에도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

화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스로를 그리는 것일 수 있지만, 자신

의 인생을 되뇌이고 삶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죽을때

까지 발견해야하는 스스로에대해 알기위해서 던져야 하는 수 많

은 질문들을 거치고 그 답을 찾기위해 고민하고 찾은 몇 안되는 

답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풀어나가야 하는 내면의 이

미지 작업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고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얼굴을 그린게 아니라 내

면의 인생과 감정 그리고 외형적인 아름다움 반대로 괴기스러움

까지 담겨있는 그림 앞에서 잠시 자화상의 주인공과의 짧은 대화

의 시간을 가진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혹시 지나가다 

누군가에 자화상을 보게 된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

를 읽어보려고 시도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감상 방법이 아닐까 

한다. 반대로 타인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그림을 감상하는 또다른 재미가 아닐까?! [b]

Kim Nam Jin



GABY CARDENAS

Gaby Cardenas wakes up excited about creating art 
and goes to bed hopeful about what will be created 
tomorrow. Through mixed media, printing and oil 
painting we get to see what her active and engaged 
imagination creates everyday. Sometimes its about 
deforestation, sometimes its about female struggles, 
and occasionally it even deals with religious or cul-
tural oppression. No matter the subject, Cardenas’ 
work is always born out of some serious issue and 
highlighted with a touch of her own optimism. 

Born in Ecuador, Cardenas came to Korea via 
Sweden five years ago with her family. When she ar-
rived with her husband and two kids she went right 
to work on her new life in Asia. The move didn’t slow 
Cardenas down, instead it now marks a major shift in 
her life.

It’s been a lifelong dream of Cardenas’ to be an 
artist, but one that wasn’t achieved right away. She 
planned to attend art school, but failed to get ap-
proval from her family who didn’t see it as a practical 
choice at the time. Instead, she studied marketing, 
moved to the USA, earned a business degree, and 
started a career in project management. While they 
didn’t see attending art school as a good idea, her 

family still supported Cardenas to pursue her artistic 
passions. “I owe it to my parents, especially my moth-
er,” Cardenas said, “to be someone who believes in 
pursuing my dreams and who never gives up.” When 
her husband got a job opportunity in Korea, Cardenas 
saw her chance to commit more time to art. “I wanted 
to be an artist since I was a child and I saw an oppor-
tunity to dedicate myself full-time to the arts.”  

So with the heart of an artist and the training of a 
project manager, Cardenas began carving out her new 
life. She helped her children adjust to a new culture 
and a new school. She also enrolled in an MFA pro-
gram at Kyungsung University. She quickly learned 
how to balance being an expat mother and an artist. 

Balance is key in Cardenas’ life and work. Over the 
last three years, she has become interested in Zen 
Buddhism which has informed her life and art. It 
has helped her “create art without ego and to not get 
trapped in the toxicity of approval.” She believes that 
“the worst we can do when creating art is to think 
about ourselves.” 

In a way her art feels like meditation. Her choice 
of colors, materials and the subject have a meditative 
quality that forces you to focus on the work. They 



draw you into heavy issues 
through dreamlike scenes. For 
example, “Dream of a Better 
World” (not pictured) shows a 
girl asleep on what looks like 
a beach or desert. It is part of 
a series that explores religious 
elimination and oppression in 
Cambodia under the Khmer 
Rouge regime in the 1970s-an 
issue Cardenas holds close to 
her heart.  

In “Women and Freedom,” 
(right) Cardenas explores 
what freedom has meant to 
women over history. In this 
three-piece installation made 
of natural mesh from Thai-
land, Japanese ink drawings 
and etchings by Cardenas, 
the viewer sees women and 
female shadows in various 
states. There is movement, 
urgency, despair and elegance 
exuding from them. It raises 
questions of what freedom 
might look like for a woman. 
Are mothers, wives, sisters 
and daughters ever truly free 
in their society’s definition of 
femininity? 

Cardenas said of the 
women in this piece, “they 
dance, they want to help, they 
work hard, they love, they 
hope, they dream. Some are 
only shadows.” She con-
tinued, “even in developed 
countries we encounter an 
antithesis to basic freedom: 
human trafficking and patriarchal attitudes, to name 
a few. 80%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are women. 
Isn’t it important to be aware of this even though it 
is a subject that hardly touch our daily lives? How 
can we help?”

The process by which she creates is important to 
Cardenas. In “Women and Freedom” she felt inspired 
by both her daughter and her mother. She said, “I 
recalled I had seen my then 7-year- old daughter 
sewing paper dresses and I was fascinated. It also 
brought memories of my mother who used to sew my 
wardrobe as a child and still sews for my daughter 
today. In a way the sewing, binding and joining of 
soft materials was bringing me mentally closer to my 

mother, who still lives in Ecuador.” 
Ideas come to her sporadically. “Ideas can pop from 

anywhere and anytime,” she said. But Cardenas’ work 
isn’t a bunch of random thoughts, they come from 
the struggles going on around her. “They come from 
realities that concern me such as human relations 
and the pain they inevitably involve as well as social, 
cultural or political matters.” They are ideas worth 
grappling with and like any good artist, Cardenas 
forces us to face them.  [b]

Whit Altiz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