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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2017 대구문화재단 우수기획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위트 알티저
애디터의 글

브라켓 독자 여러분께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셨기를 모든 독자님들께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2018년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넘치는 창작의
의지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호가 처음이신 독자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오래 함께 해 오신 독자들께는
끊임없는 지지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브라켓 발간이 벌써 7주년이 되었는데요. 2018년의 첫번째 브라켓을
빛내 주신 예술가들과 그들의 멋진 작품들을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호의 좋았던 점들과 다음 호에서
기대하시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브라켓은 진심 어린 비평과 놀라운 작품들로 지면을 채워주실
비평가와 예술가들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브라켓의 변화를 이미 감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편집 디자이너와 작품들에 관한 것인데요. 브라켓 독자로서 갖게 될 여러분들의 더욱 강한 경험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브라켓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특징들을
갖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브라켓을 더욱 더 좋은 잡지로 거듭나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라켓은 이제껏
가꾸어 온 가치들의 유지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수준 높은 잡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호는 특히 모든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번역가의 수고로 인해 영어와 한글 두 가지로
발간되어 브라켓이 독자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는 새로운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예술가들과 더불어 기존의 비평가들과 함께 새로운 비평가들을 소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소개된 작품들은 모두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해 받게 된 예술가들의 영감을 표현함은 물론, ‘예술’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자신을 보다 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작가 안은지는 한국의 추운 겨울, 얼음
등과 같은 소재를 가지고 실험한 사진들을 선보이는 에티오피아의 사진작가 ‘Bereket Alemayehu’에 관해 ‘미묘하고
섬세한 사진들(Subtle, delicate photographs)’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서희주 작가는 우리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내적 두려움과 압박감을 어두운 목탄화로 표현하는 작가, ‘The Frown Clown’, 즉 ‘찡그린 광대’라는
예명의 작가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영입한 김순임 비평가는 신근희 작가의 멋진 아크릴 회화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이 갖는 힘’에 관한 심도있는 관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비평가, 존 슈레이더(John Shrader)에 의해
차현욱 작가의 작품세계로의 잊히지 않는 여행을 떠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비평가, 테리 포크너(Terry Faulkner)
는 ‘루나틱 마고(Lunatic Margo)’라는 예명 하에 활동하는 작가와 그녀가 여성으로서 갖게 되는 영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평가, 로시오 카디나(Rocio Cadena)는 김소희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초현실적 이미지들과
이로 인해 드러나는 도시인으로서의 삶, 성 역할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의 첫 브라켓을 빛내주신 모든 예술가들과 작품들에 존경을 표하며, 브라켓을 통해 창작 과정을 공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를 거듭하는 잡지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기쁨을 독자들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ditor’s Letter

Dear [b]racket readers,
Happy New Year, readers! We hope that 2018 brings you joy, happiness, and a deep
well of creativity. If this is the first issue you’ve picked up, welcome! If you are a long-time
reader,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s we go into our 7th year of publishing this
magazine, we are excited for the artists and work that 2018 will bring to our pages. We
encourage you to drop us a line with what you like about our magazine, what you’d like to
see from our magazine, and with ways that you’d like to contribute. We are always on the
hunt for writers and artists to help us fill our pages with thoughtful words and stunning work.
You may notice small changes in this and forthcoming issues. With a new designer at the
helm and with new art in our pages that continue to inspire us, we will be making efforts
this year to enhance your experience as a [b]racket reader. We believe that change brings
about new ideas, new features, and ultimately a better product. Our hope is that [b]racket
will maintain the standard it has always held while also pushing it a bit higher. In this issue
we have worked harder to make all of our articles accessible to our readers. Through the
efforts of our translator, Kim Yoon Kyung, we are bringing you all articles in both English
and Korean. We hope you appreciate reading the perspectives of our writers in whichever
language is more comfortable for you.
This issue brings you new Korean and expat artists and some new and old writers. The work
in this issue bursts with inspiration from the artists’ surrounding and simmers with selfexpression that only art has a way of adequately capturing. Writer An Eun Ji writes about the
“subtle, delicate photographs” of Ethiopian expat Bereket Alemayehu who experiments with
ice formations in the brutally cold Korean winters. Seo Hee Joo explores the dark charcoal
drawings by The Frown Clown and how they express an inner fear and oppression that many
of us choose to ignore. New writer Kim Soonim observes “the power of the feminine spirit”
in the beautiful acrylic paintings of Shin Keun Hee. The reader is led on a journey by writer
John Shrader through the haunting and complex work of accomplished artist Cha Hyeonuk.
Terry Faulkner investigates the dynamic work of Lunatic Margo and the inspiration she finds
through being a woman in her medium. Finally, Rocio Cadena looks at the surreal images
created by Kim So Hee and how she reveals the absurdities of city life and gender roles.
Thanks to these artists and all that have submitted their work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enjoy and explore your creative process. Putting this magazine together and revisiting it
as time goes by is truly a pleasure for all of us here at [b]racket. We are hopeful the feeling is
mutual.

7

베리켓 알레마예후
글. 안은지

요즘 한국은 낮 동안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로 꽁꽁 얼어있다.
이런 영하의 날씨가 낯설지만 어딘가 신나는 작가가 있다. Bereket
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추운 곳의 느낌을 찍는 사진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속에서 흔치않은 그만의
독특한 포착법에 의해 사진을 남긴다. 풍경을 찍지만 프레임 속 화상은
추상적인데 지구상 어느 낯선 곳을 발견 하듯,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을
소재로 삼는다. 때로는 익숙한 풍경 속 어느 곳에서 발견된 알려지지
않은 구조와 표면을 탐구하기도 하고 더운 날씨에 익숙했던 촉감과
시선 그대로를 뷰파인더에 투영시켜 춥고 더운 두 지역의 경계를 더욱
촉발시키기도 한다.
Bereket의 민감하고 미묘한 사진들은 일상에서 쓰이는 얼음이나
사소한 발견을 통해 겨울이라는 계절을 암시하지만, 계절은 작가의
선택이 아닌 배경일 뿐, 대부분은 작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실험과
선택으로 나타난 단순한 이미지들로 독자의 눈을 이끈다. 재밌는 풍경을
골라내면서 다소 설명적이기 보다 줌인된 이미지 축소판을 촬영하면서
일상적 풍경보다 더 많은 것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열대 지방에서 자란
그가 마치 겨울 왕국에 도달하여 이곳저곳 사진기와 함께 다니며 수집한
지형학 연구와도 같은 이미지들은 엘사의 마법이 닿은 듯, 신비롭고
특색 있는 실험과 발견으로 풍경을 조사한다.
1979년 에티오피아 Addis Ababa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 주재
영국인 기자겸 작가인 Andrew Salmon의 책 “Modern Korea: The
Land of Extremes”에서 설명하듯 핵 미사일과 삼성의 스마트 폰,
김정은과 싸이, 이처럼 양극단의 다이내믹하고 분단된 국가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이끌려 2014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Music Mayday Ethiopia(NGO)에서 Life Skills Course
Facilitator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It has been cold in Korea these days, ten degrees below
zero even during the daytime. However, for the artist,
Bereket Alemayehu, the harsh winter in Korea is both
unfamiliar and attractive. A photographer from Ethiopia,
Alemayehu takes pictures of this cold place and changes
ordinary scenes of winter into his own abstract images
by using his unique technique of photography. He is a
landscape photographer, but the image in the frame looks
abstract like what we expect to find in an unknown place.
He is attracted to odd-looking forms and structures that he
finds in ordinary scenes. Also, he evokes feelings of warmth
and coldness by adding images and textures that remind
him of hot weather.
His subtle, delicate photographs of ice and other seasonal
objects allude to an icy winter. However, he chooses the
season as a background for his photograph. He starts
his work by experimenting with what he finds curious and
attracts the viewer with simple images that he creates. He
chooses interesting scenes, but doesn’t describe them
directly. By zooming in and out, he makes the image larger
or smaller, and extraordinary. As a foreigner who grew up
in a tropical country, he enthusiastically explores lots of
places in Korea in winter, clicking the shutter of his camera
and creating his own map of them as if he were the main
character of the fantasy film, ‘Frozen’.
He was born in Addis Ababa, Ethiopia in 1979. Deeply
moved by the English writer, Andrew Salmon’s book,
‘Modern Korea: The Land of Extremes’, he came to Korea
in 2014. He wants to live and learn in the land of extremes
among such things as the nuclear missile; the Samsung
smart phone;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un; and the Korean singer, PSY. He worked for Music
Mayday Ethiopia (NGO) as Life Skills Course Facilitator, but
now he works as a full-time photographer.

written by An Eun Ji

↗
Nothing landmark,
2016
→
Exile patter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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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메일로 주고받은 짧은 인터뷰이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가 있습니까?
작년에 서울, 하자 센터에서 한 달 정도 개인전을 가졌고,
같은 테마와 전시 제목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곧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작가인 친구가 추진 중이구요. 가능한 한 해외에서
많은 전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제 작품은 2016년과 2017년의 고양시 벽제동의 겨울 풍경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자란 외국인으로서 2014
년에 한국에 온 이후 맞닥뜨리게 된 한국의 겨울 날씨는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죠. 몇 달간 지속되는
겨울은 극심한 추위나 우울한 날로 점철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다채로운 아침, 오후 등을 경험하게 해 주었죠.
실제로 겨울은 그만의 패턴, 질감, 그리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물들이 기거하던, 이제는 폐허가 된 지역 비영리 조직의 군사
기지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겐 큰 행운이었죠.
그 때 저는 처음으로 빛, 공기, 물, 나무, 땅 그리고 다른 모든
자연적 요소들이 여러 가지의 다른 겨울 풍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에 열광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도 그 곳은
큰 기회의 장소일 겁니다.
사진 속 장소들이 개인적으로 친숙한 공간입니까?
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열 달 이상은 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은?
저는 풍경에 관심이 많고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사물이 있는 자연
세계를 다루는 사진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풍경을 통해
위안을 얻고 놀라기도 하며 인생과 세계에 대해 반추해 보곤
합니다.
선생님의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이미지에 관한 것입니까?
‘포옹(Hug)’라는 작품을 제외하면 제 사진들은 실제의 실험적
대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와 위치 등을 이용,
사발에 얼음을 놓거나, 땅 위에 얼어붙은 물 등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요.
제 니콘 DSLR 카메라로 거의 수천 장에 이르는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 장소들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 장소들은 마법과 같았어요. 주변과 떨어져 있는 고립된 장소
같았고 숲이 있는 산 쪽으로 향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이어져오는 실개울을 거의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사진을 찍기에
너무도 환상적인 평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Below is our interview with him.

Will you have an art exhibition in Korea?
I had my solo exhibition in Seoul, Haja center, last year,
which was displayed for about a month, and I will have
a similar exhibition with the same theme and title in
Ethiopia sometime soon. An artist friend is working on it
and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display abroad.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work?
My work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y that was been
taken during the 2016/17 winter months at Byeokje Dong,
near Goyang in Korea. Since I come to Korea in 2014 as a
foreigner who grew up in a tropical country, I was badly
affected by the winter weather. However, still it was
difficult, but last winter was an amazing experience.
The winter months weren’t filled only with extreme cold
and gloomy days, but colorful mornings and afternoons as
well; actually it had its own pattern, texture, and light.
I have been lucky being there in an abandoned army
camp working for a local NGO in an animal shelter, in
those days as first-hand witness enjoying how the winter
was playing with the light, air, water, trees and earth in
various ways! If you are a passionate about photography,
like me, that was a great opportunity!
Do you have personal experience with those places in your
photos? Do you feel familiar with them?
Yes. I have been there for more than 10 months between
2016/17.

Why is there no person in your photograph?
I consider myself very interested in landscape and natural
world photography with inanimate objects. I get a kind of
solace, wonder, and reflection about life and the universe!
Are the objects in your photos real?
Or are they abstract images that you make?
The photos are actual, in fact, experimental art (except
the photo which entitled “Hug”), that I employed making
ice on the bowls, freezing water on the ground and
experimented with different timing and positions! Just
to get those beautiful results, I was taking thousands of
pictures with my Nikon DSLR camera.

↗
to the strange world 1,
2016
←
Like a diamond in the sk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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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you interested in those places in your photos?
The place was so magical, really isolated from the
immediate surroundings and situated toward the
mountains. There was also a stream from the mountains,
almost all year round, and it was just a peaceful place to
practice photography!

차현욱
존 슈레이더

John Shrader

우리가 사는 곳, 일터 등의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보자.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 따위가 과연 중요할까? 모든 것이 편리한
도시를 떠나 산을 넘어 “카르멜 수도원(Convent of Carmel)” (p.10)
입구에 이르면 어느덧 지루한 일상과 미지의 세계의 경계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딱딱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나무, 연못,
그리고 구름 등의 자연물의 부드러운 곡선들의 환경으로 바뀐다. 자세히
보자.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채려 주변을 둘러볼 때 문의 형태는 점점
희미해져간다. 우리가 아는 현실의 형상과 꼭 같지 않은 어떤 느낌. 작가
차현욱의 작품 세계로의 순례는 이러한 감각을 갖게 됨으로써 시작된다.
문으로부터 멀어지며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보자. 모호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 문을 지나고 “꿈의 숲(Dreaming Forest)” (p.10),
그리고 “낮의 정원(The Garden of the Day)” (p.11)으로 이르는
구불구불한 길로 접어든다. 또다른 누군가와 맞닥뜨린다. 혼란스러움이
증폭되며 이들 이미지는 희미해진다. 이는 백색소음이 아니다. 순간적인
형상들에 연관된다. 낙엽들도 있을테고 폭포수나 험준한 바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잔물결 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고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춤추듯 흐르는 무엇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형태는 길고 아련하며 다른 형태들은
두텁고 무거운 그림자와 같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머문다. 멈추는
순간과 ‘나’란 존재의 조화. 절정이 극에 달하고 우리를 부른다.

↖
Convent of Carmel chinese indian,
Ink on hanji, 160×110cm, 2017
→
The garden of the day chinese indian,
Ink on hanji, 140×195cm, 2017
←
Dreaming forest chinese indian,
Ink on hanji, 195×14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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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behind the familiar boxes you live, work, and travel
through. What is your destination? Does it matter? Move
past the enclave of the cozy metropolis and over the
mountains to the gates of “Convent of Carmel” (p.10) to
find you are on the threshold between the mundane and
the unknown. Concepts of the city and its straight lines give
way to undulating shapes that seem to resemble trees and
ponds and clouds. Pay attention! The clear delineation of
the gate fades as you try to make sense of the surrounding
space. It feels like it should make sense yet the forms do
not neatly fit into your notions of reality. This begins your
pilgrimage through the work of Cha Hyeonuk.

자리를 좀 더 옮겨보자. 형태는 더욱 모호해지고 흐르는 듯 움직인다.
진정한 자아와 조우하기 위해 눈을 감는다. 그러나 형태들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눈과 마음(Eye and mind)” (p.13) 이 텅빈 선율에 맞춰
춤을 춘다. 언덕배기와 골짜기들이 서로 합쳐지고,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한다. 마치 아름다운 몸처럼, 잎사귀처럼. 눈 앞에 펼쳐지는 이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다. 그저 내 몸을 따라 흐르는 그들을
즐길 뿐. 급속히 퍼지는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우리의 심상과 합쳐진다.
미지의 세계로의 이 여행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동의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저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 뿐. 여정은 우리가 춤추었던
장소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이야기, 혹은 장소가 아님을, 그
모든 생명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기다린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들을 끝도 없이 주시한다. 그러나 그 곳에는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현세적 연결고리도 없다.
벅차오른다. 이제 여정은 우리에게 다른
Pull back from the gates so the distance might focus your
곳으로 옮길 시간이라 손짓한다. 어떤 새로운
view. The ambiguity remains, so you move past the gates
세계를 택할 것인가?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and down the winding path into the “Dreaming Forest”
거기에는 어떤 오답도 없다.
(p.10) and “the Garden of the Day” (p.11). Look, another
person ahead! They fade as the chaos intensifies. This isn’t
이제 우리는 “집에 가는 길(The way home)”
white noise. Instead it engages and teases with transient
(p.12)이 펼쳐져 있음을 본다. 빙글빙글
forms. There must be leaves and waterfalls, cragged rocks
돌아가는 형상들이 하강한다. 구부러지며
and ripples! But the image doesn’t settle and the shapes
익숙한 풍경들로 선회한다. 텅빈 느낌. 그러나
waltz further down the path, leading your eyes to move as
눈 앞의 사물들이 또렷해져온다. 고요하면서도, they do. Some shapes are long and misty, others thick and
주변은 춤추는 듯한 먹색으로 무거워진다.
heavy with shade. You breathe it in. You linger. There is a
고루한 현실을 느낄 때면 언제나, 끌어당기며
harmony of movement and being, but the culmination is
밀어내기를 반복하듯 우리를 끊임없는 어떤 ‘
deeper still. It calls to you.
움직임’ 속으로 초대한다.
Moving on, the forms become even more ambiguous and
flowing. You close your eyes to find yourself, but the forms
push past the frames. “Eye & Mind” (p.13) now dance
along to the absent tune. Hills and ravines twist and climb
and fall. Or are those bodies? Or more foliage? You give up
trying to categorize the images and let them flow through
you instead. The invasive images reflect off the floor, and
coalesce into new worlds within the mind. This journey to
the unfamiliar has never been to deny or affirm you, but
to be experienced. The journey reveals that stories and
places you’ve danced through are not flat, but whole lives
yet unformed. They wait. You spend forever watching
these spheres, but here there is no temporal correlation to
the world beyond the senses. It satiates; but the journey
beckons you to move on. Which new world do you choose?
Or do you return? There are no wrong answers here.
You see “The Way Home” (p.12) ahead. Twirling forms
descend, curling in on themselves and giving way to a
familiar space. It feels empty, but objects start making
sense again. Even still, your periphery is heavy with dancing
ink. It pushes and pulls; it invites you to see the world in
movement whenever your reality feels stale.

→
Eye & Mi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3
←
The way home
chinese indian ink,
Ink on hanji,
50×6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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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틱 마고 l 김한솔
테리 오 포크너

‘루나틱 마고’라는 예명으로 서울에서 활동 중인 작가 김한솔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팔로워들이
800명이 넘으며 사진과 영상에 있어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스무 살 이래로 진지하게 사진, 영화 등의 매체의 작업을 해 오고 있으나 사진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그녀가 열 다섯살 때 사진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그녀는 화면의 구성, 셔터 스피드, 노출, 연기, 그리고 그래픽 첨부하기 등의
실험을 시작했는데, 시작 단계부터 그녀의 작품들은 전문 사진가들의 작품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평가를 듣곤 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그녀는 서울의 동국대 사진영상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의 특성상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분야의 여성에 대해 반감을 갖던 다른 학생들에게 그녀의 작품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헸다. 그녀는 종종 여자는 카메라 뒤에 앉지 말아야 한다며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그녀를 두려워하는 남자들의 표적이 되곤 하였다. 남성중심주의의 사회 속에서,
특히나 나이든 세대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서의 차별을 감내하며, 그녀는 이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주의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다.

Terry O. Faulkner

Seoul artist Kim Hansol, known to the public as Lunatic Margo, has over 800 followers on
social media and is gaining attention for her unique perspective on photography and film.
She has been working in these two mediums since the age of 20, but her interest really
began at fifteen when she was in a photography class. With a small digital camera, she
began to experiment with composition, shutter speeds, exposures, delays, and adding
graphics. Even from the beginning her work stood out, receiving praise from others as being
superior to professional artists.
Inspired, she enrolled in the male-dominated cinematography major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where she received criticism from many of her classmates opposed to women in
the field. She is still often the brunt of misogynist musings from those insisting that women
shouldn’t sit behind the camera as these men somehow feel threatened by her. Having
continually been a recipient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from older generations who see her
as bucking the trend of an ordinary male-driven society, she is a harsh critic of the sexist
policies that exist in this patriarchal, Confucian culture.

←
Mobius strip,
Graphic design, 2018
→
Rust shpere,
Graphic desig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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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난제들조차도 그녀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히려 한국인, 여성, 그리고 이 둘의 합인 한국 여성이라는
그녀의 현실은 그녀에게 더욱 더 큰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한국
여성 작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아마도 ‘자기 표현’
일 것이다. 그녀는 성차별이 단지 한 가정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는 큰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차별의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두 틈바구니 속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여성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가는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해 온, 한국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인식되는 작가, 백남준이다. 그의
작품 “일본의 한국 침략 1592”, 그리고 “거북선” 등은 그녀의 에술이
한국적인 모티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그녀는 같은 여성
미술가인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나 미국의 영화 감독,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엘렌 쿠라스(Ellen Kuras) 등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예술적 영감은 어디에나 있다고 믿고 있다. 가장 진부한 일상적
순간조차도 훌륭한 예술 작품을 위한 소재가 될 수 있으며 멋진
풍경들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녀는 ‘Infinite Spheres
One and Two(p.17)’에서 보여지듯 구체와 반사체 등의 형태를 즐겨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같은 ‘평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고향인 순천만의 풍경 사진들과 함께 이러한 일련의
사진(Infinite Spheres Three and Four, p.17)들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 등을 동시에 하기 위한
작업들이다. 그녀는 형태와 크기에 관계 없이,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든,
상상이든, 모두가 어떤 비난도 받지 않는 동등한 구체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튜디오가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온라인
상에서 선보여진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 등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고 말한다. 윤회 사상,
방랑벽, 우회적인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다. 앞으로의 그녀의 목표는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그 곳에서
일하거나 하며 정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녀의 현실은 작업에
의해 규정되며 현실의 구조들에 제한을 받거나 속박을 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루나틱 마고, 그녀에게 그렇지 않은 다른 삶을
상상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However, this doesn’t detract her from her passion for
creation but rather the juxtaposition of being both a woman
and Korean, and sometimes feeling at odds with both, is
inspiring.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she faces as a
female Korean artist is self-expression. She explained that
gender discrimination is not just a domestic issue but it
does have a long and powerful history in Korea. Even so,
she is willing to address gender discrimination head-on
and inspire other women to not get caught in the trap of
professional and domestic life. Hence she tries to sublimate
such realities, “it is my fate” she says, “that they must be
resolved through my work.”
One of her biggest influences is Korean-American artist
Nam June Paik who worked with a variety of media and
is considered to be the founder of video art. His pieces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 and “The Turtle Ship”
empowered her to approach Korean issues in an artistic
fashion. She counts fellow feminist Japanese contemporary
artist, Yayoi Kusama as well as film directors Wes Anderson
and Ellen Kuras as notable influences too.
She believes that artistic inspiration can be found anywhere,
even finding that the most achingly quotidian of moments
have potential for greatness, that a bright spot can always
be found. She loves using spheres and reflections in Infinite
Spheres One and Two (p.17) as they symbolize equality
from whichever angle they are viewed. Both these images
along with photos of her hometown Suncheon Bay (Infinite
Spheres Three and Four, p.17) are used to talk about
both discrimination and representing her roots. She wants
everyone to exist in an equal sphere without blame, whether
differences in shape and/or size are real or imagined.
Despite not having a studio, much of her work can be found
online. She says that social networks are the best way
for others to appreciate her work. Samsara (wanderlust,
circuitous change) and new experiences are what keep
her inspired. Her future goals include visiting and working
in new places and not settling down. Her reality is defined
by her work and making work that is not constrained by the
imagined structures of reality. For Lunatic Margo she can’t
imagine life any other way.

↑
↗
→
Infinite spheres 01, 03, 04,
Graphic desig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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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로시오 카디나

작가 김소희의 가슴 저미고도 예리한 현대사회의 일상의 묘사는 복잡한
도시에서의 우리네 삶의 부조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비록 그녀의 작품이 현대 문명 속 대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특정적인
세부 묘사들은 한국 문화의 여러 측면들을 매우 날카롭게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녀의 작품, “버스(Bus)” (p.19), “집에 오는 길(Way
home)” (p.20) 등은 지나치게 공손해야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행동
양식이 공공 생활에 얼마나 깊게 스며들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을 돌아보거나 의식하지
않고 무심히 행하는 일상생활, 그러한 반복적인 패턴들이 점점 더
우리를 비인간화시킨다고 믿는다. 의식할 새도 없이 우리는 예리한
감각들을 잃게 되고 죽은 사물과 같은 역할에 익숙해져간다고 그녀는
말한다. 숨막힐 듯 돌아가는 다람쥐의 쳇바퀴와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작가는
멋진 옷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쉬지도 않고 바뀌는 유행과 트렌드에
지배당하는 한국 사회의 외모에 관한 집착을 이야기한다.
작품 “플랫폼(Platform)” (p.21)은 옷이 서서히 구매자를 입기
시작한다는 우울한 역설을 암시한다. 외관은 말쑥하고 세련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내면은 지루하고 무감각하다. “사람들이 점점 자유와
개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본질이 아닌
그림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또한 일상의
단조로움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믿는다. 현대사회의 여러 시류에
묻히고 버려지는 인간의 모습이 결국 하루 하루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는
형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일상이 천천히 우리를 죽이는 것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의 시간은 결코
느리지 않다. 그녀는 이러한 속도감을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 서류 가방,
세탁기, 건조대 등의 움직임과 반복 등을 통해 표현한다.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오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어쩔 수도 없이
서로 충돌하며 속도가 허락하지 않는 소중한 순간들의 희생이라는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의 눈에 그녀의 작품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사회적 압박감을 표현하는 듯 보인다. “회전목마
(Merry-go-round)”라는 작품에서는 여학생들이 옷가지들이 마치
자신들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 사회적 규범이나 가족의 기대인 양
그것들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Onbu” (p.21)
역시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여성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시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Kim So Hee’s poignant and accurate portrayal of modern
daily life is amusing in how it captures the absurdity of living
in crowded cities. Although Kim’s art comments on the
contemporary metropolis lifestyle at large, specific details
of her work sharply reflect aspects of Korean culture. The
strict polite social code of conduct permeating public life,
for instance, comes to mind in “Bus” (p.19) and “Way home”
(p.20).
Kim believes that carrying out our mindless routines and
repetitive routes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ourselves
and our surroundings is slowly turning us less human.
“Without realizing it, we lose our keen and vivid senses
and grow accustomed to the role of inanimate objects,”
she says. We’ve become desensitized to one another and
everything around us in the breathless cycle of the modern
rat race. The artist aptly uses stylish apparel to represent
humans capturing Korea’s obsession with appearances
and looks that are often dictated by ever-changing fashion
trends.
“Platform” (p.21) alludes to the depressing notion that
clothes have started to wear its owners. We may appear
groomed and presentable outwardly but deep inside we feel
dull and numb. As Kim states, “we can view people losing
their freedom and individuality, and being gradually reduced
to shadows of themselves.” Kim also believes that the
monotony of the day-to-day is killing us. ”The figure of the
human lost and buried beneath a tidal wave of things is in
fact the embodiment of our own slow death at the hands of
day-to-day life,” Kim said.
While daily life slowly kills, the speed of life in Korea is
anything but slow. Kim’s work picks up on this speed by
emphasizing repetition and movement through the use
of buses, subways, suitcases, washers and dry cleaner
racks. A parallel to Korea’s “pali-pali” (빨리빨리) or “hurry up”
obsession that is an almost accepted and appreciated part
of Korean life and identity, but one that comes with costs
as people inevitably crash into each other and sacrifice
precious moments that speed does not allow.

Rocio Cadena

↗
Bus, Etching, Chine-colle,
50×38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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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상관없이 작가는 그녀의 작품에 반드시 소녀와 여인들을
등장시킨다. 이는 한국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욱 많은 압박을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조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완벽한 딸, 좋은 학생, 커리어 우먼, 멋진 여자
친구, 다정한 아내, 좋은 엄마,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최신 유행을 따라야 하고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화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소녀들에 관한 그녀의
묘사를 관객들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소녀들은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것이다.
도시의 삶이 황량한 만큼 그녀는 그에 맞설 수 있는 유머를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상을 통해 단조로운 현실 속에서도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이다. 그녀는 도시 생활과 한국 사회를
비난하기보다 우리네 인생이 터무니없이 바쁘고 이래저래 방해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풍자한다. 관객들이 멋진 인생을 꾸려가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압박하는 것들에 대해 반추해보는
것, 바쁜 일상 생활이 인간다움을 잃게 하여 무덤 속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대신 웃음 한 조각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Through the eyes of an informed outsider, Kim’s art invokes
the social pressures of living in Korea. In “Merry-go-round”
(p.21) the schoolgirls are holding on for dear life to garment
pieces, as if desperately gripping to their identities, societal
norms and familial expectations. “Onbu” (p.21) also shows
society’s expectations weighing down the female subject
carrying a burdensome load on her back, further illustrating
the perils of being part of Korea’s demanding society.
Intentionally or not, the artist only uses girls and women in
her art, a fascinating detail since Korean women endure
even more pressur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y must
be perfect daughters, stellar students, superb professionals,
caring girlfriends, nurturing wives, understanding mothers,
and efficient homemakers to be successful and escape
ridicule. All of this while also being expected to don the
latest trends and covering their flaws with makeup. The
depiction of girls haphazardly being churned by external
forces shouldn’t be lost on viewers. These girls do not
appear to be in control of their lives.
Bleak as contemporary city life may be, Kim insists on
using humor as a tool to highlight and cope with this fact.
The artist believes “through imagination that we can create
playful spaces in the midst of humdrum reality.” She isn’t
so interested in condemning urban – and Korean – society
but rather acknowledging and poking fun at our ridiculously
busy and distracted lifestyles. While she encourages
viewers to keep grinding, it is also important to occasionally
stepback, acknowledge the pressures, and find the humor
in daily life instead of letting it steal our humanity and bury us
in an early grave.

↑
Onbu, Etching, Chine-colle,
90×50cm, 2011
↗
Merry-go-round, Etching, Chine-colle,
80×60cm, 2014
→
Platform, Etching, Chine-colle,
100×63cm, 2010
←
wayhomeⅡ, Etching, Chine-colle,
50×6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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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희
김순임

대구 출신인 신근희 작가는 20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연필
소묘와 회화 등의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회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각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때부터 그림이나 조각작품들을
많이봐서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어린 그녀에게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화가 막스 에른스트 (Max Ernst)의 작품들이었다.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이 너무도 강하게 다가온 탓에 그녀는 아직도
에른스트의 작품 꿈을 꾼다고 한다.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이 나의
무의식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는 그의
회화와 조각들에 대한 노출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한다.
학창 시절부터 그녀는 에드바르 뭉크 (Edvard Munch),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등의 화가들과 한국인 조각가, 화가인 이불 등의
인물들을 아주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업에서 프리다칼로,
천경자와 조지아 오키프의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꿈이야기라고 한다.
그녀의 소묘와 회화 작품들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피아 (Sophia)
혹은 이러한 캐릭터에 부합하는 여성상인 인물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여성상들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소유한 인물들이다. 각각의 그림들은 주로 작가 자신의 꿈을
반영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들은 종종 고도의 세밀한 묘사를 자랑하는
꽃이나 여인의 형상, 혹은 둘의 조합 등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그리고 여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
등을 표현하고자 한다.

Daegu native Shin Keun Hee has been a painter and pencil
artist since graduating from college over 20 years ago. Her
father’s work as a sculptor influenced her from an early
age, but it was Max Ernst’s work that left such a strong
impression on young Shin. His work was so powerful to Shin
that many of Ernst’s paintings still appear in her dreams.
“They are still cemented in my subconscious,” she said and
this exposure to paintings and sculptures influenced her to
try her own hand at art.
Ever since her school days Shin has admired painters like
Edvard Munch, Frida Kahlo, as well as Korean sculptor and
installation artist, Lee Bul. While Shin acknowledges that her
work sometimes reflects their influences as well as Georgia
O'Keeffe and Kyung Ja Chun, most of Shin’s ideas arise from
what she calls “cabalistic dream stories.”
Her paintings and drawings are meant to illustrate the story
of Sophia, who acts as an alter-ego for Shin or any female
who identifies with the character. This female character
maintains an inner strength and beauty despite adversity.
Each piece, derived from one of Shin’s dreams often include
highly detailed depictions of flowers, the female form,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hin wishes to express the beauty
of womanhood, the ability to create life, and the power of the
feminine spirit.
One need only look at her spider-esque floral piece (ANIMA/
ANIMUS, p24-25) to appreciate her exquisite attention to
detail. At first glance one can almost feel the soft, velvetlike richness of her work (ANIMA/ANIMUS, p24-25).
She accomplishes this texture and her own artistic selfexpression through acrylics, tempered with patience and
endurance. Humility and self-control are other important
aspects of Shin’s personality essential to her work as an
artist, but most crucial is not worrying too much about the
future or whether or not people see or even enjoy her work.

Kim Soon Im

↗
Sophia, Acrylic on canvas,
200×130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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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작품, ‘ANIMA/ANIMUS’ (p24-25)는 완벽한 세부적 묘사를
위한 그녀의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작품, ‘ANIMA/ANIMUS’ (p2425)는 관객으로 하여금 첫눈에 벨벳과도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녀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이러한 질감을 얻어내고
있으며 고도의 수련과 인내심을 통해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하고 있다.
그녀에게 ‘겸손’, ‘자아 수련’ 등은 한 예술가로서의 인성과 작품 제작에
있어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녀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기,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녀는 소묘와 회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즐기는 일종의 놀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보통은 아크릴릭을 이용한 페인팅작업과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드로잉작업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녀의 그림은
관객들에게 과하게 다가가는 무언가가 아니다. 좋은 작품은 스스로
빛이나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다. 그녀는 판매가 아닌
자신의 작업에만 매진하고 싶어한다.
그녀의 작품은 대구 시지의 한 카페인 ‘카페 드 엘 (Cafe de L)’
이라는 곳에 걸려 있다. 그녀의 더 깊은 작품의 세계로 빠지고 싶다면
커피한잔을 들고 좋은 자리에 앉아 그녀의 작품을 감상해보자. 다양한
색채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보자. 그리고 그녀가 한땀 한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질감의 패턴들을 감상해보자. 그녀는 당장의 전시
계획없이 온전히 작업에만 몰두하고 싶어하지만, 그녀의 작품이 더 많은
곳에서 전시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She admits creating her paintings and drawings is not work
at all, instead it is a form of play which she enjoys more than
almost anything else. She ordinarily paints but returns to
drawing when inspiration pulls her in a different direction.
Her art is not something she pushes on others, instead
insisting that high-quality pieces will be discovered and
appreciated organically. Her focus is strictly on creating art,
not selling it.
That being said, some of her work hangs in her Siji
café called Café de L for anyone to see. The way to fully
appreciate the depth of her art is to visit her café , grab a
cup of coffee, find a good seat, and spend the time to drink
in her work. Feel the colors wash over you, appreciate
the detail with which Shin has painstakingly created such
intricate patterns of texture. Although she has no immediate
plans and her focus will remain working within the comfort of
her studio, we still hope that Shin’s work will be more easily
seen and appreciated in the public sphere.

↑
ANIMA/ANIMUS,
Acrylic on canvas,
250×194cm, 2016-7
→
Sophia,
Water-based pencil
on paper, 56×42cm,
2016
←
Sophia,
Acrylic on canvas,
162×130cm, 2016

27

찌푸린 광대 l 제임스 그리어
서희주

Seo Hee Joo

목탄으로 그려진 검은색의 드로잉 작품들은 감상자를 공포로 이끈다.
드로잉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지난 시간의 공포 등이 드리워져 있다. 어떤 작품은
공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눈을 마주치기가 불편하다. 작품 안에
잔뜩 퍼져있는 공포는 스멀스멀 나와 어느새 모든 사람들, 모든 공간을
휘감아버려 영원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공포라는 주제는
새롭지는 않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는 긴 미술의 역사에
늘 등장해온 주제이다. 괴로운 사태가 다가옴을 예기하거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이 정서적 반응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불안감이
기저에 있다. 그래서 공포는 삶과 함께 해 왔다.
제임스 그리어(James Greer)는 그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공포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작가이다. 찌푸린 광대(The Frown Clown)
라는 작가명(作家名)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두 문화를 배우며 자랐다. 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을
축하했다고 하니 행복한 가족이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생활을 했었고 어머니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지켜보고
경험했었다고 한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한국 정치사의 아픔을 목격했던
그는 사람들의 충격, 공포가 자신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어린
시절 박정희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 후, 여러 해 동안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등에 대한 경험은 인간의 삶에서 공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그 경험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억압, 지배, 폭동 등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도
다르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작업에서 공포라는
주제는 대주제로 자리 잡았고 그 대주제에서 성별(gender), 성적인 것
(sexuality), 성적인 힘(potency) 등의 논쟁거리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 안에서 하나의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전개된다. 대표적으로
‘정육점 연작(Meat Hook series, Meat Hook은 고기를 거는
갈고리나 정육점을 의미함)’은 사회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시각을 담은
작품으로 이 연작에는 성의 상품화, 억압, 차별, 불평등 등을 드러내고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 연작에서는
사회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했던 작가의 누이가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
Figure number 2,
Wax pencil on boar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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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charcoal drawings done by the artist James Greer,
might strike fear in the minds of viewers. The figures of the
drawings express horror from their past, the pain in their
present, and their fear of the future. Fear is more vivid in
some of his work, making viewers uncomfortable. Viewed
from an art history perspective, it is not new subject matter.
Expressing one’s inner fear through a work of art has been
done by many artists in the long history of art. Our emotional
response to the danger that we foresee and experience
means that humans are imperfect and have an undefined,
lurking anxiety about an uncertain future. Fear is a part of our
lives.
Through his artwork, Greer, also known as The Frown
Clown, expresses a horror that no one wants to confront.
With an American father and a Korean mother, he learned
both cultures in his happy childhood home. The military kept
his father in Korea for a long time, enabling Greer to learn
and witness how his mother’s country developed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pain and horror that those people
around him experienced during the time of political upheaval
in Korea has especially affected his artwork. As Korea’s
longest ruling leader, Park Chung-hee was assassinated
and a lot of people claimed to advocate democracy, Greer
empathized with those people and realized that pain and
fear are universal. Their emotional response to suppression,
dictatorship, and democratic resistance was not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Since then, it has become the
subject matter of his artwork and pushed him to explore
issues, such as gender, sexuality, and potency. In his
work he makes his own narrative through those issues. A
series of his work, ‘Meat hook’, which means a two-sided
hook normally used in butcheries to hang up meat or the
carcasses of animals such as pigs, is about the problem of
the commodification of women’s bodies. He asks us about
th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hat women in our society
have to face. His sister, who was at an unfair disadvantage
as a woman, inspired him to make the series.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들의 관찰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는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공포에
들어가 그들의 느끼는 감정과 소통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강렬한 작품으로 표현된다. 그 작품들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작품을
바라보는 아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하게 된다. 작품의 영감을
주는 원천이기도 한 그의 아내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후, 검은 목탄으로
사람들의 공포가 완성된다.

↑
Caged, Charcoal on board, 2013
↗
Choked, Charcoal on board, 2014
→
Reaching out,
Charcoal on board, 2015

→
Reclining nude,
Charcoal on cardboard, 2016
→→
Seated nude,
Charcoal on cardboard, 2015

He starts his work by observing people around him and
getting inspiration from them. He shares the fear that they
have and expresses it in his work very intensely. Although
she is not an artist, as a source of inspiration, his wife helps
him look at things objectively without any prejudice and
express fear as a universal emotion.

지난 5년 동안 목탄으로 작업했던 그는 부드럽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목탄의 성질을 이용하여 작품을 속도감 있게 표현한다. 목탄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은 부드러운 작품 표현에 적절하기도 하지만 짙은 검은
색은 강하고 어두운 작품 세계를 표현하기에도 유용하다. 제임스
그리어는 이러한 목탄의 성질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흰색 바탕에
검정색의 대조, 빠르고 선명한 검은 선은 주제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작품에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충격을
표출하는 요소가 된다. 강한 그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목탄의 사용은 그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목탄에만 집착하지 않고
최근에 더욱 풍부한 작품 표현을 위해서 색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잉크, 수채 물감, 유화 등 다양한 재료를 이미 활용 했었던 그는 재료가
아니라 풍부한 색을 통해서 작품을 더욱 심오하고 풍부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색에 대한 연구는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 생각된다. 그 동안의 작업에 머물지 않고 끝없이
탐구하는 그의 작업 태도는 분명 매력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분명한 주제와 강한 이미지에 색을 더하게 된다면 그의 작품들은 새롭게
펼쳐질 거 같다. 색을 만난 그의 작품이 어떻게 전개 될지 궁금해진다.

↗
With a leg up,
Water colour, 2017
←
Swing demon,
Mixed med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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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ive years he has been using charcoal that makes him
create a dark, strong atmosphere. Now, he has become a
master in using charcoal. He draws with it spontaneously,
making impressive contrasts of black and white in the
rectangle of his drawing, which makes the subject matter
of his work look stronger. The figures of his drawing have
various expressions on their face that are unforgettable
for the viewers. Considering all of those good features of
charcoal, it is an ideal medium that enables him to create
his own world of art. Nowadays, he has expanded the realm
of his art further beyond just using charcoal. For a better
work, he has been studying colors, using various mediums,
such as ink, watercolor paints, and oil paints; which he has
already mastered. Not staying in his comfort zone, he tries
experiments upon himself continuously. Certainly, his good
attitude as an artist will bring good results. I am so excited to
see how colors change his work.

등화관제
윤규홍

Yoon Kew Hong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