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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This month I wanted to do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and share something that I wrote a long time
ago. This short piece just sort of fell out of me and onto a Word document after a particularly trying
period in my artistic career, around 8 years ago. Though I don’t feel the frustration and confusion that I
did when it was written, much of the piece is something that still resonates with me.
This is what makes it hard to be an artist.
Constant feelings of self doubt, lack of originality, lack of a good idea, so on and so on. Knowing
you have talent and being unable to utilize it to the fullest. Knowing you dont have enough talent
to make anything of yourself. Knowing youll never be there at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Knowing your window has already gone by. Trying really hard to not be cliche, so much that
your art is boring and unimaginative. Knowing that all the good ideas have already happened.
Knowing no one really cares but you, and you dont even care that much. Knowing the only thing
you truly love, truly feel passionate about can only be truly understood by you, and thus making
it impossible to fully share. Knowing that when someone tells you that they really like your art,
deep inside you know they dont completely get it. Feeling arrogant and like a total failure at the
same time, and having no reason to feel either. Knowing as good as your stuff can get, someone
out there is always better. Knowing the right people will never notice. Knowing you won’t get
in with right people. Not wanting to get in with the right people. Not knowing what success is.
Not knowing when you are successful. Wanting to be successful. Wanting to not sell out. Editing
your work for others. Editing your work so your parents wont worry. Editing your work because
your printing press isnt big enough. Editing your work because you aren’t that good at doing
work that big (or small). Changing your mind constantly. Seeing things in your head perfectly,
and not being able to even begin to get it on paper. Not being able to begin. Not being able to
finish, to complete. Not wanting to put the work necessary in to truly complete the piece. Not
knowing how to complete the piece, to make it as good as it can be. Not being satisfied, ever. Not
wanting to sell your stuff. Not wanting to sell your stuff for so cheap. Not wanting to not sell
something. Hating that people buy your stuff for the wrong reasons. Hating that people wont
buy your stuff for the wrong reasons. Hating yourself. Hating your art. Hating being expected
to do a certain type of art. Hating being tired of that type of art. Hating knowing that is the only
thing you can do. Hating trying something new and it failing. Hating someone telling you not to
be so hard on yourself, all this is bullshit, your stuff really is good, really.
Working through these emotions is something that I feel all artists deal with at some point. Getting
work ready enough to be published is difficult, yet still empowering and strengthening because they’ve
found their way to the other side. As you make your way through our April issue, consider all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it took for these artists to reach their finish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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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백으로 만 이루어진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은 강

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알아갈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었다. 학창

하다, 무섭다, 신비롭다 등의 감정을 먼저 느낀다. 하

시절마저도 사춘기가 찾아오지 않았기에 20대의 작가에게 내면

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뭔가 모를 다른 느낌이 뒤따

깊숙한 곳까지 알고 싶은 욕망은 강한 감정이었다. 자의적으로 연

르게 되는걸 눈치채게 되는데 그건 바로 ‘아련하다’ 라는 느낌이

고가 없는 타국에 자기를 내 던져 밑바닥까지 자아탐구를 하는 시

아닐까 한다. 무채색의 이미지가 주는 이야기는 마치 흑백사진에

간도 스스로에게 주게 된다. 2년 남짓한 일본 생활은 경험을 통한

서 오는 과거의 향취가 거기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아날

배움이 큰 의미로 찾아와 그 이후에도 작가는 새로운 환경에 자신

로그 감성이 따라오면서 손으로 만들어진 터치감 하나하나까지

을 던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들은 고스란히 화폭에 담겨서

도 심오하게 전달이 되는듯한 느낌이 아마도 무채색의 그림들에

인간내면의 섬세한 감정변화 하나하나가 선과 종이 위에 담긴다.

서 함께 묻어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이성경 작가의 작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몇 개나 될까? 과연 그것

업은 우리 내면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들에 숫자를 메길 수나 있을까? 기쁨의 수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작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챠콜의 선들

강도에 따라 기분의 단계도 달라지듯이 슬픔의 감정 또한 그럴 것

에서 내면에 있는 감정의 선율들의 꿈틀거림을 찾을 수 있다. 그

이다. 감정의 수를 셀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같지 않은 기쁨, 슬

이야기는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일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픔, 아픔, 환희 등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에 따라

에서의 감정일 수 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품은 마

서도 깊이도 섬세함도 다르기에 각자가 느끼는 감정선이란건 극

음 한 구석의 이야기 들일 수도 있다.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이성

도로 개인적이다 그리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감정을 매번 설명

경 작가는 작은 감정의 변화도 화폭에 담으려 한다. 선의 반복과

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단어 수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모두가 느

중첩을 통해서 마음을 표상하는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작업들은

끼고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누

표현의 욕구가 목까지 차오를 때 두려움과 희열을 가지고 화폭에

군가가 표현해 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 표현의 방법

서 피어 오른다.

들은 우리는 ‘예술’이라는 단어로 넓으면서도 함축적으로 이야기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작가는 통제와 억제 속에서 어린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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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예술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표현

하지 못해서 답답한 부분을 보다 섬세하고 대범하며 환상적이면

들은 다른 감정들을 품고 작가의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서도 때로는 사소하게 예술가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다. 슬픈 감정은 단지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캐테 콜비츠(Kathe Kollwitz)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어떤 감정들 보다 즐거움을 받아들일 준비간 된 감정이라고 믿으

Gogh) 그리고 지슬라브 백신스키(Zdzislaw Beksinski)를 이성경

며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삶이란 틀 안에서

작가는 감정의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존경하는 작가들이라고 말한

처절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한

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고독하며 처절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

생명력의 아름다움을 존경한다는 작가의 말은 자신을 내던져 그

간애를 지니고 삶에 대한 절실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 눈빛 하나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작가 본인의 작업과도 많이 닮아 있

의 표현과 환상적인 색감과 공허하면서도 몽환적이고 거대하면서

다. 인생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소

도 사소해 보이지만 대범하다. 우리 모두는 같은 그림들에서도 다

소한 감정들이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선들의 이야기 그게 이성경

른 느낌들을 가진다. 작가의 경험과 감성 그리고 보는 이의 경험

작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채색의 큰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과 감성이 서로 뒤 썩여서 각자 개개인들에게 알고 있었지만 생각

숨이 차올라 수면위로 올라와 큰 숨을 쉬는 고래처럼 수많은

하지 않고 저 밑에 묻혀두었던 혹은 잘 꺼내지 않았던 감정의 조

감정들이 쌓여 격발하고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작가는 떨리는 손으

각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성경 작가의 그림 속

로 그림을 그려간다.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마음과 감추고 싶어하

에서 표현되는 챠콜의 선들과 번짐들 그리고 뭉침들은 여러 감정

는 마음의 공존은 검은 꽃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격해진 마음이

의 갈래들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다. 같은 사람이 그은 같은

쌓여 목탄이 더욱더 덧입혀지면 무거운 덩어리로 변하기도 한다.

선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의 감정과 들숨 날숨의 변화와 눈 깜빡

흰 종이 위에 드러나는 스스로와의 호흡하는 행위 자체가 흔적이

임에 따라서도 다른 감성을 머금고 선들은 종이 위에서 춤을 춘

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b]

다. 어느 선은 슬픔에 몸부림을 치고 어떤 선은 환희에서 몸부림
친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선들이 만나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작가

Kim Nam Jin

의 내면의 감성들은 모두 그곳에 저장이 되고 표현된다. 모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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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GA HYE

12

Kim Ga Hye’s university education tended to emphasize the oil medium, but it is watercolors that have
captivated this artist’s imagination. Her delicately
crafted paintings invite audiences into ethereal yet
realistic depictions of the natural world.
Kim’s work seems to celebrate the versatility of
these aqueous paints. The fluidity of this medium
expresses restiveness and inquietude in The Sea (page
14-15). In the black and white painting Deepen (not
pictured) it is the watercolors which give vibrancy to
the piece. Splashes of water (achieved by flicking a
toothbrush) in Night of the Bat (not pictured) bring
out a playful side to an otherwise somber image.
What I find most riveting is how Kim controls the
water’s flow to create stark lines amidst atmospheric
shading in Hwangtogul (Red Clay Cave) (above). It is
impressive how rock formations are mapped onto the
paper with such precision, given the medium’s fickleness.
Candlestick Rock, Hwangtogul, and The Sea are all
inspired by Kim’s visit to the famous Korean island
울릉도 (Ulleongdo). These works along with others
are collected in a charming and intimate book, aptly
titled 여행, 울릉도 (Travel, Ulleongdo). The images
capture an experience shared by many. While sur-

rounded by beautiful scenery, one can never be totally
immersed and is allowed only a frame of vision. As
such, the compositions of these paintings are reminiscent of postcards. Bright colors contribute to this
picturesque effect. However, Kim deviates from this
by including tourists and scenes of the tourist industry. She lets the serenity of the natural landscape be
interrupted by cultural elements. In so doing, the
works make reference to a more local perception of
traveling. Anyone who has taken a trip in Korea must
be familiar with the crowds and vendors that are no
less part of the experience than the mountain peaks
and dark waters. There is something admirably candid
about the way Kim doesn’t omit the conventionally
unappealing red plastic chairs or the geared up hikers.
Instead, she is able to synthesize her aesthetic sensibilities with objective reality.
Kim intends to keep exploring themes of nature
and society in her future work. It is an interesting
juxtaposition, given that much of Korean art tends to
romanticize nature. Hopefully Kim can continue to
offer an alternate point of view using her unassuming
yet technically adept style. [b]
Hanika Fron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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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연의 작품은 반인반수 (半人半獸) 의 이미지와동

의미를 가졌고 그 이후에 시간신과방위신으로써 역할을 했었다.

양화의 전통적 제작기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

현대인들에게는 띠 동물로서흔히 말하는 12지지(地支)나 12간지

리는 작품 속 낯설지 않은 동물의 얼굴이 우리 생활

(干支)로 더 친숙하다. 십이지는 오늘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에 가까이 있는 동물임을 쉽게 알아차리게 된다. 박물관이나 유적

만큼이나 예술가들의 주요한 소재가 되어왔다. 과거에는탑의 기

지를 자주 관람한 사람들은 좀 더 명료하게 십이지신 (十二支神)

단부, 능묘 등에 새겨지거나 상이 세워졌고 민화에서는 복을 기원

을형상화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십이지 문화는 우리나라를

하는 상서로운 소재로서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발현하는 소재

비롯한 아시아의 오래된 문화이다. 비록 12가지 동물이 나라별로

였다. 오늘에는 현대의 삶과 일상에 녹여 든 십이지로서 재해석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 문화에서 12가지 동물

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여기서 십이지는 시대와

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이며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을 함의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라는 것

이것은 민간신앙, 도교, 불교와 만나 통일신라 이전에는 호국적인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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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은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십이지에 빠져있다.
물론 그녀의 작품에서 십이지는 우리가 관련 서적이나
유물에서 보아왔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젊은 작가
답게십이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현대인 삶과 접목시키
고 재해석하면서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 제작 기법으로
자신만의 십이지를창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십이지
를 예술작품에 표현할 때는 얼굴은 짐승이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열두 방위를 지키
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서 십이지는 오
랜 시간 동안 우리 삶을 수호하던 신에서 이제 현대인의
모습으로 대체되고 하나의 상징처럼 작동하고 있다. 다
시 말하자면, 김태연의 십이지는 현대인들의 삶을 상징
하는 사물과 그들의 생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행동
들로 연출되고 있다. 전통적인 십이지신의 모습을 기대
했던 사람들에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현으로 다가올
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재치 있는 그녀의 발상에 공감을 하
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작품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
는가.그녀의 십이지생도 (十二支生圖) 는 현대인의 일
상적인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십이지
중 하나인 양은 여러 개의 팔과 손을 가지고 있다. 한 손
으로 넥타이를풀어헤쳐 던지고다른 손들은 고기를 굽
고 자르고 쌈을 싸고 술을 따르고 마신다. 그리고 카드
결제로 평범함 직장인의 회식을 마무리한다. 어쩌면 ‘
양’ 이니 이 모든 일을 불만 없이 할 수 있을 지도 모른
다. 양은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로 상
징되지 않는가.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닭은 서류에 서명하고 명함을 들고
서 전화를 하고 다른 이에게 명함을 건네고 컴퓨터로 업
무를 보고 많은 서류와 함께 산더미 같은 업무에 쌓여
있다. 새벽을 알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부지런한 닭은
부지런한 일꾼을 넘어서 일중독자내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 개와 돼지
의 풍자적 표현은 우리를 작품 앞으로 더욱 이끈다. 충
직과책임감을 상징하는 개는 도박에 빠져 손목에 수갑
을 차고 있다.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은 그를 도박의 늪
에 빠뜨렸고 아마도 의지와 노력으로 헤어나오기 힘들
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 (富)와 복(福)의 상징인 돼지
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폐를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 손
을 펼쳐 들고 있다. 부의 상징인 돼지가 현대인의 황금
에 대한 집착으로 빗대어 표현되고 있다.이외에 소, 말,
토끼 등의 다른 십이지도 현대인의 삶이 투영되고 있다.
작품에 그려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이거나 우리 자
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들일 것이다. 사회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물질에 집착하고 타인의
시선에 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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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녀에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

사이 젊은이들과 달리 전통과 역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

녀는 왜 다소 진부한 소재로 현대인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것일

져 있다. 그것은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 시대의 고민과도 맞닿아

까? 전통적인 동양화 제작 기법으로 번거롭고 수고로운 작업 과정

있다. 젊은 작가로서의 고민은작품을 통해서 과감하게 표현되어

을 굳이 고집하여 작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동양화의 현대적

있고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작품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일

변용이 화두가 된지 오래인데 말이다. 그녀는 십이지가 가지고 있

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녀의 작업에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동양화

는 의미들이 인간의 덕목과도 연결되고 바로 그 점이 현대인의 삶

의 고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을 투영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통

젊은 작가의 진지하면서 새로운 발상의 결과물은 많은 이야기를

을 배우고 지키려는 작가의 확고한 생각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것

생산하게 될 것 같다.

은 제작 기법과도 연결된다. 다소 고집스럽게 느껴지는 그녀의 생

[b]
Seo Hee Joo, PhD

각은 어릴 적 외국 생활에서 비롯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에서 우
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그래서 그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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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 Ye Rin has an all-seeing eye. She captures what is right
under our noses and what we rarely take the time to see. She
has a talent for taking mundane objects—such as broken
glass, bathroom tiles, a bed—and transforming them into interesting themes to photograph. She captures the mood of her human
subjects through thoughtful poses, lighting and composition. In
a world flooded with amateur photographers and their iPhones,
Kwak stands out from others with her innate ability to creatively
frame her subjects.
Kwak is a Daegu native who fell in love with photography when
her aunt gave her a small digital camera. After finding a new talent and passion in photography, Kwak immersed herself in books
and worked hard to take her skill to the next level. Eventually,
she found her way to Keimyung University, where she continues
to study photography with local legends Jonghoon Choi and Lee
Smathers.
While the artist has been influenced by her professors and
surroundings at Keimyung, Kwak captures photos in a style all
her own. She uses her 35mm to shoot in both color and black
and white; both mediums often evoking solitude and despair. She
admits to photographing primarily when she is distressed or heavyhearted. “I think I was born with anger and melancholy,” Kwak said.
“It makes me want to do something.”
Kwak’s proclivity for the morose manifests itself in her work.
“My work is an expression of who I am and what I think,” Kwak
noted. “Simply, it’s the reflection of myself.” Perhaps her most
formative experience occurred when her parents could no longer
support her because of Korea’s financial collapse in 1997. She was
forced to live with an uncle who was abusive to his family and
Kwak. Such shocking behaviour towards the 7-year old Kwak made
her feel like she “couldn’t learn how to be with somebody without
troubles.” You can see her struggle with personal relationships in
her work—many of her subjects are inanimate objects. When she
does photograph people, she is the subject: sad, alone, forlorn.
As for her future in photography, she is looking to focus her work
on animal rights. “As a photographer, I can tell whatever I want,”
she said, “and sometimes I can show what words cannot tell, opening the eyes of people to the things they cannot see.” That fact that
many people feel no connection to nature and animals disheartens
Kwak to her core.
“I think it’s my responsibility to make people think and feel,”
Kwak said. “I want to make them think about the reason we have
to coexist with nature. If there is a problem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I will make trenchant criticism. I am not sure of the
details, but my heart is burning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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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 YE 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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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 reminds us that photography is not effortless. Any two
people can shoot the same subject,
but only the trained eye can present that subject in a unique way.
This is no easy feat to achieve, but
Kwak’s efforts have proven fruitful. “The most challenging [thing]
is to describe [in a photograph]
exactly what I want to show,” she
said. “There are a thousand ways
to try but I have to find just the
best one.” The visceral way that
her work makes us think and feel
is evidence of her success in her
endeavors. [b]
Whit Al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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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JIO

L

ife can be overwhelming at times—not just
when our jobs or obligations take up too much
of our time, or when relationships drain us, or
money troubles keep us up at night. Those things
happen, sure. But life, just being as it is, can sometimes slap us in the face for no reason. “Hello!” it
says. “You’re human! This is your experience! Can you
believe it? Wow!”
Depending on the day, that sentiment can either
make us smile and laugh until it hurts, or it can move
us to tears. If the idea of life often evokes these two
extremes of the emotional spectrum from us, we
might search for an outlet to help us reign it all back
in.
In this instance, this outlet is facilitated by the click
of a button. Artist Bae Jio employs photograph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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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her in dealing with feelings brought on by her
own life experiences. Originally from Japan, she is a
self-proclaimed nomad who travels any chance she
gets. Her adventures aren’t restricted to the material world; the artist says that even in her dreams
she enjoys wandering around unknown places, often
waking up in her Daegu apartment feeling strangely
displaced.
Bae’s photographs reflect her life’s nomadic theme
and are an expression of her identity. “I recognize
that this is a fickle and vulnerable premise,” she says.
“However, I also underscore my sentiments with
rational structures. I have chosen to use machines or
electronic media [in my work] so that their inherent coldness might keep my raw emotion in check.”
Her photographs are balanced by the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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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lements from nature. She believes our search for
identity is just as universally understood and essential to life as the natural elements.
It seems that Bae wants to feel a connection to
you, and you to her, through her photographs. She
believes that everyone shares the same emotions, so
the feelings that she is expressing through her work
could very easily belong to any of us. “I bring to my
work essential elements such as who I am, where I am
going, what I am trying to find—aspects that every
person shares,” Bae says. While the nomadic life that
she has chosen can often be one of solitude, it is clear

that she longs to feel connected and understood.
“Every human is born with a tendency towards
nomadism,” says Bae. The creation of her art is an exercise in self-searching and expression, but she hopes
that viewers feel a stirring of their own nomadic
potential when viewing her work,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an emotional connectedness to
others. [b]
Lisa High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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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JAZOO

Looking at Yang Jazoo’s art is like witnessing an eerie
dream without sleep. The large and brooding subjects
in her work initially left me with a dark premonition.
Yet the more I learned about the methods behind
these curiously warped figures, the less I held to my
initial thoughts.
With expressive paintings and drawings Yang
introduces a didactic series to reveal her qualms with
progressive media in today’s society. This body of
work, titled Dear People, voices her concerns about the
direction of modern culture, where traditions are being lost. Yang wishes to move forward into the past, so
to speak, by using her hands-on approach to bring the
idea of ‘the individual’ back into the picture. She sees
fine art as the fingerprint of a person’s identity; a skill
that can show the trace of a human being.
To get the mercury moving with her work, Yang
engages with music. She sees it as a form of art that
is instinctive and basic. Moving to a rhythmic beat
allows her to begin a piece naturally and openl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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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whole body, with a variety of mediums as extensions of herself, she begins by making marks on an
open canvas without any specific intention or expectation for the piece. Her sole objective is to create, and
to conduct what she refers to as “a labor” of her body
and mind.
Without any formal art training, Yang has experimented and learned to use materials in various ways.
Though the work seen here is contained to mixed media, her past projects include drawing, documentary
films, animation and performance art. When creating
the pieces that would later become Dear People she
used mediums with chalky and fluid consistencies.
Once they felt finished Yang let the materials change
and set on their own, adding an experimental dimension to the pieces. Allowing the materials to coagulate
independent of the artist gives her a sense of freedom
when approaching a new piece, and the results have
left spectators with something memorable.
I rediscovered Yang’s work when I looked at it for

the second time, after speaking with her. I saw life
and purpose within the doleful figures and my eyes
became fixed on them. I was reminded not only of
their message, but also of Yang’s passion for art. At
this time, Yang says she has reached contentment
with her craft. She describes her journey to this point
as wandering in circles around her goal before she
was able to see directly to it. “Now, looking back, all

of the things are like puzzle pieces.” I hope others can
learn more about Yang’s process, and be inspired by
her appetence to create. She is someone who does not
seek recognition for her work, but is one who truly
deserves it. [b]
Sybille Cav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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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화방이 대구에 있습니다!

명덕역 4번출구에서
남문시장 방향 50M
Take exit 4 at Myeongdeok station (Red Line).
Walk straight for less than a minute and you will see us
on your left!

주소 : 대구광역시시 중구
남산동 781번지
전화 : 053)254-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