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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s from the Writings of Kim Bok-Yung 

Ha Chong-Hyun ’s Conjunction, His Artistic Resources &. Development 

Ha’s ideas about Conjunction began to brew 1972, when he 

started attaching wires to canvas. The informel, geometrical 

and optical abstract art, minimalisrπ and object works that 

had haunted him in the 1960's were the inspirational sources 

of his new ideas. What we will pay attention to is how he 

culled his new ideas from such sources and manage to create 

a unique world of his own 

In a specific sense, his ideas about Conjunction came to the 

surface 1975, when he started pressing paints through hemp 

canvas from back to front in order to manifest the colors 

filtered through the warp and the weft of the loose hemp 

fabr ic. He prefers to express his innermost feelings that 

way rather than directly dabbing on the front of canvas the 

way most artists do. He feels that paints pressed through 

the hemp can best speak for him. He prefers not to explain 

directly. (Excerpts from an interview with the artist) 

Later, interview Ha emphasized these two main concepts 

again. One is his awareness of the fact that he is always 

staying within his works ‘ The other is that he lets his 

paintings speak for him as his faithful mouthpieces 

The above-mentioned two concepts can be summed up 

as a perfect u 미 on between the artist and his works. This 

< WORK 71-11, 1971 paper 
Installation view at Wooson Gallery 2014 ([) Park Myung-Rae 

하종현으 I ( 접 합)， 발상에서 전 개까 지 부 터 발춰 1 - 김 복영 

하증현으 1 <접합〉의 세계는 1970 년대 초， 자세히는 1972 년에 캔버스 

에 철사줄을 접합 시킴으로써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그가 한때 주도했 

던 1960 년대 아방가르드 운동의 제 원전들， 이를테면 앵포르멜 기하 

학적 충동， 옵티컬， 미니멀， 오브제와 물질에 대한 관심과 같은 여러 영 

향원들 이 갚숙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그가 어 

떠한 발상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 시킬 

수있었느냐하는것이다 

확실히는 1975 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접합〉의 구상은 물감을 마 

대의 뒷면에서 앞연으로 밀어내었을 때 물감과 마대라는 물질들이 자 

아내는 표정을 얻으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물감을 성긴 마대 위에서 밀 

어냄으로써 하나의 물질이 자연스럽게 다른 물질의 틈 사이로 흘러나갈 

때 그리고 흘러나간 물질들의 언저리를 느긋이 눌러 놓았을 때 내가 바 

라는 것은 가능한 한 물질 자체가 물질 그 자체인 상태에서 내가 밀녕 f 고 

자 하는 전부를 밀 F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되도 

록 말하지 않는 쪽에 있고 싶다 "(필자와의 대담 중) 

이와 관련해서 작가는 띨자와의 후속 인터뷰에서 다음 두 가지를 추가 

한 바 있다 가) 이때 내가 작품 속에 갚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 )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를 물감으로 하여금 밀 F 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은 글자 그대로 작가와 작품의 일체감을 을 F 해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바로 이 일체감의 본질을 풀어서 이해한다면 〈접합〉이 이 

루어지는 시초 내지는 근원을 갚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과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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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union al lows him to enrich artistic resources for 

Conjunction. In general, all artists would feel that they are 

inseparable parts of their works. But how many feel they 

real ly exist inside their works? Well, Ha does. He believes he 

can only possibly exist within the works he creates and he 

describes this coexistence as in-the-work-existence. 

From such viewpoints, Ha's works can be referred to as 

abode of his ego. Dwelling within his works Ha networks 

communication channels. His communication channel is 

pigments which deliver his inner voice to the outer world 

Here we can clarify the two points where Ha's teo worlds 

start. One is the communication channel through pigments, 

the mouthpiece that delivers his voice. The other is the 

materialization. Admittedly it is hard to discriminate these 

two 

We can say the Conjunction is where Ha himself and his 

pigments and other materials meet In other words, where 

해서 ”자신이 작품 속에 들어와 있 다 ” 고 샘각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에 하종현이 생각하는 ’작품 내 존 lH ( in-the-work-ex i stence ) ' 의 문제 

하나가 제기된다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작가 자신을 작품 내 존재라고 

한다면 이러한 존재의 특징은 홀로 ( 자체가 자립해서 ) 있는 것도 아니고 

타에 응해서 있는 것도 아닌， 말하자면 이 두 가지의 연속과 통일 가운 

데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종현에 관한 한， 

작품이란 자아가 내재하는 1 장소 1 로서의 의미를 갚는다 거기에는 작품 

이 작가 자신과 연속을 이루는 특수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 계기가 바로 

그가 말하는 “자신이 말할 것을 물감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는 것이 

다‘ 자신이 작품에 내재해 있는 이상 물성과 더불어 ’ 밀녕 H 야 한다는 이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증현의 작품 세계가 시작되는， 그 일차적인 투 개의 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품 내 존재로서의 작가 자신과 1 물질틀로 하 

여금 말하게 함으로써’라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질화되 

는 ’국면 (phase) ’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둘은 동일한 상 

태를 그것의 존재와 계기로 나누어 말했을 때의 차이일 뿐， 본래는 동일 

한 위상의 것이다 즉， 작풍 내 존재와 물질화되는 국면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종현의 〈접합〉은 글자 그대로 물 



he dissolves his personality. His works begin from the 

search for an abode for Conjunction. Here, it is necessary to 

describe how the Conjunct ion can take place. One of the 

indispensable tools in the process is his body. The touches 

of his works determine the abode in wh ich he may dwelL 

His body is a vehicle that carries his ideas to material ization 

Therefore his Conjunction happens in the me ld of his 

touches and materials. Materials transform into diverse 

forms as he touches them. And yet his body just obediently 

follow his order, "Let the materials speak for themselves‘” 

We can understand the unique circumstances in which his 

body and material blend together in Conjunctioπ namely 

the process of in-the-work-existence and materialization. 

The main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Conjunction is the 

pursuit of harmonious union rather than dissonant faction 

The pursuit of harmonious union is the prerequisite that 

binds his works, the artist himself, his body and mind all 

together. And his body plays a freet role in reconciling his 

RELATION 72 -1, 1972 wood and rope 

질과 작가 자신의 접합이며 이러한 돗에서 작품의 객체와 작가의 인격 

의 통합이다 바로 이 접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잘아내려는 그의 

작품은 시작되었다 이 점에서 그의 〈접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 

어서 묘사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전개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존재 

가 신체 ( body )O I 다 신체가 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작품내 

존재의 우 | 치가 결정되 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신체는 우리의 샘리적 육 

체라기 보다는 작가의 생각 일제를 실어다 물질화의 국면으로 귀결시 

키는 운반자다 따라서 〈접합〉은 물질과 신체의 접합이자 그 결과이다‘ 

신체는 운반자답게 물질에 접촉해서 그 물질을 형상으로 바꾸거나 거 

기에다 자신의 흔적을 남길 것을 원치 않는다 신체는 다만 “물질들(마 

대， 물감 ) 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을 F 하게 하라”는 명렁에 복종할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체와 물질이 〈접합〉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 특수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 지점으로부터 작가 자신이 작품 내 존 

재가 되고 이어서 물질화되는 국면이 나타나는 과정을 용이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은 ’인식론적 분 

절이 아니라 j 존재론적 화해‘ 이다 작품과 작가， 물질과 정신， 신체와 

사유가 하나로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것이다 

이 중에서 신체의 역할이란 지대한 것이다 신체는 물질과 사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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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1971 post a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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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ideas and in guiding his ego into the world 

constructed within his works 

Gaining secondary effects created by the blend of hemp 

fabric and pigments plus the artist's intention, the property 

of the original material changes. It gives a fresh and dramatic 

visual effect that viewers have never seen elsewhere. The 

roars of undulating matiere get diminished from 1974 to 

1979, showing a meditative mood. Viewers feel that they are 

gazing at glassy sea or an old walllike a zen monk, as if trying 

to bring back the simplicity of ancient cultural remains. In 

Ha’5 early period, the pigments were not imposed on the 

material property of the hemp but obediently stayed in the 

places they were supposed to be. 

Work 72-7, 1972 paper 

서 화해를 도모하고 작가의 자아를 작품 내 존재로 인도하며， 그리하여 

작품의 전모를 수습하고 통일하는 최고의 통어자이다 

이렇게 접합된 결과는 어떠한 시각적 효과를 보여 주었던가， 그것은 마 

대의 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물성’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었다 1974 년에서 1979 년에 이르는 비교적 초기 실험에서 보여 준 

거칠고 포효하는 듯한 물성의 동태는 80 년대에 이르러 현저히 감소되 

고 대신 물성의 1 관조태’기 뚜렷해졌다 마치 잔잔한 해면이나 효댁의 

옛 건물의 벽을 연상케 하는 〈접합〉의 표면에서 자연의 모습은 물론 우 

리 문화의 존재 양식까지도 다시 보는 듯 했다 1 전기 1 의 앙식은 분명히 

밀 F 해 마대를 그것의 가장 정태적인 물성의 상태에 투면서 물감의 물성 

적 발현을 기하고자 하였다 물감의 울성이 결코 마대의 물성을 지배하 

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증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참았던 것이다 

9 



CON]UNCTION 77-1, 1977 oil on hempen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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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many times pondered upon the homogenous 

expressions found common among the Korean Dansaekhwa 

artists. This phenomenon faces the problem re lated to 

'flatness.' The question is how to int erpret flatness - the 

foundational concept beh ind the modernist movement 

chiefly t hat the American cri t ic, Clement Greenberg leads 

- that was infiltrated into the Korean Dansaekhwa in 

the 1970s. My interest lay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Dansaekhwa works. At the outset, a close analysis on 

artworks of Ha Chong-Hyun resulted i n 껴 Study on Ha's 

Conjunction series: A Message in Silence 

Considering the essent ial feature of culture, which is a 

cultural assimilation, the outcome resul t ed from two 

very different cultures that have two opposing traditions 

and histories-- in this case, Korea and the West--is the 

value-neutrality, meaning that neither culture, whether 

the influencer or the influenced, is superior nor inferior 

to the other. Assimilation and embrace, organization 

and transfiguration are natura lly, un iversally occurring 

phenomena with in history. In this natural f low, the 

infi ltration of min imal art (rooted in f1atness) into the Korean 

art field in the 1970 was perhaps inevitable. This experience 

should not be revered from afar nor shun; rather it should be 

accepted as our own. "Here, more important matter is how 

to interpret the manifestations of art that is ascertained 

through the process of assimilation, mixture, and absorption 

Furthermore, how we give the meaning to artworks is 

another matter that we should consider." 

Conjunction series, which begins in the earlier 1970s, stands 

on the legacy of thirty years. 미 rectly related to this work is 

Excerpts from the Writings of Yoon jin-Sub 

The Significance of Conjunction in Art History 

’배압법’의 회호싸적 의의 부 터 발춰 1 - 윤진섭 

효댁 단색화 작가들의 화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균절적인 특징 

에 대해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잘한 바 있다 그것은 늘 현대 회화에 

있어서 평연성 (flatness) ，의 문제와직결되었다 미국의 미술평론가클 

레멘트 그린버그 (C l ement Greenberg) 어 | 의해 주도된 모더 니스트 페 

인팅의 핵심 개념인 이 평면성이 1 970 년대 효댁의 단색화 일반에 침투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와 관련된 

비평 작업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일차적으로 하졸현의 작업을 

눈 여겨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글이 바로 「하종현의 〈접합〉 연 

작에 대한 연구 침묵의 메시지」였다 

문화가 지닌 고유한 속성， 즉 접변을 생각 할 때 l 서구와 효댁이라는 상 

이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두 문화권이 만나먼서 파생되는 다~한 변태 

는 가치 중립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 말은 소스를 제공한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우월하거나 열등한 어느 한 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화가 지 닌 이 스밍과 수용 혹은 짜임과 변용의 관계는 역사 진행에 따 

르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970 년대에 평면성을 

요체로 하는 서구의 미니멀아트가 유입된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 

다 이러한현상은용인의 대상이지 경원하거나배척해야할성질의 것 

은 아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스미고， 뒤섞이고， 짜이고 난 뒤 혹은 

그러한 과 정을 통해 나타난 미적 성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부여하느냐하는문제일 것” 이다 

1970 년대 초반 이후에 제작된 〈접합〉 연작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약 

30 여 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이 한지를 덧씌운 나무 판자 사이에 흰색 유성 물감을 모르타르 

처럼 끼워 넣은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이전의 오브제 작품과 그 이후 

에 주력하는 회화 작품 사이에 중간항으로 존재한다 이 기넘비적인 작 

품은 앞으로 전개될 I 뒷 면으로부터 물감을 밀어 넣는 배압법 1 으| 시초 

를 암시하고 있다 물감이 삐죽 앞으로 튀어나온 형국은 어떤 형태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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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74-25, 1974 

oil on hempen cloth 

an art work created on a hanji-covered wooden board with 

a whi te oil paint painted on in between like a mortar, This 

artwork links what comes before and after - the objet art and 

the painting , This monumental painting alludes to what is to 

come next: the 8ea-Ap technique which appl ies a pa int from 

behind a canvas , In this technique, the protrud ing paint is 

highly suggestive of the existent material reality , In this vein, 

Ha starts to focus on the backside of the canvas By doing so, 
he completely goes against the pictorial conventions , Defying 

the unquestioned practice, Ha challenged the status quo by 

usi ng t he back side of the canvas 

CONjUNCTION 74-24, 1974 

oil on hempen cloth 
CONjUNCTION 74-15, 1974 

oil on hempen cloth 

물질감의 현존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증현은 그 후 캔버스의 

뒷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런 행위는 곧 기존의 회화적 1 관습 

(conve ntion ) ’을 전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림은 캔버스의 전면에 

그린다 (혹은 그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관습이었다고 한다면， 

뒷면을 주목한 행위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종현의 〈접합〉 연작이 지닌 회화사적 의미는 일차적으로 회화적 관 

습에 대한 전복에 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오브제처럼 느껴졌던 프랭 

크 스텔라 (Frank Stel l a) 의 초기 줄 무늬 회화의 두꺼운 캔버스가 던져 

준 날삶 (alienat i on) 이나， 캔버스 표면을 면도칼로 오려 실제공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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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73-A, 1973 spring on panel UNTITLED 73-B, 1973 spring on panel UNTl TLED 73 - ι 1973 spring on panel 

The primary significance of Conjunction Series in art history is 

that it capsized the long-held practice of paining. His audacious 

originality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alienation expressed in the 

thick stripped canvas of Frank Stella's early works and Fontana's 

experimentation of space creation through the cutting of the 

canvas. Nevertheless, and q 니 ite unfairly, Ha's work has yet to 

receive enough critique because of his high artist ry It might b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re was almost no spot light on the 

aesthetically modernized Korean Dansaekhwa artists who emerged 

the 1970s. From 1969 to 1974, Ha engages in experimentation on 

the properties of various materials. During this period Korean art 

was not free from japanese influences as Mono Ha, which was 

dominant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70 in japan, held sway 

over the Korean art through the prominent Korean contemporary 

art ists, Lee Ufan and publications such as the "Bijutsu Techo" and 

"Mizue ν This experimental art of that time in Korea, to an extent, 
was under japanese intluences, and Ha was also intluenced 

Ha's prevalent use of plaster, newspaper, timber, rope, and wooden 

여준 폰타나의 실험에 비견된다 그러나 캔버스의 뒷면에 주목한 하증 

현의 이 행위는 이제까지 온당한 비평적 펑기를 받지 못했다 그것은 한 

국회화사상본격적인 l 미적 모더니티 1 를획득한 1970 년 대의 단색화 

가 기획의 부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 

다 1969 년에서 1974 년에 이르는 기간은 하증현에게 있어서 여러 재 

료의 물성을 실험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1960 년대 후반에서 

1970 년대 초반까지 성행했던 일본의 ‘모노하 ( Mono Ha) ’ 활동이 『 미 

술수칩 』 이나 『 미즈어 I J 등의 잡지와 이우환의 왕래를 통해 소개되던 때 

로써 효댁의 미술계가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였다 이 시 

기의 효택 실험 미술은 여기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었다 하종현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석고， 신문지， 각목， 로프， 나무상자 등의 

재료를 중심 g 로 한 하증현의 오브제 및 설치 작업은 당시 유행하던 개 

념 미술 혹은 모노하 작업과 그 발상면에서 비슷한 면모 를 보이는 측면 

이있다 

그러나 그의 물성에 탐구는 내가「하증현의 〈 접 합〉 연작에 대한 연구 」 에 

서 분석한 바 있듯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차별호덜 이루고 있다 우 

선가장두드러진것은대비의등식이다 이러한특질은솜과같은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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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es in his objet and installations share a similar façade with 

Conseptual Art or Mono Ha, which were widespread in the 1970s. 

His exploration of properties is differentiated in the follow ways. 

First, the most main difference is the equation of contrast, which 

is manifested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objects like cotton 

with objects like steel, unprinted newspapers with printed 

newspapers, softness of a to ilet paper with t he roughness of a 

cardboard paper, hard pillars with dust like plaster, and so on 

H is explorations of various properties of objects were expressed 

through his objet art and installations. The fruition of his 

experiments came to pass in the creation of the Bae-Ap technique 

on canvas in 1974. More so than not, the property-characteristics 

in Co 미 unction series would not have been poss ible wit hout his 

experiments about various objects 

Ha Chong- H yurγs silent message receives attentions because it 

unveils the origin of human behavior. In other words, scratching, 
push ing out, smudging, and other techniques fou nd on his work 

are represent the instinctual behavior of man. In Ha's work, the 

playf 비 ness of man is shown in its purest form 

< RELATION 72-7, 1972 wood and rope 

러운 시물과 철사 같은 강하고 질긴 성질을 지닌 사물과의 대비를 통해 

나타난다 배달된 신문더미와 인쇄가 안된 신문용지 더미간의 대 비， 화 

장지의 부드러운 성질과 둥근 골판지 심 과 의 대비， 딱딱한 기둥과 부특 

러운 석고 가루 더미간의 대비 등등 사물의 다양한 물성에 대한 탐구는 

여러 오브제 및 설치 작업을 통해 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하종현이 기 

울인 물성에 대한 관심은 1974 년에 비롯되는 예으 l' 배압법’에 의한 캔 

버스작업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접합〉 연작이 지닌 물 

성적 측면은 이처럼 다양한 사물의 물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샘각한다 

하증현의 이 묵언의 메시지는 행위의 근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즉， 

그의 작업에 나타나고 있는 긁기， 흙어내기， 부 비 기， 밀어내기와 같은 

다양한 행위의 앙태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몽짓’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 

기 때문이 다 거기에는 인간의 순수한 놀이정 신 이 반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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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a truth to make you hold your breath. Even if there is 

paint, these tableaus are not painted 

The scene of experimenC of painting criticism which 

uses pictorial tools, of physically questioning painting, of 

dehumanization and objectification of painting, could 

have been fe lt in the thought of the French Support

Surface group and the Mono Ha school of Japan around 

the 1970's, but more than anything else maybe it should be 

considered a partic 미 ar fruit of the wish of Minimalism for an 

objectification of expression, that has fascinated the major 

artists of the world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60's. The 

very act of having the paint come out of the opposite side 

of the canvas is a straight expression of the desire to have 

before one’5 eyes as a pure object what is expressed 

This technique of straining the paint from the back of the 

canvas has been preserved exactly in the new works, too 

But these are not limited to the shape of silent composure 

res 비 ting from just patting the frosted ground of strained 

paint Looking at the photos, I cannot tell if Ha used a brush 

or a knife, but through the careful intersection of thick and 

brisk strokes the frost-like fields paint are pressed with a 

good feeling, and it has started to introduce a completely 

new breath in the midst of caref 비 Iy measured confusion 

The interesting point in the breakthrough made by Ha is, 
in my opinion, the ingenuous self- manifestation of the 

painting present in recovering the fact that paint and 

< Installation view at Wooson Gallery 2014 @ Park Myung-Rae 

Excerpts from the Writings of Toshiaki Minemura 

Prairie and Storm 

초원과폭풍우 부터 발훼 - 토시아키 미네무라 

당신의 호흥을 멈추게 했던 것은 바로 진실이다 물감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그림들은그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회화적 수단을 통해서 회화비판， 회화의 물질주의에 대한 회의， 

회화의 비인간화 현상과 객체화 등을 시도하는 그 배경에는 과연 무엇 

이 있을까? 그것은 1 970 년 전후로 일본의 모노파나 프랑스의 쉬포로 

쉬르파스의 사상이 어느 정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 

고， 그 무엇보다도 1960 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예술가들을 매료시켜온 

’표현의 객체화’라고 말할수 있는 미니멀리즘에 대한동경이 특히 하나 

의 형태로 그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물감을 캔버스의 뒷면으로부터 스며 나오게 하는 것 그 자체의 표현이 

순수한 객체로서 존재하여 그것이 밖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작가의 의 

도가 직설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보여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 캔버스의 뒷면으로부터 물감을 베어 들게 하는 가는 채로 거르는 듯 

한 기법은 최신작에도 예전대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l 최신작에 있어 

서 스며 나온 물감들의 울퉁불퉁한 결정체(서리기둥 ) 들은 윗부분을 두 

드린 것만의 엄숙한 형태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눈 여겨 보고 싶다 

붓을 사용했는지 나이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사진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묘나， 짧고도 묵직한， 그러면서도 톡톡 튀기는 듯한 스트로크의 세 

심함 교차에 의해서 울감기둥(결정)들은 적절히 짓뭉개어져， 그 위에 

주의 갚게 계산 되어진 혼란함 안에서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호홈을 불 

어 넣어주고있는것이다 

하종현이 열어 보인 돌파구 중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물감이 물감으 

로서 존재하는 원리로 복귀되어져， 회화적 행위가 회화적 행위로서 존 

재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경험한 자기 발견의 새로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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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73-9, 1973 paper and thread 

realizing that painting action is painting action. In other 

words,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each structural element 

of the picture has broken loose from the hardness of 

concepts and the ascet icism of actions and is freely trying 

to open a different aspects in the middle of sameness, that 

is the picture has begun to take the opportunity of perfect 

self-expression 

This se lf-expression of the painting, that is th is gaining 

the structure that opens different aspects in the midst of 

sameness, is what I want to point out as the big outcome of 

the new works by Ha. In these works, their strokes neither 

add color nor achieve a composition. The strokes draw 

out t he latent words from a field of color tone that, having 

already been prepared, has reached a level of maturity, 
and are driven in to hold a conversation wi th the self It 

is just like when a storm blows in a field shockingly f 미 lof 

summer grasses, stirring Up a commotion. Then the strokes 

themselves are rewarded by the sameness itself of the 

WORK 73-21, 1973 paper and thread 

다시 밀「하자면 1 호|화의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부분이 이념에 대한 강박 

관념과 행위의 금욕주의로부터 탈피되어져 자기동일성의 범주 안에 

서 자유롭게 또 다른 모습을 참아내려는 한편， 회화가 충분히 자기 표 

현을 할 기회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 회화의 자기 표현이라는 자기 동일성을 인식한 새로운 모습 

의 구조의 획들을， 나는 하증현 최신작들이 갚는 커다란 성과라는 접 

이라고 강조해 두고 싶다， 최신작들의 스트로크는 단지 색을 가한 것 

도， 혹은 디자인과 같이 어떤 의도에서 구성되어진 것도 아니다. 스트 

로크는 이미 준비 되어져 있던 성숙동달한 ’색조’라는 들판으로부터 

본연의 언어를 꿀어내어 자기 자신과 맞세워 대화시키기 위해 행하여 

졌다 마치 여름날 숨막힐 듯 땅에서부터 솟아오른 풀잎의 들판에 어 

디선가 세찬 폭풍우가 불어 닥쳐 1 이옥고 잠잠했던 풀숲이 커다란 술 

렁임으로뒤덮인 것과도같다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한 스트로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격정이나 

표현 주의의 도구로 그 역할을 끝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필요가있다 



WORK 73-22, 1973 paper and thread 

undefeatable color tone and thickness of a painter 

The hand of our painter are very humble in the face of the 

field of cooperating paint and canvas, cu ltivated Up to the 

point of reaching a life of its own. The frosts must not be 

erased. The summer grasses must not be dried Up. If this 

were done, the world of sameness to the children who play 

over them would be lost Even the footprints of the child 

would be lost Ha keeps this well in mind. 

I can see in the new works by Ha the tenderness and 

prudence of a ch ild who press frosts to make them shine, 
not harming them. This helps to maintain the unity of 

picture that achieves the quality of the painting 

July 1985 

WORK 73-7, 1973 paper and thread 

화가의 손길은 스스로 성장하여 이욱고 생명력을 품은 커다란 존재 

로 커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객체의 물감과 캔버스라는 들판에 대 

해 - 커다란 자연과 객체 - 어디까지나 겸손한 태도를 잃고 있지 않 

다 여름날의 풀잎을 말라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가의 손길은 물감의 결정(기둥)들을 절대로 소멸 시키지 않았다 

만약 그의 손에 의해 물감 결정들의 샘명력이 빼앗겨 버린다면 자 

기 동일성의 세계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 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결과를 하좀현은 감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흙의 서리 기둥을 밝아 서리의 결정을 선명하게 빛내고 있으면서 

도， 서 리가 내린 들찬 그 자체는 결코 손대어 해치고 싶지 않은 가슴 

따뜻함과 현명함을 하종현의 신작으로부터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회화의 질을 구성하는 회화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985 년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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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2-3, 1982 oil on hempen cloth, 12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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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5-101, 1985 oil on hempen cloth, 97 x 13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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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2-17, 1982 oil on hempen cloth, 12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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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5-24, 1985 oil on hempen cloth, 12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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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9-010, 1989 oil on hempen cloth, 80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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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9-99, 1989 oil on hempen cloth, 80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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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8, 1988 oil on hempen cloth, 16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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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89, 1989 oil on hempen cloth, 120 x 1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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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artist, a variety of inclinations, each conflicting with 

the others, seems to co-exist quite naturally. In other words, 

there arises a wholesome experimental spirit whereby informal 

simplicity and well-studied elaboration could be integrated into a 

whole." 

He presents us with definite and clear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a ser ies of recent works on joining. He uses hempen cloth of 

coarse texture as canvas and pushes pigments through the fabric 

The pigments make an appearance again on the reverse surface 

quite naturally. This is an approach that is qu ite idiosyncratic. 

Here a homogenizing process takes place between the pigments 

and the hempen cloth, one which signifies a total exclusion of 

pictoria l expression in the work of painting. This is why the title 

of th is remark used the words non-pictorial paintings 

In many ways, Ha's paintings are somewhat expressionless. They 

look as if they are nothing but pieces of hemp cloth in wooden 

frames. And this is really so. He refuses to draw anything on the 

surface or to load pigments on the canvas. Rather he is pursuing 

the plane, in the very state of its own being, as far as possible 

Yet, the state is not at all a natura l state of doing nothing. Even 

if his plane seems, at a first glance, to be so emotionless, it is an 

outcome of elaborate well-studied manuallabor, something we 

can call non-deliberate elaboration. When one gazes at his plane 

more c l oselι one detects that it is monochromatic but imbues 

with deliberate nuances, opening a world of refined sensitivity 

Thus, one may say that Ha 's painting is situated on the border 

line between painting and non-painting. However, as far as he 

is concerned, it wou ld be meaningless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his is because what concerns him is how to 

reveal the unique world that arises from the encounter between 

the materiality and the sensitivity 

May 1984 

<<< Installation view at Wooson Gallery 2014 @ Park Myung-Rae 

Excer 띠 p마 ts from the Wri 따 |πtlngs 0아 f Lee Y씨떼 il | 

On the Non- 꾸. 

하종현의 ’비회화적 (非續畵的) ’ 호|화에 대하여 부터 발춰 I - 이일 

”이 작가에게는 서로 상반되는 듯싶은 여러 성향이 자연스럽게 공존하 

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를테면 소탈한 소박성과 치밀한 계획성， 그리 

고 여기에 다시 이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건실한 실험 정신이 추가된 

다” 

하종현은 그의 근작 〈접합〉시리즈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 

게 건네주고 있다 캔버스로 쓰인 굵은 올의 마대와 그 올을 통해 뒤쪽 

에서 밀어 내는 물감이 자연스럽게 표면에 베어 나타나게 하는 그의 수 

법은 하증현 특유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에서 물감과 마대라는 물 

질과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회화작품에 있어 

서의 일체의 회화적‘ 표현의 배제를 의미한다 이 서문의 표제로 쓴 1 비 

회화적 1 호 | 화라는 뜻도 여기에 있다 

아닌게 아니라하종현의 회화는무표정하기 짝이 없다 마대가그대로 

액자 틀에 끼어 전시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또 사실이 그렇다 그 

는 화면 위에 무엇인가 그린다거나 색채를 ’얹힌다 1 는 일을 거부하며，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 1 로서의 화면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1 상태’는 결코 무작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아니다 일견 

무표정하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의 화면은 실 

상은 ’무기교의 기교 1 랄 수 있는 치밀하게 계산된 손 작업의 산물인 것 

이다 보다 은밀히 바라보노라면 그의 화면은 미묘한 뉘앙스로 물들어 

져 있으며 세련된 감성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종현의 회화는 이를 테면 회화와 1 비회화 1 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경계 

선에 위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 나 그에게 있어 이 앙자의 

한계를 구분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문제 

가 되는 것， 그것은 물질과 감성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독자적 

인 세계 1 으| 현시이기 때문이다 

1984 년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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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s from the Writings of Yusuke Nakahara 

Ha Chong-Hyun ’s Painting 

Probably, Ha Chong-Hyun must have been concerned with 

oil not as pigment but as matter, intent on what could be 

demonstrated by oil as matter. Vis-a-vis oil, this was what 

called for a direct act by a hand, something different from 

drawing or depicting. This concern of Ha Chong-Hyun with 

하 종 현의 작품에 관 하여 부 터 발춰 1- 나 ?봐라유스케 

아마도 하종현은 색채로서의 물감이 아닌 물질로서의 물감의 실태에 

관심을 보여 물질인 물 감 이 나타내는 형상을 중시하고 있던 것은 아닐 

까? 그것은 다른 한펀으로 물감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다 른 의 

미의 손에 의한 직접적인 행 위 를 자 기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 일 

지 모른다 이러한 ’물감의 물질성’에 대한 하종현의 관심과 태 도는 현 



materiality in 이 1 still remains undiminished. Albeit, having 

entered the 19802, Ha Chong-Hyun's painting began to show 

a big change. This change can be detected from the shift 

of his concern to the f10w paralleled to the plane.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is perpendic 비 ar inclination as 

has been shown in the texture of the plan has completely 

disappeared. To the contrarι his painting of the 1980s has 

managed to come up with his own style, still preserving 

his perpendicular propensity yet adding his verticality 

inclination in direction parallel to the plane 

On can read the combination of vectorial forces both 

horizontal and perpendicular from the texture of his plane 

oil on the plane is veiled with moving traces of the belted 

or shapes imprinted by a hand, yet characterized with the 

layers of traces. Traces move alongside of the plane but 

the layered traces do not fail to create a three-dimensional 

impression of the texture. These tableaus suffice to intimate 

that Ha Chong-Hyun places the shapes created by oil as 

matter as the underpinnings in his paintings. To wit, his 

painting is not by depiction or whatever sence 

The relation of oil and hands for Ha Chong-Hyun may be 

likened to that of clay and hands for ceramists. Oil comes 

closer to artists by a tactical sense rather than bya visual 

one. Ha Chong-Hyun has been titling his works consistently 

with the word, Conjunctio 미 and 1 imagine that he adopts 

the word to mean a union of oil and fingers. Asp irations to 

reach the relation, most robust and archetypal, between 

man and matter, must be working as the driving force in Ha 

Chong-Hyun's painting. 1 am not in a position to tell whether 

the aspirations originate from the traditional outlook of 

Koreans on nature. Nevertheless, 1 cannot fail to detect 

someth ing in Ha Chong- Hyun’s painting that is somewhat 

heterogeneous to our sensibilities. For, there is some force in 

him that is appealing and attracting to that extent 

June 1990 

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안에서 조금도 배제 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 1980 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하증현의 작품에 커다란 변화가 보 

여지게 된다 그것은 이전의 화면에 대해 수직방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평행하는 방향에의 관심이 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먼의 질감이 빚어내는 수직방향에의 움직임이 완전히 소거되 

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수직방항에의 움직임을 보존하면서 그 위에 

화면에 평행하는 방향의 움직임을 부과함으로써， 하종현의 작품은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독자적인 양식을새롭게 형성하는 결과 

를낳았다 

수평과 수직 방향에의 움직임의 가산은， 화면의 측감으로부터 느껴 

져 온다 화면의 물감은 이 것 역시 손에 의해서 각인 된 ’띠’의 상태， 

혹은 ’선’의 상태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흔적에 의해 화연 전체가뒤 

덮여 l 그 흔적이 몇 겹이고 겹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흔적 

은 화면을 따라 드러나고 있으나 흔적의 겹쳐진 층층들은 질감의 입 

체성을 인상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작품에 있어서도 하종현이 무 

엇보다도 소중히 물감이 갚는 물질로서의 형상을 그의 작품세계의 

근본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그러한 모든 것은 어떠한 의미 

를 지니고 그려진 것은 아니다 

하종현의 ’물감과 손’의 관계는 어쩌면 도예가의 1 흙과 손 1 으| 관계에 

가까울지 모른다 물질로서의 물감은 시각적인 효과보다도 측감적 

인 효과에 의해 미술가와 관련되었다 하종현이 그의 작품의 제목을 

일관하여 〈 접합〉 이라는 단어로 응축시키고 있는 이유를， 적어도 내 

가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물감과 손의 일체라는 의미로서 생각 

하게 된다 인간과 울질은 무엇보다도 ’소박’하게 컵합’ 되고， 그러한 

근원적인 상호관계를유지시키려고하는그의 욕구가작품의 원동력 

은 아닐런지? 그것 자체가 효댁의 전통적인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해 나로서는 이 보다 더 갚은 차원에서 많은 것을 설명 

할 능력은 갚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하종현의 작품에 우리들의 감성 

과는 또 다른 이질적인 무언가가 포함된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 점에 매료 당할 수 밖에 없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을 뿐 

01 다 

1990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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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2-B, 1992 oil on hempen cloth, 80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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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2-B, 1992 oil on hempen cloth, 12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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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UNCTION 91, 1991 oil on hempen cloth, 12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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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2-45, 1992 oil on hempen cloth, 194 x 2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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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4.08, 1994 oil on hempen cloth, 194 x 2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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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5-005, 1995 oil on hempen cloth, 194 x 2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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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4-80, 1994 oil on hempen cloth, 120 x 1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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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5-49, 1995 oil on hempen cloth, 80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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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5-69, 1995 oil on hempen cloth, 73 x 91 cm 

55 



CONjUNCTION 97-104, 1997 oil on hemp cloth, 62 x 7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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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7-107, 1997 oil on hemp cloth, 62 x 74 cm 
CONjUNCTION 97-111, 1997 oil on hemp cloth, 62 x 7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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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7-19, 1997 oil on hempen cloth, 12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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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7-112, 1997 oil on hempen cloth, 62 x 7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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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7-113, 1997 oil on hempen cloth, 62 x 7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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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8-04, 1998 oil on hempen cloth,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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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98-27, 1998 oil on hempen cloth,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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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주를 숨기면서 표현하려는 내용을 출분히 담는 것이 예술이다‘ 

기술이 튀면 그것만보이는 법이다 

단순해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계속 단순화하고 제외하고 정수만 남기고 싶다 

작가가 예술에 몰입할 때는 단기적인 결과보다 인생을 통해그것을 성취하려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Art is about expressing without showing off one ’5 talent 

Flashy technique only shadows the true intent 

Simplicity comes with great diffic 비 ty 

하 증현 - 작가의 노트에서 

I want to keep simplifying and excluding without losing the essence. " 

Ha Chong-Hyun, From the note of artist 











It is not easy to write about the works of Ha Chong-Hyun 

I 

Not because it seems, at first sight, difficult to describe. 

His Conjunctions, the term the artist chose to call his work 

such, presents a surface covered with a few colors including 

shades of ochre or white which have long been dominant 

The composition is simple. Rectangles are inserted within 

a rectangular framework of the canvas, or else it is covered 

mostly with a kind of sheet of color which seems to have 

spread from the upper edge but has not reached the lower 

level, res 비 ting in a zone with a different tonality and density 

exempt of covering. Sometimes, too, in the Conjunctions 

a uniform and monochromatic surface bears traces of 

movements which have shifted or removed some of the 

pigment Excisions, scratches, cuts, and crimping constitute 

so many accidents, irregular occurrences dotting the surface 

of micro reliefs and revealing the different textures 

Here language and writing encounter their first difficulties 

The caref 미 analysis of material effects to be seen requires 

precision and variety in terminology, one which is not 

confined normally to painting. One can see the blotches of 

paint, foundations, areas and parts where the color seems 

to have been merely pr 이 ected in clouds over the canvas, 

leaving visible the woof and weft of the textile, whi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ts tight grain, and thickness or paucity 

of the weave. Notice too the parts where the colored 

material has been stretched and edged by a movement 

which produces parallel, almost vertical, lines or, inversely, 

crossing each other irregularlι producing intersections 

and angles which no geometry can measure. Color can 

accumulate in a normal manner which can best be described 

in a comparison with the beach, as the tide comes in or goes 

<< < Installation view at Wooson Galiery 2014 @ Park Myung-Rae 

Excerpts from the Writings of Philippe Dagen 

The Works of Ha Chong-Hyun 

히 종 현의 작품에 대하여 부터 발웨 - 필립 다 정 

하종현의 잔품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I 

그 말은 애 초에 작품의 모양새나 형태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 

다 그가 〈접합〉이라고 이름 붙인 일련의 작품들에는 예전부터 사용해 

온 황토색 계열의 색조나 흰색의 섬세함이 표면에 나타난다 이러한 작 

품들의 구성은 꾸밍이 없다 안료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며 이를 둘 

러싸는 더 넓은 직사각형 캔버스에 펼쳐진다 이 안료가 덮고 있는 부 

분의 가장자리에는 또 다른 밀도의 색채가 잃게 퍼져 두 직사각형 사이 

에는 일종의 틀이 형성된다 또한 〈접합〉 연작에서는 단색 또는 일정한 

색채의 캔버스에서 안료를 걷어내거나 안료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긁힌， 베어진， 으스러진 흔적은 

우발적인 불규칙성을 보이는 한펀， 입체감 있는 미세한 기복들과 재료 

의 물질적 조직도드러낸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 la langue 와글쓰기 I 'écriture 의 문제에 직면한다 하종 

현의 작품을 연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회화의 분석과는 다른 용어들을 

필요로 하는 점 외에도， 그 재료들의 성질을 밀 F 하기 위한 어휘의 정확성 

과 다앙성을 요구한다 축적되고 퇴적된 안료， 두꺼운 물감 층， 고유한 

특징을 안고 있는 표면， 그 위에 표현된 밀운密雲을 연상케 하는 - 구 

름이 몰려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듯한 미묘한 색조의 변화 j 조밀한 재 

료의 돌출， 섬유 조직의 방향성， 그 직조의 높거나 낭은 밀도 등이 그것 

이다 재료들을 펴 바르고 매끄럽게 하는 제스처는 수평적이거나 수직 

적인 평행선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편 다른 작품들에서는 일정하 

지 않지만 생성적인 구도의 교차접들과 각도들이 기하학적 측정을 거 

부한다 색채는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설명 

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해변가에서 

파도가 일어 물결이 모래사 장 위로 밀려들어 왔다가 다시 쓸려 내려갈 

때， 바람 때문에 따도의 기포가 솜과 같은 밀도를 지니며 여러 방향으 

로 분산되는， 흔히 {프랑스어에서] ‘ 바다의 거품 ’ écumede m er 이라 일걷 

는 현상과 같다 이 물질은 응고되고 수축되어， 모래 위에 휘어진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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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 movement of waves producing what is known as 

"sea foam", a froth similar to cotton which the wind blows 

away. When it dries, it contracts and hardens, and leaves on 

the sand lines that look rather like ropes. Th is can also be 

seen in the works of Ha and the analogy is reinforced by the 

use of color with the sea froth, shifting from sandy ochre and 

chalky white, the dominant chromatic range of Ha 

We shall return to what this analogy can teach us about 

the link between the works of Ha and nature. For now, it is 

enough to observe, if it usef 미 ， if one must go into deta ils, 

that the reason for the d iffic 비 t y in describing what was 

outl i ned in the first few lines. The Conjunctions appeal as 

much to the touch as to the eye More preciselι what the 

eye tells us would be complemented by touch, with one's 

finge rtips. Thus the differences in texture, the shift between 

the smooth and the grainι the very fine lines, the elasticity 

or hardness of the lumps of dried paint, the whole would 

be measured more exactly than by the eye, the brilliance of 

which depends on the quality of light to which it is exposed 

In other words, the works depend on touch as much as on 

the visual, which makes describing them more difficult 

Two comments arise from this poin t. The works of Ha are 

part of the practice of contemporary painting which took off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is no lack of artists before 

then who took advantage of impasto which painting in oil 

perm its. Most go back to Rembrandt ‘ But as their works were 

figurative, the effects of materials were either considered as 

attempts to replicate the human skin or the surface of a fruit, 

or as expressive deformations, as in the canvases of Soutine, 

for example. After 1945, Fautrier, Dubuffet, and Tapiés and 

others experimented in abstract "materialism". In such cases, 

the visual and material qualities were objects by themselves, 

with no connection with the object represented. The 

attention given to accidents on the surface, to objects, to 

과 같은 선들을 형성한다 하증현의 작품들이 그런 모습이다 아날로지 

|깅 nalogie 로 말하면， [언어적 유추類推나 절학적 유비類比로서] 하종현 

의 지배적인 색채들인 -모래사장의 황 토색과 거품의 백악白훌 사이에 

서 l 바다으| 거품 ’ 같은 색채가 두드러진다 

이 아날로지에 내포된 하종현과 자연의 관계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 

루기로 하자 그것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전개되어야 하지만， 지 

금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 설명하기 어럽다’는 점을 말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접합〉은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측각적 요 소 가 중 

요하다 더 자세히 밀「하자면， 우리가 이 작품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지각 

할 때 ‘ 그 물질적 특징들은 우리가 손끝으로 느낄 때 더욱 가깝게 다가 

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조가 부여하는 물리적 차이들과 부드러운 

연장선에서 수 많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흔적들， 날카로운 각도의 방향 ， 

유연성， 또는 건조된 안료의 응고물의 단단함， 빛이 결정하는 우리의 시 

선이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된다 다시 밀녕 f 자연 l 시각적 요소들만큼 

이나 촉각적 요소가 작품의 설명을 더욱 어럽게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샘 ζ 「해 보자 하종현의 회화는 세계 2 차 대 

전 이후에 특히 증가한， 두꺼운 물감의 물질성을 부각시컸던 회화 부류 

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렘브란트 Re mbran d t 가 시발점이 

다 그러나 그들을 ‘ 구상적 ’ 이라고 보더라도， 재료가 가져오는 효과는 

사람의 피부나 과일 껍질의 우툴두툴함을 암시하고자 했던 수틴 Cha i m 

S o u tine 의 작품처럼 ‘ 표현적 변형’ déformations express iv e s 을 위한 것으로 

여격졌다 1 945 년 이후에는 포트리에 ) ean Fautrier, 뒤뷔페 )ea n Dubuffet, 

타피에스 Antoni Tàp ies 와 같은 작가들이 추상적 마티에리즘 matiérisme 

을 실험했다 그 경우에는， 재현된 사물과의 관계를 떠나 시각적， 물질 

적 앙상의 있는 그대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표면의 우발적 현상들， 흔적들， 갚이와 밀도 등에 부여되는 의미들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데 ， 이는 재료의 물질적 조건이 작품의 중요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가로서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리라 본 

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결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총체적인 중요 

성이 부여된 물질적 특징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졸현의 작품들을 더욱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느린 눈으로 관잘해야 한다 여러 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작품을 

만질 수는 없으므로 작품에 다가섰다가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물질에 



thicknesses is emphasized, since the material fundamentals 

constitute the essence, if not the totality, of the work. That 

supposes, for the artist, a similar attention. In such work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in their totalitι are Important, 

and what might have remained unnoticed or seemed 

negligible if the subject was representative could become 

decisive. For this reason the canvases of Ha require time to 

be appropriately appreciated. They have to be looked at 

several times and, since one cannot touch them, one comes 

close to and then withdraws in order to appreciate the 

aspects of the material 

Another observation: this experience is part of the work. As 

far as one can go back, to his early works, Ha suggests tacti le 

대한체힘을해야한다 

투 번째로는 이러한 [집중적 관찰의] 체험이 곧 하종현의 작품을 구성 

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미 작가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질감을 나타내는 

작품을 내 놓았고， 그 줄 몇몇은 느낌이 아주 강렬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흰색 바탕에 칠사를 웬 작품들인데， 희미한 번뜩임과 금속의 단단 

한 느낌을 살려 단번에 어떤 불쾌함 고통의 느낌을 전달한다 이러한 

대 립은 보는 이를 단숨에 사로잡기도 하고 t 단순하지만 축약된 l 전적으 

로 물리적인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불안감을 전달할 

수도 있다 거기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빠르게 나타나서 지 

속성을 유지하는데， 그 작업의 특징은 오로지 예술가 자신만이 해명할 

수있을지도모른다 

sensations, some very intense. The most flagrant is that of 11 
barbed wire, the very sight of which causes disagreeable 

and painful sensations. He links the harshness and bril liance 

of metal to white. The contrast is extreme. It surprises. It 

can also cause discomfort by this purely physical means, 

minimalist, and simple, and so all the more successful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plai 미 we notice this permanent 

feature of his work, which appeared at an early stage and 

was carried on afterwards. Perhaps only the artist is capable 

of explai 미 ng this aspect of his work 

11 

The use of barbed wire, the reduction of the chromatic 

range to a limited number of colors, the monochrome and 

its geometry, the extreme abstraction; these, interpreted 

by history seem susceptible to expla ining the work and 

removing what appears to be enigmatic at first sigh t. The 

difficulty cited at the beginning should then be overcome 

When Ha began conceiving a personal work, at the end of 

the 1960s, the artistic situation in Korea was dominated by 

그가 철사를 사용한다거나 색조를 극도로 제한하며， 모노크롬과 기하 

학적 특징을 지닌다는 점은 이미 역사에 의해 해석되어 있다 그 러 나 

역사적 해 석은 작품의 특성으로부터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서 1 처음 작 

품을 경험할 때의 수수께끼를 분산시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의 발단에서 제기했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증현이 본격적으로 개인의 작업을 시작할 무렵인 1960 년대 말， 한 

국의 예술계에는 1950 년대부터 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예술 

사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것은 북미 식으로는 추상표현주 

의， 유럽에서는 앵포르멜， 제스처 추상， 혹은 간간이 서정추상 등의 

이름으로 불렸던 사조이다 이는 유럽과 미국， 좁게는 파리와 뉴욕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작가의 정체성과 국적이 주는 뉘앙 

스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러한 호|화적 움직임은 결국 작가의 주제 

성과 물질적， 신체적 존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형질적 특짐 

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특별한 행위의 과정 passage 에 주목하는 것인 

데， 폴락 Jac kson P 이 lock ， 클라인 Franz Kline, 아르퉁 Ha ns Hartung, 리오 

펠 Jean-Pa 미 Riopelle 등의 작가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회화방식은 앙 

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명확한 특징과 손쉬운 모방성 때문에 빠르 

게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10 여 년 후인 1950 년대 후반， 그러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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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as the most widely diffused from the 1950s, what 

is cal led abstract express ion ism in the North Amer ican 

terminologι and in Europe, according to the case, informal, 

motional abstraction, occasional ly Iyrical abstraction. This 

movement appeared at the same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in New York and Paris. Whatever the national 

differences among the artists, this movemen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expression in which forma l characteristics 

were based on the subjectivity and physical presence of the 

artist. The work exists because it derives from an individual 

act: Pollock, Kline, Hartung, Riopelle and many others 

However, the diffusion of this concept slowly changed it into 

a style, one which was international, easily identifiable, as 

well as being easily copied. From the end of the 1950s, in the 

places where this style was previously dominant, appeared 

the first resistance. The mea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rtists, but the objective was the same. In New York, 

Rauschenberg, Johns, or Twombly began the change. In 

Parisj Tinguely, Arman, the poster people Hains and Villeglé 

invented new strategies, equally aggressive and often more 

explicitly deriving from parody. Stella and those called from 

1964 the minimalists, Ryman, Flavin, Judd, LeWitt, etc., then 

opposed the most rigid geometry and monochromes to the 

dynamic gestures and multi-chrome splashings from those 

whose time seemed to be over. At the beginning of the 1960s 

it was clear that the new American and European generation 

felt it had almost nothing in common with t he previous 

generation, then at the peak of its fame 

In Korea, the phenomenon occurred a few years later 

The delay can probably be attr ibuted to the confl ict that 

devastated and divided the country between 1950 and 

1953. The war undoubtedly suspended artistic creation for 

a time, and delayed the penetration and growth of abstract 

expressionism. The strong North American presence, 

however, favored its diffusion. The United States practiced 

throughout the Cold War a form of cultural activity from 

WORK 74 -A (det 리 1) ， 1974 oil on panel 

상의 물결에 가장 일찍이 저항했던 아티스트 들 이 있었다 작가들마다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뉴욕에서는 라우샌 버 그 Robe r t 

Rauschenberg, 재 스 퍼 존스 jasper johns, 싸이 트월블리 C y Twombly 듬 

이 대두되었고， 파 리 에서는 탱글리 jea n Tinguely, 아르망 Ar man ， 벽보파 

affichi ste 인 레 이몽 앵스 R aymond Hains, 빌 레글 레 j acq u es Villeglé 등 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전략들은 공격적이면 서도 종종 풍자적으로 기존 

예술 흐름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또 1964 년대부터 스델라 Frank Stella 

를 비롯한 라이먼 R obert Ryman, 플래빈 D an F l a vi 미 저드 D onald judd, 르 

윗 501 LeWitt 등의 미니멀리스트들도 정밀한 기하학과 모노크롬을 응 

용함으로써， 당시 전 세계 예술 흐름을 주도했던 행위적 역동성과 물 

감들이 튀기는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 회화에 저항했다 1 960 년 

대 초업에는 이미 영광의 전성 기 를 누렀 던 이전 세 대 와는 판이하게 다 

른 구도로 유럽과 미국의 신세대가 전개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몇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필 

시 1950 년부터 1953 년까지 전국을 초토화 및 분단시킨 효댁전쟁이 

그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 전쟁은 분명히 예술 창작을 지연시켰 

고， 추상표현주의가 이입되고 정착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만든 

요인이었다 미국의 문화외교 대상국가 중 하나였 던 한국은 냉전기간 

내내 발전 및 확산을 거듭해온 미국의 존재감을 직접적으로 느낀 나 



which South Korea could not be exempt. Therefore the 

rejection of "action painting" only appeared at the end of the 

1960s. The works of Ha are clearly so derived. About 1965, 

his painting is close to the informa l. A little later he launched 

into highly colored geometric abstraction 

When, in 1973, he enclosed and divided the surface of his 

paintings using barbed wire, he indicated rater crudely that 

a certain phase had passed. Grandiose gestures and colorful 

explosions were over. The few constructions he produced 

at the beginning of the 1970s were marked by the poverty 

of materials used and the simplκity of forms - a partly 

unwound rope stretching between a "box" opened at both 

ends, a heap lined up at the bottom of pi lasters, two piles 

of newspapers. The link with Arte Povera is undisputed, not 

because Ha knew what Penone and Fabro were doing at 

the time in Italy, but he was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as 

them, because their situations were similar. One is tempted 

to ask to what extent his use of white should be compared 

to the Achromes of Manzoni, which could have influenced 

him as they impressed the young artists of Turin and Milan 

who were liberating themselves from abstract expressionism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from the dominance of 

pop art. One comment in pass ing: the history of this period 

has mostly yet to be written. It was until now exclusively 

derived from the American point of view, taking but little 

account of what was occurring in Europe, in Italy, in France 

to a lesser extent, and in Asia, as with Korea and Japan where 

the movement Mono Ha began in 1969, exactly at the same 

time as Arte Povera. The importance of these movements 

appears much more obvious today, to the point that the 

history of art in the 1960s and 1970s comprises a wider 

geographic area, not just what was taking place on the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 If one is captivated by the output 

of the studios of Morris or Flavin, one may also be excited 

by what is taking place in those of Lee Ufan, Penone or Ha 

CONjUNCTION 84 -11 (detail), 1984, oil on hempen cloth, 

라 중 하 나 였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일걷는 ‘ 액션 페인팅 ’ 

앙식도 한국에는 1960 년대가 거의 다 지나가서야 한국에서 제자리 

를 참기 시작했다 하증현은 이러한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여 여과 없 

이 자신의 작품에 드러낸다 1965 년경 그의 회화는 앵포르멜에 아주 

가까운 양식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그 후 색채가 매우 풍부한 기하학적 

추상을시도한다 

1973 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종결되었음을 암시하기라도 하 

듯， 색채의 다양성이나 큼지막한 제스처는 없어졌고， 그는 칠사를 [캔 

버스， 매널， 마포 등의] 표면에 여러 가지 매턴으로 배치시키기 시작 

한다 1970 년대 초반부터 제한된 재료와 형태의 단순함으로 대변되 

는， 결코 흔하지 않은 표현방식을 실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앙쪽 끝 

이 뚫린 ‘박스 l 형태의 조형물 안에 당겨지다 만 빗줄을 제시하는가 하 

면， 투 기둥 밑에 횟가루를 무더기로 쌓고， 신문지를 높게 쌓은 작품 

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르테 포베라 Aπe Povera 와의 관계를 짐고 넘 

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당시 하증현이 이탈리아에서 떼노네 

Giuseppe Penone 나 파브로 Luciano Fabro 같은 작가들의 작업방식이나 

철학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만조니 Pierro 

Manzon i 으 1< 아크롬 Achrome> 작품들이 흰 바탕에 대한 경혐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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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ir different creative impulses, these artists, 

and 미 any of their contemporaries, undertake a process of 

breaking with the past in favor of a renewal which is seen in 

the end to be remarkably fertile 

The logical development of this process is seen in 

Co 미 unctions ， which radically break with the conceptions 

and pract ices until then dominant, and experiment wi th 

new ways of painting, based on reflection and the desire to 

keep a critical distance in relation to the works. It is not a 

quest ion of absorption or effusion, but of withdrawal and 

method. The Co 미 unctions grew out of plastic operations 

which were deliberate, sometimes systematic. Compositions 

are u n iform, as if reg 니 lar and sometimes symmetrical, and 

exclude any expressive impulse. The surfaces are uniformly 

divided, dots are placed according to a constant distance, 

and the movements which distort and stretch the paint 

are parallel as are the lines of color which recall taut ropes 

Mentioned above, the tearing, the marks corresponding 

to the use of some instrument, and even more so the 

neutral monochromes, all that is the result of a painting 

which leaves no room to improvisation or incidental event 

happening during the process. In addition, the shapes of 

the canvas are such that their dimensions req 미 re slow and 

progressive execution, days of hard work and reflection 

There is no place here for subjectivity which is the realm 

of abstract expressionism. One cannot link these works to 

autobiographical, psychic or physical details. The person of 

Ha, Chong Hyun stands aside. Th is is true of his works as wel l 

as his catalogues, in which biographical details are reduced 

to a minimum (his date of birth and the date of his diploma) 

because this apparently does not interest Ha. He expects 

art to be something different from a recital of first person 

events. In this he rejoins the New York minimalists, who like 

him are not in favor of confessions and concentrate on their 

procedures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과 어디까지 대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샘각해볼 수 있다 당시 토리노 

와 밀라노의 신세대 작가들이 한편에서는 추상표현주의， 다른 한편에 

서는 팝아트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말이다 여 

기서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자연， 이 시대의 역사는 아직도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 그러고 이는 대부분 미국의 관접으로 쓰여진 

것이고， 유럽과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그래도 덜 하지만) 아시 O f(효댁 

그리고 아르테 포버라와 비 슷한 시기인 1969 년에 모노하가 등장했던 

일본)에서 발생한 중요 지접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 하지만 1960-70 년대의 미술사는 미국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영역에 다다랐고 l 이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모리스 R obert Morris 나 플래빈의 작업실에서 샘 

긴 일들이 역사적， 예술적 중요성을 드러낸 사건들의 집합이라면， 이 

우환， 떼노네， 하종현의 작업 또한 중요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 서로 다 

른 창작 방식을 지닌 이들은 - 그리고 동시대를 사는 다른 작가들은 

과거와 단절하고 쇄신하며， 놀랍도록 풍부한 작업 범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의 논리적 전개， 그것이 하종현의 〈접합〉 연작이다 그것 

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개념 및 적용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하고 l 전혀 

다른 회화 방식을 실험하는 것이며， 작품에 관한 한 비판적 거리를 두 

는 반성과 성찰에 토대를 둔다 [외부적인 것들을] 흥수하거나 [토해내 

는 듯한 ] 표현이 아니라， 물러섬과 방법론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접합〉 

연작은 오랫동안 숙고하고 때로는 체계적인 방법 g 로 제작된다 일체 

의 표현주의적 층동을 제한하면서， 특정한 규칙성과 대칭적 조호 f 를 이 

루는 것이 그의 구성법이다 물감의 얼룩 taches 자국들이 일정한 거리 

를 두고 퍼져 있고 l 재료를 당기거나 억누르는 움직임의 균형성， 채색 

된 라인들이 팽맹히 늘여진 줄과 같은 느낌을 주는， 표면상의 사건들 

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면서 나뉘어진다 위에 언급하였등이， 파열이나 

어떤 도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흔적， 마킹，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중성적 모노크롬을 형성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즉흥적인 작업방식이나 

우발성에 의존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참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캔버스들의 크기가 말해주듯이 작가가 장시간 여러 번 고심하고， 더딘 

속도와 단계적인 과정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는 추상적 표현주의에서 나타나는 주관성이나， 심리적， 물리적， 자전 

적 풍의 여건이 설 자리가 없다 하종현이라는 존재는 항상 정해진 무 

언가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는 작가이며 작품이 도록에서 이러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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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at all~ Is Ha's work sufficiently defined byexamining 

the pictorial processes, on one hand, and a mention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art since the 1960s on the other~ 

Probably not In recent Conjunctions, particularly in 2009 in 

those works of a smaller format than employed hitherto, the 

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특히 카탈로그의 설명에서는 그의 약력으로 인 

해， 인간 하종현이 축 소 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작가 자신은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예술에서 일인 칭 적인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그의 

태도는 뉴욕의 미니멀리스트들과 조우하게 되는데 ， 그들도 자기고백 

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방식과논리적 귀결에 집중한다 

painting and his strong physical presence, leave one to desire 111 
to touch as much as to see. This produces in the beholder 

sensations which defy notions such as criticism, system, and 

distance. One could say the feeling is of intense proximity 

What follows derives from a hypothesis, based of this 

sensation and any comparison with the work of an American 

minimalist might permit Suppose, hung on t he same wa ll, 

there are two paintings, one by Ryman and one by Ha, both 

white. At first,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alysis given 

above, these two works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y are monochrome and have no narrative or expressive 

elements. They exist through suppressioπ purification, 

systematic reduction in the means employed, and for these 

reasons are part of the movement of re f1ected art criticism 

which began at the beginning of the 1960s. They could be 

juxtaposed. But it soon becomes apparent that the work 

of Ryman is purely negative, and that of Ha gives rise to 

feeling of a physical order, thanks to its "materiality", a 

naked material forrπ as it were, all the more powerf 미 sJnce 

it affects both the sight and the touch. To describe these 

sensations, to examine more closely what they are and how 

they are derived, it is best to conti nue the analogy of the sea 

froth on the sand. Other works, using different materials, 

such as ashes, coal dust, clay and iron filings, chalk, ice, 

snow, clay, water, give rise to different sensations. These 

associa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the beholder. They depend on his historι his personal 

experiences - not the biographic memory of dates, histories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증현의 작품은 회화적인 기법의 분석을 통해 

영확하게 설명이 되었는가 1 그리고 1960 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사에 

서의 그의 작품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최근의 〈접합〉연작， 특히 2009 년에 제작된 작품들을 놓 

고 보면， 이전보다 형태가 더욱 축약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품 

에서 특러나는 물질성 때문에 시각적인 느낌과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촉각성 사이에 놓이게 된다 하종현의 작품세계에서는 물질성 자체와 

물질성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감이 결국 비평이나 체계적 논리 혹은 이 

들이 유지하는 거리의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각을 결 

정하게 된다 이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과는 정반대로 더욱 더 긴밀 

한 근접성에서 오는 감각이다 

이제， 그러한 감각과 미국의 미니멀리스트 작업을 비교하는 데 근거하 

여 하나의 가설이 영확히 도출된다 하증현과 라이먼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다고 상상해 보자 툴 다 하얄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역사적 분 

석에 따르면 두 작품 모두 특정한 내러티브나 표현주의적 요소들 없 

이， 모노크롬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거와， 고도의 정화 澤 化 l 작 

업방식의 체계적이면서도 극단적인 환원성 réduction 이 낳은 이들 두 

작품은 1 960 년대 초엽부터 발샘한 예술의 반성적 비평 운동 가운데 

있다 이러한 의미들에서 본다면 둘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먼의 작품은 순수한 l 부정성 ’ négativité 을 띠는 반 

면， 하증현의 작품은 그 물질성의 부각으로 인해 어떠한 물리적인 질 

서가 주는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물질성이란 모든 것을 노 출 하며， 

시각과 촉각의 느낌 을 돔시에 제시하는 감각의 차원이다 이 감각에 

대해 글쓰기 를 하고， 하종현의 갚은 의식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 위 

해서는 1 앞에서 언급했등이 아날로지 analogie 를 통해， 모래사장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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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faces, but the involuntary memory which records touch, 

smel l, light, a physical memory These associations derive 

from the perception of natural elements, of those a person 

encounters when he leaves his home and the cities, when 

at a partlc 미 ar moment, he stands before these improvised 

elements, and suddenly recalls the power of water, the 

density of the earth, because he can feel an awareness of 

nature in them. Thus what emerges from his work, in their 

partl c 비 ar ιmateriality" becomes an awareness of nature 

rediscovered, a link with the primary world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the works of Ha need to 

be seen as a philosophical experience. He began, it was 

said, by energetically suppressing everything in the art of 

the preceding generation which praised subjectivity, the 

individuality of the artist. The lim ited materials and colors, 

the si mplicity of the compositions, the repetitions and visual 

neutrality were emphasized by him to eliminate the ego and 

reduce the painting to silence after a period in which the first 

person singular had been far too eviden t. But the elimination 

of the subject "1" is not an end in itsel f. It is the necessary 

cond it ion for one who, in silence, released from ind ividuality, 

can again commune with nature, which human activities 

exhaust and slowly overcome. So that his finger can touch a 

stone or draw an outline on the frost on a windowpane. So 

that he can feel sensations which are beginning to be lost 

now but which were formerly known to everyone. It is a 

question of returning to the senses their lost perceptions. In 

art, as in the contemporary world, two senses are invoked 

constantly, to the disadvantage of others, hearing and sight 

The others, including touch, are neglected. So, when Ha 

invokes touch as a go-between with vision, he gives the 

onlooker an almost forgotten sensitivity. The objects are 

smooth, plastic is smooth, metal p 이 ished . As for images on 

screen, they are without substance - even more so since 

they are no longer 께 ms utilizing light, but numerical codes 

이는 파도거품을 환기해야 한다 그 밖에 재， 술가루， 진흙， 칠사， 석호 1， 

거울， 눈， 칩적물이나 물을 동반하는 작품들도 있다 이 재료들의 관계 

성은 보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작품들은 결국 그 나 

름의 역사， 경험이나 기억 - 날짜나 역사적 사실， 인격적 이미지를 다 

루는 전기적 기억이 아닌， 촉감과 냄새 t 빛， 몸이 간직하는 무의지적 기 

억 에 준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성은 자연적 요소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온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1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난다거나， 

또는 불현듯 물의 힘이나 대지의 밀도를 어떠한 계기로 인해 느끼게 

될 때 같은， 특정한 상황을 갑자기 만날 때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그 무 

언가에 의해 관계성이 성립된다 이렇듯， 하증현의 작품들에서는 그토 

록 독특한 물질성의 부각을 계기로 자연에서 다시 찾게 되는 인식， 즉 

최초의 세계와의 관계가드러나는 것이다 

위의 가정을 놓고 본다면 하증현의 작품은 칠학적 경힘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이미 말했듯이， 그의 예술은 이전 세대의 예술이 주창했던 주 

관성， 정신현상， 작가의 개성을 자신만의 에너지로 지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작업 방식과 색채의 절제 1 구성의 간결함， 반복과 중립성이 

자아를 억누르고， 일인칭의 입장에서 -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보았던 세대를 비판하듯 침묵으로 회화를 환원시킨다. 

그러나 하종현에게 있어 ‘ 나 ’ 라고 말하는 주체를 지우는 일이 그의 예 

술의 끝은 아니다 주체의 제거는 침묵 속에서 자기자신으로부터 ‘ 나’ 

를 분리시켜， 산업화로 황폐화되었다가 아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자 

연 자체를 새로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 존재가 마치 돌 

을 만지거나 창문에 낀 서리에 스케치하듯， 예전에는 우리에게 익숙했 

던 반면， 오늘은 사라지고 있는 감각의 지표들을 다루듯이 말이다 이 

는 우리가 잃어버린 지각적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술이 그렇듯， 청각과 시각 투 가지를 끊임없이 상 

기시킨다 다른 감각의 영역 - 예를 들어 촉각 - 은 잊혀진 상태이다 

하증현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만지고 싶은 느낌을 들게 할 때， 이는 곧 잃 

어버린 감수성을 되장게 해준다 [오늘날] 온갚 오브제들과 플라스럭， 

금속은 모두 자국이 없는 매끄러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크린상에 

드러나는 이미지들은 그 툴질적 실제가 없는 것툴로 이툴은 더군다나 

빛에 의해 감광되는 필름 이미지도 아니고 l 컴퓨터의 처리장치가 디지 

털 기호로 표시하는 이미지이다 반대로，(접합〉은 - 외표外表， 땅바 



calculated by processors. Inversely, the Conjunctions have a 

density of textures like bark, like the ground, like water. So 

one is tempted to claim that a work by Ha serves to provoke 

tangible experiences which restore in the viewer a part of 

what he has forgotten about himself (a part of his corporeal 

and sensitive nature) and about Nature (the elements as 

they were at the beginning) 

Perhaps this interprets his works in a persona l waι and 

co nsequently one that is dubious. It should be noted 

though that this analysis goes for many of the practitioners 

of Arte Povera, for Penone, Parmiggianni, as for Long, with 

his long walks in the countryside or the mountains and 

his mural paintings made of imprints of his hand covered 

with mud. Is Lee Ufan really so distant from them, when he 

links symbolically the stone rounded by the rivers to metal 

plaques produced by iron foundries;> Smithson too when 

he traced the Spiral Jetty on the surface of a lake;> For these 

artists, minimalism is not an end in itself, stillless a style, as 

it has become for Judd or And 연， but a movement towards 

nature, a step towards sobriety in which way the artist 

rediscovers what is fundamental 

This is what is seen to be essential in the works of Ha Chong

Hyun 

June 2012 

닥， 수연과 같이 - 밀도와 텍스처를 지닌다 또한 하증현의 작품은 감 

각적 경힘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작가 자신이 잎어버린 세상의 한 부분 

을 -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자연 na ture 의 부분， 그러고 자연 Nature 그 

자체를 - 되돌려주기 위한 감각적 경힘들을 유발해내는 힘이 있다고 

말할수있을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의 작품을 해석한 것이므로， 논란의 여 

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 지면에서 다루어진 분석은 

아르테 포베라의 중심 인물들인 페노네 혹은 파르미지아니 Claudio 

Parmiggiani 에게는 타당한 논리이다 리처드 롱 R ichard Long 이 시글이 

나 산에서 걷는 행위나 진창에 담근 손으로 흔적을 남긴 벽화들도 여 

기에 포함된다 또 이우환이 강에서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공장에서 

만들어낸 절판들과 함께 놓아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와 많은 

차이가 있을까? 호수의 표면에 〈나선형 방따제 Sp iral Jetty) 를 만든 스 

맛슨 Robert Sm ithson 은 어떤가? 이들에게 있어서 미니멀리즘은 궁극 

적인 목적도 아니고- 저드나 안드레 Car l Andre 가 그랬듯 - 하나의 정 

해진 앙식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자연으로의 통로이자， 허물을 벗는 

길이다 그 길의 묻에서 예술가는본질적인 것을호|복한다 

하증현의 작풍들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 본질성이다 

2012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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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0-1-5, 2000 oil on hempen cloth, 18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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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2 -49, 2002 oil on hempen cloth, 18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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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0-1-5, 2000 oil on hempen cloth, 180 x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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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4-69, 2004 oil on hempen cloth, 45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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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4-76, 2004 oil on hempen cloth, 45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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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7-18, 2007 oil on hempen cloth, 194 x 2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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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8-70, 2008 oil on hempen cloth, 90 x 116 cm 

CONjUNCTION 08-65, 2008 oil on hempen cloth, 90 x 116 cm 



CONjUNCTION 07, 2007 oil on hempen cloth, 55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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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9-106, 2009 oil on hempen cloth, 75 x 1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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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9-63, 2009 oil on hempen cloth, 91 x 11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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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UNCTION 09-62, 2009 oil on hempen cloth, 97 x 1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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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9-76, 2009 oil on hempen cloth, 73 x 9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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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8-70, 2008 oil on hempen cloth, 91 x 11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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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NCTION 09-52, 2009 oil on hempen cloth, 73 x 9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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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CHONG-HVUN 

BIOGRAPHY I EDUCATION 

1935 Born in Sancheong, Kyungnam, South Korea 

1959 Graduated from the Dept. of Painting, Hongik Universitι Seoul, South Korea 

Lives and works in Seo 비， South Korea 

AWARDS 

2010 Korean Artist Award, Korea Art Association 

2009 The National Honour of Merit in C 미 ture (Silver Award), South Korea 

2007 French Cultural Merit, France 

2000 Medal Okjo Geunjeong, South Korea 

1999 Seo 미 Culture Awa 띠 Seoul City, South Korea 

1995 The 7th Arts & Culture Award, South Korea 

1987 Korean Art & C 미 ture Grand Award, South Korea 

1985 Artistic Award, The 11th Joongang Art Awards, South Korea 

1980 Grand Prize, The 7th Korean Arts Awards, South Korea 

1975 The 1st Prize, Space Group Art Awards, South Korea 

1963 The 1st Prize, Shinsang Association Competitio 미 South Korea 

PROFESSIONAL ORGANIZATIONS 

2006 Co-president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2001-06 Director of Seoul Museum of Art 

2000 Honorary Ph.D of Hongik University 

1995-96 Honorary Commissioner of the Korea Arts Awards 

1995 Commissioner and Adviser for the 1st Gwangju Biennale 

Adviser of the Yea r of Art 

1992 Commissioner of the 24th Cagnes International Painting Festival 

1990-94 Dean of the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1988 Commissioner of the 43rd Biennale di Venezia 

1987-88 Honorary member of the Internationa l Art Exhibition for the 24th Olympiad in Seoul 

1986-89 President of Korean Arts Association 

1984 Adviser for Korean Arts and Culture Center 

1980 Commissioner of the 12th Cagnes International Painting Festival 

1969-74 President of Korean Avant Gar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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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HA CHONG-HYUN Conjunction Series 1978 - 79’ in 1979 

publication of Muramatsu Gallery, Tokyo for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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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Studio view 

Artist's Studio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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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EXHIBITIONS 

2014 Wooson Gallery, Daegu, South Korea 

Korean Cultural Center, Beijing, China 

2013 Pyo Gallerι Seoul, South Korea 

2012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South Korea 

2010 Severance Art Space, Seoul, South Korea 

2009 Seok Gallerι Daegu, South Korea 

Bluedot M gallerι Changwon, South Korea 

Galerie Winter, Wiesbaden, Germany 

2008 Gana Art Gallerι Seoul, South Korea 

2004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South Korea 

Gallery Bizutsu Seka i, Tokyo, japan 

2003 Mudima Fondation for Contemporary Art, Milan, Italy 

2002 Kamakura Gallerι Kanagawa, japan 

Gallery Bijutsu Sekai, Tokyo, japan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2 

1990 

1985 

1984 

1979 

1977 

1975 

1974 

1972 

Busan Museum of Art, Busan, South Korea 

Kamakura Gal l erι Kanagawa, japan 

Chosunilbo Musuem of Art, Seoul, South Korea 

Park Yeo Sook ga l lerι Seou 1, South Korea 

Contemporary Art Museum,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Espace Paul Ricard, Paris, France 

Ha Chong Hyun <<4 + 1>>, Waserman Galerie, Munich, Germany 

Kamakura Gallerι Kanagawa, japan 

Samtuh Gallerι Seoul, South Korea 

Kamakura Gal lery, Kanagawa, japan 

Biever-Rocsch Gallery, Luxemburg, Luxemburg 

Han Lim Gallery, Daegeon, South Korea 

Kamakura Gallerι Kanagawa, japan 

Waserman Gallerι Munich, Germany 

Nabis Ga llery, Seoul, South Korea 

Yokohama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air, Yokohama, japan 

Kamakura Gallerι Kanagawa, japan 

Kamakura Gallery, Kanagawa, japan 

Gallery Hyundai, Seoul, South Korea 

Muramatsu Gallerι Tokyo, japan 

Space Gallerι Seoul, South Korea 

Moonhun Gallerι Seo 미， South Korea 

Myungdong Gallerι Seo 비， South Korea 

Gin Gallery,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Schema Art Museum, Changwon, South Korea 

The Monotone, Repetitum, KARI - KARIART, Seongnarπ South Korea 

Dansaekhwa: The Korean Monochrome Movement, Alexander Gray Associates, New York, USA 

2013 Contemporary Art in Textbook, Aram Art Gallerι Goyang, South Korea 

Abstract Art is Real,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South Korea 

SCENES vs SCENES,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2 D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South Korea 

Two Modernisrπ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South Korea 

Mapping the Realities: SeMA.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Agebcement, Gyeonggi Ceramic Museum, Gwangju, South Korea 

2011 Qi is Full, Daegu Art Museum, Daegu, South Korea 

The Spectrum of Contemporary Korean Art, 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Kaohshing, Taiwan 

The Great Artists of Korean Art, Ulsan Culture &. Art Center, Ulsan, South Korea 

ObJect Art, Gimhae Arts and Sports Center, Gimhae, South Korea 

2010 Korean Avant-garde Drawing: 1970-2000, Seo 미， Olympic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Him of Gyeonggi-do,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South Korea 

The 33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Sun Gallery, Seoul, South Korea 

In the Midst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Gallery Hyundai, Seo 미， South Korea 

Aesthetics of Spring, Gallery Through, Seoul, South Korea 

2009 Bong Whang 137, Sunshine International Art Museum, Beij ing, China 

The Three, Imazoo Gallerι Seo 미， South Korea 

8 Artists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Gallery Pakyoung, Paju, South Korea 

Monochrome Art in Korea, Wellside Gallery, Shanghai, China 

The 4th prague Biennale, prague, Czech 

2008 9 Korean Contemporary Artists, Rho Gallery, Seoul, South Korea 

The 5th Busan Biennale, Busan, South Korea 

Korean Abstract Art 1958-2008, Seoul Musuem of Art, Seoul, South Korea 

The Color of Nature : Monochrome Art in Korea, Pyo Gallerι Seo 미， South Korea 

Contemporary Art for 30 years PART 1 - Kamakura Gallerι Kanagawa, Japan 

2007 Contemplation on an Space, Gana Art Busan, Busan, South Korea 

Korean Contemporary Ar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South Korea 

Abstract Art : Amueument on the Border,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Homage 100, South Korea Art Gallery, Busan, South Korea 

2006 Un regard sur I'art contemporain en Corée, Galerie Jean Fournier, Paris, France 

2005 Art Cologne, Cologne, Germany 

KIAF Exhibition for Korean Art, Seoul, South Korea 

Exposition collective, Galerie Lumen, Paris, France 

2004 Korean Contemporary Paintings Past and Now, Seoul Museum of Art, Seo 미，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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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st's Studio view, Ilsan, Gyeonggi-do 

2003 D.I Y.,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The Seou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 l, South Korea 

2002 Age of Philosophy & Aesthetic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Understanding of Abstract Art, Sungkok Museum of Art, Seo 미， South Korea 

2001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Buncheong Ware Exhibition 11, Hoam Gallery, Seo 비， South Korea 

journey of Contemporary Korean Art of the 21th centurι Sejong Gallery, Seoul, South Korea 

Which ART do you like besU, Kamakura Gallery, Kanagawa, japan 

2000 A Passage to New Millenniur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Postwar Abstract Art in Korea and West Passion and Expression, Hoam Gallerι Seoul, South Korea 

12 Contemporary Artistι Sun Gallerι Seo 비， South Korea 

The Facets of Korean & japanese Contemporary Art, Gwangju Biennale, Gwangju, South Korea 

Plane as Spirits, Busan Museum of Art, Busan, South Korea 

The Horizontal for a New Millenium, Gallery Hyundai, Seoul, South Korea 

Nature, Posco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1999 Corée, Pays du Martin Calme, Musée des Arts Asiatiques de Nice , Nice, France 

Art Cologne, Cologne, Germany 

1998 Les peintres du silence - Huit maitres contemporains, Musees Montbeliard, France 

The 29th Art Basel, Basel, Switzerland 

PICAF, Busan Museum of Art, Busan, South Korea 

1997 NICAF, Tokyo, japan 

1996 Korean Monochrome Paintings in 70's, Gallery Hyundai, Seoul, South Korea 

joongang Beinnale, Seoul, South Korea 

FIAC-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air, Paris, France 

The 27th Art Basel, Basel, Switzerland 

Korean Art Fair, Samtuh Gallery, Seoul, South Korea 

Art Cologne, Cologne, Germany 

1995 The Tiger's Tail: 15 Korean Contemporary Artists for Venice '95, Palazzo Vendrami 미 Venice, ltaly 

Seoullnternational Painting Exhibitio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Korean Contemporary Paintings, Hanl im Gallery, Daejeon, South Korea 

East, West Todaι Posco Gallerι Seoul, South Korea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Paris City Museum, Paris, France 

Nature of Korea, Park Ryu Sook Gallery, Seoul, South Korea 

Ecole de Seo 비 ; the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Kwanhoon Gallerι Seo 미 1 South Korea 

Art Cologne, Cologne, Germany 

1994 NICAF, Tokyo, japan 

The 25th Art Basel, Basel, Switzerland 

Art Cologne, Cologne, Germany 

Seoul in Venice, Gallery May, Seou l, South Korea 

1993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Miyagi Museum, Sendai, japan 

The 45th Biennale di Venezia, Venice, Italy 

Korean Contemporary Art,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NICAF, Tokyo, japan 

1992 Flows from the Far East: Recent Korean Art Scene, Concourse Gallerι Barbican Center, London, UK 

1992 - 86 Seou l Art Competit 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1991 Korean Contemporary Art, Hanwon Gallerι Seoul, South Korea 

Korea Contemporary Pa intings, Zagreb, National Museum Zagreb, Ljubljana, CankarJev dom, Sarajevo, Collegium Artisticum, Belgrad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elgrade, Yugoslavia 

5 Contemporary Artists, Hankuk Art Musen, Seoul, South Korea 

1990 Korean Art Today, Seoul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The 15th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ul, South Korea 

1989 Hiroshima, Hiroshima City Museum of Modern Art, Hiroshima, japan 

The 14th Ecole de Seo 비 1 Kwanhoon Gallerι Seo 비 1 South Korea 

1988 The 4 Korean Artists, Tokyo Gallerι Tokyo, japan 

Flows of 70's Contemporary Art, Walker hill Museum, Seoul, South Korea 

Korean Modernism 1970-79, Coex, Hyundai Gallery, Seoul, South Korea 

The 24 Olympiad Art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The 13th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 미 1 South Korea 

1987 The 31st Toyama International Arts Exhibition, Toyama, japan 

4 Korean Contemporary Artists, Laboratory Gallery, Sapporo, japan 

The 12th Ec 이 e de Seoul, Kwanhoon Gallerι Seoul, South Korea 

1987, 1985, 1983 Contemporary Art Festiva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86 Korean Arts Yesterday and Toda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Asia Contemporary Art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South Korea 

The 11th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 비 1 South Korea 

1985 The 3rd Human Documents 1984-1985, Tokyo Gallerι Tokyo, japan 

70 Years of Korean Western Painting, Hoam Gallery, Seoul, South Korea 

Modern Art from the Past 40 Year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 t, Seoul, South Korea 

The 10th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ul, South Korea 

1984 Works on Paper 84, Kwanhoon Gallery, Seoul, South Korea 

Contemporary Korean Art: The Late '705 - A Situation, South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Korean Contemporary Art 84', Taipei Fine Arts Museum, Taipei, Taiwan 

Korean Arts of 60's, Walker Hill Museum, Seo 미 1 South Korea 

Korean Contemporary Art in 601s, Duson Gallerι Seo 비 1 South Korea 

The 9th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y,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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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Korean Contemporary Arts Exhibition of the 70s Exhibitioη Tokyo Museum of Art, Tokyo; traveled to Osaka Museum of Art, Osaka Tochigi Municipal 

Museum of Art, Tochigi, Hokkaido Museum of Modern Art, Sapporo and Fukuoka City Museum, Fukuoka, japan 

Exchange Exhibition of Print and Drawing, Seo 미 South Korea; traveled to World Print Council, San Francisco & Korean Cultural Service, Los Angeles, USA 

Korea: New Paper Works, Spring Gallery, Taipei, Taiwan 

1983 - 82 The Art of Contemporary Paper: Korea and japan, Deoksugung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traveled to Municipal Museum, Kyoto & Saitama 

Museum of Modern Art, Urawa & Kumamoto Folk Museum, Kumamoto, japan 

1983 - 77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82 The Phase of Contemporary Korean Art, Myungdong Gallerι Seoul; traveled yo Tokyo Metrop 이 itan Art Museum, Tokyo, japan 

The 7th Ecole de Seoul, Kwanhoon Gallerι Seoul, South Korea 

1981 Korean Art 81, Deoksugung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Drawing '81, Deoksugung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Work on Paper Korean Contemporary Drawings, Dongsanbang Gallerι Seou 1, South Korea 샤 raveled to Art Core Gallerι Los Angeles, USA 

Drawings by Korean Artists, Brooklyn Museum, New York, USA 

The 30Th Korea National Art Exhibitio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The 6th Ecole de Seo 비， Kwanhoon Gallery, Seo 비， South Korea 

1980 Korean Paintings and Drawing,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37 Artistis of 1980's Kwanhoon Gallerι Seoul, South Korea 

Contemporary Asian Arts, Fukuoka Museum, Fukuoka, japan 

The 29th Korea National Art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80, 1978, 1970 Grand Prize Exhibition of Koream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79 Attitudes of 6 Korean Contemporary Artists, Gallery Lee, Daegu, South Korea 

Korean Contemporary Arts, South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rt Center, Seo 미， South Korea 

The 5th Ecole de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79 - 77 Independan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79 - 76 KCAF, Daegu, Busan, Gwangju, Gangwon and jeonbuk, South Korea 

1978 The 2nd Rencontres International d'Art Contemporaiπ Gallerie National de Grand Palais, Paris, France 

Works on Paper, Gallery Gyunji, Seo 미， South Korea 

The Trend for the Past 20 Years in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 비， South Korea 

The 4th Ecole de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ι Seoul, South Korea 

1977 The l3th Biennial de São Paulo, São Pau lo, Brazil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pei, Taiwan 

Korean Contemporary Painter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 미， South Korea 

56 Korean Painters, South Korea Gallerι Seoul, South Korea 

The 3rd Ecole de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76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The 2nd Ecole de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75 The 3rd India Triennale, New Delhi, India 

Figure Paintings by Abstract Artists, Arum Gallerι Seo 미， South Korea 

The 4th Avant Garde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 미， South Korea 

1974 The 6th Cagnes International Painting Festival, Cagnes, France 

The 1st Seoul Biennale, South Korean Avant Garde Association, Seoul, South Korea 

The 23th Korean National Art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 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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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PHASE 71-11, 1971 paper Relation 72 -1, 1972 wood and rope 

1973 Korean Contemporary Art 1957-1972: Formative and Informative, Myungdong Gallery, Seoul, South Korea 

13 Contemporary Artists, Signum Gallerι Tokyo, japan 

Exhibition for 100 Modern Korean Painters, Deoksugung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Deoksugung Art Musuem, Seo 비， South Korea 

1972 The 3rd Avant Garde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72 - 69 Korean Contemporary Painting Exhibition japan; traveled to India, Pakistan, and Nepal 

Relation, 1971 post and li ne 

1971 The 2nd Avant Garde E xhibitioπ Reality and Rea liza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 미， South Korea 

Today's Korean Painting, Myungdong Gallerι Seo 미， South Korea 

The 7th 8iennale de Paris, Paris, France 

The Grand Prize Exhibition of Korean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 미， South Korea 

ISPAA, Shinsegae Gallerι Seo 미， South Korea 

1970 The 1st Avant Garde Exhibition, South Korean Information Center Gal l erι Seoul, South Korea 

The 7th Tokyo Print 8iennal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japan 

6 Korean Contemporary Artists, Tokiwa Gallery, Tokyo, japan 

1969 11 Young Artists from Korea, Solidaridad Gallerι Manila, Philippines 

1969 - 60 The Contemporary Art Exhibit, Organized by Chosun Daily Newspap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1968 Korean Contemporary Painting Exhibitio 미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Tokyo, japan 

1967 The 9th 8iennial de São Paulo, São Paulo, 8razil 

ISPAA, Shinsegae Gallery, Seoul, South Korea 

1966 The 10th Contemporary Art Exhibition, Gyeongbokgung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1965 The 4th 8iennale de Pariι Paris, France 

Cultural Freedom Invitational Exhibition, Yechong Gallerι Seoul, South Korea 

1963 The 2nd Exhibition of Shinsang Association Competitioπ Gyeongbokgung Art Museum, Seo 비， South Korea 

1961 The 2nd Paris Youth 8iennale, Paris, France 

Korean Contemporary Art from 60‘ 70's, Gallery Hyundai, Seo 비，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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