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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Daegu Art Museum presents Nam Tchunmo_From lines to land-

scape as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for 2018. The exhibition ex-

udes passion of artist Nam Tchunmo for a global stage, whose 

art career has flourished mostly in Daegu. 

Daegu Art Museum’s pivotal role in the art circles of Korea is 

attributable to the fertility and richness of Daegu as a city of 

history and culture, being committed to making further contri-

bution to developing the city at this critical juncture. Therefore, 

research on the past history and traditions and art works in rel-

evant sites are precious psychological assets. We wish that this 

exhibition could offer a time of contemplation over what the ar-

tistic spirit in today’s world means, and how to interpret global-

ism. We would like to sincerely appreciate Nam Tchunmo who 

has prepared for the exhibition, and others who have extended 

their full-fledged support. 

대구미술관은 2018년 첫 기획전으로 <남춘모_풍경이 된 선>전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남춘모 작가
의 세계적인 무대를 겨냥한 열정을 펼쳐 보입니다. 

명실공이 대구미술이 대한민국 미술계의 진정한 중심이 되는 것은 대구의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비옥한 정신적 토양 덕분이며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지점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고자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와 전통
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현장의 미술 또한 살펴보아야 할 귀중한 정신적 자산입
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오늘의 미술 혼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글로벌리즘을 
해석할 지를 다 같이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간 이 전시를 준비해 
온 남춘모 작가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승훈

대구미술관장

CHOI Sunghoon

Director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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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Tchunmo_
From lines to landscape

Daegu Art Museum presents Nam Tchunmo_From lines to land-

scape as a part of an effort to research, introduce and curate 

the trends of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is intended to 

take a glimpse at the works of Nam Tchunmo who has steadily 

pursued his career for 30 years, which has been configured to 

analyze the fundamentals of forms exuding from his paintings 

to large installation works and to experience diversity in visual 

cognition in the contemporary art through aesthetic interpreta-

tion of works. I have compiled an in-depth analysis of his repre-

sentative works including Stroke line, Beam and Spring based 

on his surroundings and temporal experiences. I observe the 

works with curiosity and expectation on how such character-

istics would unfold and develop, considering their expansion-

ary and varied forms,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for 

his works within the confines of modernism or monochrome 

paintings. This exhibition presents his works of an enormous 

scale since it is his first solo one in a large space. His large 

three-dimensional works are impressive, in particular, which 

he has ambitiously prepared for over one year. His works seen 

only through the screen turn into 16-foot large installation struc-

tures to catapult beyond a three-dimensional space. Objects 

placed in a space as individual entities float in the air, lie on the 

floor or stand against a wall – both a part and a whole of what 

he wants to express as an artist. What counts is that that the 

criticality lies in what message he wishes to deliver and the for-

mat thereof is not important. In a screen, the objects fulfil their 

roles as structures comprising a part of a work, while playing 

their functions as independent installations and sculptures in a 

three-dimensional space. It is noteworthy that he has tapped on 

various methods of art – painting, sculpture, object and instal-

lation – besides the two-dimensional works he has carried on 

for long, enabling us to get a taste of his willingness to seek for 

changes. 

"Mother Nature refers to what is natural"

When we think of a word, ‘nature’, we envision the shades of 

green trees or the sky and the sea in light blue. And yet, Nam Tc-

hunmo states that Mother Nature might connote different mean-

ings depending on locality and temporality. For instance, the 

nature might mean scorching sunlight and sand to those who 

Stroke Line
1996
Charcoal on Paper
53 x 75 cm

Stroke Line
1999
Charcoal on Paper
73 x 78 cm

YU Myungjin

Curator of Daegu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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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lived all their lives on desert, and it might be considered 

as glaciers and ice to those living on the Arctic land. Their un-

derstanding of the nature starkly differs from the landscapes we 

see in Korea – mountains, hills, rivers and trees. Nam was born 

and raised in a rural village in Yeongyang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His parents who did farming must have conducted 

their routine by looking at the path of the sun across the sky, 

and Nam as a little kid must have played with field plowing and 

pebble picking with his parents, instead of toys. The landscape 

in his childhood he remembers in his heart – instead of his brain 

– is the scene of his rural village – a workplace for his parents 

and his playground where they spent most of their times. How-

ever, as he moved to a city to study, he was put into a different 

living environment. Concrete and street lights replaced the soil 

and trees, and his surrounding environment was an urbanscape 

with gray-colored buildings. Nam who spent his days in a quiet 

rural village must have had a habit of watching things from a 

distance: he looked at concrete walls as if to wait for buds to 

come up, and discovered the movements of light and shadows 

which occur throughout a day. The sun was only regarded as the 

sunshine with an absolute impact on crops on a vast rural land, 

but it was a different one in a city. When buildings – or objects – 

are perceived as targets, the light imposed a movement on their 

form over the passage of time. It seems that his works lie on 

a boundary between three-dimensional works being analogous 

to two-dimensional paintings, and plane works. They look like 

a line of nicely arranged lines from afar. And yet, as we come 

closer, small spaces and three dimensions between the lines 

start to appear. The lines in the shape of ‘ㄷ(a Korean alphabetic 

sounding ‘digeut’)’ made in the form of relief either deepen the 

spatiality and three-dimensionality or induce illusion looking like 

a two-dimensional plane, depending on how the light is used. 

The visual-cognitive ‘straight lines and curved lines’ appearing 

in his work are reminiscent of a ridge in a rural field or a moun-

tain slope being nostalgic to him. The medium of ‘light’ appears 

as an essential element in his work as it is an absolute being in 

the nature. Here, the bottom line is that he pays attention to the 

concept of the nature. In other words, he says Mother Nature 

is what is natural. The landscape of the nature appearing in his 

works is not the nature in a general sense but so personal and 

대구미술관은 현대미술의 동향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남춘모 
_ 풍경이 된 선_From Lines to Landscape> 전시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은 
30여 년간 꾸준히 지속해 온 남춘모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전시로서 회화에서부터 대형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작품에서 드러나는 형태
의 근원을 분석하고 작품의 미적 해석을 통해 현대미술의 시지각적 다양성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표작품으로 알려 진 <스트로크 라인Stroke line>, 
<빔Beam>, <스프링Spring> 등의 작품들을 통해 작가를 둘러 싼 환경과 시간적 
체험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정리해 보았다. 그의 작품을 모더니즘이나 
단색화의 범주 안에서 단정 짓기보다는 좀 더 확장되고 이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이런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 될 
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서 살펴본다. 이번 전시는 대형 공간에서의 첫 개인
전인 만큼 작품의 스케일 또한 어마어마하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야심차게 준
비해 온 대형 입체 작품들이 특히나 인상적인데 그동안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
던 그의 작품은 16m의 대형 설치구조물이 되어 3차원의 공간 밖으로 뛰쳐나왔
다. 하나의 개체로서 공간에 놓여 진 오브제들은 공중에 떠 있기도, 바닥에 누워
있기도, 벽에 기대어 서 있기도 한 이것은 작가로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
의 부분이자 또한 완성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가 
쟁점이며 형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면 안에서는 작품의 부분을 구성하
는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3차원의 공간 안에서는 독립적인 설치, 조각품으
로 그 기능을 다한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오랫동안 지속해 온 평면작업 
외에도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어 변화를 모색하
는 작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흔히 우리는 초록빛의 녹음이나 푸른
빛의 하늘과 바다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자연은 지역성과 시대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가령 평생을 사막에서 산 사람들
에게 자연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가 될 것이고 북극의 자연은 빙하와 얼음이 그
것이 된다. 한국의 풍경에서 볼 수 있는 산과 들, 강과 나무 등의 자연과는 분명
히 다르다. 작가는 유년시절 경북 영양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농
사를 지으셨던 부모님의 일과는 해를 기준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장난감을 가지
고 놀 어린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흙에서 밭을 갈고 돌을 줍는 것으로 놀이를 대
신했을 것이다. 현재 그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풍
경은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터이자 놀이터인 시골마을의 전경이었다. 그
러나 그가 학업을 위해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생활환경은 바뀌게 된다. 흙
과 나무 대신 콘크리트와 가로등으로 대체되었고 주위의 환경은 회색의 건물들
에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풍경이 되었다. 조용한 농가에서 하루를 보냈던 남
춘모는 사물을 관망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다. 흙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기다리
듯이 콘크리트 벽들을 보았고 여기에서 작가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빛과 그림자
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된다. 시골의 광활한 대지위에서의 태양은 농작물을 위한 

남춘모 _ 풍경이 된 선 유명진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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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일조의 역할로만 보였지만 도시에서의 빛은 달랐다. 건물
과 건물, 즉 사물이 대상으로 인지되어 질 때 빛은 시간에 따라 그 형태에 움직
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입체작품이라고 하기엔 평면 회화에 
가까운 입체와 평면의 경계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멀리서 볼 때는 가지런한 선
들의 나열로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서 선과 선 사이의 작은 공간과 입
체가 드러난다. 화면 안에서 부조 형태로 만들어 진 이 ‘ㄷ’자 형태의 선들은 어
떻게 빛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공간감과 입체감이 더욱 깊어지거나 혹은 착시 현
상을 일으키며 평면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지각적  
‘직선과 곡선’들은 어린 시절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골 밭의 이랑이나 산비
탈에서 연상되는 형태로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고 ‘빛’이라는 매개체는 자연
에서 절대적 존재인 것처럼 그의 작품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
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작가가 말하는 자연의 개념이다. 즉 작가는 자연은 자
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자연의 풍경은 일반적인 개
념 속의 자연이 아니라 몹시 개인적이고도 현실적이어서 현대인이 생활하고 있
는 도시 속 건물과 같은 사물들이 빛에 의해 수시로 다르게 보이는 모습들, 그것
이 현재 작가가 말하는 오늘날 자연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남춘모는 작품 속에 
시시각각 움직이는 빛을 통해 변화하는 색을 담았고 그로써 현대 문명이 만들어 
낸 오늘 날의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선

그의 작품은 미술의 기본적인 조형요소인 점, 선, 면 그리고 여기에 빛을 더한다. 
빛은 작품을 이차원에서 삼차원으로 변하게 하는 마법과 같은 요소이다. 무엇하
나 빼놓을 수 없는 조화로 이루어진 그의 작업의 요소들 중 작가가 특히 강조하
는 것은 역시 ‘선’이다. 작가는 ‘선’을 통해 많은 것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선 하
나로 만들어 지는 공간감과 입체감, 이것은 선대 작가들의 동양적인 선 작업에
서 비롯되었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선’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들과의 경험에
서 작가는 새로운 ‘선’의 개념을 만들고자 했다. 그에게 ‘선’은 동양적 정신을 담
고 있으나 작품을 위한 중요한 모티브로서 작용하며 이것을 단지 그 자체가 아
닌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시키고 풀어나가고자 한다. 무수히 많은 선을 그렸
다. 중첩되고 또 중첩되는 선들에서 작가는 이미지를 연상하기도 하고 이미지
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간감도 보았다. ‘선’ 하나로 공간을 만들 수 있겠
다는 생각에 미친 그는 그때부터 선을 입체로 표현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
다. 그의 오래된 드로잉 작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체감을 살려주는 선과 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던 중 건축물의 기본 골조인 ‘H 빔’
의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H 빔’이라는 구조는 건축물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화면을 단단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는 이 형태를 화면 안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으로만 남기고자 했으
며 결국 현재의 ‘ㄷ’자 형태로 화면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의<스트로크 라
인Stroke line>시리즈는 색이 화려한 천을 이용했고 광목 천을 입힌 캔버스가 아
닌 아크릴 위에 작업했었다. 이 작품들은 화려한 꽃무늬와 색상으로 채워진 화

realistic that it refers to the constantly light-driven changing im-

ages of objects such as urban cities where modernites live – the 

images of the nature in today’s world dubbed by the artist. In 

short, Nam included light-driven varying and moving colors in 

his works, thereby reflecting the facet of the nature in today’s 

world created by the modern civilization. 

Line

His works are based on the basic figurative elements in art – 

point, line, plane and what is more, light. Light is analogous 

to a magic in his works, shifting them from two-dimension to 

three-dimension. What he specially focuses on is of course 

‘line’ among the elements in his works based on a harmony of 

the equally important elements. He wishes to include as many 

as possible through ‘lines’. Spatiality and three-dimensionality 

created through a single line were derived from the works of 

preceding artists working on Oriental lines. ‘Lines’ embed the 

Oriental spirit, according to Nam, and serves as a critical mo-

tif for his works. He wishes to develop and interpret them in a 

contemporary sense, instead of the lines per se. He has drawn 

lines endlessly. He is reminded of images and witnessed spati-

ality discoverable among images. Believing that he could create 

a space merely with ‘lines’, he has started to research ways 

to express lines in a three dimension. As he was mulling over 

how to express the shadows cast over lines and planes which 

light three-dimensionality as seen in his old drawings, he hap-

pened to discover the form of ‘H beams’, a basic structure for 

a building. The ‘H beam’ structure is a basic element robustly 

sustaining a building, which shares a commonality with his in-

tent to form the screen in a robust manner. He wanted to leave 

this form to the minimum level on a screen, which ended up on 

the screen in ‘ㄷ’ shape. His early works of Stroke line series 

were done on an acryl instead of a cotton cloth-covered can-

vas, while using colorful cloths. In these works, colors are per-

ceived first compared to the lines because of the screen filled 

up with colorful floral patterns and colors, the relief structure 

forming a harmony with light induce illusionary effects, and im-

bue transparent and clear impressions. This work introduces 

various scalable interpretations based on interactions of vari-

ous elements. The screen mostly consisting of straight lin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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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ted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patterns, inducing illusionary 

effects to viewers. This relief painting with double-sidedness 

moves according to the viewing direction and changes in light, 

and has a power to reminisce another image although being 

fixated. He has an acute memory on this: 1988 was a year for 

him to start three-dimensional works from paintings – an initial 

stage when he had a lot of things going on in his mind over 

materials. He has carried on his works of simply focusing on 

properties, eliminating and shutting of his intervention while 

resorting to properties of materiality. These works were to in-

tervene the features of the industrial society – synthetic resin, 

silicon and acryl, and the reality. His preceding artists used to 

paint a brush stroke at one go on the Oriental drawing paper, 

and he said he needed materials to produce the fastest as in 

the case of a fast brush stroke in order to express the very 

lines, and wanted to create something to push forth with all the 

condensed energy. He experimented with various materials in-

cluding paper and trees for three-dimensional paintings, which 

was extremely time-consuming. Then, he happened to land 

on this method: cutting out cotton cloths, fixating them on a 

frame, painting poly coat (synthetic resin) on them, drying them 

and taking them out. As he cut them in the size he wanted, the 

shape of ‘ㄷ’ as the basic material for his work was completed. 

In other words, a strongly durable material was produ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He configured it in a space or on a screen, 

amplified and attached it one by one. He never abandoned the 

two values – instantaneity and spirituality – of the preceding 

artists who made a fast stroke, believing that such a long proce-

dure would soon cool down passion. One of the joys he has had 

in the course of mulling over materials is to use cheap cloths 

with a kitsch note at Seomun Market: he got be greatly fond of 

bringing up the premium-ness in what is generic and popular 

to the level of artworks. Searching for cloths was a part of his 

work process, and he gradually landed on using cotton cloths 

and canvases in order to concentrate on picturesqueness in his 

works. He has recently worked on coloring the screen with pig-

ments and drawing lines – an act of regressive impulse towards 

fundamental picturesqueness he has always had in his mind. 

면으로 인해 선 보다는 색이 먼저 인지되고 부조적인 구조와 빛의 조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투명하고 맑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각 요소들 간의 상
호 작용으로 확장 가능한 다양한 해법을 선보이게 된다. 주로 직선의 선들로 구
성된 화면은 수직, 수평의 패턴들로 채워져 보는 이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킨
다. 양면성을 가진 이 부조적 회화는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리고 빛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정지되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힘을 가지
고 있었다.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1998년은 회화에서부터 입체작업을 시
작했던 해이고 한창 재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초창기였다. 재료성에 관한 시
도를 물성에 의존하며 작가 개입을 최대한 배제, 차단하고 물성만을 중요시 하
는 작업을 10년 동안 지속해갔다. 합성수지, 실리콘, 아크릴 등 산업사회의 특징
과 리얼리티를 개입시키는 작업들이었다. 화선지 위에 단숨에 그리는 선대 작가
들의 작업. 그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숨에 붓질을 하듯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고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서 한 번에 치고 나가는 그 무언가
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입체화를 위해 그는 종이나 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들
로 실험해 봤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던 중 광목 천에 일정한 폭으로 
잘라 틀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폴리코트합성수지를 붓으로 바른 후 말려 뜯어낸
다. 그리고 원하는 크기로 잘라내면 작품의 기본적인 재료인 ‘ㄷ’ 형태가 완성된
다. 빠른 시간 안에 내구성이 강한 재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이것을 공간이
나 화면에 구성해서 증식시키면서 붙여 나간다. 하고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
정이 길면 열정은 식어버린다는 그는 일필휘지의 선을 긋던 선대 작가들의 순간
성과 정신성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재료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을 할 때 즐거
움 중 하나가 서문시장의 싼 천, 키치적인 면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작품화시켜 고급화 시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당시 적극적으
로 천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작업의 과정이었고 그 후에 점차 본래 작업의 회화
성에 몰두하고자 적극적으로 광목 천을 사용하고 캔버스를 이용했다. 최근 들어 
화면 위에 안료로 채색을 하고 선을 긋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
가가 늘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회화성에 대한 회귀본능과 같은 행위로 보인다. 

잠재되어 있는 서정성

유년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순수하게 그리고 정겨운 향수로서. 뜨거운 태양 
아래 밭고랑을 갈던 그는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의 댓가를 몸으로 기억한다. 이 
기억은 순수하면서도 노동 집약적 작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춘모의 작가
적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가끔 작가는 농부와 같다는 말을 한다. 산비탈
을 개간하고 돌을 줍고 토양을 바라보며 풍년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 눈앞에 
펼쳐 진 토양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작가는 그
런 마음으로 캔버스 천을 바라보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밭으로 나와 해가 지면 집으로 향하는 농부의 생활처럼 그는 1년 365일 대
부분 이른 새벽부터 작업실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작업에 대한 그의 끈질
긴 집념은 작업을 대하는 근면한 태도로 증명이 된다. 하루도 작업을 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작업은 반복적인 패턴과 규칙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남춘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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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lyricism 

He brings up the memory of his childhood, being pure-heartedly 

nostalgic about his long cherished past. His body remembers 

the importance of labor and the returns it brings as he used 

to plow a field under the strong sunlight. The memory is pure, 

and yet, best describes his artistic attitude of cherishing labor-

intensive artistic spirit. He says that an artist is analogous to a 

farmer – the mindset of a farmer of cultivating a mountain slope, 

looking at the soil and yearn for a good harvest, and thinking 

about what to seed on a vast land. With that in mind, an artist 

also produces works by looking at the canvas cloth, according 

to Nam. Just like the life of a farmer who goes home during 

the sunset finishing off his farming work, after he left his home 

even before sunrise, he starts his day throughout the year – 365 

days a year – in his studio from the early dawn. His unwaver-

ing conviction in his work is proven by his diligent attitudes in 

approaching his work. He never passes a day without working. 

Work takes place in a repeated pattern in a regular manner. The 

lyrical mindset he has seems to be naturally embedded in his 

works. In other words, artistic spirit is capable of being commu-

nicated to the audience and awakening them as he thinks and 

intends. He blankly observes his work, standing in front of it. His 

works tend to imbue a unique charm which dominates a space. 

In any space, they make a harmony with surroundings and cre-

ate a modern and chic ambience. They get a better spotlight 

under the natural light in a banal space, instead of a four-walled 

gallery. Human senses which react to aesthetic objects accom-

pany emotions contained in artistic experiences. ‘Sentiment’ 

refers to a state where an artwork’s content, form or target, and 

character are reminded of in the mind of a receiver. Such a sen-

timent is the movement of a mind, triggering the ego from deep 

inside. For example, standing in front of his work made of an 

orange or light green-colored cloth, we would feel as if we are 

standing under the warm sunlight when we can almost scent 

plants on a breezy spring day. And yet, in today’s world, it is a 

rarity for contemplators to be heart-touched. What he pursues, 

instead, is emulation of the nature which has practical functions 

(e.g., abstract painting in a general sense), natural intuition with 

a specific interpretation in mind, that is, ‘impressionist’ paint-

ings, and inner emotions expressed in the form of nature (what 

가가 가지고 있는 서정적인 감성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
아들어 있는 듯하다. 즉 예술정신은 그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와 같이 관람객
에게 유사하게 전달되고 환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작품 앞에 서서 한참
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남춘모 작가의 작품은 공간을 압도하는 묘한 매력이 있
다. 어떠한 공간에서도 주변과 어우러지며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해 낸
다. 사방이 막혀있는 갤러리 안에서보다 오히려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광과 함
께 더욱 그 빛을 발한다. 미적 대상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각은 예술 체험에 수반
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작품의 내용, 형식 또는 대상, 인격 등이 받아들이는 
자의 내부에서 환기되는 갖가지 상태를 일반적으로 ‘상티망sentiment’이라고 한
다. 이 감정은 자아가 내면으로부터 촉발되는 마음의 운동이다. 가령 그의 <스
트로크 라인> 시리즈 중 오렌지 빛의 천이나 연두 빛 천으로 만들어진 작품 앞
에 서면 마치 바람이 부는 봄날, 풀냄새가 나는 따듯한 햇살아래 서 있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날의 관조자는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좀처
럼 드물다. 그 보다도 그는 실제적 기능을 가진 순수한 자연의 모방예컨대 일상적 

의미의 초상화, 일정한 해석을 가진 자연의 직관, 즉 ‘인상주의’회화, 자연의 형태
를 빌어서 표현한 내적 감정우리가 정취라고 부르는 것 등을 추구한다.1) 예술에 있
어 정신적인 것을 제외한 외면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단지 화면에서 보이는 구도
와 색채로만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현대미술은 이해
하기 힘들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입관을 가지기 
전에 한걸음만 다가서서 들여다보자. 물질과 정신에 대한 상관관계는 예술이 물
질로서 드러나는 실체이기 이전에 그 안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작가적 예술혼과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부연 설
명을 제외하고 순수한 예술적 조형 언어로서 구성 된 순수 추상으로서 나타나

Stroke Line
2004
Polyester on Plexiglass
100 x 1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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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ubbed as ‘artistic effect’). 1)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artworks only with their composition and color tones 

seen through the screen by simply focusing on the externalities, 

excluding spirituality, we would have no option but to conclude 

‘contemporary art is hard to understand’. And yet, let us take 

one step closer to delve into it before forming any prejudice. 

Correlations between materials and spirit explain wh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primitive artistic spirit and content deep in-

side the art. We need to watch the spirituality hidden behind 

an artwork represented as pure abstractness consisting of pure 

artistic figurative languages, excluding auxiliary explanation. 

The concept of ‘pure abstract’ is different from minimalism of 

the ‘60s which created another existence out of an artwork per 

se. It implies that it is different from non-objectivity of 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 which includes all mean-

ings.2) There is no existence of objects in non-objective abso-

lutism, but his work includes ‘association of objects’. The key 

word enabling indirect experiences with it in this exhibition is 

‘landscape’. -

" An artist keeps searching for things – living in a search period 
all his life. I don’t mean I have found what I have wanted to find. 
I feel most hesitant to define or summarize any clear message 
of my works." 

- December 2017, Nam Tchunmo 

는 작품의 형식 뒤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 추상>
의 개념은 작품 자체를 또 다른 실재로 만들었던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개념
과는 다르다.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의 사물의 비대
상성Non-objectivity이 동시에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
음을 말한다.2) 비대상적 절대주의에서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작품 내
면에는 <대상의 연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것을 간접
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풍경’이다.  -

"나는 내가 지향하는 주제와 모티브에 관해 평생을 모색하고 찾아나
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재의 작업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 2017.12. 남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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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모 
제스처-공간-빛

Nam Tchunmo
Gesture–Space–Light

“Through my works, I intend to show fragrance simmering like 

haze that personally blooms from my heart. Certain aroma that 

is beyond the distinct materiality seems to be manifested to a 

dash of colour that emerges from somewhere beyond some-

thing transparent. What I do is, I paste clear synthetic resins 

onto soft fabric and bind them together. Then, I make U-shaped 

structures and glue it on the canvas according to some kind 

of arrangement, and I cover its surface with acrylics. In other 

words, I make up a space on top of the two-dimensional can-

vas, endow the space with meaning, and lastly enjoy all the ac-

cidents which are made by light and shadow within the space. 

Lines in a drawing, basically, compose a memory of lines; I want 

to observe how those lines in a drawing evolve into the space. 

At the same time, I intend to explore how I can, on the contrary, 

reach the subconscious of the art starting from a space, and 

personally, how to transform the ‘hazy fragrance’ into the plas-

tic element.”1) 

 The works of the Korean artist Nam Tchunmo could 

be described as concrete, and thus placed directly in the Euro-

pean tradition of concrete art. His sensitive works are undoubt-

edly inspired and mentally permeated by it, but in comparison 

with European art prove to be a synthesis of the formal and 

the aesthetic that unites the two cultures with each other in an 

evocative way. The resulting tension can be regarded as essen-

tial for the understanding of his art.

 If, for this purpose, one looks at the history of Euro-

pean tradition, the essential connecting factors can be found in 

the definition of concrete art itself, which can be linked to the 

De Stijl movement. In 1917, it was conceptually and formally 

developed by the Dutchman Theo van Doesburg, an important 

companion of Piet Mondrian. After the liberation of figurative 

painting towards abstraction, which Wassily Kandinsky had al-

ready formulated in 1911 in his groundbreaking book “On the 

Spiritual in Art”, these approaches did not go far enough for van 

Doesburg and some other European artists. It was rather by 

exploring the Russian “Suprematism”, developed shortly after-

wards around Kazimir Malevich, that they recognized the fun-

damentals for the further abstraction and radical simplification 

of the visual language. These revolutionary tendencies were ac-

“나의 작업은 개인적으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은 향기’를 드러
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분명한 물질감 너머의 향기는 투명한 것 너머에서 배
어나는 색채감으로 표현되는 듯하다. 나는 천으로 된 부드러운 소재에 투명 합
성수지를 발라 응고시키고 ‘U’자 모양의 구조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U’ 모
양의 재료를 캔버스 위에 일정한 배열에 따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아크릴 물감
으로 전체를 칠한다. 캔버스라는 평면 위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의미를 부
여하며, 그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연’을 즐긴다. ‘선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 드로잉의 선들이 결국 공간 속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거
꾸로 한 공간으로부터 어떻게 미술의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지극히 개인
적으로는 내 마음속의 아지랑이 향기를 어떻게 조형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다.”1)

 한국 작가인 남춘모의 작품은 구체적이라 묘사될 수 있으므로 유럽 
전통 미술의 형태인 구체미술concrete art로 바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의 세심한 
작품은 확실히 구체미술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에 정신적으로 스며들어 있지만, 
유럽의 미술과는 달리 그의 작품은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형식성과 심
미성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은 그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의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유럽의 미술사를 살펴
보면, 그 중요한 연결고리는 구체미술 그 자체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데 슈틸De stijl, 양식-the style-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로 1917년에 결성된 기하학적 추상미술 운
동’과 연결된다. 1917년, 피에트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중요한 동료였던 네덜
란드인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Doesburg는 ‘데 슈틸운동’을 개념적, 공식적으
로 발전시켰다. 그보다 이전인 1911년,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가 그
의 획기적인 저서인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On the Spiritual in Art>에
서 ‘추상을 향한 구상화의 자유’라는 개념을 이미 소개 한 이후였으나, 이러한 접
근법은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Doesburg와 다른 유럽작가들에게 충분히 전
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곧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와 그의 지지
자들에 의해 러시아의 ‘절대주의Suprematism, 기하학적 추상주의의 한 흐름’로 탐구 되
었으며, 그들은 시각언어의 근본적인 단순화와 더 발전된 추상화를 위해 그 기
본 이념에 주목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 동안 발생한 세계 질서의 붕괴와 핍박
받고 무너진 예술적 이상은 당시 혁명적이었던 절대주의의 경향이 중대한 사회
적, 정치적인 대변동을 동반하는데 큰 씨앗이 되었고, 오직 완전한 합리적인 기
준이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추상화’는 데 슈틸de Stijl

운동의 작가들에게 충분히 다가오지 못했는데, 이는 데 슈틸 안에서도 여전히 너
무 많은 느낌들과 감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보다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시각언어를 계속 탐구하였다.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Doesburg

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은 예술의 근본적 단순화를 목표로 추구하였
다. 이를테면, 예술을 매우 기본적인 요소로까지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Doesburg가 그의 구성원들과 함께 1918년 그것의 철학적인 
토대를 적은 선언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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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d by major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s and it was 

crucial, especially after the collapse of the world order and the 

artistic ideals that had been worn down and destroyed during 

the First World War, that initially purely rational criteria were to 

prevail. “Abstract” did not go far enough for the artists of the De 

Stijl movement, because there were still too many feelings and 

emotions imaginable here, and so they kept on searching for a 

more scientifically based visual language. Theo van Doesburg 

and Piet Mondrian pursued the goal of radically simplifying art 

and, as it were, reducing it to its basic elements. The philosoph-

ical foundation for this was provided by Theo van Doesburg in 

his 1918 manifesto, stating among others:

“1. There is an old and a new consciousness of age. The old 

one is directed towards the individual. The new one is directed 

towards the universal. The struggle of the individual against the 

universal may be seen both in the world war and in modern art. 

2. The war is destroying the old world with its content: individual 

predominance in every field.” 2)  

 It is more than evident that the world order was re-

thought and intended to be reflected in a radically simplified 

pictorial order. Mondrian and van Doesburg developed this with 

horizontal and vertical black lines and the reduction to the three 

primary colours red, blue and yellow as well as the so-called 

“non-colours” black and white. Hence, any emotionality in the 

art was negated and at the same time the attention was solely 

focused on harmony and colour tones. Science and rational-

ity were also supposed to define art and provide guiding stan-

dards: “Every image is a concept of colour. Before the work is 

transformed into matter, it fully exists in the consciousness.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realization shows a technical perfec-

tion equal to that of the intellectual design. We work with the 

factors of mathematics and science, that is, with the means of 

thought.”3)

 Eventually, in Paris in 1929, Mondrian and van Does-

burg joined the newly founded artist group “Cercle et Carré”, at 

the invitation of the Belgian Michel Seuphor and Wassily Kan-

dinsky. However, the group dissolved already one year later, as 

it met with little public interest and even the published magazine 

“1. 시대의 오래된 인식과 새로운 인식이 있다. 오래된 인식은 개인성을 향해 있
고 새로운 인식은 보편성을 향해 있다. 보편성을 향한 개인성의 투쟁은 세계 전
쟁과 현대 미술 모두에서 나타난다. 

2. 그 전쟁은 오래된 세계의 가치 체계까지도 파괴시키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 우선성이 우세하다.2)

 세계 질서는 바뀌었고, 이로 인해 단순화된 회화 질서가 반영되도록  
의도되었다. 피에트 몬드리안과 테오 반 되스버그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
직과 수평의 검은 선들과 3가지 원색인 빨강.파랑, 그리고 노란색-소위 무색이
라고 불리는 검정색과 하얀색을 포함-만사용하였다. 그 결과, 예술의 어떠한 정
서성도 무효화되는 동시에 오로지 조화성과 색채에만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다. 
또한예술은 과학성과 합리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야 했으며,이는 예술의 표준 
기준을 제공하였다. “모든 이미지는 색깔의 개념이다. 작업은 물질화되기 전에 
인식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것의 현실화가 인식 안에서의 디자인과 동등
하게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수학과 과학의 요인
에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고의 수단들이다.”3) 

 마침내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테오 반 되스버그는 벨기
에 작가인 미셀 쇠퍼Michel Seuphor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초청
으로 1929년 파리에서 ‘세르클 에 카레Cercle et Carré, 원과 사각형’라는 새로 설립
된 단체에 합류한다. 하지만 대중의 적은 관심과 단체 이름을 딴 잡지가 비평가
들로 부터도 주목 받지 못하면서, 이 단체는 1년 후 해산된다. 반 되스버그는 미
술 잡지 ‘구체미술Art Conceret, 1930’을 장 엘리옹Jean Hélion과 한시적으로 출
간하고, 방통제를로Vantongerloo를 비롯한 다른 작가들과 함께 ‘Abstraction-
Création추상-창조’단체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1937년까지 유지되었다. 반 
되스버그TheovanDoesburg는 한 번 더 구체미술의 기본 정의를 규정하였고, 그 
정의들은 현실 세계에 언급되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동떨어져 있었다. “‘구체미
술’이란 시각 현실과 어떤 관련도 없는 미술 개념이다. 그 회화 요소들은 자연의 
묘사도 아니며 상징적으로 의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형체대부분 기하학들의 상
호작용만으로 그들 스스로를 나타낸다.”4) 1930년에 단 한 번 출판되었던 잡지 
‘구체미술Art Conceret’에서 그는 몇몇의 다른 작가들과5) 함께 구체미술의 가장 
중요한 체계들을 형성했다.

1. 예술은 보편성을 지닌다. 2. 미술 작품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이성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이나 감정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정

주의, 드라마티즘, 상징주의는 배제한다. 3. 미술은 평면, 색과 같이 오로지 순수한 회화 요
소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그 각자의 회화 요소, 즉 예술은 오로지 그것 자체의 
의미만을 지닌다. 4. 회화의 구조는 단순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5. 회화의 기법은 기계적이고 정밀 해야하며 인상주의여서는 안된다. 6. 
절대적인 명료성이 가장 앞에 놓인다.6) 

1)
Nam Tchunmo, http://www.koreatomorrow.org/
en/project/nam-tchun-mo/
2)
테오 반 되스버그, 매니페스토(선언문), von 1918, in : 
데슈틸, Vol. 2, Nr. 1(1918년 11월) p. 4
3)
빌리 로트츨러, Annäherung an das Konkrete, in : 
Peter Volkwein(Hrsg.) Museum für Konkrete Kunst 
Ingolstadt. 1993, p. 47
4)
테오반되스버그, 구체미술(Art Concret), 1930
5)
함께한작가 : Otto Gustav Carlsund(스웨덴), Jean 
Hélion(프랑스), Léon Arthur Tutundjian(아르메니아) 
and Marcel Wantz(프랑스)
6)
테오 반 되스버그, 매니페스토(선언문)

 

1)
Nam Tchunmo, http://www.koreatomorrow.org/en/
project/nam-tchun-mo/
2)
Theo van Doesburg, Manifest I von 1918, in: De 
Stijl, Vol. 2, Nr. 1 (November 1918)  p. 4
3)
Willy Rotzler: Annäherung an das Konkrete, in: 
Peter Volkwein (Hrsg.) Museum für Konkrete Kunst 
Ingolstadt. 199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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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ame name was not noticed by the critics. Van Doesburg 

temporarily published the journal “Art Concret” (1930) together 

with Jean Hélion and founded – among others with Vantonger-

loo – the artist group “Abstraction-Création”, which lasted un-

til 1937. Van Doesburg once again formulates his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crete art, which distance themselves from all 

references to the real world: “Concrete art is the designation 

for an art without any relationship to visual reality, in which the 

pictorial elements are neither a reflection of nature nor symboli-

cally intended, but in an interplay of (mostly geometric) forms 

only signify themselves.”4) In the only edition of “Art Concret” 

published in 1930, he formulates together with several other 

artists5) his most essential constants for concrete art: “1. Art is 

universal. 2. A work of art must be planned rationally before it is 

executed. It must not be inspired by nature or feelings. (lyricism, 

dramaticism and symbolism are excluded.) 3. Art should only 

be constructed by purely pictorial elements, such as planes and 

colours. The individual pictorial element (and thus art) only has 

its own significance. 4. The construction of the picture should 

be simple and visually easy to grasp. 5. The painting technique 

should be mechanical, precise and anti-impressionistic. 6. Ab-

solute clarity is in the foreground.6)  

 Much later – after another devastating war – Zurich-

based concrete artist Max Bill summed up the movement of 

concrete art in a more differentiated way: “the aim of concrete 

art is to develop objects for mental use, the same the way peo-

ple create objects for material use. […] concrete art, as a last 

consequence, is the pure expression of harmonious measure 

and principle. it arranges systems and gives life to these ar-

rangements by artistic means.”7)   

 Nam Tchunmo only gradually grew into abstract or 

concrete art in the course of his creative phases as an artist. 

His development ranges from abstract-gestural painting to con-

crete art, formulated both in chromatic and plastic terms. Today, 

h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th Korean artists dedicated 

to monochrome art, who with it have initiat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ovements that still radiates to the present day. 

“Nam Tchun-Mo is an artist representing the new generation 

of Korean monochrome movement Dansaekhwa. Recently, he 

	 한번 더 파괴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스위스 취리히를 무대
로 했던 작가인 막스 빌Max Bill은 구체미술의 운동을 더 차별화된 방향으로 요
약하였다.	“사람들이 오브제object: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를 물질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구체미술의 목표는 오브제를 정신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구체미술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는 측정성과 원리의 순수한 표현이다.	그것은 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체계에 예술적인 방식들로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7)

	 남춘모는 작가로서 그의 창작단계를 거치며 추상미술 또는 구체미
술의 예술가로 아주 서서히 성장했다.	그의 성장의 범위는 추상-행동 회화부터	
구체미술에 이르고,	색채와 부조회화의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그는 모노크
롬monochrome:	한 가지 색이나 같은 계통의 색조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에 이바지하는 한국의	
가장 영향 있는 작가들 중 한명이다.	“남춘모는 한국의 단색화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한 작가이자 하종현 미술상을 수상하였다.”8)	이 단색화 운동은	1970
년대 이래로 한국의 모노크롬 미술을 탐구해 온 작가단체에 의해 표현된다.	“단
색화는	1960년대 후반에 그 징후가 나타나,	70년대 초반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
기 시작했다.	1972년 당시	‘제1회 앙데팡당Independent전’에 출품한 이동엽,	허
황 등의 작품에서 단색화적 경향을 느낄 수 있다.	1975년 박서보는 매년 열리
는	‘에꼴 드 서울École de Seoul’전시를 설립하였는데,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사
이에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무렵,	작가 이우환은 한국과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당시 일본 모노하	物派:	Monoha운동의 한국 내 전파를 이끌었고,	
당시 한국에서의 그의 위상이나 평판으로 미루어볼 때 그의 영향력은 광범위하
였다.	단색화는	70년대 중반 한국에서 우세한 영향력을 차지하게 되었다.”9)	그
러나 남춘모의 작품을 보면,	그의 작품이 한국의 단색화에서만 왔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그의 최신 작품은 애드 라인하르트Ad Reinhardt	또는 프랭크 스텔라
Frank Stella와 같은 미국의 하드엣지Hard-edge: ‘쿨 아트’,	‘신추상New Abstraction’라고

도 불리는	1950년대 말 미국에서 일어난 기하학적 추상화의 경향의 경향도 보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남춘모는그의 작품에 그들이 정의해 놓은 것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을 것임
은 확실하다.	그 대신,	그는 색조를 이용하여 더 높은 정신성을 펼칠 것이다.

	 남춘모의 성장과 변화는 그가	90년대 후반에 그린 드로잉을 잠깐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의 드로잉은 그의 최근 작품과는	
반대로 행동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추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되어 부드러운 행동적 양식을 보이지만,	동시에 조형성을 향한 접근도 허락
한다.	동양의 전통 화법에서 나온 진한 선이 그림의 주를 이뤘고,	지금과는 달리
보다 더 감정선이 진한 그림을 그렸다.	화폭 안의 선들은 일정하지 않고 손으로	
그린 것처럼 휘날리는 느낌이 들며,	검은색과 회색의 수많은 음영을 보여준다.	
그는 선들을 자주 교차시킴으로써 회화의 배경을 단단하게 하는 격자형의 패턴
을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초기 작품을 통해 이격자형의 패턴이 무언가 완
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임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최신 작품에서 이것을 확
인할 수도 있다.	그의 최신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입체적인 격자모양들은 독립

7)
막스 빌, 전시 도록 Zürcher Konkrete Kunst, 1949, 서문
8)
http://www.artloft.eu/pdfs/NamTchunMo.pdf
9)
https://frieze.com/article/skin-surface

4)
Theo van Doesburg, Art Concret, 1930
5)
Jointly signed by the artists Otto Gustav Carlsund 
(Sweden), Theo van Doesberg (The Netherlands), 
Jean Hélion (France), Léon Arthur Tutundjian 
(Armenia) and Marcel Wantz (France)
6)
Theo van Doesburg, Manifest, 1930
7)
Max Bill, in: exhib. cat. Züricher Konkrete Kunst, 
1949, preface
8)
http://www.artloft.eu/pdfs/NamTchunMo.pdf

21



won the 1st prize of the foundation Ha Chong-hyun rewarding 

a great master of the movement Dansaekhwa.”8) This artistic 

movement describes a group of artists who have been explor-

ing monochrome painting in Korea since the 1970s. “By the late 

1960s, the first signs of Dansaekhwa had begun to emerge and 

the style slowly began to take root in the early 1970s. Certainly, 

it is possible to identify a Dansaekhwa approach in the works 

of Lee Dong-Yeob and Hur Hwang in the first exhibition of ‘In-

dépendants’ in Seoul in 1972. A close relationship developed 

between the group of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École de 

Seoul’, an annual exhibition series founded by Park Seo-bo in 

1975, while the artist Lee Ufan’s frequent travels between Ko-

rea and Japan had resulted in the dissemination of the ideas of 

Japanese Mono-ha in Korea, with Lee’s status and popularity 

ensuring his artistic influence was broad-reaching. By the mid-

1970s, Dansaekhwa had become a dominant force in Korea.”9)   

In view of the works of Nam Tchunmo, these borrowings are not 

yet exhausted, because the current works in particular show 

direct references to Hard-edge painting following the American 

example, such as Ad Reinhardt or Frank Stella. Nevertheless, it 

will become clear that Tchun Mo will never establish their cool 

rationality in his works and instead unfolds a higher spirituality 

by means of colour tones. 

 In order to understand Nam Tchunmo’s developments 

and changes, a brief look at his drawings from the late 1990s 

proves to be enlightening. Contrary to his current works, the 

gestural element still plays a decisive role in them. Everything 

evolves from a fluid gestural style that is formulated in an ab-

stract way, but at the same time permits approaches towards 

the figurative. A clear line is prevailing that emerges from the 

tradition of Asian ink painting. In contrast to the present day, 

however, Nam Tchunmo here draws on the emotion, so that the 

lines appear much more hand-written as well as uneven, and 

show numerous shades from grey to black. Frequently, Nam Tc-

hunmo interweaves lines with each other, thus creating an idio-

syncratic grid pattern that solidifies the painting ground. Some-

thing is already manifesting itself here that will be continued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in his current works. In his graphic 

latticework he creates an abstract pictorial space of particu-

lar depth, although it remains indifferent. With blurred colours 

9)
https://frieze.com/article/skin-surface

적인 특정한 깊이의 회화 공간을 만든다. 흐릿한 색깔과 조금씩 흘러 굳어진 물
감은 캔버스 위를 덮는다.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생긴 많은 자국은 그림의 표면 
안으로 파고들어 회화 공간 안에서 자신들만의 패턴을 발전시킨다. 달리 말하자
면, 완전히 관통할 수 없는 또 다른 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회화
의 배경과 큰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도 인간의 몸이나 생물의 형태 등을 연상시
키는 어떠한 물질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여러 패턴과 형태는 종종 서로로
부터 분리되어 있다. 남춘모는 동양의 전통회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1996
년 이후, 그 자신을 추상-행동 양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회화의 뼈대-회
화 내면의 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의 작품은 여기
서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구조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화선지 또는 천
으로 만들어 굳히고 색칠한 U자모양의 버팀대를 캔버스 위에 세움으로써 회화
적 공간을 건설한다. 그결과로 그것 자체의 독특한 회화의 신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입체 구조일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면 마치 가는 선들처럼 보이는 섬세
한 버팀대로 구성되어 있다. 고로, 그의 작품은 선 드로잉, 어떠한 형태성, 그리
고 색들의 조합이며 동양의 전통과 유럽의 추상-구체 미술을 분명히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의 집중된 힘은 작가의 최근 작품을 입체적, 조각
적으로 만들고 색을 바탕으로 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들 자신 외에는 아무것
도 나타내지 않고, 자연이나 일상생활과 같은 그 어떠한 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는 점은 구체 미술의 기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보다 시각적으로 드러내
는 것은 자연을 통해 길들여지고 세상의 개념에 순화된 예술적 원리로부터 비롯
된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예술적 원리와 너무 뻔하게 관련된 것은 절대 아니
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Doesburg가 이미 언급한 보
편성의 원리를 따를 뿐이다. 하지만 남춘모의 최근 작품을 그의 예술의 출발점
과 행동-추상 드로잉을 통해 해석해 보자면, 특히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가능하다. 언제나 변함 없는 그의 작품의 결정적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선형성이
다. 선형성은 그 자체의 패턴을 만들어 내고, 회화의 공간을 선들의 연결망과 함
께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남춘모의 작품에는 색과 공간
뿐만 아니라 선과 공간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서로를 나타낸다. 그의 선
과 버팀대는 절대적인 기하학이 연속하여 잘 배열되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
고, 때로는 매여 있지 않은 십자형의 배열로도 보인다. 항상 색과 공생하는 화합
을 만들며, 이를 통해 선.유형성, 그리고 여러 색의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의 독립체로 융합된다.

 조각적으로 배열된 선들의 밀집은 어떠한 지각적 공간의 차원을 전
달한다. 그 차원은 그의 초기 행동-추상 작품과 같은 완전한 가상공간의 차원만
은 아니다. 우리는 두가지 지각적 차원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작품의 버팀대와 표
면을 통해 드러나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
는 상상적 공간의 차원으로, 이것은 실제로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작품 그 
자체가 지닌 가소성과 색의 공간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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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빔 시리즈 2010-2014, 전시 도록, Nam Tchunmo, 빔 시
리즈 2009-2014, 갤러리 604, 부산, 2014
11)
치바시게오, 마음 속의 정묘한 향-남춘모의 회화, 전시 도록 
Nam Tchunmo, 동일 저서, p. 12
12)
윤진섭, 신체와 지각의 접점(接點), 전시 도록 Selected 
works 1998-2009, Uwe Sacksofsky갤러리, 하이델베
그, 독일 ; 카이스 갤러리, 서울 ; 석 갤러리, 대구, 2010, 
p. 70

그 자체로 공명 상자 같은데, 마치 그 안에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 상상의 음
파로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 공간의 울림은 작품이 빛을 내뿜고 발하게 
하며, 특히 그는 그의 최근 작품에서 가장 엄밀하게 선택된 색깔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전달하고 발전시킨다.

 선들을 평면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것들을 마치 조각 구조처럼 만
든 것은 남춘모만의 독특한 기술로써 공간의 울림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게 하
는 결정적인 요인임이 분명하다. 이 기술은 그가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천을 U 
모양으로 굳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U자 모양들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금씩 해
어진 천의 가장자리로 그 각각의 모양과 높이가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마치 작
가가 그의 최근 드로잉 작품에서 조금의 희미함을 남겨두어 최소한의 우연성이 
여전히 포함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남춘모는 이러한 U자 모양의 
요소를 회화 전체화면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시킴으로써 화면에는 연속적인 선
들의 배열과 대립하는 다른 선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의 
많은 작품은 세밀한 기하학성을 띄고, 일정하게 배열돼 있는 선들은 오로지 선
의 방향 변화만이 색의 변화를 허락하게 한다. 관람객들은 그 여러 색과 솟아 올
라 온 각각의 버팀대를 인식하게 되고, 마침내 입체적인 구성으로 형성된 모든 
선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때 작품 화면의 표면과 회화의 신체, 그리고 
회화적 공간은 하나로 융합된다.10) 남춘모가 단색으로 한 작품은 주로 짙고 벨
벳같이 부드러운 푸른빛이 감도는 보라색이나 둔탁한 하얀색, 또는 불타는 빨간
색인 경우가 많다. 단색화는 이러한 세가지의 회화적 요소화면의 표면.회화의신체.회화

적 공간의 시각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빛의 힘을 통해 그것들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림자 효과와 가소성을 이끌어내고 미묘한 색의 음영도 발
생시킨다. 관람객이 몰두하여 감상할 때, 그들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 받지 않으
면서 회화적 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색들은 숨을 쉬고 공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그들 자신만
의 세계를 만든다.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무언가’가 이러한 작품에 항상 존
재한다. 치바시게오Chiba Shigeo는 남춘모의 작품에 대해 “첫째로, 일루져니즘
에도 그리고 추상회화 수법에도 의존하지 않고 실현시킨 새로운 회화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색채, 선, 빛」이라고 하는, 회화를 회화답게 만드
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1) 라고 언급했
다. 하지만 이것은 남춘모의 조각 형태의 작품을 모두 설명하진 못한다. 앞에 언
급한 그 ‘무언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너머에 존재하며, 작품 각각은 어디에도 비
할 수 없는 아우라로 요소화 된다. 이것을 단지 구상성의 과제로 보고 바라본다 
하여도 그 작품 재료의 물질성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실체가 없는 ‘무언가’가 
언제나 더 존재한다. 정신적인 힘.에너지, 그리고 다이나믹함이 이러한 작품을 
특징화한다. 미술 사학자인 윤진섭은 이를 적절하게 묘사했다. “그의 작품은 하
나의 신체로서 관객의 순수한 지각 체험을 위해 자신을 열어 보인다. 투명 수지
의 단단한 외피 속에 깃들어 있는 색은 그러한 신체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통
로이다.”12)

and trickles of colour having run over the canvas, numerous 

traces of the coincidental dig their way into the surface of the 

picture and develop their own pattern in the pictorial space, 

so that another, quasi entirely impenetrable level is created. In 

some of these compositions, corporeal figurations appear that 

are reminiscent of the human body or something biomorphic, 

without necessarily creating a substantial connection with the 

painting ground. Frequently, patterns and figures remain largely 

isolated from each other. After this decisive year of 1996, when 

Nam Tchunmo had intensively explored the Asian pictorial tradi-

tion, he completely detached himself from gestural abstraction 

and began to address the “skeleton” – the inner framework – of 

painting. Apparently quite literally, he now dissolves the two-

dimensionality of the pictorial body in favour of a three-dimen-

sional construction. Here he formally advances to the construc-

tion of the pictorial space by building U-shaped braces, which 

he creates from rice paper or fabrics and glue, before colouring 

them. The result is a pictorial body of its own, which is not only 

designed to be three-dimensional, but also consists of delicate 

braces that from a distance seem like fine lines. Henceforth, it 

becomes clear that the works are a synthesis of line drawings, 

body contours and colour fields, merging Asian traditions and 

European principles of the abstract-concrete art. 

 With their concentrated power, the artist’s current 

works prove to be graphic, sculptural and colour-based modu-

lations. They evolve along the basic principles of concrete art 

by pointing to nothing other than themselves and bearing no 

reference whatsoever to nature or everyday life. Rather, their 

visual appearance originates in the sublimation of the aesthetic 

principles of a concept of the world that is trained through na-

ture, but has renounced all too obvious relations with it – they 

inevitably follow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already mentioned 

with van Doesburg. Nevertheless, the current works of Nam 

Tchunmo are in particular understandable in their entire di-

mension, if one derives them from his artistic beginnings and 

gestural-abstract drawings. The decisive factor here is and has 

always been the style of the chosen linearity, which for its part 

makes it possible to create a pattern of its own and thus to 

tighten the pictorial space with the network of lines. In this way, 

line and space, as well as colour and space, intertwine and 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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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ach other. Lines and braces, sometimes strictly geometric 

and serially arranged, sometimes in a seemingly loose criss-

cross arrangement, always form a symbiotic unity with the co-

lour, so that lines, corporality and colour space merge into one 

inseparable entity.

 The density of the sculpturally arranged lines at the 

same time conveys the perceived dimension of space, which 

– unlike in the earlier gestural-abstract works – is not purely an 

imaginary space. Rather, both dimensions of perception unfold 

before the viewer’s eyes: that of physical space, which is mea-

sured in real terms through the braces and the surface of the 

work, and that of imaginary space, which the work itself unfolds 

through plasticity and colour space and which is in fact not 

tangible or measurable. The result rather is a resonance cham-

ber of its own, which is sounded out as if by imaginary sound 

waves, but not strictly described. This resonance of space un-

folds its own effect, which now is conveyed and enhanced in 

the more recent works through the brilliance of the most subtly 

selected colours, which again for their part radiate and shine. 

 The decisive factor here is undoubtedly the fact that 

Nam Tchunmo has developed his own unique technique in order 

to detach the lines from their two-dimensionality and to model 

them as a kind of sculptural structure. This is done by process-

ing fabrics, which he hardens with polyester and then forms into 

a U-shape. The dimensions of these U-shapes are constant, but 

not static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because particularly at 

the individual heights the shapes are slightly irregularly frayed 

– just as much as the artist sometimes allows it in his current 

drawings with slight blurrings, and therefore minimal aspects of 

coincidence are still incorporated. In a further step, Nam Tchun-

mo combines these U-shaped elements to form a whole pic-

ture, in which serial arrangements and opposing lines of move-

ment come into effect. Many of his works are strictly geometric, 

so that line stands next to line and only a change of direction 

allows the colours to change. For the viewer, a perception of the 

colour and the individual ridges emerges, and finally also one of 

the realization that all lines originate from a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Picture surface, pictorial body and pictorial space 

at this moment merge into a synthesis.10) Many of these works 

 특히 남춘모는 그만의 회화 화면.모양.색.공간 그리고 빛의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수많은 변화를 탐구한다는 것은 중
요하다. 그의 작품의 가소성은 보여주기 식의 장식이 아니라, 공간에 관한 매우 
의식적이고 신중한 접근이자 “Beam”, 2015 and “Stroke-Beam”, 201613) 작품 자
체가 지니는 물리적인 센세이션의 부분이 된다. 빛과 그림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특히 그의 최신 작품에서 회화적 신
체와 선은 공간 안에서 동등하게 탄생된다. 그리고 시각적 우연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품은 마치 그의 초기 드로잉작품의 입체적인 부화 같이 보이기도 
한다 “Spring-Line”, 2015.14) 

 대구미술관의 메인 공간에 전시된 남춘모의 큰 설치작품을 보면,그
가 공간에 대한 그의 관계성을 훨씬 더 두드러진 방법으로 구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공간 안에 벽에 기대어 비스듬히 눕혀진 부조 형식의 큰 설치
작품을 놓고, 관람객이 그 사이를 지나갈수 있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그 전
체 공간은 예술의 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매우 회화적이
고 예술적인 표현을 선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종이 제작 전통에 기초한 것이지
만 서양인인 나에게는 얼핏 양피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눈에 띄지 않는 그 색깔
의 수수함은 공간적 중요성과 그 공간 안의 조각 작품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색깔은 일종의 중성지대이다. 빛이 아
주 강하지도 않고 완전히 빛을 차단한 것도 아닌, 은은하게 투과되어 한풀 꺾인 
빛의 느낌이다. 거기에는 한국의 보편적 정서인 중용中庸의 미학이 담겨있다. 이 
중용의 처세술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연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15) 대구미술관 큰 
공간에 전시된 그 설치 미술품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공간적 이념을 떠
오르게 한다. 그는 공간을 다시 넓히기 위해 그것을 수축하는 것을 좋아하고, 언
뜻 보기에는 어떠한 경계선도 없이 자유와 밀실에 대한 공포라는 상반된 두 가
지가 서로를 이끌도록 하는 설치작품을 만든다. 하지만 남춘모의 작업은 그러한 
극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하나로 흐르
게 하는 밝음과 빛의 투명성을 가진다. 이것은 물질성도 아니며 공간에 내놓아
진 날 것의 무언가도 아니다. 오히려 작품에 대한 재평가이면서, 적어도 비물질
성과 빛의 투명성으로 바뀐 정신적 변화이다.

 남춘모의 작품세계에 대한 비밀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더라도, 초기
의 한국 예술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자연 안에서 근원을 찾은 것처럼 그만의 아우
라 속에서 그 운명을 계속 간직할 것이다. 그 근원은 색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점
진적인 다이나믹과 반복성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서서히 존재하는것과 
사라지는 것의 원칙을 드러낸다. “한국인 특유의 독자적인 심성을 배태한 이 특
유의 행동에는 그러나 그 속에 자연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16) 윤진섭은 남
춘모의 작품에 관하여 ‘초월적인 마음’이라고 논평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제한된 개념으로는 정의 불가능한 작가 남춘모의 예술세계의 모든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테오 반 되스버그Theo van 

13)
전시 도록, Selected works 2012-2016, 리안 갤러리, 
2015, pp.  28-19 ; p. 46, p. 48, p. 64
14)
동일 도록, p. 38
15)
윤진섭, 제3의 ‘질’을 향하여, 전시 도록 Nam Tchunmo, 
동일 도록, p. 9
16)
윤진섭, 제3의 ‘질’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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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Tchunmo composes in monochrome, immerses them in a 

deep, velvety blue violet, dull white or flaming red. The mono-

chromy enhances the visual unity of these three pictorial levels 

and at the same time elevates them through the power of the 

light, which in turn evokes shadows and increases the plasticity 

as well as the different, albeit only gradually perceivable shades 

of colour. The viewer is not distracted by anything, but can be-

come acquainted with the depths of the pictorial body in a long, 

intensive process of seeing. The colours begin to breathe, fluc-

tuate floatingly in space and create their own reality, which yet 

refuses the ultimate access. There always remains something 

incomprehensible and irrational about these works. And when 

Chiba Shigeo, for example, remarks: „… it is a new picture that 

achieves illusionism without relying on the methods of abstract 

paintings, and secondly, because it is formed from the most 

basic elements that make a painting a painting: colour, line and 

light,11) “then this represents only a small part of the truth that 

becomes apparent in the sculptural pictures of Nam Tchunmo. 

Rather, it extends far beyond this and is elementalized in an 

incomparable aura of each individual work, which cannot be 

measured in conceptual assignments to the purely material ap-

pearance of the works. There is always more, a spiritual power, 

energy and dynamics that characterize these works. The art 

historian Yun Jin-Seop aptly describes: “His work opens itself 

as a body for the viewer’s pure experience of perception. The 

colour inside the hard outer skin of the transparent synthetic 

resin is a way to approach this body.”12)

 Precisely because Nam Tchunmo seeks his own syn-

thesis of surface, body, colour, space and light, it is important 

that he invariably explores very different modulations with his 

works. The plasticity of his works is not decorative playful-

ness, but a conscious and cautious approach of the space (cf. 

“Beam”, 2015 and “Stroke-Beam”, 2016)13), which thus be-

comes part of the physical sensation of the work itself. Light 

and shadow elevate these phenomena. In this way, bodies and 

lines are equally created in space, which – at least in a few re-

cent works – also refer to the seemingly coincidental, to the 

sketchy graphic hatching of the early drawings (cf. “Spring-

Line”, 2015).14)  

Installation View
2013
Atelier, Cheongdo, South Korea

10)
Cf. the works from the Beam-series from 2010-
2014, in: exhib. cat. Nam Tchunmo, Recent works 
2009-2014, Gallery 604, Busan, Korea, 2014
11)
Chiba Shigeo, An exquisite aroma in the heart, in: 
exhib. cat. Nam Tchunmo, ibidem, p. 12
12)
Yun Jin-Seop, Der Berührungspunkt von Körper 
und Wahrnehmung, in: exhib. cat. Nam Tchunmo, 
Selected works 1998-2009, Galerie Uwe Sacksof-
sky, Heidelberg; Cais Gallery, Seoul; Seok Gallery, 
Daegue, 2010, p. 70
13)
Exhib. cat. Nam Tchunmo, Selected works 2012-
2016, Leeahn Gallery, Seoul, 2015, pp. 28-29; p. 48, 
p. 46 and p. 64 

Doesburg가 언급한 ‘예술은 보편적이다’라는 원리를 가리키고, 그러므로 예술은 
초합리적이고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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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is large installation in the main hall of the Daegu  

Art Museum, Nam Tchunmo formulates his relationship to space 

in a far more striking way, where he interweaves formations of 

reliefs on the walls and in the room in such a way that visitors 

can walk between them, and the entire space merges into the 

work of art. Here he unfolds a pictorial and artistic language that 

is closely based on the Korean tradition of making paper, which 

seems like parchment and has a slight translucence. The unos-

tentatiousness of the colour, almost being negated, is essential 

for the concentration on the spatial valuations and shifts that 

result from the sculptural works in space. “The color is sort of a 

neutral zone. It is neither intensely bright nor dark but delicately 

subdued and toned down. The sentiment of moderation advo-

cated among Koreans is embedded in the color. The worldly 

wisdom of moderation is honored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East-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deeply associated 

with their view of nature.”15) The large room installation in the 

Daegu Art Museum is reminiscent of the spatial concepts of 

Richard Serra, who likes to constrict space in order to widen it 

again, who sets claustrophobia against freedom, steering both 

into each other, seemingly without any seams. Nam Tchunmo’s 

work, however, does not gain an unbridgeable constriction, but 

lightness and transparency of light, which floods the room as a 

whole. It is not materiality and something raw that are brought 

forward here, but rather their reappraisal and – at least – mental 

transformation into the luminous and immaterial. 

14)
Ibidem, p. 38
15)
Yun Jin-Seop, Towards a third “quality”, in: exhib. 
cat. Nam Tchun-Mo, ibidem, p. 9
16)
Yoon, ibidem, p. 11 

 The secrets of his works will not be disclosed in their 

entirety, but they will retain their own destiny in the auratic, 

through which all his knowledge of the early Korean works of 

art finds its origin in nature. This origin can be seen not only in 

the colours, but also in the evolutionary dynamics and repeti-

tion, which reveal the principles of becoming and fading. “Yet, a 

closer look at his unique manner conceiving a Korean-specific 

independent heart reveals a “mindset” towards nature.16) The 

term “transcendental mindset”, introduced by Yoon into the 

contemplation of Nam  Tchunmo’s works, ultimately seems 

to paraphrase everything that narrow concepts are unable to 

identify. In turn, it refers to the postulate formulated by Theo 

van Doesburg: “art is universal” and thus transrational and 

transcendent beyond all borders. -26





Spring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273.5 (H) x 273.5 (W) x 10 (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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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 Beam
2017
Cloth, polycoat
160 (H) x 155 (ø)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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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285 (H) x 200 (W) x 8 (D) cm

34







Spring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170 (H) x 135 (W) x 8 (D) cm

37



Spring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210 (H) x 175 (W) x 10 (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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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79.5 (H) x 45.8 (W) x 15 (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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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 Beam
2015
Cloth, polycoat, oil
210 (H) x 70 (W) x 7 (D) c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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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on panel
145 x 1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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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on panel
138 x 1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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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 Beam
2017
Cloth, polycoat, oil on panel
143 x 1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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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2015
Charcoal on Paper
73 x 7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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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2015
Conte on Paper
73 x 7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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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2015
Conte on Paper
73 x 7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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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2012
Charcoal on Paper
64.5 x 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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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2012
Charcoal on Paper
64.5 x 84 cm

Spring Beam
2012
Conte on Paper
64.5 x 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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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2012
Charcoal on Paper
64.5 x 84 cm

Beam
2012
Charcoal on Paper
64.5 x 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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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2015
Charcoal on Paper
73 x 7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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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2012
Conte on Paper
64.5 x 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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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12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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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35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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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36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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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37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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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38
2017
Cloth, polycoat, acrylic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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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17-139
2017
Cloth, polycoat, acrylic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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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0
2017
Cloth, polycoat, acrylic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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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1
2017
Cloth, polycoat, acrylic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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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5-2
2017
Cloth, polycoat, acrylic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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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69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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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75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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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2
2017
Cloth, polycoat, acrylic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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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Beam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120 x 85 x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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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70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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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3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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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17-122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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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8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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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9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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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Charcoal, acrylic on canvas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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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Charcoal, acrylic on canvas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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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Charcoal, acrylic on canvas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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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Charcoal, acrylic on canvas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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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Charcoal on canvas 
13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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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Acrylic on canvas
200 x240 cm



Stroke Line
1996
Acrylic on canvas
200 x240 cm



Gesture
1996
Acrylic on canvas
200 x1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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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ure
1996
Acrylic on canvas
228 x189 cm

89



Gesture
1997
Acrylic on canvas
162.2 x 130.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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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ure
1995
Acrylic on canvas
228 x 36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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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Acrylic on Paper
65 x 9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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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6
Acrylic on Paper
65 x 8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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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acrylic on canvas
130 x 1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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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Acrylic on canvas
228 x 19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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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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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9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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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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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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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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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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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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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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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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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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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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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7
Charcoal on Paper
59 x 79 cm

109



Beam 17-166
2017
Cloth, polycoat, pigment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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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67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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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68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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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51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113



Beam 17-124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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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145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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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17-144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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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eam 17-77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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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17-82
2017
Cloth, polycoat, oil on canvas
21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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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57 x 7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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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57 x 7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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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57 x 7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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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57 x 7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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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77 x 9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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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77 x 9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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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Line
1998
Charcoal, acrylic on Paper
60.5 x 80 cm

128



129



Conversation with 
Henri-François Debailleux

앙리 프랑수아 드바이유와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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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s indeed play an important role. Simply put, the exploration of lines is what 

my work is based on, as well as what intrigues me the most. It is, however, different from 

how the lines were approached previously. At university, I was fascinated by how past art-

ists dealt with the space as they made works on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Rather 

than filling in the space with lines, they knew how to deliver a sense of fullness by using 

only a few necessary lines to evoke a response. I am different from them too. I do not use 

the lines in a way that dessin artists do. I do not attempt to achieve any specific space or 

perspective either. I intend to use lines solely as relief, giving them volume, so that they 

grasp and keep light at their best.

선은 실제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작업은 간단히 말해서, 선의 탐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나의 관
심을 끄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람들이 접근하던 그러한 선은 아닙니다. 대학 시절, 난 옛 화가들
이 작업하면서 그들이 한지 위의 공간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들로 공간을 채
우기보다는,  보여주고자 하는 울림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몇 개의 선들로 공간을 적절하게 다루어 충만감을 느
끼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와도 다릅니다. 저는 소묘화가처럼 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간이나 원근
법을 이루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단순히 선을 부조浮彫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선이 빛을 가장 잘 
받아들여 붙잡아 둘 수 있도록 볼륨을 주고 있습니다. 

 La ligne est effectivement l’élément primordial. Si je devais résumer mon tra-

vail, je dirai qu’il est principalement fondé sur la recherche de la ligne, c’est cela qui 

m’intéresse avant tout. Mais pas la ligne comme on l’abordait autrefois. Lorsque je faisais 

mes études à l’université, j’ai été frappé par la façon dont les peintres anciens travaillaient 

et dont ils abordaient l’espace du papier traditionnel : au lieu de le saturer de lignes, ils 

pouvaient justement l’occuper, le remplir uniquement avec quelques lignes qui suffisaient 

à concevoir les résonnances qu’ils souhaitaient mettre en place. Moi ce n’est pas du tout 

cela. Je n’utilise pas du tout la ligne comme un dessinateur, je ne cherche pas à créer 

un espace particulier, ni de perspective. Je veux simplement mettre la ligne en relief, lui 

donner du volume pour qu’elle reçoive et accroche au mieux la lumière.

A. 

 I was born in Yeungyang, a small mountainous village, and spent my childhood 

surrounded by steep hills with neatly cut furrows. There, the people grew chili and to-

bacco, which are both regional specialties. In order to boost growth and increase harvest, 

people covered the fields with black vinyl, which preserves heat like greenhouses do. I 

cherish the scenes of striped furrows, the interplay of matte and glossy of black vinyl cov-

ers and the effect of light from them. Similarly, I remember the sense of direction, course 

and orientation, and the impressions they all gave. What I intend to rediscover and revive 

through my work is precisely those impressions, the visual experiences that are imprinted 

in my mind.

나는 산골 마을 영양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 고랑이 뚜렷한 그 비탈진 밭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곳 밭에 사람
들은 한국의 지역 특산물인 고추와 담배를 심었습니다. 경작에 도움을 주고 성장을 북돋우기 위해 사람들은 밭을 

Q. 

Lines are fundamental in your 
work. How significant are they 
to you?

당신의 작업은 선線이 주조主調를 이
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
고 있는지요? 

Votre travail est dominé par 
la ligne. Quelle valeur lui 
accordez-vous ?

Q. 

From where do these intentions 
of yours originate?

이러한 작업 의지는 어디서 비롯되었
습니까?

D’où vient cette volonté ?

Propos recueillis par 
Henri-François Debailleux

앙리 프랑수아 드바이유

Henri-François Debaill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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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비닐로 덮어 온실 마냥 열을 보존하였습니다. 난 그 줄무늬 고랑들을, 검은 비닐 덮개로 인한 반짝임과 무광
택 사이의 놀이를, 거기서 비롯한 빛의 효과를 난 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 나란히 늘
어서 있는 선들이 낳은 방향과 경로 그리고 지향 그리고 이 모두에 따른 인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작업들을 통해 되찾아 되살려 보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이 인상들,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시각적 경험들입니다. 

 Je suis né à Yeongyang, une ville au pied de montagnes et, enfant, j’ai été 

élevé en voyant ces champs en pente, avec des sillons importants, dans lesquels on 

plante du piment et du tabac, qui sont les grandes spécialités de cette région de Corée 

du sud. Pour  favoriser cette culture et faciliter la croissance des plants, on les recouvre 

de grandes bâches en plastique noir qui conservent ainsi la chaleur en créant un effet 

de serre. J’ai toujours gardé le souvenir de ces rainures, des jeux de miroitement  et de 

matité des bâches et de la lumière qui s’en dégage. De même j’ai encore en mémoire les 

différentes directions, les sens, les orientations que donnaient ces alignements de lignes 

et les impressions que cela générait. Ce sont ces impressions que j’essaye de retrouver 

et de reproduire avec mon travail, ces expériences visuelles que j’ai toujours en tête.

A. 

 I know of these formative movements, but they were not an influence for me in 

any way, nor do I work in these ways. Should a work of mine seem planned or meticu-

lously constructed, which would be the case when it is complete, it is the final outcome 

that brings about such an impression. My art is rather a coincidental, spontaneous con-

sequence, as I do not examine or contemplate the process. With the responses to child-

hood memories that I have mentioned, my work is, above all, very intuitive. Even I myself 

make sense of a new work only when it is finished.

이 조형 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는 이러한  계열에서 작업하고 있지
도 않습니다. 나의 작업이 계산되고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면, 일단 작업이 끝났을 때 그러하다고 하겠는데, 작
업의 결과가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진행과정이 미리 검토하고 숙고한 것은 아니기 때
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연의 결과, 자연발생적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 시절 내 뇌리 속의 
지침들과 함께, 나의 작업은 특히나 매우 직관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작업한 것을 마침내 현실화하는 것
은 종종 작업이 끝났을 때입니다.   

 Je connais bien évidemment ces mouvements, mais ils ne m’ont pas influencé 

et je n’ai même pas le sentiment d’en faire partie. Je ne travaille pas dans ce registre là. 

Si mes œuvres paraissent calculées, construites, elles le sont une fois qu’elles sont finies, 

c’est le résultat qui donne cet effet là. Car leur ordonnancement n’est pas prémédité, 

réfléchi. Il est beaucoup plus le fruit du hasard, de la spontanéité. Avec dans ma tête les 

références de mon enfance que j’ai évoquées précédemment, je dirai que mon travail est 

surtout très intuitif. Souvent c’est lorsque l’œuvre est terminée que je réalise précisément 

ce que j’ai fait. 

Q. 

Have you ever been influenced 
by cubism or geometrical 
abstractions?

당신은 입체파나 기하학적 추상의 영
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Avez-vous été influencé par 
le cubisme, par l’abstraction 
géométr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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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me critics categorize me a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of artists that follow 

Dansaekhwa. Dansaekhwa does stay on my memory and does leave a lasting impact in 

my thinking. However, I believe that I am now entirely distanced from it. For me, Dan-

saekhwa was not the most ideal means to fully express myself, or to share a common 

ground with the artists. The contribution of Dansaekhwa artists and their practices must 

be acknowledged and respected, but it is important to als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 

artistic currents of ours are different from theirs.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론가들에 따르면 나는 단색화를 잇는 첫 번째 세대에 속하는 작가입니다. 분명 단색화는 
내 기억에 남아 있으며, 나의 생각 속에 분명 다소간 의식될만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
서 완전히 떠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드러낼 수도 없었고, 결코 같은 유형의 관심을 나누
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참여와 그들의 실천에 대한 경의는 잊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에 속한 화가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맥락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Selon les critiques d’art, c’est vrai et effectivement je fais partie de la première 

génération d’artistes qui a suivi Dansaekhwa. Bien évidemment, Dansaekhwa est inscrit 

dans ma mémoire et a certainement laissé des traces plus ou moins conscientes dans 

mon esprit, mais je m’en sens totalement affranchi.  Je n’ai jamais été marqué par eux, 

je n’ai jamais eu les mêmes préoccupations. Avec toute l’admiration que l’on peut avoir 

pour leur engagement et pour leurs pratiques, il ne faut jamais oublier qu’ils  appartien-

nent à une époque très différente de celle dans laquelle nous vivons aujourd’hui. Le con-

texte n’est pas du tout le même.

A. 

 In terms of form, all Dansaekhwa artists work according to a unified rule of 

accumulating, overlapping, and repeating of same gestures, generally with a single com-

mon focus. In this sense, my work is similar to theirs. However, the methods are essen-

tially very different, especially when one looks deeper into the creative process. Contrary 

to what one may think at first glance, I proceed with my work in a very complex way, 

desiring that lines become a landscape with help of light.

형식적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단색화 화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관심에서, 이를테면 같은 제스츄어의 축적, 
중첩, 반복이라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 나의 작업과 유사한 점이 있습
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있어서 작업 방식은 매우 다르고, 더구나 창작 과정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할 것
입니다. 첫 눈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나는 매우 복합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선이 빛을 얻어 하나의 풍경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Sur un plan formel, tous ces artistes ont travaillé, de façon générale, dans la 

même direction et selon les mêmes principes de l’accumulation, de la superposition, de 

la répétition des mêmes gestes. De ce point de vue, il y a bien sûr une ressemblance avec 

mon travail. Mais dans le fond, la procédure est très différente, le processus créatif n’a 

rien à voir. Et contrairement à ce que l’on pourrait croire au premier coup d’œil, je procède 

d’une façon très complexe, en espérant que la ligne deviendra un paysage à l’aide de la 

lumiere.

Q. 

Your works stay very much 
within a monochromatic 
palette. Where would you see 
yourself in relation to Dan-
saekhwa, the Korean painting 
movement that is based on this 
monochromatic palette?

당신의 작품은 거의 언제나 단색 색
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색을 기
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단색화와 관련
하여 당신은 스스로를 어디에 두고 있
는지요? 

Vos œuvres sont presque 
toujours dans des tonalités 
monochromes. Comment vous 
situez-vous par rapport au 
mouvement Dansaekhwa qui a 
justement fait du monochrome 
l’un de ses principes fonda-
teurs ?

Q. 

What differentiates you from 
those artists?

당신과 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
니까?

Qu’est ce qui vous différencie 
d’e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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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ome of your works remind me 
of a labyrinth. Is this an idea 
you keep in mind?

당신의 어떤 작업들은 미로迷路의 형상
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의 개념인지요?

Certaines de vos œuvres évo-
quent la figure du labyrinthe. 
Est-ce un concept qui vous 
intéresse ?

A. 

 Not particularly. The idea of a labyrinth comes from European thought. It is a 

mental image that does not necessarily belong to us. Again, I work with relief, give vol-

ume, and create little U-shaped valleys, primarily in order to play with light, to invite and 

encounter light into each piece.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미로의 관념은 유럽인들의 사유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정신적 형상입니다. 내가 부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볼륨을 주고, U자 형태의 작은 골짜기들을 이루어가는 것
은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과의 놀이를 위해서랍니다. 각각의 작품 내면으로 빛을 불러들여 맞이하
기 위해서 말입니다.    

 Non pas particulièrement. L’idée du labyrinthe appartient à l’esprit européen. 

Chez nous c’est une figure mentale qui n’existe pas. Si je crée des reliefs, des vol-

umes, des petites vallées en U, c’est avant  tout, je le répète, pour jouer avec la lumière, 

l’introduire et l’accueillir à l’intérieur même de chaque  œuvre.

A. 

 I used to soak fabrics in paint, took it out and painted over it again, which, in 

relation to the light, gave me an interesting translucency that I was looking for. My method 

has changed since then, but I continue to seek the transformation of light. Hanging my 

works on a wall contributes to this as well. For instance, the lighting of a piece shifts 

constantly according to the light coming from outside. My work could be exhibited in a 

certain way in a space, almost as an installation, and would thereby give emphasis to the 

light as a source of many possibilities. Impressionists—I am thinking of Monet in particu-

lar—had to create a series of works to portray the changing course of light during the day. 

As for me, I can incorporate the entire process into a single piece.

처음에 나는 물감에 적시고 다시 꺼내 그 위에 다시 색을 칠하는 식으로 천들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내
가 찾고 있던 빛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투명성의 효과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기법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나
는 계속해서 빛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작업들을 벽에 걸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령 작품의 빛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나의 작업
을 설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식으로 공간에서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작업이 빛을 
다양한 가능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 자들, 특히 나는 모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들은 하루의 빛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렸어야 했습니다. 나의 경우는 한 작품으로 
그 과정 전체를 따를 수 있습니다.   

 A mes débuts, j’utilisais des tissus que je trempais dans la couleur, je les ressor-

tais, je repeignais dessus, cela créait des effets de transparence intéressants par rapport 

aux lumières que je recherchais. Aujourd’hui, même si ma technique a évolué, je continue 

à rechercher les variations de lumière. C’est d’ailleurs le résultat qu’on obtient lorsqu’on 

accroche l’une de mes oeuvres sur un mur : sa lumière change constamment tout au long 

de la journée  en fonction même de la lumière extérieure. Et si mon travail se prête bien à 

Q. 
How would you work with this 
light?

이 빛을, 당신의 어떻게 작업하십니까?

Cette lumière, comment la 
travaillez-v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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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hat are your thoughts on 
time, an especially crucial ele-
ment of your work?

당신의 작업에서 있어서 참으로 중요
한 요소인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을 가지고 있는지요?

Quel est votre rapport au 
temps qui est un élément qui 
entre vraiment en compte dans 
votre démarche ?

l’installation, s’il peut se développer dans l’espace sous cette forme là, c’est parce qu’il 

peut recevoir la lumière en fonction de différentes sources. Les Impressionnistes, et je 

pense notamment à Monet, devaient peindre plusieurs tableaux pour montrer l’évolution 

de la lumière dans une journée. Avec moi, on peut la suivre sur une seule œuvre.

A. 

 Time is certainly important because, as I said before, time not only signifies the 

light changing during the day;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reative process itself. As 

each work takes so long to dry, I work on several pieces simultaneously. During that time 

the works nourish each other, all of which is part of the process. I often say artists are 

like farmers. They are, in a sense, farmers left in barren land. A farmer works quietly and 

slowly for a long time. He gradually puts together the minute fruits of labor, to bear some-

thing that would eventually leave him for good. To me, art cannot be only a visual subject, 

but a practice needed to come to fruition and so reach a certain outcome. Viewers should 

be able to imagine what came before what they see in front of them, and think of the time 

of creation that is coated on the resulting work. -

시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드렸듯이, 빛의 시간이 있다면, 또한 제작 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리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만큼, 나는 한꺼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 시간 속
에서 작업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自養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나의 작업에 포함됩니다. 나는 
종종 작가는 농부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척박한 밭에 버려진 농부 말입니다. 농부는 조용한 환
경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일을 합니다. 마침내 그의 손을 떠나가게 될 그 무엇을 낳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수고
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나에게 미술은 단지 눈으로 보는 대상일 수만은 없는데, 그것은 또한 어떤 목적
에, 어떤 결실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는 사람은 그가 보고 있는 것 이전의 지나간 것들을 떠올려
야 하고, 마지막 결실을 안겨주게 된 쌓여진 작업의 시간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Il est effectivement très important car il y a, comme je viens de le dire, le temps 

de la lumière mais il y a aussi le temps de fabrication. Comme le temps de séchage est 

très long, je travaille toujours plusieurs oeuvres en même temps. Elles se nourrissent ainsi 

les unes des autres et tout ce processus fait partie de l’œuvre. Je dis souvent que l’artiste 

est comme un paysan, c’est à dire un homme qu’on a laissé dans un champ pauvre, 

qui travaille beaucoup dans un environnement très calme, avec lenteur et qui accumule 

petit à petit le résultat de son labeur pour faire naître quelque chose qui au final ne lui 

appartient plus. Pour moi, l’art n’est pas uniquement un objet à regarder, c’est aussi tout 

le processus nécessaire pour arriver à un certain but, à un certain résultat. Le spectateur 

doit imaginer ce qui s’est passé en amont de ce qu’il voit, il doit prendre conscience du 

travail de sédimentation qui permet le résultat 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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