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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조선은 2020년 6월 9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김온(On KIM)의 개인

전 <포닉아포닠(PhonicAphonic)>을 개최한다. 전시는 소리와 텍스트를 기반으

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김온 작가의 신작들로 구성된다. 6월 26일에는 김망 

작가와의 협업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다.

김온은 책이라는 오브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는 책으로부터 파생된 비물질적 요소인 텍스트, 소리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새

로운 감각의 접합을 생성하고자 한다. 퍼포먼스, 사운드, 영상, 설치, 프린트 등 매

체를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그의 작업은 읽기, 듣기, 쓰기라는 책과 연관된 의사소

통 감각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그는 때때로 시인이나 소설가와 같

은 문학인들과 협업하여 문학과 미술의 접점을 연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번 갤러리조선의 개인전에서 김온은 음성화되지 않는 문자를 통한 소통의 (불)

가능성을 탐구한다. <포닉아포닠>이라는 전시의 제목은 음성이나 소리와 관련되었

다는 뜻의 형용사인 포닉(phonic)과 음성이나 소리와 관련이 없음을 뜻하는 말 아

포닉(aphonic)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다. 전시에는 오류의 순간에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쓰임이 없는 한글 문자와 함께 문서, 소리, 시 등을 세심하게 조합하여 만

든 작품들이 포함된다. 말을 문자보다 더 진실한 것으로 여기는 음성중심주의의 

전통은 문자를 언제나 읽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작가는 이러한 전통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이방인과 같이 목소리를 상실한 문자들을 조합하여 눈으로 듣는, 혹은 

귀로 보는 감각들을 만들어낸다. 

Gallery Chosun presents PhonicAphonic, a solo exhibition by On KIM from 

June 9 to 28, 2020. The exhibition will consist of her new works that are using 

various media based on sound and text. Performance co-worked with Main 

KIM  will take place on June 26.

In an artistic career spanning many years, On KIM has focused her attention 

on books as objects. She seeks to produce new sensory junctions through 

different combinations of non-material elements derived from books, including 

text and sounds. Making use of a wide range of media from performance to 

sound, video, installations, and prints, her work is produced as basic activities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through books – including reading, listening, 

and writing – are configured in different ways. At times, she has collaborated 

with poets, novelists, and other literary figures to research the commonalities 

between literature and art.

With this solo exhibition at Gallery Chosun, On KIM explores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through characters that are not vocalized. 

The exhibition title PhonicAphonic is a term combining “phonic,” an adjective 

indicating a relationship with sound or voices, and “aphonic,” meaning 

something unrelated to sound or voices. The exhibition includes works of art 

created through the careful arrangement of documents, sounds, poems, and 

more, along with Korean characters in unreadable shapes that only appear 

before us in moments of error. 

Our tradition of phonocentrism treats the spoken word as something truer 

than the written one, with writing regarded as something that is always 

readable. Like an outsider existing on the periphery of this tradition, the artist 

combines written characters that have lost their voice to create senses that 

we hear with the eyes, or see with the ears.



발음되어지는 말과 발음되어지지 않는 말이 있다. 문자는 발음되는 말과  합을 이루며 소

통의 한 방편으로 존재한다.  소리되어지지 않는 말은 문자라는 몸체를 가지고 있지만 추

방당한 것과 다름없이, 좌표없이 떠도는 이방인으로 목소리를 상실했다. 소리되어지

는 말과 소리되어지지 않는 말 사이에, 그 언저리에 몸체를 가진 글자는 있으나 발화 

될 수 없고, 발화 될 수 있으나 몸체가 없는 언어가, 글자가, 소리가 부유하고 있는지도 모

른다. 

<PhonicAphonic>은 Phonic과 Aphonic 두 단어를 단일화한  전시명이다. Phonic

과 Aphonic은 각각 음(소리, 음성)과 무음을 말하며 또한, Phonic은 소리를 발생시키

는 장치를 지칭하기도 한다. 

<PhonicAphonic>은  작동하는 물리적 언어와 작동하지 않는 추상적 언어의 메커니즘

에 주목하여  조형적으로 점유된 기능(function occupée)을 마련한다. 문헌적 계보에 존
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읽을 수 없는 글자,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글자, 기록되

지 않으며 발화되지 않는 글자들은 오류로 나타났다가 금새 유령처럼, 신기루처럼 사라

진다. 언어의 몸체와 의미가 철수되어버린 문자를 텍스트로,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라

는 리딩으로 청각적 순환과 비물질적이며 비의도적인 소리적 확산과, 계획된 소리적 분

배에 동참시킨다. 

텍스트와 여백이라는 책 안 풍경의 표면은 일련의 배치로 결합된 이미지로 양립 가능

한 위치에서 충분히 서로를 이해시킨다. 면, 지면, 표면은 소리 발생의 단서가 되기도 하

며 그 표면에서  텍스트, 문자, 말의 가능태 발현을 불연속적으로 소리내어 읽기로 점진시

킨다. 그것은 말을 더듬거나, 예측 할 수 없는 쉼표를 불시에 이루어내거나, 말 할 수 없음

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면밀한 평면의 세계에 손으로 더듬거리거나 눈으로 응시하면

서 무한 차원을 대면한다. 시간성이 소거된 텍스트는 발화되면서, 텍스트의 시간을 재생

하고 리듬을 창출한다. 소리와 언어의 외형을 구성하는 시각적 텍스트와 그들의 지지체

인  종이 표면은 응시의 능동적 기능,  시선 추적 (eye tracking)과 귀로 들리는 윤곽˚으로 

이행되는 새로운 감각의 소속을 제안한다.   

김온

˚귀로 들리는 윤곽 -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되다>, 이반 일리치, 배리 샌더스의 책에서 

빌려왔다.

¶ 현대 한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글자는 모두 11,172 글자이다. 실제로 발음되지 못하거

나 우리말에 나타나지 않는 예를 빼면 전부는 6300 미만 정도가 된다. - 위키페디아 발췌

포닉아포닠  
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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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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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and Scale, 2020
Text animation, polyacetal, 08’30”                                                 

하늘과 비늘, 2020

텍스트 애니메이션, 폴리아세탈,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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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Scales in the Mouth, 2020
Inkjet Print on the fabric, sound equipment, 
text print; 200 X 120 cm | dimensions variable
                                                 
입안의 말비늘, 2020                                                            

캔버스 천 위에 잉크젯 프린트, 음향 장비
텍스트 프린트; 200 x 120 cm |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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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세계의 평행선 (화이트, 블랙, 그린), 2020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색 고무줄, 각 43 x 32 cm 

Parallel line in the Flatland (white, black, green), 2020
Inkjet print on paper, colored elastic cord, 43 x 32 cm each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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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완전한 충만 (레드 버전), 2020

혼합재료, 208 x 112 cm

Almost Nearly Fulfilling (red version), 2020
 Mixed media, 208 x 11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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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ry beyond 0.9mm
2014-2020 
Papers, speaker, 129 x 78 x 26cm | sound 3’35”

0.9mm 너머의 풍경
2014-2020                                      
종이, 스피커, 129 x 78 x 26cm | 사운드;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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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랜드, 2020-ongoing, 

접힌 종이, 구리 테이프, 가변크기

Flatland, 2020-ongoing
Folded papers, copper tape,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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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서투른 (Tellement maladroite), 2010-2020                                                    
종이에 볼펜과 인스턴트 레터링, 연필, 75.5 x 55.8 cm 

So clumsy (Tellement maladroite), 2010-2020                                      
Pencil, ballpoint pen and instant lettering on paper, 75.5 x 55.8 cm each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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