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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룸은 소리와 텍스트라는 비물질의 세계를 리딩 퍼포먼스, 설치, 프린트 

등을 통해 물질화하는 김온 작가와, 픽셀(pixel)을 축적해 기하학적 형태의 생
성방식을 탐구하고 이 형태들을 건축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홍승혜 작가의 2인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Volume vs Volume> 전시에서 두 작가는 작업의 매
체와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volume’이라는 개념
과 그 양상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상과 실재의 볼륨, 비물질과 물질의 

볼륨 등, 다양한 사물의 ‘부피’를 각자의 언어로 드로잉룸 공간 안에서 펼쳐 보
입니다. 

김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소리의 볼륨과 책의 볼륨을 시각화한 작업을 보여
줍니다. 그는 불균형한 소리의 높낮이를 평탄하게 하는 핑크 노이즈의 속성을 

대입해 소리를 ‘부피화’하고, 책의 체적을 구성하는 종이라는 원천적 재료의 물
성을 ‘극단의 평면성’에 천착해 보여줌으로써 볼륨의 본질에 질문을 던집니다. 

종이 작업과 소리 작업에 등장하는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곡선은 일종의 평
형장치로, 각각의 볼륨의 조율 범위를 제안합니다. 김온 작가는 그동안 읽기, 

듣기, 쓰기라는 퍼포밍을 통해 소리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 주목해왔고, ‘소
리의 부피’라는 비물성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의 부피란 단순히 

소리의 크기라는 층위를 넘어선, 소리의 크기를 통해 이끌어내는 그 어떤 무게
를 감지하는 감각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승혜 작가는 가상의 부피와 실재의 부피에 관해 고찰합니다. 저해상도 그리
드 위에서 상상 가능한 부피의 이미지, 그리고 평면적 도형이 실재 공간에서 입
체로 자라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화면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벽돌 삼아 구축되는 홍승혜의 기하학적 도형들은 중첩과 나열을 통해 무한히 

증식되고, 2차원의 평면과 3차원의 공간을 넘나들며 유희합니다. 백지에서 싹
이 트고 성장하는 홍승혜의 ‘픽셀 추상’은 ‘유기적 예측 불가능성(organic 

unpredictability)’을 내포하며 끊임없이 다양한 몸으로 진화합니다. 모니터에
서 빛으로 그려진 관념적 형태들이 얇은 종이와 잉크로 물질화되고, 나아가 두
께와 부피를 갖게 되는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습니다.

<Volume vs Volume>이 열리고 있는 드로잉룸은 김온 작가와 홍승혜 작가의 

생각과 느낌이 충돌하고 화해하는 운동장(playground)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공간과 볼륨의 실체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
다. ‘volume’은 소리와 이미지가 공간에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절대
적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미술적 의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재와 가상, 물질
과 비물질의 세계를 넘나들며 마치 공놀이처럼 굴리고 튕기고 주고 받는 그들
의 볼륨 게임을 즐겁게 관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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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엠 #1- #2, 2020
콜라주, 검은 종이에 먹물, 액자 포함 113 x 75 cm

Requiem #1-#2, 2020
Collage, chines black ink on black paper, 113 x 75 cm

평면세계의 평행선 (볼륨 #7), 2020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색 고무줄, 44.3 x 33.4 cm

Parallel line in the Flatland (Volume #7), 2020 
Inkjet print on paper, colored elastic cord, 44.3 x 33.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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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라이저 드로잉, 2020
비닐에 마카, 종이, 72.9 x 52.9 cm

Equalizer Drawing, 2020
Marker on vinyl, paper, 71 x 51 cm



평면세계의 평행선 (볼륨 #1 - #6 ), 2020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색 고무줄, 44.3 x 32.1 cm
Parallel line in the Flatland (Volume #1 - #6), 2020 
Inkjet print on paper, colored elastic cord, 44.3 x 32.1 cm



Parallel line in the Flatland (Volume #4 #5 #6), 2020 
#4- Inkjet print on paper, colored elastic cord, 44 x 31.5 cm
#5,#6- Inkjet print on paper, colored elastic cord, 44.9 x 32.4 cm 

#3                                                                                                                                  #2                                                                                                              #1      



Parallel line in the Flatland (Volume #1 #2 #3), 2020 
Inkjet print on paper, colored elastic cord, 44 x 31.5 cm 

#6                                                                                                       #5                                                                                                                               #4  



이퀄라이저 송, 2020
모노 사운드, 종이, 스피커, 아이팟, 가변크기, 종이; 78,8 x 138 x 5.5 cm
(사운드; 10’ 33”, 종이; 78,8 x 138 x 5.5 cm)

Equalizer Song, 2020
Paper, mono sound, speaker, iPod, dimension variables, paper part; 78,8 x 138 x 5.5 cm
(Sound ; 10’ 33”, paper part; 78,8 x 138 x 5.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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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quisse]
Equalizer Song, 2020
Paper, mono sound, speaker, iPod, dimension variables, paper part; 78,8 x 138 x 5.5 cm
(Sound ; 10’ 33”, paper part; 78,8 x 138 x 5.5 cm)



On Kim 

On Kim’s prolific range of performances, multi-media installations, 

sound works, videos, prints, and works on paper are her experiments 

to transform  signifiers in reading, writing and hearing, into a visible, 

sculptural language. As  a graduate student in the Object-book 

department at the Ecole Superieure des  Arts Décoratifs in 

Strasbourg, France, Kim’s earliest works explored the  concept of 

books. More recently, her works investigate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connecting the immaterial quality of sound to text.

www.onkim.org

ocula.com

dodooba.com-onkim 

김온은 소리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설치, 리딩 퍼포먼스, 프린트, 영상 등 다양한 범

주의 작품을 통해 읽기, 듣기, 쓰기라는 행위, 양상을 시각적 기호와 조형적 언어로 

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에서 책을 예

술매체로 다루는 ‘Object-Book’학 석사 학위를 받은 김온의 초기작들은 ‘책’의 개

념에 대한 깊은 탐구를 보여준다. 이 후 작가는 책의 특성으로부터 유발되는 영역

으로 관심을 넓혀 소리, 텍스트, 언어라는 비물질적 요소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잠재

적인 또 다른 감각 매개로 소환한다.

http://www.onk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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