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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시몬에서는 인식의 범주화의 테두리를 벗어나 대상과 현상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작업에 매진하는 작가 김신일의 ‘Object, Seeing’展을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 스쿨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석사를 마친 작가 김신일은 2004

년부터 열 세 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하였고,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

하는 문예진흥기금을 수여 받았으며, 2008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뉴욕 스테이트 카운실 기금을 

받았다. 뉴욕 퀸스 뮤지엄, 뉴 뮤지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 등 국내외의 굴지의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2012년 최근에 개최된 볼타NY에서는 그의 예술세계를 까

다로운 뉴욕 콜렉터들과 비평가들에게 인정받으며 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였다.  

 

이번 개인전을 통해 공개되는‘Object, Seeing’展은 『현상을 대상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 현상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듯 하나, 대상화된 현상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다. 단지 이성으로 

제단 된 어떤 것일 뿐이지 않을까. 이번 전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가. 절대적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 봄이다.”』 라는 주제로 작가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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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작품으로 시각화 하려 하였다. 

 

작가는 범주화 된 인식 속에 대상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며, 정의된 바 없는 사물의 본

질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환원을 추구한다. 이는 절대적 봄을 시각화하려는 그의 의지이다. 본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인식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써 존재가 인식됨을 말한다. 

그의 문자조각에서 그는 언어라는 사회적 코드를 탈피하여 문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관객

들에게 제시한다. 사물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달리 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의 문자조각이 반 

추상적인 형태자체로 직감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문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판단되

는 것이 아닌 그 본질에 의해 감상된다.  

 

작가는 그의 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 또한 일상을 마주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진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가. 

절대적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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