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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김지영 (1980, 서울 거주 및 활동) 은 정사각형의 종이 위에 감정의 좌표를 그린다. 

작가에게 정사각형 1 면은 시간의 단위로 그 위에 걱정, 안도감, 소망, 희망, 설렘, 

혼란스러움 등 작가가 느끼는 여러 감정을 측정한다. 작가는 감정의 상태와 

크기를 숙고한 후 그에 맞는 색깔을 정하고 때로 음표를 붙이기도 한다.    

그는 각 감정의 크기와 할애하는 시간은 각기 다르며, 여러  감정이  합쳐져  

복잡하고  독특한 감정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합한 

색감을 조색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색상표를 만든 후 감정의 미세한 이동과 대립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가 사용하는 정사각형의 종이는 시간의 단위다. 즉, 작가가 순서대로  배열한  

여러  장의 종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시간의 사각형 안에 존재하는 선과 

작은 원들은 같은 시간대에 존재한다. 같은 시간대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의 

세포들은 서로 간격을  조절하며  안정된다. 정사각형 안에 세워진 선의 방향, 

그리드의 간격, 곡선 등은 작가만의 시간 체계로 감정을 느끼는 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그는 감정의 크기와 강도를 표현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감정이   

자라고 지속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종이 위에  선의  길이와  도형의  크기로  

세밀하게 기록한다.

Gi Young Kim 

Gi Young Kim (1980, Lives and works in Seoul) draws emotional 

coordinates on square pieces of paper. For the artist, a side of a square 

is the measurement of time, where coordinates of emotions, such as 

anxiety, relief, desire, hope, excitement and confusion, are calculated 

onto the surface. After considering the state and size of the emotions, 

the artist sets the appropriate colors and sometimes labels them with a 

musical note.

 

According to the artist, the size of each emotion and the time devoted 

to i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and the combination of emotions 

creates complex and unique ones. Kim mixes appropriate color for each 

emotion. The author creates a color chart of emotion then draws its 

minute movement to depict the conflict between specific emotions.

The square paper used by the artist is a unit of time. Several sheets 

of paper arranged to represent the passage of time. Lines and small 

circles within a rectangle of time exist in the same time frame. Adjusting 

the spacing between the cells of sentiment within the same time frame 

stabilized their movement. Time runs at different speeds depending on 

how and at when it is conceived. The direction of the line, the spacing of 

the grid, and curves within the square represent the artist’s time system, 

the speed of her emotions. Kim also studies depiction of the size and 

intensity of feelings, recording in a specific length of lines and shapes of 

how long a sentiment grows and 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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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k to be  a

2018-2019

Watercolor pencil and graphite on paper

24.6×24.6 cm



119
Whistle : 김지영

someday, i will be

2018-2019

Watercolor pencil and graphite on paper

24.4×24.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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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security

2018-2019

Watercolor pencil and graphite on paper, set of 3 pieces

27×27 c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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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y a

2019

Acrylic and graphite on paper

29.1×29.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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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y b

2019

Acrylic and graphite on paper

29.1×29.1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