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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지

박형지는 캔버스 위에 축적된 재료들의 물성과 그림을 그리는 ‘신체적 행위’에 

중심을 둔 추상화를 구현한다. 물감을 쌓아 올리고, 이를 긁고 지우고, 다시 

붓질을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가는 ‘고뇌’ 와 ‘실패’ 를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작가의 고찰은 단순히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단단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때문에 그녀의 작업은 두텁게 칠해진 물감과 즉흥적인 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 동력을 얻는다는 작가는 

뉴스나 팟캐스트에서 접한 사회적 이슈 혹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진 

생각이나 내면의 감정들을 신체적 행위를 통해 추상적으로 풀어내는데, 이는 

그녀가 소재로 삼은 이야기들이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시각정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고뇌를 통한 해석의 과정을 거친 감각적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회화는 선택과 결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빈 캔버스에서 일어나는 붓질, 

물감의 컬러와 두터움, 질감, 형태를 만드는 일과 같은 회화적 결정이 어떠한 

‘사건’ 이 될 때, 비로소 다음의 과정이 시작된다. 때로 이 사건들은 결말 없이 

무한 반복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세 번째 사건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 작가 인터뷰 중

박형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전문사를 졸업한 

후,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다. 이후 2010년 노팅햄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에 서울에서 첫 전시를 보인 후, 꾸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플레이스막에서 <비협조적 블루>라는 프로젝트명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Hyung ji Park 

Hyung ji Park (b.1977-) captures the moments that have passed by 

everyone andthen solves them in the artist's own pictorial language. 

From personal experience to socialissues, the range of narratives 

handled is very vast. When news that everyone may haveheard at least 

once becomes dim in their respective memories, her consideration 

continuesand is kept as a precious source. Her work begins with an 

attempt to explore the propertiesof materials, not with any direction and 

intention. The canvas is filled with coincidentalthinking and repeated 

actions that the materials create, ruining and covering. Continuingthis, the 

organic nature and changes in emotions felt by her melt into the texture, 

thickness,and brush strokes of the paint to compose the story. Her 

work is completed when the moment of the thought experience is not 

shaped, but is solved, transformed, lost in detail,and filled with pictorial 

imagination and amusement.

“To me, painting is a process of repeating choices and decisions 

countless times,and is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a kind of 

“incidents” that arise in this process.When pictorial decisions such 

as brush strokes, color and thickness of paint, texture, andshape in 

empty canvas become any ‘incident’, the following process begins. 

Sometimesthese events are repeated indefinitely without ending, 

but what's clear is that the first onebrings the second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the third.” 

– during artist interviews

Hyung ji Park is graduated BFA in Hongik University and MFA in 

Korean National Universityof Arts. After MA in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London, she held first soloexhibition in 

Nottingham. In 2012, her first solo show is held in Seoul and has keep 

working steadilyever since. Ins this year, she successfully completed solo 

exhibition titled “Uncooperative Blue” atthe Placemak in Seoul.가나아트 : 박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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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평면론자 
The Flat Earthers Ⅱ

2019

Oil on canvas

200×1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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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경보
Cold Weather

2019

Oil on canvas

100×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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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평면설
The Flat Earthers I

2019

Oil on jute

200×1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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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사냥꾼 II
Meteorite Hunters II

2019

Oil on linen

180×2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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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Untitled

2019

Oil on canvas

116.8×91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