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갤러리 플래닛 : 이은선

이은선

이은선 (b.1978)은 한국과 시카고에서 조소와 뉴미디어를 전공했으며 뉴욕, 

시카고, 서울 등에서 사진, 설치, 공공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작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 가 빚어내는 비언어적 소통에 주목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탐구한다.  

특별히 작가는 우리가 어렸을적 한번쯤 해보았을 ‘게임’ 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과 그 관계들을 포착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가-작품-관객 사이의 흥미로운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파생되는 감정의 파편들은 공간 

속을 부유하게 된다. 

예술가 자신이 갖는 타인과의 관계는 예술작품에 온전히 담겨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또 다른 타인의 생각과 얽혀진다. 이것은 마치 대화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은선은 이렇게 예술작품을 매개로 타인과 

공존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Lee Eunsun

Lee Eunsun (b.1978) majored in sculpture and new media in Korea and 

Chicago, and has shown various works such as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public projects in New York, Chicago, and Seoul.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the non-verbal communication created by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people and explores the images derived from it.

In particular, the artist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through the “game” that we played at least once when we were young, 

and captures the moments and relationships we share with others. This 

interesting miss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the artwork and the 

audience is made intuitively and sensibly, and the fragments of emotion 

derived from it float in the spa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 herself and others is completely 

contained in the work of art and is intertwined with the thoughts of other 

people who experience it. This is similar to communicating with others 

through conversation. Lee Eunsun is interested in expanding the area of   

coexistence with others through ar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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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KRW

10:39am

2015

Pigment print

75×160 cm 

e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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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KRW

Blue Scrape paper

2014

Pigment print

92×5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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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KRW

House

2017

Pigment print

100×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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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KRW

Vengeful

2017

Pigment print

150×10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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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KRW

Clover

2017

Pigment print

100×100 cm 

e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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