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선 개인전 4 Fenêtres (네개의 창) 

갤러리 터무니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84, 4층 밸류브릿지) / 2018년 11월 5일 - 30일

< Mur Blanc - Trous Noirs > (흰 벽, 검은 구멍들)

7개의 드로잉 오브제, 2018, 종이위에 잉크, 가변재료, 가변크기, 가변설치

Part I - 감각의 창을 열다. 
2018년 11월 5일 - 10일

Gilles Deleuze가 설명하는 얼굴, ‘mur blanc - trou noir (흰 

벽-검은 구멍)’ 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2013년 처음 시작한 

시리즈로 눈, 코, 입, 귀, 얼굴에 난 7개의 구멍을 형상화 한 

작품이다.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세상과 소통하고, 잠겨있던 문을 

열어 손님을 반긴다. 흰 벽을 뚫어 안과 밖을 잇는 구멍은 감각의 

통로가 되고, 생각의 분출구가 된다. 네모진 프레임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이미지의 세계는 작가와 관객이 서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지선 개인전 4 Fenêtres (네개의 창) 

갤러리 터무니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84, 4층 밸류브릿지) / 2018년 11월 5일 - 30일

< Boîtes > (상자들)

24개의 드로잉 오브제와 글, 2013,2016,2018, 12x12x12cm에 가변크기, 가변설치

Part II - 생각의 창을 열다.
2018년 11월 12일 - 17일

세개의 선이 모이는 구석, 빛이 닿는 듯 어두움이 스려있다. 

여덟개의 점이 적당한 거리에 놓이고, 열려있던 공간을 닫아 

공기를 담는다. 그 안에 담긴 공기는 비어있거나 가득차있는 

비밀의 방이된다.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만드는 정육면체 

상자에서 출발한 드로잉 시리즈이다. 상자를 펼쳐서 지도를 

그리고 다시 접어서 공간을 담는다. 손바닥 위에 놓여진 운명의 

주사위를 쥐고 또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네모난 공간안에 조명을 

단다. 곧이어 주사위를 던지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 기억을 넣고 

상상을 꺼낸다. 



이지선 개인전 4 Fenêtres (네개의 창) 

갤러리 터무니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84, 4층 밸류브릿지) / 2018년 11월 5일 - 30일

< Surface Ondulée > (구불거리는 평면)

드로잉, 2015,2018, 500x50cm, 가변설치

Part III - 몸의 창을 열다.
2018년 11월 19일 - 24일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와 삶의 사이를 시간이 구불거리며 

채운다. 곧게 뻗은 오선지 위에서 춤추는 음표들과 같이 닮은 

듯 다른 얼굴들과 이야기들은 촘촘한 시간의 물결 위에 잠기고 

떠오르며 끊임없이 흐른다. 물결은 바람이 되어 떠나고 비가 

되어 내리거나 눈이 되어 스며든다.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시간의 흐름과 자취를 담는 ‘선’은 많은 추상과 구상 드로잉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영상 안에서 움직이며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를 잇는다.



이지선 개인전 4 Fenêtres (네개의 창) 

갤러리 터무니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84, 4층 밸류브릿지) / 2018년 11월 5일 - 30일

< Constellations > (흩어져 있는 불빛들)

비디오, 2018, 7분45초, 흑백/색, 스테레오, 음악 : 이지선

Part IV - 마음의 창을 열다.
2018년 11월 26일 - 30일

미래는 선을 그리고, 과거는 색을 입히고, 현재는 점을 찍는다.

시간을 따라 늘어가는 점들은 각각 하나의 빛이되어 흩어지고 

어둠을 밝힌다. 현재는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밀고, 미래를 

당긴다. 

현재가 분산되다. 

점점이 박혀있는 시간의 별자국, 점을 이어 별자리를 그린다.

결국 모든 현재는 하나의 지금,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