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명 

이성은

학력

2016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2015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FAB ACADEMY 수료

개인전

2018 ‘Entangled Reality’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7 ‘Boundaries’ (세운전자상가 667, 서울)

기획전

2019 ‘Vision 0’ (육일봉, 서울)
2018 ‘It grows in a way that no one has ever noticed’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8 ‘금천예술공장 9기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7 ‘미래의 꿈, 게임에 담다’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6 ‘다빈치 아이디어 마켓'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서울)
2015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부산 국제 영화제’ (부산 벡스코, 부산)
2015 ‘남송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성남아트센터, 성남)
2014 ‘메이커페어 서울’ (과천과학관, 서울)
2013 ‘메이커페어 서울' (예술가의 집, 서울)



공연 및 퍼포먼스

2018 ‘동일한 오렌지’ 사운드 협업 (토탈미술관, 서울)
2019 ‘아티스트 퍼포먼스 레코딩’ 사운드 협업 (보안여관, 서울)

레지던스 및 지원

201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8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 (금천예술공장, 서울)

작품 세계 및 작품 개념

일상생활 중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불치병인 ‘기면증’으로 인해 평생 동안 꿈과 현실이 뒤섞인 삶을 살고 있다.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
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며, 이것들을 작품으로 연결하고 있다. 가상과 실재의 모호한 경계를 실험하기 위해 주로 가상현실을 매체로 사용
한다. 기계 공학을 전공했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측하고 실험하는 작품 활동을 한다.

웹싸이트    /     메일 주소

https://www.josefsungeun.com/.     /     sudden.yi@gmail.com

https://www.josefsungeun.com/


기면증 / 가상현실 영화 / 2018

�

기면병을 갖고 있는 작가의 경험담을 다룬 360도 가상현실 영화이다. (기면병은 발작적으로 잠을 자는 신경계 질환이다.)
꿈을 꾸는 도중에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하려 하지만 꿈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끝내 하지 못한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LbY13EcfmY0


기면증 / 가상현실 영화 / 2018

�

“자살을 해봐야겠다.” 
“하지만 이게 꿈이 아니면 어떡하지?” 영상 보기

https://youtu.be/LbY13EcfmY0


기면증 / 가상현실 영화 / 2018

�

“학교는 끊임없이 꿈에서 깨어나지는 곳이었다.” 
“깨어나고 깨어나고 또 깨어나도 꿈이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LbY13EcfmY0


무경계 명상 장치 / 뇌파, 가상현실, 게임엔진 자동차 분해 부품 / 2018

�

뇌파 센서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움직인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modafinil


무경계 명상 장치 / 뇌파, 가상현실, 게임엔진 자동차 분해 부품 / 2018

�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관객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modafinil


에테리얼 - 지극히 가볍고 여린 / 가상현실 헤드셋, 로봇, 동작인식 / 2017

�

로봇은 관객의 손동작을 따라서 움직인다. 관객은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만져볼 수 있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ethereal-too-perfect-for-this-world


에테리얼 - 지극히 가볍고 여린 / 가상현실 헤드셋, 로봇, 동작인식 / 2017

�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내려다보면 자신의 뒷모습이 보인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ethereal-too-perfect-for-this-world


에테리얼 - 지극히 가볍고 여린 / 가상현실 헤드셋, 로봇, 동작인식 / 2017

�

관객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로봇의 손가락이 똑같이 움직인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ethereal-too-perfect-for-this-world


에테리얼 - 지극히 가볍고 여린 / 가상현실 헤드셋, 로봇, 동작인식 / 2017  

�

로봇은 자동으로 관객의 손동작을 따라 공압으로 움직인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ethereal-too-perfect-for-this-world


변신 / 다큐멘터리 영상 / 2018

�

자신을 뒤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보내는 하루에 대한 11분 단편 다큐멘터리.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death-in-virtual-reality-1


변신 / 다큐멘터리 영상 / 2018

�

“앞으로 평생 나로 살아야 하잖아. 그때부터 눈을 떼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death-in-virtual-reality-1


변신 / 다큐멘터리 영상 / 2018

�

“유치원 친구들은 왜 날 안 좋아할까. 난 우주의 중심인데”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death-in-virtual-reality-1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 보지 마세요 / 혼합현실 영상 / 2018

�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녹인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things-that-happen-at-the-same-time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 보지 마세요 / 혼합현실 영상 / 2018

�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 만지지 마세요 /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 2018

�

관객들이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 신체를 만지고, 부수고, 녹인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things-that-happen-at-the-same-time


모다피닐 /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 2018

�  

거울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지금 거울 밖에 있는지 거울 안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metamorphosis


모다피닐 / 가상현실 인터티브 / 2018

�

관객은 가상현실에서 거울 속을 탐험할 수 있다. 관객은 촛불을 찾으라는 미션을 받지만 현실의 사물들이 진로를 방해한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metamorphosis


시뮬레이션 우주 버그 측정 장치 / 단진자 중력 측정, 전기 회로 / 2018

�

우주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력을 측정하여 버그를 찾는다. 



시뮬레이션 우주 버그 측정 장치 / 단진자 중력 측정, 전기 회로 / 2018

�             �



가상현실에서의 죽음 / 가상현실 영화 / 2015

�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가상현실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영상 보기

https://www.josefsungeun.com/death-in-virtual-re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