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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About the frame.

열한번째 / 테두리에 관하여.



Spreading endlessly in every direction, the world is contained in a number of different frames. Landscapes and 
people dressed in the paint are drawn in the square canvas, and the round clock runs with the needle turning 
in the promised direction with the same speed everywhere in the global time world. Unexperienced things are 
contained in the light frame to be shown on a square screen of other people living halfway around the world, and 
their thoughts and emotions transform in written words or icons to be expressed in digital mechanism. Our sight 
that was moving aimlessly in the borderless infinity of the air stops by the border as if it met an insurmountable 
boundary and returns back the way it has come inside.

Wider than the sight, trees extend their branches freely and quicker than the eyes, birds fly in all directions. We 
look at the scene in front of eyes through the screen of the camera to memorize with it and search for our own 
appearance in the plane of the mirror. Twin frames sometimes brighten the misty eyes, sometimes darken the view 
to prevent from the burning sunlight, and also put the dynamic volume on the flat screen. Inside the borders of 
a small nail in each fingertip contain colorful pictures, and people put various looks on differently shaped round 
faces. 

Things seen in the past were taken within the borders of photographs, which are stored in the screen of a phone 
or computer, or on my own hands in the present. Unlike the body fixed still in front, our imagination enters to the 
wider and deeper world once it gets fascinated by the images living inside the picture or the screen. Separating the 
space like fences and cutting off the flow of air, Frames are also like pores placed on a fully charged plane surface. 
And they hold the past scenes and move with the present towards the future. The time passing in a framework has 
a distinguished tempo and weight from that in the other one. 

Birth, rest and departure, the circulation of the frame repeats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and the world is 
intertwined with a variety of borders. Not only rectangular or circular, they also make uncountable shapes with 
dozens of vertices or even with blurred boundaries. The frameworks met at one point of the crossing cycle report 
and fit the contours pieces by pieces to be summed together like a puzzle. Then several elements compose a 
temporary scene which may evoke a memory to certain people or give an answer to others. A torn sheet of paper 
could be the most important support for the artist who expresses emotions and thoughts of the time, which would 
remain for a long time, or it could capture the most precious words which would never reach by saying.

Thus, we live in a variety of frames. In the open field, we create borders called a home where so many tiny and 
extraordinary stories begin from inside. We make holes on the solid wall to put windows and doors which allow 
to communicate with outside, receiving sun and moon lights, gazing the clouds and appreciating the live picture 
of nature. Then we demolish the walls to reconfigure the rooms and twist the direction of the apex to change 
the flow of air. Fitting our lives in different sizes and shapes that already exist, we also try constantly to create 
new frameworks. Born in the one given by his/her mother and father, the baby grows up and construct another 
resembling but the new home of his/her own beyond the fence.

Notes on the frame.
JiSun LEE, 2015.



끝이 보이지 않게 사방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수많은 테두리에 담긴다. 네모난 캔버스에는 페인트의 옷을 입은 
풍경과 사람들이 그려지고, 동그란 시계에는 세계 곳곳 약속된 방향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바늘이 시간을 담는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계가 빛의 틀에 담겨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네모난 화면에서 보여지고, 그 위에서는 
사람들의 말들이 글이 되고 표정이 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무한대로 열려있는 허공에서 정처없이 움직이던 
우리의 시각은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난 듯 테두리 옆에서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려 사각의 안쪽으로 왔던길을 
돌아간다. 

시선이 닿지 않는곳까지도 나뭇가지는 자유롭게 뻗어가고 새는 빠르게 사방으로 비행한다. 눈 앞의 광경을 
카메라의 화면을 거쳐 바라보고, 기억하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의 평면 안에서 찾는다. 두개의 쌍둥이 테두리는 
흐릿해진 눈을 밝혀주기도 하고, 타버릴듯한 햇빛을 막아 세상을 조금 어둡게 만들기도 하며 평면의 화면에 
볼륨을 가득 실어주기도 한다. 손가락 끝마다 있는 자그마한 손톱의 테두리 안에는 형형색색의 자신만의 열가지 
그림들을 담고 다니고, 동그란 얼굴의 테두리 안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표정을 담는다.

과거의 모습이 사진의 테두리안에 담겨 있고, 사진은 휴대폰 혹은 컴퓨터의 화면안에 저장되거나 현재의 내 손 
위에 들려있다. 앞에서 가만히 고정되어있는 몸과는 달리 우리의 상상력은 그림이나 화면의 틀안에서 살아가는 
이미지에 매혹되어, 보다 깊고 넓은 세상으로 들어간다. 울타리를 치듯 공간을 가르고 공기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테두리는 동시에 꽉막힌 평면위에 뚫어놓은 숨구멍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장면을 담고 현재와 함께 
미래로 움직인다.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또다른 테두리의 것과는 다른 템포와 무게를 갖는다. 

태어나고 머물다가 떠나는 테두리의 순환은 세대를 걸쳐 반복되고 세상은 서로다른 테두리가 얽히고 섥혀 
이어진다. 그것들은 반듯한 동그라미나 네모의 모양 뿐만 아니라 수십개의 꼭짓점이 있기도 하고 그 경계가 
흐릿하기도 하다. 순환의 한 지점에서 만난 틀들은 서로의 윤곽을 대어보고 맞추어 나가면서 퍼즐처럼 한조각 
한조각 합해진다. 그렇게 몇개의 조각난 요소들이 맞물려서 하나의 장면을 이루고 누군가에는 기억을, 누군가에는 
답을 전해주고 다시 해체된다. 찢겨나간 종이 한장은 때론 동시대를 살아간 작가의 가장 소중한 캔버스가 되어 
당시의 감정과 생각을 그 후 오랜시간동안 담아내기도 하고, 말로는 전하지 못할 마지막 글을 남기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벌판에 벽을 둘러 집이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견고한 벽에는 네모난 구멍을 내어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창과 문을 달고, 해와 달의 빛을 받고, 구름에 시선을 맡기기도 하고, 자연의 생생한 그림을 명상하기도 
한다. 벽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방의 윤곽을 바꾸고, 꼭짓점의 방향을 비틀어 공기의 흐름을 바꾼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에 삶을 맞추어가는 우리는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틀을 만들기위해 노력한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틀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닮은듯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테두리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5.



La persistencia de la memoria (1931) - Salvador Dali 
Image source : wikiart.org

(Com)position : Paysages fragmentaires (Paris, Seoul, 2014)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Notes : Portraits fragmentaires (YunHa, Matthieu, 2014) - JiSun LEE
Image source : beautifuldecay.com

Trapèze désaxé autour du rectangle (1996) - Felice Varini 
Image source : varini.org

On the floor (Digital photography, 2015. Paris) 
Image source : JiSun LEE

Installation view, ‘Sol LeWitt: Structures, 1965 - 2006’, Open Cubes 
Image source : openingceremony.us

Exhibition view, Marcel Duchamp at Centre Pompidou, 2014,
Image source : JiSun LEE

Photography, research for video Vue (Digital Photography, 2010) 
Image source : JiSun LEE

Abracadabra - Film Des Cadres (Film excerpt, 1998) - Philippe Decouflé 
Image source : youtube.com

i : n train (Video excerpt, 2014)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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