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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About the point.

두번째 / 점에 관하여.



A small drop of black ink marked on a white sheet fills the entire space which seemed to be empty and holds 
people’s attention. Regardless of its own color and form, once positioned on the surface, it is called ‘the point’.
Point is a virtual element of geometry which doesn’t have any dimensional attribute but only a position. It is the 
first element of all forms : it draws a stroke moving from a departing place to another stop, then constitutes various 
planes and volumes. 

As component of symbols or signs, the point defines punctuations and meanings of different languages. In Hanja 
(logographic Chinese characters), significations often refer to their graphics (graphical depiction of the object or 
ideographs for abstract notions)  : for example, a point above the horizontal line makes 上 (shàng “up”), and the 
opposite makes上 (xià “down”). In alphabet as well, there is ‘i’, lowercase of the ninth letter with dotted forms to 
which I cling in my video works.
Imaging footsteps on the ground covered in white snow, or Hansel and Gretel’s dropped crumbs, points also stay 
in number of two, three or more. Then they end a sentence, represent the silent air, or indicate passable borders.

East Asian paintings (called Shan Shui or Sansui) depict natural scenery with spatial points using brush and ink. 
The expression ‘spatial point’ may sound contradictory, but it becomes a physical and potential space itself as the 
watered ink flows into the paper. Splashed water marks and fallen ink drops from the edge of the brush,  or strong 
traces of artist’s arm power... According to different conditions such as ink shading or paper texture, the point 
figures simple but intense, empty but complete forms on the paper.

In Western paintings, the composition consists of playful arrangements with other geometrical forms on the 
surface. Many impressionists filled rectangular canvas with uncountable touches of colors which reflect the artist’s 
brush-stroke and aging paintings. Overlaid dots attract viewers’ eyes and present certain landscape or human 
figures. Russian abstract painter and art theorist Wassily Kandinsky considered the point not only as a simple 
geometric or mathematical element, but as extensible form and color by itself. So he approached it in multiple 
angles and represented it in complex forms, more than just a circle. 

The points appear through further and larger variety of understandings in postmodern art. Some fill out all visible 
surfaces with colorful dots, some make fantastic stages of dancing points in the videos. Often borrowing appearance 
of circles and spheres, on flat canvas or in multidimensional spaces, the point puts the center of gravity, stops a 
time-flow, wakes up the sleeping things, starts or ends a story. As the giant sun shining all over the world is also a 
tiny spot in the universe, the smallest point situates us in the largest and deepest world and leads us to look at the 
present in endlessly passing time.

Notes on the point.
JiSun LEE, 2014.



새하얀 도화지에 떨어뜨린 까만색 잉크 한방울은 텅 비어있다고 여겼던 그 순백의 공간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 어떤 색이든 종이위에 뭍혀진 순간 나름의 크기와 모양이 생기지만, 첫눈에 
보기에 그것은 주로 점이라고 불린다.
점은 크기가 없는 위치만 있는 도형인 가상적인 개체이다. 출발지에서 떨어진 도착지까지 위치를 움직여서 선을 
긋고, 더 나아가 평면과 입체면까지 이루는 모든 도형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 되는 요소이다. 

이미지가 아닌 기호로서 각국의 언어에서도 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글자를 이루고 그 모양과 의미를 정의 
내리기도 하는데, 예를들어 한자에서는 지평선을 닮은 가로선 위(上) 아래(下)에 점을 하나씩 찍어 문자의 
모양과 의미를 일치시키기도 한다. 알파벳에서 특히나 내가 애착을 갖는 아홉번째 소문자 i도 세로선 위에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져있다.
흰눈이 쌓인 길을 걸어간 발자국처럼, 혹은 핸젤과 그레텔이 남기고 간 과자부스러기처럼, 점은 홀로 있을뿐 
아니라 두개, 세개 혹은 줄지어 나란히 놓여있기도 한다. 그래서 말의 끝을 맺기도 하고, 침묵의 고요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경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을 머금은 묵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양화에서 점은 종이에 스며들며 퍼지는 질감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붓에서 부터 튀어서 뭍어난 점들, 물방울이 맺히듯 붓의 끝에서부터 흘러들어 퍼지는 점, 
혹은 작가의 힘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 등 먹의 농담과 종이의 질감에 따라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고, 공허하면서도 
가득찬 형태를 남긴다. 

서양화에서 점은 자유로운 공간 위에 다른 기하학도형들과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장난스러운 구조를 이룬다. 
여전히 사랑받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사각의 캔버스 위에 작가들의 붓놀림과 세월이 뭍어나는 물감의 
색을 그대로 담은 수많은 점들이 가득차있다.  점들은 서로 겹치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하나의 풍경이나 
인물을 나타낸다. 추상색채화의 선구자이자 예술이론가인 바실리 칸딘스키는 점을 단순한 수학적 추상요소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색이자 도형으로 보았고 원의 형태뿐 아니라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했다.

현대미술에서 점은 조금 더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으로 나타난다.  보여지는 모든 표면을 점무늬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영상 안에서 춤추는 점들로 환상적인 무대를 꾸미기도 한다. 특히 점은 원과 구의 모습을 주로 빌려서 캔버스 
위를 넘어 3차원 혹은 4차원적인 공간의 무게중심을 잡고, 흐름을 멈추며, 잠들어 있던 것들을 깨우고,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끝맺기도 한다. 온세상을 비추는 태양도 드넓은 우주에서는 하나의 밝은 점일 뿐이듯이, 최소한의 
단위인 점은 가장 넓거나 가장 깊은 공간에서 위치를 잡아주고 끝없는 시간의 흐름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한다. 

점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4.



石本無聲(석본무성) (The silent stone, ink on paper, 2013) - 김대열 Dae-Yeol Kim
image source : www.artmail.co.kr

Timeworld (video, 2013)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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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Wave (installation view, 2009) - David Rokeby 
image source : www.davidrokeby.com

점 (Point, video, 2012)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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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with Reflecting Sphere (pencil on paper, 1935) 
& Self-portrait - M.C.Escher
image source : www.retronaut.com

Suspended Bouncy Balls (installation view, 2005) - Nike Savvas
image source : www.kumiyamashita.com

Free Curve to the Point - Accompanying Sound of Geometric Curves 
(ink on paper, 1925) - Wassily Kandinsky
image source : www.metmuseum.org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Oil on canvas, 1886) - Georges Seurat
image source : www.artble.com

Dessins conscients (Conscious drawings, pen on paper, 2011)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Textworld (video, 2012)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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