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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oundary between the ground and the sea, the gentle wave brushes the fingers. Chilly contact from the 
edge refreshes all the body and the soft water caresses the skin surrounded by relaxing sound of the landscape. 
Sailing in the air and touching different objects, hands with their continuous movement resemble to the owner’s 
face. Experiences leave their memories in the hands, tracing wrinkles one after another. And scars made from 
various situations remain and heal slowly by the time.

Hands follow the places where eyes once passed by. The world full of sublime colors seen by the eyes loses names 
of the light and wears those of the touch - mild or freezing, tender or rough. Hanging at the end of twin arms, 
fingers constitute their best working team in both sides and serve as the best tool, which discovers the world and 
sculpts the life of the owner. Transmitting messages and noting all kinds of information, hands sometimes relax in 
the cozy pockets or under the heating blanket, as exhausted vision likes to rest in closed eyes.

Singular finger prints that a baby is already born with, identify the person among millions of others, and differently 
sized and placed lines on the palm are read by someone who tells an undeniable story of the past and the future. 
Colorful decoration shines on certain people’s nails and others’ nails nearly hold the fingers, bitten for loneliness 
and anxiousness. The ring on a finger reminds a certain moment’s promise or decision, and the watch embracing 
the wrist points out the present in the temporal dizziness of the world.

Flowing like the water, organized fingers play a beautiful harmony on rigid piano keys, write a complex story on an 
empty sheet of paper, and make a delicious food on a cold plate. Managed by a finger, the digital world enrolls a 
virtual and imaginary world, wider than a real one, with progressing speed and simplicity. Inside, the handwritten 
letters or holding hands warm up the heart, sometimes lost and drought in the digital numeric society. 

Hands give the first action to the mind which may touch the memories and put them on the empty paper. While 
repetitive movements that fill the blank with a number of dots, their tracks are left in the eyes and on the hands, 
then remain as new born memories. Though the black ink at the end of the nail can be washed out with clear water, 
scripted letters and drawn strokes stay in the same place, like the lines engraved on the palm, carrying their own 
life.

The working process of the artist is led by his/her hands in their permanent and repetitive movements. The creative 
hands put together the pieces of the past and give them a life of the present. Hands following the lines traced by 
themselves become the eyes of the mind which caress touchable scenes and moments of the life.

Notes on the Hand
JiSun LEE, 2016.



땅과 물의 경계에 잠시 앉아 다가오는 파도에 살포시 손을 넣는다. 차가움은 금방 시원함이 되어 온몸을 정화하는 
듯하고, 물이 만들어내는 잔잔한 소리만큼 부드럽게 물은 손등 위를 타고 흐른다. 잠시도 쉬지않고 움직이며 
공기를 휘젓고 물건들을 만지며 손은 주인의 얼굴을 닮아간다. 하나씩 그어지는 주름은 그만큼 깊고 빽빽한 
경험을 남기고, 언제 생긴것인지 모르는 상처는 시간을 타고 더디게 아문다.

눈이 먼저 훑고 지나간 자리를 손이 따라간다. 눈으로 보았던 형형색색의 세상은 손가락 끝에서 빛의 이름을 
잃고 따듯하거나 차가운, 부드럽거나 거친 촉각의 색을 입는다. 양팔에 달려있는 두개의 손과 서로 쌍을 이루는 
손가락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능숙한 도구가 되어 세상을 알아가고 스스로를 조각한다. 지쳐가는 
눈이 허공을 바라보거나 잠시 감고 쉬어가듯이,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적어가던 손은 때때로 편안한 주머니 
속이나 따듯한 이불 속에서 힘을 빼고 쉬어간다. 

갓난아기때부터 손가락마다 새겨져있는 지문은 그 사람만의 정체를 밝히고, 손바닥 위에 펼쳐진 굵고 잘은 선의 
세계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운명처럼 읽히기도 한다. 어떤이들의 손톱에는 알록달록한 장식이 반짝거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불안함에 자라지 못하고 뜯겨나간 손톱을 아슬아슬하게 달고있기도 한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는 한때의 약속이나 다짐을 떠올리기도 하며 손목에 차여진 시계는 정신없이 펼쳐지는 세상의 
시간에서 현재를 짚어준다. 

양손을 나란히 놓고 물흐르듯 연주하는 손가락은 딱딱한 피아노의 건반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고, 
비어있는 종이위에 한편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며, 한데 어울려 기분좋은 향을내는 따듯한 음식을 담아내기도 
한다. 디지털, 즉 손가락으로 해결되는 오늘날의 세상에는 기계가 인지하는 손의 움직임으로 상상보다 더 웅장한 
가상의 세상을 간단하고 빠르게 펼쳐낸다. 그 와중에 손으로 직접 적어 건네는 편지나 온기를 담은 손의 맞잡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보다 따듯하게 감싼다.

기억을 하나씩 만지면서 비어있던 종이 위에 옮겨 담는 일은 먼저 마음을 따르는 손의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종이 
위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검은 점들을 채워갈수록, 그어지는 선은 눈과 손에 뭍어나고, 또 다른 기억으로 남는다. 
손톱 끝에 남아있는 검은 잉크의 자국은 깨끗한 물로 씻겨지지만, 종이 위를 수놓은 글자와 선들은 손바닥 가득히 
그어진 손금처럼 깊게 남아 그만의 삶을 담는다. 

작가의 작업과정은 습관과도 같은 반복적인 행위가 하나씩 쌓여 비로소 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창조의 
손은 오감으로 겪은 과거의 아주 사소한 조각들을 맞추며 현재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손을 따라 그어지는 선을 
다시한번 따르는 손은 마음의 눈이 되어 닿을 수 있는 장면과 시간을 어루만진다. 

손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6.



The smallest and the biggest (Daily sketch of 2016.04.18)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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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 turning back the sunshine (Daily sketch of 2016.04.05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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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place to be (Daily sketch of 2016.05.25, hands of Yann Tiersen)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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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 and the hands (Daily sketch of 2016.04.28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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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d I (Daily sketch of 2016.04.25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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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 resting under the sunshine (Daily sketch of 2016.04.04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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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d I (Daily sketch of 2016.04.25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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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 touching the sunshine (Daily sketch of 2016.04.04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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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holding the sunshine (Daily sketch of 2016.04.05 &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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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or No (Daily sketch of 2016.04.17, a scene from the film Extremely loud and incredibly 
close) - JiSun LEE
image source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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