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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anyone has learned about the loneliness in life, he/she cannot live without it. And this applies to the one who 
has decided to leave, who always leaves. Being sure about where to return is the simplest but profound energy for 
the traveler to wander around. Rising worries in strange places, tricky ways drawn on the map, unfamiliar roads 
and walls approaching the body. Each step should be careful, overwhelming, curious and the traveler feels every 
single element surrounding him/her. After things get familiar beyond the first experience, sometimes the phone 
covers walker’s eyes and the earphones block the ears, as if he/she walks in the dark hallway.

Though following certain decisions is different from making the very first steps, it appears pretty similar when we 
get to a place called the end of something. The body feels so heavy, carrying small and big memories with their 
tracks, and the heart gets lost on the ground where the time has passed away like a dream. Then, the tiny bed 
waiting for a long while alone in the room welcomes the body the warmer. The empty house gets full of ‘me’ and 
the full house gets empty because of myself.

People usually dream of sweet homes. It often becomes the money story which vanishes purest hopes, but having 
his/her own home is always the basic desire for human beings. Small studios, divided rooms by rooms in Europe, 
shows amazingly various structures and features, and serves as a temporary habitat for young people who just 
left from their parents’ breast. Indifferent of the changes of the world, these rooms still keep old furniture with 
irrelevant objects which had been added by their former passengers. A young inhabitant gets older with the world 
clock, leaves the temporary nest, then another young comes in to start a new life.

In the modern society where there are fading borders still make complexity, people quite their home places and 
drift for all different reasons. Even though the new house where the family first moved in never appears to the 
young child, we just get used to it until we find its particular comfort inside. As a puppy recognizes the footsteps 
from far away and gets ready to welcome the owner, the person heading for home already sees his/her home the 
most clearly. 

My home, is a memory that remains deep in the heart while I’m living elsewhere, and also a small bed where I may 
get into with the tired body after finishing the day. The place where separated family members get together like 
a puzzle, the place offering the impression of return, that becomes the home. For the one who has left, the home 
may be nowhere and also can be anywhere, like those living in the street. And the home always comes along 
with the life lead inside. The studio in Paris, where I settled in after a certain number of moves, my parents’ house 
where I can put my baggage for a while to greet several mornings, the house in Geneva, where I can make a point 
of running times, professor’s houses, friends’ houses, and all the other temporary accommodations… They all mix 
up in memory and construct my actual home in the present. 

Notes on the Home, part two.
JiSun LEE, 2016.



삶의 어느 순간에 한번의 외로움을 겪은 후에는 더이상 그것을 배제하고 살 수 없는것 처럼, 한번 떠남을 결심한 
사람은, 늘 떠나는 사람이 된다. 갈 곳이 있다는 것과 돌아갈 곳이 있다는것은 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이자 안심이다. 모르는 곳을 찾아갈때에 불안함, 지도에 그려진 길들의 구조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처음보는 벽들.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스럽고, 벅차고, 궁금하고,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것들이 느껴진다. 
처음을 넘어 익숙해진 길은 때론 핸드폰이 눈을 가리고 이어폰이 귀를 막아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불꺼진 복도같이 다니기도 한다.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길을 처음 걸어가는것과는 다르지만, 길의 끝이라는곳에 다다르면 
비슷비슷한 마찬가지의 입장이 된다. 몸은 크고작은 추억과 흔적을 잔뜩 지녀서 하염없이 무겁고, 꿈인듯 현실인듯 
지나가버린 지난 시간과 밟고있는 땅의 낯설음이 한데 섞여 마음은 멍하다. 덩그러니 기다리던 그다지 편하지 
않던 침대도 그 어떤 곳보다 따듯하게 안아주는 잠자리가 된다. 비어진 집은 나로 가득차고, 나의 것으로 가득했던 
집은 또 나로인해 텅 비어진다.

사람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꾼다. 부동산 이야기가 되고 돈 이야기가 되어 순수한 로망이나 소망은 빛바래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나의 집을 꾸린다는것은 의식주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희망하는 일이다. 유럽의 
칸칸이 나눠진 작은 스튜디오들은 놀랄만큼 다양한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부모의 품을 처음 떠난 젊은이들의 
거처가 된다.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듯 오래된 가구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하나씩 얹어놓은 서로다른 취향의 
물건들과 섞여서 어떤 형용사를 붙이기 어려운 향기를 낸다. 세상의 시간과 함께 나이든 젊은이는 잠시 머무른 
집을 떠나고 새로운 젊은이가 들어와 새삶을 시작한다.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국경이 여전히 혼잡하게 그어진 오늘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태어난 곳을 
떠나 표류한다. 어린시절 오래도록 살던 집에서 처음 이사를 해서 들어간 새집은 그 모습이 어떻든 좋기보단 
싫지만, 문을 열고 닫아가며 지나가는 만큼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주인의 먼 발자국 
소리에 이미 귀를 쫑긋하고 밖을 바라보듯, 집으로 향하는 주인의 머릿속에도 이미 집안 풍경이 뚜렷하다. 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하나의 유물로 보존되는 집들주변에는 다양하게 조립되어 살아가는 가족들의 다녀가는 일시적인 
집들로 가득 매워져있다. 

나의 집은, 어딘가 다른곳에 살아가는 와중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이기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가 몸을 누울 수 있는 작은 침대이기도 하다. 각각의 조각이 흩어져 있다가 때에 따라 퍼즐 맞추듯이 한데 
모이는 곳, 돌아감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집이된다. 떠난이의 집은 길거리에 몸을 누이는 사람들처럼 그 
어느곳에도 없지만 그 어느곳에서도 찾을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은 그곳을 살아갈때의 삶을 동반한다. 여러번의 
이사를 거쳐 지내는 파리의 집과, 캐리어를 잠시 풀어놓고 아침을 여러번 맞이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국의 집. 
거기에 더해서, 이따금씩 다녀가는 제네바의 집, 몇년째 정리중인 교수의 집, 여행을 하면서 거쳐가는 수많은 
집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나의 집을 만든다. 

집에 관한 두번째 노트.
이지선, 2016.



In the metro line 1 in Seoul (Digital photography, 2016)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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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in between Geneva-Paris (Digital photography, 2015)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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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us number 82 in Incheon (Digital photography, 2015)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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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r in Mont-Saxonnex (Digital photography, 2015)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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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in between Paris-Geneva (Digital photography, 2014)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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