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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About the rain.

세번째 / 비에 관하여.



Running into the rocks and tickling little fishes, the murmuring brook flows. Birds come rest and a squirrel stops to 
quench its thirst, or a traveler fills up his/her bottle nearby the pond water of a lake. 
Water drops, fallen or gathered in the mass, slowly join the movement of the air and rise up to the sky. They release 
their hands for a moment to fly higher and hold them back once arriving at the certain altitude. After floating 
together with white clouds hanging in the sky, they fall back here, to the ground, on a little puppy’s nose, into the 
fragrant petals.

I appreciate the rain. A sudden shower which cools the boiling ground of hot summer, a crumbling drizzle which 
makes me hesitate to hold up an umbrella, a storm which tries to throw everything far in every direction, and a soft 
rain at late but white night which sounds like a dim singing.
It may bother while falling, I may look like a drowned rat, the rain – like a fresh shower of the morning – rinses off 
the dirt and washes away the growing wound.

The rain colors the sky in grey, blurs the landscape and wets the skin. While it falls in front and behind, all visible 
things get dim and indistinct, also their vibrant light and saturated color lose the brightness.
Unfamiliar scent of the rain passes by the street that the joints feel first in the body. Insects move and farmers 
hurry. The fall of tiny water drops precipitates the earlier activities, stops the movement and gives a rest.
Rainy scene often used to create a melancholic and depressed atmosphere in cinema or literature also warms our 
heart with a smiling woman and children singing in the rain, and calls back the nostalgia.

A mist, where stays the water neither dropped down nor lifted higher, veils the eyes and puts certain memories of 
past rainy days. Trees keep the silence standing side by side in the dense mist, whether only bony branches remain 
or abundant leaves come out. 
When everyone hears the quietest breath of the air, little by little and one after another, birds start to sing again, 
flows keep tickle little fishes, and cars continue their way with fleeting wheels.

At last, heavy clouds stagger away and the sky soars higher. Once the tick tack of the clock spreads out as it always 
has, the light turns on in the misted vision and the grey brings out uncountable colors of the rainbow. Last rain 
fills several water jumps and leaves one or two drops on the cheek. It sinks underground to water the seeds of 
souvenirs or rises up to prepare to fall back one dry day and to evoke just passed moments.

Notes on the rain.
JiSun LEE, 2014.



바위 사이로 이리저리 부딪치고 자그하만 물고기들을 간지럼 태우며 시냇물이 흐른다. 호숫가에 다다른 고요한 
물 웅덩이에는 새들이 잠시 앉아 쉬어가기도 하고, 다람쥐가 들러서 목을 축이기도 하며 걸어가던 나그네의 
투명한 물병에 담기기도 한다.
덩어리로 모여 흐르거나 고여있던 물방울들은 서서히 공기에 몸을 맡기고 하늘위로 날아간다. 꼭 붙잡고 있던 
손을 잠시 놓았다가 자유롭게 비상한 끝에 다시금 하늘 위 어느 지점에 모여서 삼삼오오 손을잡고 둥실둥실 
떠다닌다. 그리고 다시 이곳, 땅으로, 강아지의 콧잔등 위로, 향긋한 꽃잎 위로 떨어진다.

나는 비를 좋아한다. 한여름 햇빛에 뜨겁게 달궈진 아지랑이 피는 땅바닥을 식혀주는 소나기도, 우산을 쓰기에도 
안 쓰기에도 애매한 부스러지는 부슬비도, 저 멀리로 날려보내려는 듯이 사방으로 바람불며 내리는 폭풍우도, 
잠못들던 늦은밤에 은은한 노랫소리처럼 들려오는 새벽비도… 
내리는 동안엔 조금 귀찮고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내 모습이 조금 못나지기도 하지만, 상쾌하게 아침을 깨우는 
샤워처럼 비는 쌓여만 가던 먼지도 상처도 씻어낸다.

비는 회색빛의 하늘과 희미한 풍경, 촉촉하거나 찜찜한 살갖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시선의 앞과 뒤로 쏟아지면서 
그 어떤 풍경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반짝이던 색 마저 바꿔버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풍겨오는 비의 냄새와 뼈마디의 반응, 곤충들의 움직임과 농부들의 서두름. 작은 
물방울들의 추락은 이전의 행동을 잠시 서둘러 멈추게 하고, 쉬어가게 한다.
영화나 문학작품에서 주로 우중충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오는 풍경은 예쁜 여자의 
익숙한 노래로 밝은 느낌을 내기도 하고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처 흐르거나 떨어지지 못하고 애매한 높이에서 멈춰버린 안개는 바라보던 눈 앞의 풍경을 얇은 천으로 
덮어버리고 비오던 그날의 기억을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 안개 속 나란히 서있는 나무들은 그 앙상한 가지만 
뻗고있어도 혹은 무거워 덩어리째 떨궈질것 같이 풍성한 나뭇잎을 지고 있어도 늘 고요하기만 하다. 
그 정적 속에서만 들려오는 공기의 호흡에 집중하다보면 어느덧 들리지 않던 새의 지저귐도 들리고, 여전히 
간지러워하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어딘가로 하염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의 덧없는 엔진소리도 들려온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워 뒤뚱거리던 구름이 지나가고 낮게 깔려있던 하늘이 한층 위로 올라간다. 실수없이 짹각짹각 
울려퍼지던 시계추 소리도 언제 사라졌었냐는 듯 다시 귓가에 맴돌때면 안개꼈던 눈앞에도 다시 불이 켜지고 
회색빛은 무지개빛으로 물든다. 쉼없이 내렸던 비는 작은 웅덩이들을 만들고 뺨위에 한두방울의 흔적만 남기고 
곧 사라져버린다. 어두운 땅속 깊은곳으로 스며들어 기억의 씨앗에 물을 주거나, 그새 하늘 위로 올라가서 
언젠가는 다시 내려 방금의 기억을 떠올릴 준비를 한다. 

비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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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hotography (Geneva, 2013)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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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Room Random Installation at Barbican Art Gallery (installation vie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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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ink & watercolor on paper, 2013)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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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stop. (Seoul, 2014)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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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Éphémère (ink on paper, 2012)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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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ighbor Totoro (Film, 1988) - Hayao Miyaz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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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dream (video, 2013) - Ji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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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rden of Words (Film, 2013) - Makoto Shin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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