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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ke from distracting and sparkling dream. There are vague sounds of people who already started the day and 
voices of birds that never showed their faces. Heavily opened eyes look outside, identifying the color of the sky. 
Probably covered by shapeless clouds, the morning got dyed in familiar color, neither white nor gray. Wiping the 
sleep out of the eyes, I open the window. The fresh air blows into the head messed up from last night’s dream.

In the room, there is me, awake. My patient room offers the morning after a while of watching for the sleeping 
body during the dark night. 
Passing by daily frequenting paths, yesterday’s words and faces appear and disappear without order. The same 
scent of coffee reaches each corners and different clothes cover the body for today. Things are touched, moved and 
used out in regularly repeating habitudes, then are refilled or replaced in their spot with little changes.

Spectra left in front of the eyes are wiped out with the mirror covered in dust, meaningless paper sheets are thrown 
with cut nails. Checking last day’s bills, I put the past diner in the drawer, and I find back useless older memories 
which I put back in the box full of odds and ends. Arranging a figurine on the bookshelf, I hear the voices of people 
with whom I’ve spent last summer, smell mom’s warm foods and feel the abundant air. 

Construction noises starting early in every mor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are not that annoying this 
morning. There will be a new complex functioning building which prepares to welcome its neighborhoods who 
stopped their visits for a while.

Among these buildings and those houses in permanent de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he ‘home’ keeps evading 
merciless mauls and cranes with me. It accompanies me, rides on the subways, walks and meets people.

‘Home’ is not just a space but a place or a thing connected with the more complex senses. It is temporally made up 
and removed. People go home where they are veritably allowed to have a rest. It is the time-space based on little 
souvenirs and familiar feelings, and it is the present built with spiritual frameworks. 

The memory does not only come from what I’ve experienced but also from what the place has experienced. Each 
object refers to other moments and places. People moving more and more frequently these days leave their traces, 
and others who possess nowhere take place anywhere, which becomes their home, now and here. 

Notes on the home.
JiSun LEE, 2014.



정신없이 반짝거리던 꿈에서 깨어난다.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본 적 없는 샛소리도 들려온다. 눈을 뜨고 오늘은 하늘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있는지 바라본다. 형태가 없는 
구름이 한가득 얇게 깔려있는 듯, 흰색도 회색도 아닌 익숙한 색의 아침이다. 눈을 비비고 창문을 연다. 지난밤 
꿈 때문에 쾨쾨해진 머릿속을 깨끗한 아침 공기로 조금 정화시킨다. 

방 안에 내가 깨어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뜰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준 나의 방은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다가 아침을 내어준다. 

매일 같은 순서로 훑고 지나가는 집 안의 동선에서 어제 지나간 말들과 바라봤던 얼굴들이 이따금씩 떠오르다가 곧 
사라져버린다. 어제와 같은 커피향이 구석구석에 퍼지고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는다. 조금씩 바뀌지만 어느정도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살림품들은 수시로 만져지고 옮겨지고 닳아없어졌다가도, 다시 그자리로 혹은 그 
근처로 그리고 새것으로 채워진다. 

눈 앞에 남아있는 잔상 찌꺼기들은 먼지가 덮혀있는 거울과 함께 닦아내고, 별 이유없이 모아놨던 종이조각들은 
잘라낸 손톱과 함께 버린다. 어제의 영수증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식사하던 시간을 서랍에 넣고, 오래되어 쓸모없는 
기억들은 버리려고 꺼냈다가는 다시한번 잡동사니 상자에 넣어둔다. 책장에 세워놓은 작은 모형을 똑바로 놓다가, 
지난 여름에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음식 냄새를 맡고 그 가득찬 공기를 느낀다. 

아침이면 공사가 시작되는 큰길쪽 건물은 기둥을 무너뜨리고 벽을 허물때만큼 시끄럽지는 않다. 그곳은 또다른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이 세워져 새로운 단장을 하고 발거음을 잠시 멈춘 동네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매일같이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집들 사이에서 우리집은 나와 함께 망치와 크레인을 피해다닌다. 오전이면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난다. 

‘나의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닌 그 이상의 감각들과 연결되어 구성되는 관념적인 곳 (혹은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세워지고 사라지기도 한다. 진정한 휴식을 갖기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간다. 그곳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추억과 익숙한 느낌에서 완성되는 시공간이자 감각의 뼈대로 세워진 현재의 보금자리이다. 

기억은 자신만이 경험한 과거에서도 비롯되지만 동시에 그 장소가 겪은 과거에서도 온다. 바라보는 물건 
하나하나는 그것의 추억이 서려진 다른 순간들을 떠올린다. 점점 더 많이 자리를 옮겨다니는 오늘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장소들에 흔적을 남기고, 그럴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곳이나 지금의 집이되는 길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한다.

집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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