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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About the door.

아홉번째 / 문에 관하여.



A frame is drawn on the wall, separating the rooms and distinguishing between inside and outside. On the dark 
hole framed with rectangular, a board of the same shape is added to be opened and closed. Twin handles are 
hanged on each side of the board one behind another. Once a little hole of a secret keeper takes place, there is the 
door which would be pushed and pulled. Closed door a little taller than a man looks like a picture, empty or full 
of figurations by itself. At the moment that it’s opened, the door changes the whole dimension of the plane wall to 
the voluminous space.

At the first place of someone’s house, the door welcomes guests with its monotone or colorful façade. In front of 
the block, people call certain names or make some promised noises to verify the presence of the other side. The 
button set next to the door makes a strong and dry sound to alarm about the person waiting outside or plays a soft 
music to greet the guest before anyone else. 

After a short moment of silent waiting, the door finally opens. A heavy creaking sound telling its past ages, a curious 
silence like in science-fiction, happy steps approaching in hurry behind, or restless ringing noises of the decoration 
brought from last travel… As many as different looks which walls and architectures have around it, the door also 
makes various sounds while moving. Soon after, there appear a break in the space and a limited landscape in front 
of the eyes. Behind the door, there is the friendly room I left this morning, the familiar office where I never find 
myself at ease, the train receiving all kinds of people with different destinations, or a place I’ve never imagined 
before.

The street which I’m longing appears like a hallway where I meet doors of multiple faces at every side I glance. 
Among these, I arrive at the destined address in front of which the door receives me. Despite the waiting which 
looks like facing the blocked wall, it is the narrowing moment just before flying off to the sky or diving deep into 
the sea. As turning the page of a book, we open the door to greet the morning, to put a first step of the last decision 
and finally to pass the gate. 

Following one after another, a number of doors are hung here and there. Slightly opened one attracts passengers 
with the light projected from inside, and wide one raises the head of a shrinking person by fresh air coming from 
outside. Uncountable doors we’ve already passed keep the time and the space of other days and nights. The door 
closed by a former one gets opened by the next one and allows only a few to unlock it with the promised key. 
The world grabbed in the hand lights on the colorful screen from the deep darkness only for its host. Opening 
the closed eyes and ears, we get face to the others and perceive the world, though the door, and protect the mind 
chamber by putting a correct lid in the hole.

Notes on the door.
JiSun LEE, 2015.



안과 밖을 구문하고 방과 방 사이를 가로막는 벽 위에 네모난 틀을 그린다. 검게 뚫려있는 구멍에 테두리를 만들고 
구멍만큼 네모난 판을 달아 닫고 또 연다. 판의 앞면과 뒷면에는 같은 모양의 손잡이가 등을 맞대어 달린다. 
마지막으로 비밀을 잠궈놓을 수 있는 작은 구멍마저 생기면 당겨지기도 밀리기도 하는 문이 된다. 닫혀 있는 문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비어있는 혹은 이미 그 자체로도 화려한 그림이 된다. 그리고 열리는 순간 문은 벽이 
놓여진 평면의 공간을 순간 입체로 만들어 버린다. 

누군가의 집 가장 앞자리에서 문은 화려하거나 혹은 단조롭게 손님을 맞이한다. 가로막힌 문 앞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손으로 약속된 소리를 만들어 너머의 인기척을 확인하기도 한다. 세트처럼 
나란히 있는 초인종은 딱딱하고 강렬한 경고음을 내며 바깥의 사람을 알리거나 부드러운 음악소리를 내며 
기다리는 손님에게 주인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조금의 정적과 기다림이 지나면 비로소 문이 열린다. 세월만큼 둔탁하고 무거운 삐그덕 소리, 공상영화에 들어온듯 
스르르 비밀스러운 소리, 문 뒤에서 사람을 맞으러 달려오는 들뜬 발걸음의 소리, 또는 언제인가 여행에서 
사들고온 장식방울이 정신없이 달랑거리는 소리… 문을 달고있는 벽과 건물의 모습만큼 다양한 소리로 문이 
움직인다. 곧이어 틈이 갈라지며 눈앞에 풍경이 활짝 열린다. 문 뒤에는 친숙한 방이 있기도 하고 익숙하지만 늘 
불편한 사무실이 기다리기도 하고 러시아워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가 흘러 넘치기도 하고 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이 등장하기도 한다.

걷고 있는 길은 복도와도 같아서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다양한 얼굴의 문을 만난다. 그 중에 내가 찾는 주소에 
놓여진 곳을 찾아 다가가고 문앞에 서서 우리는 기다린다. 가로막힌 벽을 마주한것과도 비슷한 모양새의 이 
기다림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 혹은 물속으로 뛰어들기전 움츠림과도 비슷하다.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이 문을 
넘겨 아침을 맞이하고 결심의 발걸음을 떼어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간다.

문 하나를 지나가면 또 다른 수많은 문들이 여기저기에 걸려있다. 비스듬히 열려있는 문은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공기의 시원함으로 갇혀 웅크려 있던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한다. 이미 지나온 수 없이 많은 문들은 그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킨다. 누군가 닫아놓은 문을 뒤이어 도착한 이가 
다시 열기도 하고 언제인가 잠궈놓은 문은 몇명에게만 주어진 열쇠로 해제된다. 손 안에 쥐어진 작고 넓은 세계는 
수시로 바꾸는 기호로 검은 어둠에서 화려한 화면으로 주인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문을 마주하는 우리는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 세상을 맞이하고 또 뚫려있던 구멍을 꼭 맞는 문으로 덮어 마음의 방을 수호한다. 

문에 관한 노트.
이지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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