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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Conversation(s) [sic]  | 레의 대화
 HD 비디오, 흑백, 유음, 01:04:10, 2016

2.  Hyphen | 하이픈
 아티스트북, 240×170×5mm, 헤적프레스, 2016

3.  Theresa Hak Kyung Cha Project | 차학경 프로젝트
 a) 차학경 프로젝트, HD 비디오, 컬러, 유음, 23:58, 2015
 b) 차학경 프로젝트 노트,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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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Sujin Lee)은 메릴랜드 
인스티튜트에서 순수미술을, 
뉴욕대에서 퍼포먼스 스터디스와 
스튜디오 아트를 전공했다. Millay 
Colony for the Arts, Blue Mountain 
Center, Newark Museum, I-Park 
등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로버트 W.심슨 
펠로십과 A.I.R. 갤러리 펠로십을 
수상한 바 있다. 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다. 
www.sujinlee.org

케이크갤러리는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작가 이수진의 개인전 
《말 사이의 거리 The Distance between Words》를 개최한다. 이수진은 텍스트와 
비디오,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통해 ‘언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수진의 
작업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며 살았던 작가의 경험과 그 환경에 대한 
관찰과 반응에서 출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인 <레의 대화>, 
<하이픈>, <차학경 프로젝트>는 ‘언어’에 접근하는 작가의 다각적인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 본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행 중인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전시이다.
 “나는 어디에 속해있는가?” 이수진은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곳”은 고정된 한 장소, 국가, 
혹은 문화권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하는 두 언어 — 영어와 한국어 — 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자신이 두 언어 사이의 공간에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수진의 작업은 작가 자신이 ‘언어의 사이의 공간’을 항해하는 방법이다. 
작가는 ‘말한다’는 신체적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발화의 요소들(억양, 
음의 길이, 감정, 머뭇거림, 실수 등)을 적극적으로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또한 
구어(spoken words)와 텍스트를 병치함으로써 이미지와 소리의 관계, 언어의 
소유권에 관해 이야기한다. 작가의 최근 작업은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언어의 성격을  
반영한다.

1. 레의 대화 
<레의 대화>는 단 채널 비디오로, 두 사람의 대화를 영어와 한국어로 보여주고 
들려준다. 대화자는 이수진과 유지원 (통역사/번역가로 활동 중인 이수진의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은 그들 자신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계속해서 상기되는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말하고 쓸 언어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대화의 각 섹션은 ‘레 ’ 음으로 구분된다. 대화(텍스트)는 여러 
방식으로 제시된다: 구어로, 녹취되어, 번역되어, 재현되어, 편집되어, 혹은 “비(非) 
편집”된 상태로. 이 텍스트(들)은 통제되는 동시에 즉흥적이기도 한데 이것은 
말로 하는 텍스트와 글로 적힌 텍스트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말로 하는 
텍스트와 적힌 텍스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지만 결코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하이픈 
<하이픈>은 이수진의 아티스트 북이다. 표제는 작가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절단하는 하이픈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를 반영한다. 이 책은 여러 개의 
다른 스타일의 텍스트의 콜라주다: 편지, 대본, 인터뷰 녹취, 리스트, 단어의 사전적 
정의, 위키피디아 문서 등. 이들은 제2 언어, 혹은 제3 언어를 선택하여 글을 쓰는 
작가들의 이야기와 함께 엮여졌다. 헤적프레스 박연주 디자이너와 작업했다. 

3. 차학경 프로젝트 
<차학경 프로젝트>는 이 전시의 또 다른 단 채널 비디오이다. 2001년부터 
이수진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차학경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이 비디오는 
작가가 구상하고 있는 학제간 프로젝트의 첫 파트이다. 이 작품은 차학경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탐험한다. 이 주제들 — 번역/여러 언어의 사용, 시간, 
어머니,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소리(반향 음으로) — 은 인터뷰이들의 말과 그들의 
차학경의 텍스트 낭송을 통해 언어와 연관되어 다루어진다. 여기서 차학경은 오직 
자기 자신의 텍스트와 타인의 기억, 목소리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리서치 기간 
동안 기록한 이수진의 노트들 일부분이 비디오와 함께 전시된다.

 이수진 개인전

《말 사이의 거리》

케이크갤러리 
서울시 중구 황학동 59번지 
솔로몬빌딩 6층
Cake Gallery 6F, Solomon Building, 
Hwanghak-dong 59, Jung-gu, Seoul
cakegallerykr@gmail.com    
www.cakegallery.kr  



두 가지 노트 
2012, 2009

스테파니 카니죠 ‐ Amer 

2012

나와 스테파니 카니죠의 노트 ‐ 

차학경의 <Exilée> 텍스트 
2011-12

프랜시스 리차드 ‐ Amer 

2012

<딕테> 한국어 번역자 

김경년과의 인터뷰 

2012

앞에는 <딕테> 첫 페이지의 불어-영어 텍스트를 비교하며 표시한 것.
뒤에는 <차학경 프로젝트>에 대한 2009년의 메모.

버클리 미술관의 큐레이터 스테파니 카니죠(Stephanie Cannizzo)는 차학경 
전시와 아카이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1년 9월 11일 버클리 
미술관에서 오픈했던 차학경의 회고전 <관객의 꿈>에는 미국 국기의 이미지를 
사용한 작품 <Amer>가 있었는데 차학경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작품의 의미의 왜곡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이 작품은 이후에 다른 미술관에서 
열린 <관객의 꿈> 순회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국기는 한동안 “미국인”의 단결과 함께 
국가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2011년 차학경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스테파니 카니죠에게 차학경의 설치작품 
<Exilée> 관련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했었고, 그 때 그가 영상작품을 보면서 나를 
위해 적어 준 노트. 볼펜으로 쓴 부분은 2012년 차학경 아카이브 방문 시 내가 다시 
영상을 보며 추가한 것.

<차학경 프로젝트>를 위한 프랜시스 리처드(Frances Richard)의 인터뷰 중 
차학경의 작품 <Amer>에 관한 부분 녹취. 리처드에 의하면 차학경의 “Amer”는 
America의 단어를 조각냄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개념으로서의 America에 대한 
질문이겠지만, 불어로 Amer가 “쓰라리다, 괴롭다 (bitter)”라는 뜻인 것을 안다면 
이는 America라는 단어와 의미를 더욱 강력하게 부수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인터뷰 당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김경년(여기서는 영문 이름인 
Kay로 표기)은 <딕테>의 번역 이후 한국 시를 영어로 번역해 왔는데, 그가 번역할 
때 고려하고 고민하는 점은 언어의 리듬과 억양, 음절의 개수 등이다. 

차학경 프로젝트 노트 (3-b)
[좌부터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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