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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발명’이라고 지목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전세계 180여개 비엔날레 가운데 여성미술

인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유일한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

니다.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국제적 큐레이터 ‘제인 파버’(Jane Farver)가 예술감독을 맡아서 거

시적이며 평행우주적인 시각으로 작업하는 13개국 28명의 여성작가들의 작품 약 77점을 선보입

니다. 폭 넓은 연령대의 여성작가들이 제작한 주옥같은 작품이 인천을 방문합니다. ‘미지의 대지’라

는 본전시 주제가 제시하듯 복잡한 현실 속에서의 삶을 벗어나 또 다른 나를 넓고 깊게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우주와의 소통, 즉 작은 우주인 인간의 관

계, 자연의 관계, 과학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남녀작가가 함께하는 조율전은 정치와 권력에 결부된 예술의 문제와 폭력과 갈등, 그리

고 희망적인 예술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며, 8개국 112명의 작가를 선보입니다. 인천여성미술비엔

날레의 버팀목인 참여전은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미술인 166명의 작가가 후원하며 

출품하는 나눔의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작가개인전은 2004년부터 4회에 걸쳐 총 430명이 함께 했으며, 2011년에는 117명의 국

내·외 한국여성작가들이 참여하여 여성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여성과 문화>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객들과 더욱 가

까이 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인천작가들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오픈 스튜디오, 여성작가 아카이

브 등과 함께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있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시아 여성들도 이러한 새로운 길

을 개척하고 그곳에 혼을 담는데 적극적입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한걸음 한걸음 자신

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기록한 에세이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

길 바랍니다.

조직위원장 권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인사말씀

여성에 대한 통찰

-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만드는 이야기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reputed as one of the ‘Inventions 

in the Art World’ is the only biennale hosted by women artists among 

approximately 180 biennale exhibitions currently held around the 

world.  The 2011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s directed by Jane 

Farver, an international curator. In the Biennale, 28 female artists from 

13 countries will present 83 artworks depicting macroscopic, multiple 

universes. Women artists from a broad range of ages will show gemlike 

works made with their undefeated hearts and minds. As suggested 

by the theme ‘Terra Incognita’, the exhibition i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ponder upon the lives and worlds beyond complex reality. 

It also encourages communication with another universe beyond time 

and space, and relationships with peoplewithin divided universes. 

The Tuning Exhibition will cover the works by male and female artists 

who focus on the issues such as politics and power, violence and 

conflict,  arts and society, featuring the works of 112 artists from 8 

countries. The Exhibition Participation is a solid platform of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supported and sponsored by women artists. It 

shows 167 Korean women under the theme ‘Alone Together.’ 

<Experiences: Asian Women in Global Culture> is one of the projects 

designed to reach wider audiences. Open Studio Projects attracted 

local residents to pay attention to local artists. Women Artists’ Archive 

will be on the biennale website promoting each artist’s ouevres. 

People tend to aim for new things and look to the future. Asian women 

also find new paths, invest their hearts and souls, cherish their values 

of life. The essays included here will offer a glimpse of their resilient 

lives.

Kwon, Kyung-Ae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GREETINGS

Insights on Women
- Stories that IWAB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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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의 길거리를 걷다보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흔하게 들을 수 있다. 한국이 그만큼 여행,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방

문하기에 용이한, 글로벌화된 사회라는 증거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팝문화가 외

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보다 더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것 같다. 백화점 위치

를 물어보는 젊은 중국여성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지하철에서는 지도를 들고 일본어로 대

화를 나누는 젊은 여성들을 보게 된다. 이주노동자도 넘친다. 지하철공사가 한창인 곳에서

는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 친한 친구의 여동생은 아기를 키우려고 조선족 아

주머니를 고용했다는데 그 아이는 벌써 조선족 엑센트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열리는 인천 또한 마찬가지다. 차이나타운은 말할 것도 없고 남

동공단 등 공단지역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1880년 제국주

의의 압력으로 인천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로 개방된 이래 해안가인 제물포 인

근 지역에는 외국인 전용지역인 조계지가 들어섰으며, 이후 인천은 끊임없이 인접한 중국, 

대만, 일본부터 멀리는 미국, 영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이 들어오고, 가난을 극복하고

자 하와이, 미국, 일본 등 외국으로 돈을 벌고자 한국인이 떠나는 관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제물포 구락부(Jemulpo Club)는 그 조계지 내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클럽으로 100여년 전 인천에 왔던 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던 화려한 사교장이다. 

이곳에서 플라맹고를 추던 중국계 여성과 외국인 남성들이 어울리며 외국에서의 향수를 달

래기도 했다. 예전 그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역사유적으로 지정되어 과거의 기억을 더

듬을 수 있는 유물과 영상을 보여준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외국인

이 지은 건물-병원, 호텔, 맨션, 대사관-은 인천이 100년도 넘게 국가 경계를 넘은 문화 

교류의 장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과거 배를 타고 제물포를 통해 들어오던 외

국인들은 이제 한국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간다. 인천은 

책을 엮으면서: 
이야기 모으기

양은희 

프로젝트 매니저/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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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 그러했듯이 여전히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다. 

그러한 도시에서 여성미술가들이 모여 비엔날레를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 문

화와 여러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되며, 서로 비켜 지나가는 통로이자 허브(Hub)와 같은 이 

도시는 그만큼 다양한 삶의 드라마를 보여주었을 것이고,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국경을 넘

는 경제활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여성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졌을 것이다. 그

런 빠른 변화는 지난 40여 년간 이룬 한국의 고속경제성장기와 맞물리면서 여성들의 의식

과 경험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민소득 (GNP)이 2만 달러를 넘는 시대에 인천의 

여성작가들이 모여 만든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그동안 조용하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도록 

교육받은 여성작가들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며, 

지역성을 넘어 세계의 여성들과 교류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의 장일 것이다.  

2011년 10월 5번째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www.iwabiennale.org)가 열렸다. 그 동안 

페미니즘 미술을 비롯하여 도시, 환경, 부조리한 사회, 새로운 장르탐구 등 폭 넓은 종류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국내외 여성작가, 큐레이터, 미술관 전문가, 학자 등이 심포

지엄, 컨퍼런스, 패널, 전시 등에 참여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특히 2011년은 처음

으로 외국인 총감독인 제인 파버(Jane Farver)가 초대되어 비엔날레를 이끌었는데, 인천의 

지역미술인이 모여 만든 비엔날레가 향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양한 포맷으로 풀어야 하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비판과 이 비엔날레의 ‘여성’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적대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

보다 확실해진 것은 이 비엔날레가 여성들의 창작기회를 증대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장치로서 충분히 설득력있게 변모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비엔날레를 맞아 이 비엔날레가 그동안 표방해온 이슈중의 하나인 ‘아시아와 여성’

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 2009년 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의 커미셔너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지역 여성작가들에게 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

었고 이번에는 전시가 아니라 책으로 풀어보고자 조직위원회에 제안을 한 것이다. 가야트

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다른 아시아 (Other Asias)>에서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듯이 아시아지역의 여성작가들

을 하나의 렌즈로 보는 것은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선 유럽의 제국주의

가 만들어낸 ‘아시아’가 과연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공통된 이슈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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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면에 그 점검의 결과 서로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진단과 분석이 

허무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아시아의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할 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 책은 어떤 시도에 그칠 수

도 있다. 그러나 시도는 변화의 기반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존의 담론의 틀을 이용하

기보다는 주변의 여성문화인들의 경험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기로 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 

여성이라는 공통분모만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며, 주변에 사는 아

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들이 들려 줄 이야기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2011년 6월경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국내외의 지인들을 통해 내보내기 시작했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www.iwabiennale.org)는 그 동안 여성작가, 큐레이터, 미술관 전문

가, 학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1

년 올해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 여러분의 경

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책(그리고 e-book)으로 만들어 널리 배포하고자 합

니다. 보내주신 에세이는 <경험: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여성과 문화 (Experiences: Asian 

Women in Global Culture)>라는 책으로 2011년 10월 말에 발간됩니다. A4용지 2장-3장 분

량의 원고를 한글 또는 영어로 0월 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세이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발행한 책 1권을 보내드립니다.

문화이론가들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여성의 위치를 희생적이며, 아직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험한 글로벌 세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는 아시아 여성이 글로벌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이런 관점은 모두 아시아 여성을 희생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아시아 또는 세계 전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 여성의 경험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아시아 여성의 삶을 지켜본 경험을 모은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저희는 아

시아 여성의 삶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믿으며, 희생적인 모습 이외에서 스스로를 자각하

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또는 그와 정반대의 이

야기 모두를 모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성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여성/예술가/전문가/학생 등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보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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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차

분히 글을 쓰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대신에 이메일과 전화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왜 이런 주제가 아직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

다. 결과적으로 10월 중순까지 약 15편의 에세이를 받았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글을 

받지 못한 것은 시간제한 때문이기도 했다. 향후 더 좋은 기획 하에 더 의미있는 책이 나오

기를 기대한다. 

글을 쓴 사람들은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 한국 등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

이며, 아시아에서 살고 있거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아시아여성으

로서 겪는 경험을 말하기도 하고 아시아 여성을 관찰하면서 얻은 경험을 말하기도 한다. 나

와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말하기도 하지

만, 실제 경험을 토대로 허구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이 다큐멘터리적인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이야기를 보내준 예술가들에게 감사하며, 아울러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11년 자의적, 타의적 이주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은 어떤 삶

을 살고 있을까?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에세이를 보내지 못하고 전화로만 말을 전한 작가 A

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A는 우연한 기회에 다문화가정의 주

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 주부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각

국에서 한국의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에게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필리핀 출신의 B가 있었다. B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에서 살다보니 비슷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과의 교류의 기회도 적고 남편의 가족들과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

다. 그러다가 지역의 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강의를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강의가 A의 강의다. 그때 A를 만나 매주 1번씩 바느질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

기를 자수로 풀기 시작했으며 덩달아 한국어도 배우고 정보도 주고받는 시간을 보내게 된

다. A는 B를 비롯한 수강생들과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만났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느질로 풀어가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과 연민을 갖게 되었고, 이후 우정을 쌓

게 된다. B는 한국에 온지 4년이 되었지만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A의 강의를 들으면서 보낸 1년 동안 한국어 실력이 크게 늘었다. 그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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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선생 A가 있었고, A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한국어

를 배웠으며, A와 한국어로 말하면서 연습시간이 더 생기게 된 것이다. 변한 것은 B만이 아

니다. 이제 A는 자신의 작업만을 하는 작가가 아니다. 그 강의를 가르치면서 같은 여성으로

서 B와 같은 여성들을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B와 같은 이들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번 10월에 그런 작품을 모은 전시를 만

드느라 나에게 에세이를 보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예측가능한 아시아 여성의 모습과 변하는 모습, 그리고 숨겨진 

모습까지 다양하게 보여준다. 모국을 떠나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간 용감한 여성, 제1세

계에 살면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여성에게 풀기 힘든 과제라는 것을 자각하는 여

성, 여전히 착취당하는 동료 여성을 보며 분노하는 모습, 소극적이며 조용한 이미지의 여학

생들이 보여주는 확고한 자기주장, 서구문명의 스펙터클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아시아 어린

이의 모습, 아시아에서 minority로 살아가면서 지역 여성과 우정을 쌓는 백인여성의 이야

기, 12년간 작은 도시에서 여성영화제를 진행하면서 공감할 수 있 주제를 찾아 지역 여성

들이 스스로의 삶과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온 개척자의 이야기 등 사연도 다양하다. 그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으로 남긴 이 책이 

변화를 위한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영화 <도가니>가 전국을 강타했다. 2000년대 들어 일어난 실화를 

토대로 만든 이 영화는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 여

학생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성폭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 때문에 장애인 성추행

과 성폭행에 대해 보다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화 한편

이 제도를 바꾸고 있다. 간혹 여성문제는 오늘날 문화에서 주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 한

국 남성들이 있다. 그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제도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생산이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책 역시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제도의 부조리, 

관습적 부조리뿐만 아니라 여성이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될 

것이다. 

  



13

It is now common to hear a wide variety of foreign languages on the streets of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in Korea. One can regard this as an evidence that Korea now has 

become a globalized society where people can easily visit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raveling or job opportunities. In recent years, especially with the rise of Korean pop 

culture in overseas countries, there seems to be more young tourists visiting Korea. 

On the street, people often meet young Chinese women asking where the department 

stores are. In the subway, people see young women hold maps and talk to each other 

in Japanese. There are also a lot of migrant workers. One can hear more of foreign 

languages than Korean in construction sites for new subway lines. One of my friends 

hired a Joseonjok (a term referring to Chinese people of Korean descent) babysitter, and 

her baby already speaks in a fluent Joseonjok accent.

Such is the same for the city of Incheon, the venue for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Not to mention its Chinatown district, it is common to see people speaking 

foreign languages in industrial areas of the city, for example in Namdong Industrial 

Complex. Since the city’s port has been forcefully opened to foreign vessels by the 

pressure exerted by Japanese imperialism, foreign settlements were established in 

areas near Jemulpo, the coastal district of Incheon. After the opening of its port, Incheon 

became the gateway for a constant influx of foreigners from nearby China, Taiwan and 

Japan, and even from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a 

gateway for Koreans to leave the country to earn money in foreign lands such as Hawaii, 

the mainland United States, and to overcome their poverty.

Jemulpo Club, which is my favorite historical site in Incheon, was the first Western-

style club opened in the foreign settlement and was a social club where the foreigners 

Introduction: 
Collecting Stories

Eunhee YANG 
Project Manage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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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me to Incheon 100 years ago had Christmas parties. Here, Chinese women and 

foreign men danced Flamenco to soothe their homesick. The building is still remained 

intact and is designated as a historical site where visitors can see objects once used in 

the building and various video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lub and its members. More 

than the Jemulpo Club building, a great many numbers of old buildings - hospitals, 

hotels, mansions and embassies - scattered around the area proves that the city was a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or more than 100 years. Foreigners, who once 

arrived in Korea by ship via Incheon’s Jemulpo port, now enter the country vi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biggest airport in the country. As it has been for the last 100 

years, Incheon still is a gateway to enter and leave Korea.

It must not be a mere coincidence for women artists gather in such a city and organize 

a women artists’ biennale. The city, which functions as a pathway and hub where 

different culture conflict and merge, must have shown diverse lives and stories to 

women, and the voices of women must also have grown during the fast and competitive 

changes. Linked together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during the last 

40 years or so, the fast-paced changes must have greatly affected the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of women. Organized by women artists in Incheon, the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equals a statement that women artists, who were formerly educated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given circumstances, now actively plan their lives. Moreover, 

it will function as a field of active practice to overcome their locality and exchange with 

other women in the world. 

October 2011 witnessed the 5th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www.iwabiennale.

org). Ever since the biennale was launched in 2004, it has introduced diverse works 

dealing with such a wide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eco feminism, city, environment, 

social injustice, as well as exploration of the genres of art. It has also facilitated 

networking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women artists, curators, museum 

specialists and scholars by organizing various events. This year, the biennale invited 

Jane Farver as the first foreign artistic director in its history. The incorporation of foreign 

artistic director worked as a chance to evaluate the biennale’s possibility to expand 

and grow in the future. Though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needs to be more issues 

and diverse types of works as well as more expertise to make the biennale grow, what 

has become clearer is that this biennale has convincingly transformed itself in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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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to increase creative opportunities where artists can tell diverse issues. 

‘Asia and Women’ is one of the issues that have long been advocated by this biennal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ince I first started working with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n 2009 as a commissioner, my interest in Asian women artists has grown. 

This year, I proposed the production of this book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s a way 

of exploring such an interest. As Gayatri Chakravorty SPIVAK has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one should regard Asia as a single continent in Other Asias, viewing women 

artists in Asia should hav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is convenient for 

examining the common issues of women despite the fact that ‘Asia’ is a geographically 

vast region that has sociopolit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oncept itself 

is a product of the European imperialism.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irming an insurmountable gap, which then leads to a danger of devaluating 

diagnoses and analyses made by the examination. I admit the fact that there still is 

confusion among approaches to understand women in Asia. However, attempts to take 

different approaches are the base of changes. This book thus aims to find certain clues 

from experiences of women in the field of art, rather than using the existing frames of 

discourse. As an Asian woman and as an editor of this publication, I was also curious 

about what kind of stories I would hear from the others, who are the same with me only 

in terms of their gender. So I decided to ask the contributors of this book a question 

about how and what they are observing Asian women around them including themselves, 

for I also had an anticipation that I would be able to find some clues from the stories they 

would tell.

From around June 2011, I started to send out the following to people whom I know in 

Korea and overseas.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has sought to build networks of women artists, curators, 
museum personnel, academics and other intellectual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This year IWAB 
expands its boundaries to a book project, and requests that you send responses to the following 
question. All the replies will be published in a book entitled Experiences: Asian Women in Global 
Culture to be published in October, 2011. Please send 300-800 words in English to the project 
manager/editor at iwab2011@gmail.com.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is October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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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a copy of the book (and e-book) in return.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book project and IWAB exhibitions, please visit www.iwabiennale.org.

Question:

Cultural theorists have discussed the status of Asian women in a globalized world, as victims or 
as the under represented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Gayatri Chakravorty Spivak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omen‘s roles in an abusive global world while Arjun Appadurai focuses on Asian 
women being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traded within the globalization process. Most of these 
arguments evolve around the context of the victims or the unprivileged woman.

IWAB is soliciting your stories or experiences with or as Asian women living in Asia or 
anywhere in the world. We believe that there are multiple aspects to the rapidly changing Asian 
women’s lives, from women being empowered, entitled to women being ignored. IWAB wishes 
to collect your narratives as a woman/artist/professional/student, and to share them with audiences 
throughout the world hoping to create a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women of the world. 

The response to my request was generally positive. But most of the people were busy 

with their obligations, jobs and etc., and many were not able to keep their promises to 

contribute. A number of people pleaded that they could not calmly write in the middle 

of their busy daily routine. Instead, the stories I could hear via e-mails and phone calls 

led me to have a firm belief that the theme this book deals with can resonate to people. 

Consequently, about 16 essays were submitted until mid-October. Without limitation of 

time,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have more essays, but I hope there will be another 

chance to produce more meaningful outcome.

The contributors of this book are women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China, Thailand, Vietnam, India,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ho are 

currently living in Asia or other parts of the world. They tell about their own experiences 

as Asian women, sometimes about experiences from their own observations on Asian 

women. While the stories told in this book are mostly based on each contributor’s own 

experience, some of them are fictional stories that stemmed from the real experiences. I 

am grateful for those who sent me their creative stories so that this publication does not 

limited to documentary essay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end my appreciation to a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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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ors who sent their writings to be shared with the readers of this book.

What kinds of lives do Asian women live now in 2011? They live around the globe, 

dispersed through voluntary or forced migration. I would like to tell a story, which was 

told by an artist who was not able to send an essay but shared her story over the phone. 

She is living in a small city in Korea, and recently had a chance to teach a class on art to 

married immigrant women. They were from various Asi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hey were married to Korean men residing in country areas. Among 

her students was B, a woman from the Philippines (I will refer to the artist and her 

student as A and B from this point on). Residing in a country area, where there are not 

many people, B had few chances of exchange and had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her husband’s family members. She then came to know about the class for married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rganized by a local cultural center. The teacher 

of that class was A. Attending the class, B started to meet A once a week and did 

needlework in the class with A. She then started to tell her story through embroideries 

she made, as well as to learn Korean and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s. Although A 

first met B as a teacher, she came to sympathize with women like B and want to know 

more about their lives while teaching them to tell their own stories through needleworks. 

It led her to build friendship with her students. In the case of B, she spoke little Korean 

and was unable to communicate with her Korean family although she spent almost four 

years in the country. But her Korean has improved greatly in a year’s time while she was 

taking A’s class. Her motivation came from the fact that there was A, who would listen 

to her story. She learned Korean more diligently to talk with A, and could practice more 

Korean while talking with A. In the end, it was not only B who has been changed. A is 

no longer an artist who only cares about her works, for she cannot let herself to ignore 

women like B. Consequently, she is still helping women like B express themselves 

through needle works. She apologized that she couldn’t send her essay for the current 

publication, for she was preparing for an exhibition to be held in October that would 

present the needle works created by her students.

The stories shared in this book show various pictures of Asian women that are 

predictable, changing, and sometimes hidden. There are a variety of stories; a woman 

who left her home country and explored her life; a woman who realizes that raising 

a child while working is a difficult task for women even though she lives in a first 



18 2011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world country; a woman who is enraged to see her fellow women who still live under 

exploitation; Asian women students that look passive and silent yet decisive; girls in Asia 

who grow up surrounded by the spectacles of Western civilization; a white woman who 

builds a friendship with local women while living as a minority in Asia; and a pioneer who 

has operated a women’s film festival in a small city for 12 years and found subjects that 

can arouse sympathy from local women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m to ruminate 

over their lives and the wider world that affects their lives. And there are stories by artists 

who find inspirations from other women from the past. Being a record of such stories, I 

wish this book to be a foundation for further examination.

While preparing for this book, a movie titled Silenced (Korean title reads Dogani, 

meaning a crucible) has become a hot issue across the country. The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in which the principal and teachers of a school for the deaf in Gwangju 

committed sexual assaults against deaf-mute girl stud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was finally investigated in the 2000s. The movie’s social impact is phenomenal; 

along with people’s responses on internet, partial amendments to laws on sexual crimes 

are planned to be made to impose more severe punishment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on the disabled. One movie is changing the system. There are Korean males 

who often say that women’s issues are no more important in the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 wonder what they would say when they watch Silenced. If cultural production 

can make changes in women’s issues, this book would also be a meaningful addition to 

such effort. More platforms are needed to speak about the issues related to women as 

well as the irrationalities of the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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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제주여민회가 <여성이 만든 세계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

이자 주제로 시작해 올해 12회를 맞은 제주여성영화제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기반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시대의 가장 친숙한 매체인 영상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인종, 계층, 문화에 얽힌 여성의 삶을 우리 여성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성이 처한 현실

을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공감의 장을 넓게 끌어 모아 보자는 것이다. 동시에 제주여성

의 현실적 한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바로 끌어들여 제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감하며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극복해보려는 여성문화운동이다. 그것은 위반과 전복의 행위들이 다

양하게 변주되어 드러나는 제주여성신의 원형들을 제주여성 속에서 현대적으로 일깨워내는 

은근하고 다양한 분열의 시도이기도 하다.1)  

 

독립적이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그늘에 비춰 든 햇살 - 전복顚覆의 힘

깊고 푸른 바다에 계절과 나이도 잊고 거침없이 들어가 자맥질 하며 소라 전복 등을 채

취해내는 해녀라는 제주 여성의 ‘물질’ 작업! 경제적 주체가 되어 가정을 이끄는 제주여성

의 강건한 이미지로 대표되었다. 세상이 놀라워하는 독특한 생산 활동이자 그 만큼 자부심

이 강한 직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강건함 뒤에는 ‘소로도 못나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

는 표현처럼 제주여성에 대한 노동착취의 그늘 역시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해녀들이 간직

한 수많은 소중한 삶의 겹들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로 지켜지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 멸종위기 직업이 되었다. 

높아진 교육열과 상대적으로 다양해진 직업과 풍요로워진 경제, 그리고 거칠고 힘든 일을 

피하려는 경향의 자연스러운 결과 등으로 거친 여성 물질 노동 의존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게다가 TV의 보급으로 대중화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 속 예절이란 이름으로 미화

제주여성영화제가 
틔워내는 싹들

안혜경 

2011년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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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부장적인 유교적 질서가 제주여성에게 순종적이고 부드러우며 부계 중심적 위계질서

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2)  

이런 분위기는 기존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특성과 이상한 혼성 교배를 이루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강인한 경제적 독립심을 갖는 익숙한 정체성을 거칠다

거나 예의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분열의 지점

을 우리 여성의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화 해나가며 오히려 지혜와 사랑과 오곡의 제주여

신 자청비 원형을 우리 안에 일깨우게 만드는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한 

영화가 있었으니!  

콘서트홀에서 만나는 페미니즘 <팝의 여전사 The Righteous Babes>3) 는 첫 해에 소개

된 인상적 다큐멘터리로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유명한 여성운동가 및 이론가들과의 인터뷰

와 유명 여성 팝가수들의 인터뷰와 공연이 교직되며 여성음악이 젊은 여성들에게 끼치는 영

향들에 초점을 맞춘 강렬한 영화이다. 세계적으로 한창 인기 있던 스파이스걸즈를 빗자루로 

쓸어 담아 버려야 한다며 통렬히 비판하는 ‘아니 디 프랑코’, 교황사진을 찢었던 일로 인해 

공연을 거부당했을 때 무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선언하듯 말하고 퇴장하던 ‘시네이도 오코너’

의 당당한 모습과 카톨릭계통 학교의 억압적 교육의 문제를 체험한 기억에 대한 인터뷰, 성

폭행을 당한 끔찍한 악몽을 음악 활동으로 이겨내고 여성을 위한 ‘긴급상담전화’를 만들도

록 도움의 손길을 뻗은 ‘토리 아모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극성을 다해 얻어내는 뜨거운 가

수 ‘마돈나’! 자신의 열망과 욕구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금기 혹은 마

녀 사냥식 여론을 그녀의 옷차림과 행동과 말과 노래로 거침없이 드러내는 모습! 그런 멋진 

모습에서 제주의 여신 자청비의 한 특성을 느끼며 놀라워했다. 그것은 강한 여성을 부정적

으로 바라보며 부드러움이란 미명으로 순종적 여성이란 남성들의 로망에 자신을 맞추는 것

에 대한 단호한 부정! 오히려 자신의 열정과 열망을 긍정적이고 강하게 드러내는 강한 주체

적 의지에 지혜로운 부드러움을 잘 조화시켜 여성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권력을 오히려 역

으로 붙잡고 흔들어버릴 수 있는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충격적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들

었다.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의 세계를 오가며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강건한 제주의 여성신 

자청비! 여성영화는 그렇게 그녀를 새롭게 만나게 하였다. 

대중적 성공을 거둔 그녀들의 노래 가사들엔 그들 삶의 애환이 거침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당시(여전히) 유행하는 헤어진 님 그리워 한숨 쉬는(물론 헤어짐은 가슴 아픈 것) 찔

찔이 사랑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그 가사에 식상한 우리들(내게?)에게 갈증을 해갈해주

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영화제 기간 내내 로비에서 그녀들의 노래와 가사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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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읽을 수 있도록 음악을 준비하고 가사와 경력을 번역해 파일로 철해 공유하는 억척 열성

을 부릴 만큼 신선했다.

촘촘한 혈연 및 학연 지연으로 얽힌 사회를 흔드는 지진! - 다양함에 대한 낯섦.

제주는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한 사람 건너 다 친척이고 친지이고 선후배사이가 된다. 

그 친숙함은 여성들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드러내며 관습을 벗어나려 할 때 답답한 올가미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럴 때 여성영화는 여성들에게 답답한 현실에 “맞다 맞아, 그렇지, 에

이 정말!” 하는 공감의 공간이자 삶의 지표 혹은 정체성을 스스로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역

할을 한다. 

동성애와 여성의 성적 욕망, 결혼 관계 속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의문 혹은 이를 넘어 가

장 오래되고 강한 관습인 결혼제도에 대한 도전, 성폭행 피해자의 고통과 용감한 드러냄 그

리고 여성들의 연대, 여성 노동자와 이주여성 노동자, 이주 여성 결혼자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대, 장애자 중에서도 여성장애자들에 대한 다중적 억압을 드러내고 이들의 욕망에 

대한 따뜻한 시선 등 일반 상영관에서 대중적으로 공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주

제와 소재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을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으로 함께 감상하

면서 공감하는 기회! 그런 기회는 촘촘하게 얽힌 혈연지연 사회의 단단하고 오래된 관습화

된 관계성을 흔들어 툭툭 끊어내며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새롭게  여성 자신이 스스로 연결

해 만드는 관계성을 이끌어내는 흥미로운 역할도 한다. 여성영화제 때 받은 관람객 영화감

상기에 드러난 그녀들의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끔찍하게 정상적인>4) 이란 성폭행피해 여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힘든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감상기의 몇몇 대목들을 보면,

“....이 영화는 준비되지 않은 내게 잔인했다. 현실을 닮은 영화는 견딜 수 있

어도, 그 영화 자체가 온전히 현실이라니, 게다가 피해자가 주인공이라니.....”, 

“몇 년 전엔가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했다는 뉴스 

보도에서 ‘자살로써 순결을 지켰습니다’란 아나운서의 멘트에 고개를 끄덕였었

지. 그럼, 그 여자애는 살아있는 한, 순결하지 않다
4 4 4 4 4 4

는 얘긴가? 그런 물음이 든 건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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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고 했다.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본 

영화라 더욱더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엄마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

게 해 준 영화이기도 하다.”

공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열어내 보이고 공감하며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들을 여성영화

를 통해 접했던 경험은 그 후 관람객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주 확

대해주고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협소한 관객층을 넘어서며

제주에서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여성영화 초기에 영화제 공간을 마련

하기 위한 분투는 참 눈물겨웠다. 장소가 적절하면 영화 내용과 상영시간에 대한 시비가 있

었다. 이를 피하려다 어느 해에는 태풍이 몰아치는 날, 비가 새는 평범한 강연실에서 접이 

의자들을 놓고 진행하기도 했었다. 예산의 문제 역시 걸림돌이었다. 회원들과 제주여민회이

사들은 직접 발로 뛰며 후원을 받아내고 티켓을 판매하러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건 여전

하지만 이제 현장 티켓 판매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차차 여성영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국립박물관 강당, 영상위원회 영상실 등으로 상영조건이 좋아졌으며 작년

부터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겨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서울여성영화제를 찾았을 때! 당시 40-50대 언니들이 곱게 차려입고 영화 보러 나

온 모습과 남·녀 학생들이 학과 수업으로 연계되어 상영장을 가득 채우던 모습들! 참 부러

웠다. 그러나 이제 12회를 맞은 제주여성영화제! 그 언니들이 영화제 공간을 메우고 있고, 

드물지만 학생들 역시 학교 수업과 연계되어 교수들과 영화를 찾는다. 

성적 욕망에 대한 긴장과 같은 관습적 금기나 결혼이란 제도에 대한 질문과 도전을 다룬  

<뜨거운 분출>,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교육, 신자유주의 속 노동과 환경문제, 결혼과 묻

혀버린 아내의 꿈을 다룬 <익숙한 낯섦>, 성소수자, 에이즈, 싱글맘, 결혼 이민자, 이주 노

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을 다룬 <소주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란 섹션에 더하여 올해

에는 <전쟁과 여성>이란 섹션을 새롭게 만들었다. 

가부장제가 군사주의나 제국주의와 결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전쟁이나 분

쟁지역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현실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조차 함구하게 만

든다. 특히 제주도는 국가 권력에 의한 4.3이라는 끔찍한 공동체 파괴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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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여성에게 가해진 고통은 지금껏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만큼 상처

가 깊다. 관련된 영화 4편을 상영했는데, 특히 군사기지가 과연 우리들 삶의 안전을 보장하

는지 묻는 다큐멘터리 <Living Along the Fenceline>은 막 출시되어 제작국인 미국에서 

조차 아직 몇 번 상영되지 않은 영화로 한국어 자막을 넣어 관람객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강정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가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위협, 그리고 여성의 안

전과 관련될 문제에 대해 공동 감독 Gwyn Kirk과 뜨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시

간이었다. 이처럼 서울여성영화제에 거의 의존하던 영화의존도를 조금씩 넘어서며 제주 지

역에 오래된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영화로 나눌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가고 있다.

어떤 힘든 조건이라도 이겨내며 여성영화를 제주에서 함께 공유하겠다는 결심으로 버틴 

12년. 이제 현실에 대한 공유를 넘어 현실을 극복해내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대거 만들어

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인종, 계층, 문화 등 삶

에 얽힌 시선들을 관객들과 공유함으로써 내 삶을 성찰하고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힘을 키워내고 있다.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여성 영상인들을 발굴

하고 육성하여 지역 여성의 문제를 영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1)　 당시 “「자청비, 가믄장아기, 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이란 제목으로 김정숙의 제주여성신의 원형을 범주화

한 연구는 제주여성신을 일반인들에게 흥미롭게 소개하였다. 여기에 신당기행 등 전통무속신앙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제주여성의 원형질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시켜 제주여성문화운동에 흥미로운 원형적 준거를 제공하였다.

2)　 계급, 계층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제주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시동생에게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사용했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처남에게 매형이라 불리며 처의 동생들에게 반말이 자연스러운 결혼남성에 비해 결혼여성은 시동생들에게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라 부르며 존대어를 사용한다. 제주에서도 그렇게 변화되었다.

3)　 Pratibha Parmar 프리티바 파마 감독, 영국, 1998, 50분, 다큐멘터리

4)　 Awful Normal 끔찍하게 정상적인, Celesta Davis 셀레스타 데이비스 감독, 미국, 76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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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Jeju Women’s Film Festival celebrated its 12th edition. The festival was first 

started by Jeju Women’s Association as a part of their cultural movement. Organized 

under the title and theme “Stories about Women, Made by Women around the World,” 

the first edition of Jeju Women’s Film Festival was initi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By employing the medium of video, 

which is the most familiar form of media in our contemporary world, Jeju Women’s 

Film Festival aims to view lives of women in various genders, races, social classes and 

cultures through women’s own eyes, as well as to recognize the real condition under 

which women are situated. Through these, the film festival aims to promote a ground on 

which women gain the sympathy of the public. At the same time, the film festival is itself 

a cultural movement by women, which tries to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by making both genders in Jeju Island realize and sympathize with limits in 

the real world not by their intellect but by their hearts. It is also an attempt to facilitate an 

implicit and diverse disjuncture that undertakes a modern revisitation of the archetypes 

of goddesses in Jeju Island, who are presented through a wide variety of subversions and 

appropriations.1)

The Power of Subversion -Highlighting the Resistance of Independent 

and Strong Women of Jeju Island

‘Muljil (diving),’ it is done by Jeju’s Haenyeos (women divers) who forget about seasons 

and their ages when diving straight into the deep blue sea to collect seafood such as 

turban shells and abalones. Haenyeos have been represented as a strong image of 

women in Jeju, who lead their families as economic agents. It is a unique production 

activity that amazes many people, and an occupation that goes with a strong sense of 

The New Possibilities Stemming 
from Jeju Women’s Film Festival 

AN Hyekyoung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2011 Jeju Women’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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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But such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occupation has its own shadow of labor 

exploitation of women in Jeju, as seen in an expression, “You born as a woman if you fail 

to be born as a cow.” This has led the job to the brink of extinction, although people hope 

the precious layers of lives that have been kept by Haenyeos to be preserved as a part of 

Jeju’s unique culture.

Job opportunities that are relatively diverse than the past, affluent economy, and 

the tendency of avoiding tough and difficult jobs have weakened the dependence on 
Muljil (women’s diving) in Jeju. Moreover, as televisions spread across the island of 

Jeju, patriarchal Confucianist order was beautified as manners in movies and dramas, 

generating a social atmosphere that forced women in Jeju to behave sheepishly and 

softly, tacitly accepting the patrilineal hierarchy.2) Hybridized with the pre-existing strong 

characteristics of women in Jeju, this atmosphere has created a strange phenomenon. It 

has made some people in Jeju negatively regard the familiar characteristics of women’s 

strong economic independence as rough or impolite. But there was a movie in this year’s 

film festival that made us feel confident that we women can actively manage such point of 

disruption via our own view and rather change that into the point of recognition where we 

become aware of the archetype of Jachungbi, a goddess who appear in tales in Jeju as a 

goddess of wisdom, love and the five grains (ice, millet, beans, wheat and barnyard millet)!

The Righteous Babes3) is an intense documentary that focuses on the effect of women 

in the music industry on ordinary young women. It features interviews of renowned 

feminist activists and theoreticians such as Gloria Steinem as well as interviews and 

concert scenes of popular women pop singers. It was screened at the first edition of Jeju 

Women’s Film Festival in the ‘90s. In this documentary, Ani Difranco sharply criticizes 

the Spice Girls, who was very popular at the time of its filming, that they should be swept 

away to a dump; Sinead O’Conner appears as her proud self at a concert where she 

delivered her opinion declaratively and walked out of the stage after she was attacked 

by public opinion for tearing down a photo of Pope John Paul II in another concert; She 

also appears in an interview on her memory on the problems of oppressive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Tori Amos overcomes her nightmarish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nd helps establish ‘RAINN (The 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for women 

in danger of rape and violence; Madonna achieves what she wants by every possible 

means; Her straightforward exposure of herself through her fashion, behavi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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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 that are against social taboos that oppress women who are active in pursuing their 

yearnings and desires, or, against public witch hunt on such women! I was surprised to 

see such beautiful things in the documentary, recognizing a certain feature of Jachungbi, 
the goddess of Jeju. It was a firm denial against conforming to men’s dream of obedient 

women in the name of mildness! The documentary brought about a shocking change 

of mind that is a restoration of self-esteem, which can be done in return by using 

strong independent will and wise mildness in harmony to disturb the power that tries 

to put women under its control. Jachungbi, the goddess of Jeju who is wise and strong, 

and move across the worlds of life and death! The film festival has led me to meet the 

goddess with new eyes.

In the lyrics of songs by the famous women musicians in the documentary, one can 

see the joys and sorrows of their lives without any disguise! It was fairly far from the 

squeaking love songs full of tears that lamented  their sorrows about the separated 

partners (separation is surely a heartbreaking incident), which was (and is) popular at 

the time, and played a role of an oasis to us (or only to me?), who were fed up with lyrics 

of such love songs. The documentary was so inspiring that people played the songs by 

women musicians appeared in it at the lobby of theater during the film festival, translated 

the lyrics and personal history of each musician into Korean and bound them in files to 

share with others.  

The Unfamiliarity towards Diversity - A Symbolic Earthquake that 

Shakes the Society of School Ties and Blood Relations!

Everyone is related as relatives and connected through school ties in Jeju Island, since 

it is a small local community. This familiarity to each other sometimes puts heavy burden 

on women and limits them when they try to subjectively present themselves and free 

themselves from old conventions. At such moment, women’s films provide space for 

women to sympathize each other, exclaiming, “Yes, it is so, that’s right, for real!,” and plays 

a role of a symbolic earthquake that shakes the indicators or the identities of their lives.

A chance to watch movies dealing with issues and subjects that are difficult to be 

shared with public! This festival is a chance to watch films in a variety of styles such 

as drama, documentary, animation, etc., and to share thoughts and sympathize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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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e issues and subjects include same-sex relationships, women’s sexual 

desires, questions on fixed gender roles within marriage relationships, or, beyond that, 

a challenge against the marriage system which is the oldest and strongest custom, 

solidarity among women,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exposing the multiple oppression on the disabled - especially on disabled women, and 

a warm-hearted view on their desires. Such an opportunity shakes and damages the 

established and old relationships within a society of kinship and regional relations, and 

yet is sometimes offended by the existing system. In other times, however, it plays an 

interesting role that leads a relationship created by women themselves in which they 

connect people by themselves. There were so many of the stories written in audience 

reviews! They are the evidences of such moments of women’s active creation of relations. 

The following is from one review of Awful Normal (2004), a documentary about two 

women’s arduous quest to heal their trauma of sexual abuse.

“...This movie was cruel to me, who was unprepared. I can stand a movie 

that resembles the reality, but this movie was the reality itself, and the victims 

were the protagonists...,” “A few years ago, when I was watching a news 

report of a high school girl jumped off the roof and killed herself after she was 

sexually assaulted, I nodded in agreement to announcer’s commentary that 

she ‘kept her chastity by committing suicide.’ Then, would she NOT BE VIRGIN 

as long as she was alive? It took so long for me to think of such a question...”

“I heard that sexual abuses are committed by those who are close to its 

victims. I was deeply touched by the movie since I saw the movie as a mother 

of a daughter. It taught me what a mother should do if her daughter was 

victimized by sexual abuse.”

The experience of getting to know the tales of revealing stories that cannot be easily 

shared, sympathizing with each other, and overcoming their wounds through watching 

women’s films has very much widen audiences’ view on the world and changed their lives.

Overcoming the Lack of Space for Watching a Variety of Movies 

and the Problem of Narrow Audience

The absence of a space where one can encounter a wide variety of movie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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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 In the early days of Jeju Women’s Film Festival, the struggle to have a space for 

the film festival was so intense and painful. When there was a proper place for the film 

festival, there were always claims against the content of movies that will be screened, 

as well as scheduling problems. To avoid these problems, we once had a screening in 

a lecture room where rain was leaking, on a stormy day, with folding chairs. Budget 

problem was also an obstacle to Jeju Women’s Film Festival. Staffs and board members 

of Jeju Women’s Association had to look for support and sell tickets. (Tickets are still 

sold personally, but now there are more people buy tickets at the official ticket booth.) 

As women’s films are more and more understood and accepted, screening conditions 

for the film festival has gotten better. We now screen movies at Jeju National Museum’s 

auditorium and Jeju Film Commission’s screening room. Starting from the last year, 

a newly opened Seolmundae Women’s Cultural Center has been a home for the Jeju 

Women’s Film Festival.

The moment when I visited the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When 

I saw eonnis (a friendly word used by females to address those who are older than its 

speaker) in their 40s and 50s dressed up and visiting theaters, and students in both 

genders fully fill up theaters as a part of their classes! I was so envious of them. But now 

Jeju Women’s Film Festival is celebrating its 12th edition! The same eonnis now fill up 

theaters, and students visit theaters with professors, though it is yet a rare occasion.

This year, “War and Women” was added as the fourth section of the film festival. The 

first section, “Hot Explosion,” deals with taboos such as strains against sexual desires, 

or questions and challenges against the marriage system. The second section, “Familiar 

Strangeness,” looks at social issues and personal lives, including subjects of temporary 

workers, adolescent education, issues of labor and environment in the age of neo-

liberalism, and forgotten dreams of wives in the marriage system. The third section,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the Minority,” explores lives of the sexual 

minority, AIDS patients, single moms, immigrant workers and the disabled.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ise when patriarchy is intertwined with militarism or 

imperialism force women in war-torn areas and conflict zones to remain silent about 

oppressions they face, even in communities of which they are members. Jeju island has 

a traumatic history of 4.3 Massacre (4.3 referring to April 3) in which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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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rcefully dissolved. What’s more, sufferings inflicted on women during the 

massacre were so profound that they are not openly mentioned until now. This year, Jeju 

Women’s Film Festival screened 4 movies related to such issue, including Living Along 
the Fenceline, a newly-produced documentary that was not yet shown to audience in the 

United States, a country where it was produced. Along with the screening, there was a 

chance to have a deep conversation with Gwyn Park, the co-director of the documentary, 

abou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at Kangjeong village4) and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health threats and safety issues regarding women in the area. Slowly, but 

steadily, Jeju Women’s Film Festival is reducing its dependence of programs from the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and creating its own base that will support 

exchanges of thoughts and ideas on women’s issues in Jeju area.

12 years of endurance have passed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share women’s films 

in Jeju, regardless of any harsh conditions. Beyond just sharing women’s situation in 

reality, now I feel that there are many stories being created, about women who overcome 

their own reality. Jeju Women’s Film Festival is facilitating balanced views and empowers 

people to reflect on their lives and have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It is done 

by sharing different views on people’s lives, including various genders, races, classes 

and cultures. I am expecting that this film festival would work as a solid foundation for 

discovering talented women in the field in Jeju Island and nurturing them to reveal and 

discuss women’s issues in Jeju.

1)  Written by Jungsook KIM, Jachungbi, Gameunjangagi, Baekjutto - Jeju Island, Myth and Women (2002, Jeju: Gak 
Publishing), categorized the archetypes of goddesses of Jeju island and introduced them to general public in 
an interesting way. The book provided a great help to women’s cultural movement in Jeju island by drawing 
interests and discussions on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women in Jeju island.

2)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ocial classes, married women in Jeju Island usually called their 
husbands’ younger brothers without using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past. It was different from the general 
way of addressing brothers and sisters of one’s spouse according to Korean manners, where it is natural for a 
married man to address his wife’s brothers and sisters without bothering to use honorific expressions, while 
a married woman has to use certain expressions such as Doryeonnim (an unmarried brother of her husband), 
Seobangnim (a married brother of her husband) and Agassi (an unmarried sister of her husband). In Jeju Island, 
the way of addressing has now changed to resemble the general Korea way.

3)   This 50 minutes documentary was directed by Pratibha PARMAR in England in 1998,.

4)   In 2007, the plan to install a naval base in K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was announced by Korean 
governm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village is one of the most well-preserved natural sites of the island, the 
government has no plan to drop the plan for installing the naval base. As of October 2011, the small village of 
Kangjeong has become a place where various NGOs, human rights activist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in Korea 
are gathering to express their solidarity with the vill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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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뉴욕시에 있는 공립 대학에서 수십년 간 학생들을 지도한 백인 여성 미술사학자로서 

꽤 많은 다민족 학생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온 대학원 단계의 학생들

로서, (공교롭게도) 아시아 여성이라는 특별히 강한 표상을 지니고 있다. (내 학생 중에 왜 

그렇게 아시아 남성이 별로 없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페미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나

의 평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 아시아 남성은 대체로 

적은 수였다.) 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여학생들을 일반화하는 시각을 따르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수년 동안 각기 다른 개인으로 학생들을 대해 왔다. 하지만 일반화할 수 있

는 측면도 있다는 걸 인정 해야겠다. 확실한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아시아 여학생들의 언

어 습득력은 대체로 다른 동료들을 모두 앞지르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아시아 학

생들이 매우 성실하다는 스테레오타입이 잘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들 여학생들은 미술사 글

쓰기에 있어서 서구 출신의 동료 학생들보다 더한 혹평을 감내해야 하곤 했다. 한편으로 그

건 자신의 모국어와는 너무나 다른 언어로 단호하면서도 섬세하게 아카데믹한 문체를 힘겹

게 구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혹평을 감내하는 것을 보며 이들이 대단히 참을성이 많

고 공손하며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 학생들, 특히 아시아 여학생들

에 대한 몇 가지 긍정적인 스테레오타입들이 확고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아시아 여성에게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이들이 (희생은 고사하고) 온순하거나 순응적일 거라는 스테레오타

입이다. 내가 접한 아시아 학생들은 상당히 단호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

았다. 사실, 학생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해당 학문분야의 기존 서술을 확장하거나, 때로는 

그 학문적 규범과 경계를 검증하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이들은 큰 소리를 내거나 격한 

논쟁을 벌이는 방식보다는 철저한 연구와 공들여 가다듬은 논증을 통해 이를 수행했거나 하

고 있다. (아시아성에 빗댄 말로, 공들이는 공예 노동자라는 비유를 하기도 한다.)

나의 
아시아 학생들

애나 C. 체이브 

미술사학 교수/뉴욕시립대학교 퀸즈 대학 및 대학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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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단계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가지는 최종적인 유산에는 자신의 발간 작업도 있

겠지만, 같은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결국 그 분야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제

자들의 활동 또한 포함된다. 이번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양

은희는 나의 제자이고 그러한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출신의 많은 제자들이 자

신의 나라에서나 다른 어디선가 현대미술 분야의 구조를 유의미하게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여성의 지적 리더쉽의 지위를 상정하는 데에 부가되는 문화·사회

적 복잡성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여성 국가원수는 부재

하지만, 그러한 미국에서보다 더한 것 같다.) 양은희의 뒤를 잇는 이들이 머지않아 더 많은 

혁신을 이룰 거라 전망한다. 사실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 싶다. 이와 더불어 내가 우려하

는 것은 희생자라는 아시아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대항-서사가 적극적으로 생산되

도록 유도되어 왔다는 점인데,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펜대에 묻은 여성의 피해의식의 

실상을 지나쳐 버리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도 

역시 어떤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이야기로서 성

노예 문제를 한번 보자. 이 문제에서 아시아 여성에 관한 중요한 쟁점은 경제적 사안에 관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동화되었는지(acculurated)에 관한 것이기

도 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시야를 수많은 아시아 여성들, 페미니스

트들, 인권을 수용하는 이들의 삶이 보여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려야 하

며, 이 외에도 젠더화된 문화 학습과 불공평한 사회 환경을 항상 경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를 환기시켜, 수많은 아시아 여성들의 실상을 설명하고 굴욕과 불행의 삶을 

소멸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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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white female art historian teaching for decades in a public university in New York 

City, I have a very multi-ethnic student population with (as it happens) an especially 

strong representation, at the graduate level, of Asian women hailing mostly from Korea 

and Japan. (I can’t say why there have been so few Asian men: my feminist reputation 

may partly explain it, but there have been less of them in general in the programs where 

I teach.) My first instinct is to resist the prospect of generalizing about my female Asian 

students, whom I have come to know over the years as quite distinct individuals. Yet 

I admit that there are ways that I could do so. For one evident thing, their mastery of 

languages has generally outpaced all their peers, not to mention their teachers, and 

in that way (as in others) they have answered to the stereotype of the Asian student as 

unusually diligent. But--in part because they do inevitably struggle to produce strong yet 

subtle academic prose in a language so different from their own—these women have 

often needed to endure more criticism concerning their art historical writing than many 

of their Western peers. And I have found them all remarkably stoical, respectful, and 

gracious about doing so—thereby confirming several other positive stereotypes about 

the Asian student, and perhaps especially the Asian woman. A stereotype that has fit less 

well, however, is that of the Asian woman as meek or compliant (never mind victimized); 

for my own Asian students have been decidedly self-possessed and willing to voice their 

ideas. In fact, these students have all undertaken truly challenging projects that entailed 

expanding extant disciplinary narratives and, at times, testing disciplinary norms and 

boundaries. They did or are doing so not in loud or polemical ways, it is true, but rather 

through intensive research and painstakingly crafted argumentation. (And there lies 

another trope of Asian-ness: the painstaking craft worker.)

For professors who have the chance to teach at advanced levels, their legacy ultimately 

My Asian Students

Anna C. CHAV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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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s not only through their own published work, but as importantly through the 

work of their students who continue on in the field, determining its very future. As this 

Incheon endeavor ought to prove as a case in point-- since Eunhee Yang was among 

my students--some of my female Asian students have already helped to meaningfully 

reshape the contemporary art field in their home ground and elsewhere. (I can’t 

pretend to say firsthand, but I gather there generally remain some cultural and social 

complexities attached to the assumption of positions of intellectual leadership by women 

in Asia, however, more so still than in the U.S.--notwithstanding the latter’s continuing 

absence, say, of any female head-of-state.) There is plenty more such renovation in the 

offing, I promise, from those who have followed in Yang’s footsteps; and nothing could 

gratify me more. At the same time, I do worry about having been induced to produce 

a positive counternarrative to the stereotype of the Asian woman as victim, because I 

think feminists ignore the realities of female victimhood at their peril. And I know--in an 

admittedly more distanced way than I know my own, relatively privileged exemplars of 

Asian womanhood--that that there is some truth in the negative stereotypes, too. Look, 

for instance, at the problem of sexual slavery as a harrowing, contemporary, global 

story in which Asian women play a sizeable role, due not only to economic issues, but 

also, surely, to how they have been acculturated. So my last words will be these: besides 

shifting our sights upward to acknowledge the remarkable achievements visible today 

in the lives of so many Asian women, feminists and the human rights-minded must also 

stay alert to, and continue to alert others to, gendered cultural training and unjust social 

circumstances that might help explain the fact of too many other Asian women (though 

of course not Asian women alone) lapsing instead into lives of submission and mis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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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절망하고 침묵하는 존재였던 아시아 여성은 그들이 남자와 함께 자연의 조화를 구

성하는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착취당해 왔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알게 되고, 씨

앗이 조금씩 자라나듯 가부장적 세계에서 자기 자존감을 형성해 가고 있다.

나는 작업을 통해 가족 관계라는 덫에 걸린 여성의 정서적 단계를 드러내고, 아시아 문화

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이 처한 도덕적 조건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이들 질문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의 어떤 문제나 상황을 인간의 권리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남성에 의해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가족 내 여

성 상이나 상처입은 몸으로 인한 흐느낌은 일상의 기억에 오래도록 지속된다. 내가 끊임없

이 질문하는 것은 이들 여성들이 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 굴복하는지에 대

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은 여성들이 일생 동안 오직 한 남자, 즉 남편에게 속한다

는 사실 때문이다. 재혼한 여자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에서 쫓겨나야 하는 죄인으

로 취급당한다. 수많은 가정에서 여자들이 어떤 반발도, 저항도, 이의제기도 못하고 남자들

의 부당한 대우를 참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나 또한 성장과정에서 착취에 대한 강한 

굴욕감과 성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접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

하고 출구 없는 문제들 속에서 여성의 정서적 조건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모두가 상이한 전통과 문화,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과 결부된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기억들은 여성 학대를 향해 재빨리 귀를 대는 개념적 구조와, 사회 구성원이 사

회 내에서 평가받는 관습에 따른 재현 과정에 대한 이해로 다시 확인될 수 있다. 그것이 사

회적 기준, 윤리, 가치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여성이 비인간화되어 성적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사회 인습에 갇혀 있는 것이 여성이 처한 상황이다. 사회와 환경의 한 부분인 

여성학대에 귀를 닫는 
현실과 싸우며

파트리 침녹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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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공간에서 관객에게 묻는다. 이는 개인적인 편견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주제를 신선하고 색다른 관점으로 열어보자는 것이다. 관객들이 타당성을 판단

하거나 설득되는 자리가 아니라, 관객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 방식을 교환하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

로를 평등하게 대한다면, 이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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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eing voiceless and desperate, Asian women have 

been neglected and exploited, even though they are, equally to men, an essence of nature 

balance. In globalisation, most women still believe in concepts of human rights. They 

remain learning their potential and create their own self esteem like a seed which is bit-

by-bit growing in the patriarchal world.

My work reveals emotional stages of women who are trapped into the sense of 

family relationship and questions conditions of ethic as well as roles of women in 

Asian cultures. The emphasized questions are to review and understand those certain 

problems and situations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experience in child life, sob from a bruise body and a reflection of woman 

in family, mentally and physically, by the man who was a husband linger in the memory 

every day. I keep asking why and how long these women have surrendered to such a 

condition. The same answer which crops up is that, in their life, women belong to only 

one man, a husband. Women who remarry are considered ruined, sinners who have 

to be expelled from the society. It is the only reason that women in many families bear 

maltreatment from men without any counter, rebel or even question. With a very strong 

sense of surrender to exploitation, the behavior which is against ethic under sexuality, I 

grew up getting stuck in the emotional condition of women under no-exit problems, not 

achieving a solution to those difficulties. 

I believe everyone has life memories which are related to different traditions, cultures 

and social backgrounds. The memories are reviewed for insight into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in conceptual structure which turns a deft ear to woman abuse, the 

convention for social member to gain social respect, even though it opposes to social 

norm, ethic and value. The condition of women which is trapped to social convention 

in which women are dehumanized to sex objects. I, a part of society and environment, 

Against a Deft Ear to Woman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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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 questions to audiences in public space in my art project. It is to open the issue to 

new different viewpoints without individual bias. Audiences are not convinced to value 

justification but provided space for learning and exchanging their diverse experiences 

and ways of thinking. Finally, I do believe if we, people, respect in human rights and treat 

each other equally, peace will be last forever in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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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비엔날레가 제안한 ‘경험 :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여성과 문화’라는 제목도 그렇

지만, 소통과 연대를 지향하는 담론은 종종 “지금 여기 ~ 으로 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시작한다. “지금 여기, 아시아에서 여성 미술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

인가?” 하지만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여성, 아시아인(혹은 엄마, 아내, 딸 등등)이라는 

범주를 의식하면서 혹은 그 위치를 계속 참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 ‘나’로 산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예술 분야의 사람들은 더 그렇다. 이 분야

는 워낙 비교가능성이나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유일무이한 체험의 환원 불가능한 성격을 옹

호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일하는 까닭이다. ‘비교 불가능성’ ‘범주화 불가능성’은 종종 이 분

야 사람들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까지 격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교 가능성에 혹은 범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

정은 정반대이다. 범주는 사방에 출몰한다. 그것은 언제 등장하는가? ‘타자’와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이(아마도 남성인 누군가가)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규정하려고 할 때이다. 예

를 들자면 이런 일이다. 오래 전, 한 공공 미술관의 햇병아리 학예연구사였던 나는 개관 초

기 미술관의 기획이 흔히 그렇듯, 장르별로 지역 미술의 현황을 짚어보는 전시의 한 꼭지

를 맡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주제는 ‘드로잉’이었다. 아직 다양한 작가들을 알지 못했고 전

시 준비 기간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는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비평가

였던 보스의 책에 등장하는 몇몇 작가들을 선정했다. 그 목록을 본 한 선배/동료 왈, “전부 

여성 작가네요? 여성 작가만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나는 

작가들의 성별을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이 궁색해진 나는, 

“어...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드로잉이란 장르가 뭔가 여성친화적인가?”라는 답변 밖에 하

지 못했다. 지금이라면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는데요. 전부 여성 작가면 안되는 건가요?”

라고 되물었겠지만. 

경험 : 
보편성과 특수성

조선령 

독립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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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선배/동료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무심히 눈에 

띄는 대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언컨대 전원이 남자 작가였다면 같은 형식

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여성만으로 구성된 집단은 항상 눈에 띠고, ‘이질

적’으로 보인다. 왜 그들이 몰려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여성은 집단으로 뭉쳐 있어야 남성 한 명의 몫에 갈음한다는 

견해도 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이 여성 세 명에게 돌아갔다는 사실도 이와 분명히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타자에 의한 이런 ‘범주화’는 한 개인으로 살아가던 개인에게 자기의 ‘범주적’ 정체성에 대

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여성은(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

람들 역시) 이런 경험에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왔다. 어느 분의 농담처럼, 여성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아각성과 단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왔다. 이런 ‘기회’의 지점

마다 발생하는 ‘불편함’을 둘러싸고 여러 방향의 발걸음들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세간

의 인식을 역이용해서 여성이 뭉쳤을 때 어떤 모양새가 나나 한번 볼테냐, 라며 팔걷어붙이

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이다(이와 약간 비슷하게, 나 역시 이후 여성 작가를 ‘의도적으

로’ 전시에 포함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더 세련되고 한편으로는 더 강력한 전략은, 여성

이 ‘보편성’의 주체이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크 랑시에르의 

주장을 이용해서 말해보자면, 여성이 끝까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대해 

말할 때, 보편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가진 우연성(즉 그것은 우연적으로 남성에 의해 점

유되어왔다는 사실)이 폭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해 전인가, 이화여대에 학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다. 학교 앞 옷집 밥집에는 가끔 갔어

도 학교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학회가 열린 건물에서 신선한 경험

을 했다. 화장실 문 앞에서였다. 보통 화장실 문에는 ‘남자’ ‘여자’라는 이름이나 그에 갈음하

는 기호가 붙어 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갔던 그 건물에는,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이

라고, 여자 화장실에는 그냥 ‘화장실’이라고 씌어 있었다. 여대에는 원래 남자 화장실 숫자

가 적어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신선한 명명법이라니! 

통상 ‘남자’라는 범주에는 각종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 남자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범주

의 대변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라는 범주를 보편적인 것으로 명명한 이 화장

실 문패 제작자는 보편성의 범주 자체가 가진 우연성을 드러내준 것이 아닌가! 랑시에르가 

물론 여대 화장실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지점에서 그가 말한 급진적인 정치

적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했다. 랑시에르는 ‘불화(mésentente)’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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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적 계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계급이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는 마르크스의 언급을 상기시킨다. 

여성이라는 범주가 보편성에 편입된 하나의 특수성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면, 여전히 중

심과 주변의 구분은 확고할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나는 일단 랑시에르를 지지하

고 싶다. 

랑시에르 운운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결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현실의 긴박함과 맞물

려 있는 문제이다. 최근 트위터에서 누군가, “모두들 안철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김진숙

처럼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한진 중공업의 업무 성격상, 정

리해고된 그녀들의 동료들은 대부분 남자일 것이다. 그런데 5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의 여

자인 그녀가 지상 35킬로미터 위에 솟아 있는 크레인 위에서 300일 가까이 버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행위를 통해 그녀는 여성의 아이콘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모든 개인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김진

숙에 대한 기사 아래에는 “미친 아줌마”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김여진에게 퍼부어진 “얼

굴도 못생긴게...”라는 악플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미친 인간이 아니라 구태여 미친 아줌마

이고, 못생긴 인간이 아니라 못생긴 여자인 것이다. ‘그들’이 명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김진

숙이나 김여진이 가진 ‘여자’로서의 특수성이다. 그리고 김진숙과 김여진이 ‘쿨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논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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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ith the title suggested by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e. “Experience: Asian 

Women and Culture in the Global Age,” discourses that aim to promote communications 

and solidarity often start with the question of “What does it mean to live as (something/

someone) here and now?” and “What does it mean to live as a woman working in the field 

of art, now here in Asia?” But I’m not living my everyday life constantly thinking about 

categories such as woman and Asian (or mother, wife and daughter among others), 

or repeatedly referring to such categories. I just live as an individual, as ‘me.’ This is 

the case for everyone, but it is especially so to people in the field of art. It is because 

people in this field very much support irreducible properties of unique experiences than 

comparability or group identity, and work upon such properties. ‘Incomparability’ and 

‘impossibility of categorization’ are often elevated to be a supporting ground for the 

people in the field of art.

But it is also true that we are not unexposed to comparability or categorization even 

under such conditions. Indeed, the opposite is the case. Categorization lurks everywhere. 

When does it appear? It appears when one encounters ‘the Other,’ when somebody 

else (possibly a male person) addresses me and tries to define me with such a name.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such an occasion. A long time ago, as a newly appointed 

curatorial researcher at a public museum, I took charge of one section in a survey 

exhibition. As exhibitions at newly opened public museums should be, it was an exhibition 

that looked back on the local art scene of the time according to different genres. The 

theme that was allocated to me was ‘drawing.’ With no knowledge of local artists as well 

as enough budget, I selected some artists I saw in the articles written my boss, who was 

a long-time local critic. Then one of my seniors/colleagues said, “They are all women 

artists? Is there any special reason you chose them all women artists?” I never thought 

Experienc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Seon Ryeong CHO 
Independent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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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ender of the selected artists before I was asked the question. Distressed by the 

sudden and unexpected question, I was only able to give a response, “Urgh... I didn’t think 

about it, but now I see it is so. Maybe drawing is somewhat women friendly?” If it was 

now, I would question back, “There’s no special reason. Is there any reason it should not 

be all women artists?”

I don’t think that the senior/colleague said such a comment with a negative nuance. I 

think he just unintentionally threw the question with not much thought. But I can surely 

say that such a question would not have been raised if the selected artists had been all 

male. It is true. A group composed only of women is always noticed and seems ‘disparate.’ 

It feels as if one has to tell the ‘special reason’ why they gathered together. (Though from 

a little different angle, there’s also a view that women should gather as a group to equal 

one man. I think the fact that this year’s Nobel Peace Prize was given to three women 

shows a clear connection to such notion.)

Such ‘categorization’ done by the others awakes the recognition of one’s ‘categorical’ 

identity by each individual, who has been living his or her private life. Women (and others 

who are in many ways minorities) have been exposed to this sort of experience far 

more than men. As someone once jokingly remarked, women have had more “chances 

of self-recognition and empowerment provided by the state.” Around the ‘difficulties’ 

happening in such points of ‘chances,’ many directions are possible. One of them is to 

take advantage of the the public’s view and actively behave as if to say: Have a look at 

how it looks when women get together. (In a similar vein, I once ‘intentionally’ included 

female artists in an exhibition after the happening I described above.) But wouldn’t it be a 

more elegant, and, on the other hand, powerful strategy that women think of themselves 

as agents of ‘universality’? To be more specific, referring to Jacques Rancière, the 

contingency of the concept of universality (or the fact that the concept has been 

accidentally occupied by men) can be exposed when women do not cease to talk about 

the rights of ‘human being’ rather than that of ‘women.’ 

It was maybe a few years ago, and I happened to visit Ewha Women’s University for an 

academic conference. I had visited busy streets in front of the campus for shopping and 

eating out, but it had been a really long time since I went into the campus. Then I had an 

inspiring experience in the building where I attended the conference. It was in fro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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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for a toilet that the experience happened. Usually, there are the words ‘men’ and 

‘women’, or signs corresponding to each gender attached to toilet doors for each gender. 

But in that building, only men’s toilet had a sign ‘men’s toilet’ while women’s had just 

‘toilet.‘ I was not sure of the reason why they did that, maybe it was because there were 

not many men’s toilets in women’s universities, but what an inspiring way of naming!

The category of ‘men’ generally does not accompany a variety of modifiers, for the term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al category of ‘human.’ But isn’t it true that 

the maker of the toilet signs exposed the contingency of the category of universality itself! 

Rancière, of course, did not tell a story of toilets in women’s universities, but I thought I 

discovered a radical political possibility at that point. When explaining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field that creates ‘mésentente (disagreement),’ Rancière recalls Marx’s notion 

that the proletariat was able to become a historical class for they did not represent their 

interest but that of humankind. If the category of women is difficult to become more than 

a specificity included as a part of the universal,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would still be firmly maintained. There can be a number of different views on 

this matter, but I would like to support Rancière’s view.

Though I quoted bits of Rancière here and there in the current writing, it is by no means 

an abstract discourse, but a matter that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dire problems 

in our reality. Recently, someone on Twitter sharply pointed out, “Everyone wants to 

become AHN Cheol-soo1)  but does not want to become KIM Jinsuk.”2) In the case of a 

strike at Hanjin Heavy Industries, Kim’s laid off colleagues would be mostly men. Then, 

what does it mean that a woman in an age of 50, which is not that young, is ‘living’ on a 

35 meter-crane now almost for 300 days? Through Kim’s action, she became an icon of 

women, an icon of every worker, and, moreover, an icon of every individual who resist 

the neo-capitalist order. However, in a comment section of an article about her on web, I 

saw a comment that she is “a mad auntie.” It is the same kind of flaming that happened 

to KIM Yeojin3)  that her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is unpleasant for she is “ugly.” 

For those who flamed the women, KIM Jinsuk was a mad auntie not a mad person, and 
KIM Yeojin was an ugly woman not an ugly person. What ‘they’ want to identify is the 

specificity as ‘women’ that KIM Jinsuk or KIM Yeojin has.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very logic that KIM Jinsuk and KIM Yeojin are nullifying with their ‘coo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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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N Chulsoo is a founder of AhnLab Inc., an antivirus software company. He is currently working as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of a medical school who turned into a successful CEO and a tech-guru, he has been considered a special 
figure for a long time. In the recent years, however, he received public attention for his direct commentary on 
various social issues, which led him to become an iconic figure as a ‘mentor’ for the young. Most recently, he 
was recommended to be nominated for the position of the Mayor of Seoul as a representative of a league of 
nongovernment parties, though he declined the offer.

2)    KIM Jinsuk is a member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ho has been continuing her 
crane-top sit-in from January 2011. She has been staying at crane No. 5 in Youngdo shipyard of Hanjin Heavy 
Industries, located in Busan, Korea. Her protest drew a lot of attention and thousand of people visited the site 
in support of her. Her use of Twitter using her cell phone on the 35-meter high crane enabled her to express 
her opinions directly to anonymous public. However, Hanjin Heavy Industries, the company responsible for the 
protest, is still very hesitant in solving the problem that made her to stay on the crane.

3)   KIM Yeojin is a Korean actress who is recently receiving a lot of public attention for her active engagement in a 
number of social issues. As in the case of KIM Jinsuk, her use of Twitter as a means of communication enabled 
her to facilitate more influence and interest of the public in many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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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 서구 세계에서 삶의 대부분을 산 아시아 여성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자

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속된 곳은 어디인지, 즉 동양인지 서양인지에 

대해 늘상 타협해야만 했다. 나는 여자 아이보다 남자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남아 선호 가정에서 성장했다. 엄마는 매우 강인하고 똑똑한 분이셨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

었지만, 그럼에도 아빠는 왕처럼 대접받았고 가족 모두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해야 

했다.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던 나는 그저 한 명의 여자라는 부수

적인 역할을 배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다. 어른이 된 나는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오픈 마인드의 온건한 자유주의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 주입된 

전통적인 유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야 이런 복잡한 이중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모성 본능은 거의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커졌고, 잠재의식에 자리잡고 있던 한국 문화 특유의 역할 모델, 즉 좋은 

아내와 과보호하는 엄마로서의 모습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

작했다. 가족과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형적인 

엄마의 상은 큰 부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쁨이기도 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곧 태어날 아이에게 최고의 모성애를 줄 거라고 다짐했

다. 

요즘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짧은 출산 휴가를 내고 한 두달 후에 다시 일터로 복귀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일을 택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좀 부

릴 수가 있었고, 일을 포기하더라도 생후 2년 동안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지내기로 굳게 마

음먹었다. 내 안에 헌신적인 한국 엄마가 새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와 집에서 

아이와 일 사이에서

최은영 

작가/큐레이터



46 2011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몇 달을 지내면서 점점 암울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교육용 완구가 어떤 게 있는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어떤 문제들과 씨름하거나 보다 크고 창

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었다.

아들이 4개월쯤 됐을 때 나는 드디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다. 귀하디 귀한 작은 아이

만 돌보는 것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더 큰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다

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받았다. 결국 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아들

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데 대해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안해진다. 일과 아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집

에 틀어박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만 생각하는 엄마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힘든 일

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 얼굴이 항상 밝다고 베이비시터가 말한 적

이 있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내 열정이 한국적 가치 혹은 유교적 가치와 모성 본능을 넘어선 것일

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여전히 내 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를 위해 쓰고 있고, 나는 부스

러기를 먹을지언정 가장 맛있는 부분은 아이를 위해 아껴두는 등 매일 자그마한 희생을 치

루는 나 자신을 본다. 나는 예술 경영자로 일하는 것보다 예술가로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

하게 여긴다. 좀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예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보살핌을 갈망하는 어여쁜 

아이를 가졌을 때 빠져들게 되는 상당히 이기적인 활동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아이를 

보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는 남편이 있기에 나는 작품 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이 없이 그런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뭔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런 죄책감이 드는 건 한국의 보수적인 교육 탓이 아닐까 싶다.

그러다 나는 일부 시간은 아들과 함께 집에 있고 또 일부 시간은 일터에서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는 그럴듯한 중재안을 찾았다. 수익성은 별로 없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예술 창작 작업은 아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할 것이고, 현대의 직업 여성으로서의 내 요구와, 아이를 위해 사랑스럽고 풍족한 환경

을 만들어 주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하는 요구를 타협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

서 행복하다.



47

As an Asian woman who has lived most of her life in the Western world, I have had 

some identity issues growing up and had to negotiate who I am and where I belonged – 

the Eastern or the Western world. I was raised in a very conservative male oriented family 

where the male offspring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female ones.  I had 

a very strong intelligent mother who was the center of the family. However, father was 

treated like a king and everyone had to obey what he said. I was taught to always lower 

my voice and to be humble. I really resented being delegated to a supporting role as a 

girl. As an adult, I identify myself as a strong forward thinking open-minded moderate 

liberal. Yet I still find myself holding onto very traditional Confucianist beliefs instilled in 

me as a child.

 

I have never been more aware of this complex duality than after becoming pregnant 

with a child. Motherly instinct took over almost everything, and the subconscious cultural 

role models of being a good Korean wife and over protective mother emerged to the 

surface taking over all else. The deeply ingrained archetype of the good supportive 

mother who sacrifices everything for the good of the family and child became a large 

burden and joy. I really enjoyed being pregnant, thinking of all the things I would sacrifice 

to provide the soon to be born child with the very best maternal love could provide.

 

For many professional women who have a strong career, taking a short maternity leave 

to return to work within a month or two is quite common these days. As a freelancer, I 

had more flexibility in my career choice. I strongly wanted to stay at home with my child 

for the first two years of his life even if I had to sacrifice my career – the newly emerged 

dedicated Korean mother in me.  However, I found myself getting depressed after a few 

months of staying at home with the child. I needed problems to tackle and large creative 

Negotiating My Needs

Eun Young CHOI 
Artist/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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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to organize other than just thinking about what educational toys can I make 

today using recycled materials.

 

I ended up working part-time when my son was about four months old. It was a great 

relief to be able to think about larger projects that would affect many lives and not just 

one very precious little one. I have ended up working more than I wanted to at times and 

felt guilty for spending too much time way from my son. However, the thought of not 

working at all actually scares me. As hard as it is to balance work and child, being a stay-

at-home mom with nothing else to think about but the child seems like a harder task 

for me. My babysitter once commented that my face is always lit up when I return from 

work.

 

So has my passion for work over taken my Korean or Confucianist values and motherly 

instincts? Not really. I still devote most of my time to my child and find myself making 

small sacrifices daily like saving the best parts for my child while eating the scraps 

myself. Other than working as an arts administrator, I am foremost an artist. Although it 

is very illogical, working on my artwork feels like a very selfish activity to indulge in when 

I have a beautiful child yearning for my attention. And although I have a very supportive 

husband who would gladly help take care of our son so that I can devote some time to my 

artwork, working on such an enjoyable activity without the baby just feels wrong some 

how.  I blame this feeling of guilt on my conservative Korean upbringing.

 

However, I have found a good median where I am partly at home with my son and 

partly at work doing a meaningful job for the good of our society (I hope) and my not-

so-profitable yet enjoyable art making activity is on hold until my son can start going to 

school. Happier the mother, the happier the child will be, and I am happy with my choice 

of negotiating my needs as a modern career women with my need to sacrifice “almost” 

everything to provide a loving and enriching environment for my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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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전 쯤, 나는 ‘어째서 작업을 하고 있는가’

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듯 하지만 회의 가득한 질문에 봉착해 있었다. 2년여에 걸쳐 <동두

천 프로젝트1)>를 진행하고 난 직후였다. 나는 당시에 동두천의 클럽여성들의 삶에 대한 서

사를 새롭게 쓰기위해 고군분투 했다. 소위 ‘유령’이라 불리는 타자적 존재, 즉, 분명히 존재

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동두천 미군기지의 미군들을 위한 유흥가에 머무르고, 일

하고, 관계하고, 가끔은 죽음을 맞는 필리핀 이주민 성노동자 여성들을 이야기 하지 않고서

는 동두천을 떠돌고 있는 이 겹겹의 전 지구적 이슈들을 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이 여성들을 내 작업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다. 예술이 얼마만큼 사회적 개입을 시도해야하며, 그 개입의 수위

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또한 나의 이러한 태도가 타인의 삶을 향한 존경이며 연대

인지, 혹은 대상화이며 침입인지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저울질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작품 안에서 이 여성들을 ‘이미지’이자 ‘대상’으로 다루지 않기위해 조금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존중하면서도 상징화 할 수 있는 방식들, 

그들의 고통에 연대하면서도 희생자화 하지 않는 방식들을 고민했다. 폭로와 고발의 정치

를 경계하고 ‘애도’의 정치에 기대었으며, 사건과 인물을 재현하지 않는 대신 장소성을 재현

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들의 삶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보다 잘 듣고 잘 말하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노력은 아슬아슬하게나마 어떤 ‘새로운 영토’를 만들었고, 중요한 성찰을 불

러냈지만  작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그 무거움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을 내리누르고 있었

다. 

2011년 가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째서?/왜?’라는 물음에서 얼마간 거리

를 두고 ‘작업하기’의 수행성에 몰두해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것은 어쨌거나 동두천 프로젝트를 통한 귀한 배움이고, 여성국극 배우들로부터 크게 빚진 

여성국극, 
‘남자’되기의 정치

정은영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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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작업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허덕이던 그 때, 운좋게도 나는 여성국극 배우들의 모

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여성국극2) 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던 친구는 나를 

그들의 모임으로 이끌며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나 역시 그에 귀가 솔깃

했지만 나는 그보다는 오히려 그 ‘전설의 배우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사실 여성

국극보다는 다카라즈카3)를, 국악보다는 서양음악을, 연극 보다는 영화를 선호했기 때문에 

‘여성국극’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장르가 내게 어떤 영감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치

지는 못했다.

배우들은 번잡한 도심 한 켠에 소박하고 조용하게 자리잡은 국악원에 모여 있었다. ‘전설’

이라는 말이 조금 민망할 정도의 평범한 ‘할머니’들의 곗날 같기도 한 그 풍경에 나는 적잖

히 당황했지만 불과 한두시간 정도 지나지 않아 ‘배우’정체성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기이한(?)’할머니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7-80대의 노인이라고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삶과 예술을 향한 여전한 뜨거움, 규범을 완전히 벗어나 상식을 비틀고 조롱하는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은 물론, 인생의 경험이 촘촘히 축적되어 터져나오는 담대하고 지혜로

우며 유쾌한 언사들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날의 우

연한 방문은 약 3년 간의 지속적인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했고, 언제나 목말랐던,‘현현되지 

않는 것들의 현현’이라는 예술적 재현의 어떤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행운으로 나를 이끌었다. 

여성국극은 1948년 지금의 명동예술극장의 전신인 시공관에서 공연된‘여성국악 동호회’

의 창무극 <옥중화>를 그 발판으로 하고 있다.4) 이 작품은 국악계에 만연한 남성들의 권위

의식과 폭력성에 반감을 가진 여성들이 국악계 내부를 벗어나서 여성들만의 무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염원에서 시도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여성명창의 수가 점차 늘어나

고 공연이 다양화되는 국악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성국악인들의 공연과 무대에 대한 역량

강화와 자부심이 여성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견해 역시 두드러진다. 이러한 견지에

서 90년대 이후의 여성국극에 관한 연구와 발언들은 여성국극이 매우 여성주의적/여성주체

적 공연 형태임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당대의 여성명창으로 알려진 박녹주, 김소희 등이 함께 했던 이 최초의 여성국극 무대는 

그러나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옥중화는 가장 대중적인 사랑극인 판소리 춘향전

을 각색한 작품이었지만 관객들은 여성이 연기하는 이몽룡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작품에

서 이몽룡은 임춘앵이 연기했는데, 당시 임춘앵조차도 남역을 연기해야하는 것을 잘 이해하

지 못했다고 알려져있다. 이후 여성국극을 최고의 흥행한 대중문화로 이끌었던 전설의 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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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가 바로 그 임춘앵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성국극이 대중

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와서였고, 1953년 종전 이후 부터 여성국극 

공연과 공연자들은 이 시기의 가장 강력한 대중문화의 표상이자 우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임춘앵이 이끌었던 ‘여성국극 동지사 임춘앵과 그 일행’은한국전쟁 이전부터 60년대 후반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십 수년에 걸쳐 공연작의 거의 대부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이

러한 토양은 수 많은 여성국극 공연과 극단을 형성하며 여성국극이 지배하는 한 시기를 만

들어 낸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국극은 급격한 쇠퇴기에 접어든다.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보다 근대적인 양식의 대중문화 보급, 시스템을 다듬지 못하고 후배 배우를 양성하지 못했

던 과실, 연기에만 몰두한 채 시대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던 시대정신의 결여 등이 여성

국극의 쇠퇴의 원인으로 파악되어 왔다. 김지혜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가부장제의 성별분업

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마

케팅, 홍보, 재정관리 등의 행정, 운영 업무가 남성들에 의해 주도 되면서 여성배우들이 자

신들의 공연을 지속시키는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고, 남성사업부에 의한 악의적인 횡

령이나 손실 등의 금전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채, 현실적으로 공연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근간에 제작된 여성국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왕

자가 된 소녀들(2011)>은 쇠퇴의 원인으로 1970년대 군부독재정부의 전통문화제정사업이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여성국극을 폄하하고 전통문화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남성 국

악인들과 공모하였음에 강한 혐의를 둔다. 

이와같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의 붕괴가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다른 공연

조직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재기의 가능성과 기회로 부터 번번히 멀어지기만 

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여성국극의 쇠퇴이후 많은 배우들이 여성국극의 운명

과 함께 쇠락하거나 비참해지기도 했다. 대개의 경우 결혼으로 무대를 떠나거나 요리집 등

에서 여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고 약장수를 따라다니며 초라한 장터 공연에 조금씩 등장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전통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면서 생계를 이어

갔다. 또한 많은 수는 배우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초라해진 무대에 결코 서지 않았으

며, 해외로 이주하거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동했다. 1980년대 이후 당시의 권위를 찾기

위한 몇몇 움직임들이 시도되었고, 드물게나마 규모있고 의미있는 공연들이 지속되고 있으

며, 1990년대 이후로는 여성국극과 관련된 연구, 서적, 재현물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

다. 그러나 여성국극의 부활을 꿈꾸는 이러한 치열한 움직임 속에서도 이미 초로의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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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려 무대에 서는 것이 힘들어진 배우들이 많아졌고, 지금도 여전히 노환이나 질병 등

으로 투병중인 배우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후속세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국극의 무

대는 나날이 점점 더 비어가고 있다. 

나는 여성국극을 바라보는 여러 분석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국극의 남역배우들이 수행해

왔던 ‘남성되기’가 함의하고 지시하는 바에 주목해 왔다. 남성성은 흔히 모방 가능하지 않은 

것, 매우 본질적이며 생득적인 것으로서 생물학적 남성의 몸이 각인하고 수행해야만 자연스

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여성성이 자주 희화화되는 방식으로 남성들에 의해 모방되는 것에 

비견해 본다면 남성성은 더 과장되고 강화되는 방식으로 여전히 남성 스스로에 의해 강요되

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잦다. 간혹 여성에 의해 모방된 남성성은 주로 어떤 위기를 벗어나거

나 권위를 갖기 위해  쓰여진다. 

여성국극에서의 남역배우들은 남성이 되기 위한 꾸준한 훈련을 반복함으로서 거의 이상

에 가까운 남성상을 만들어 냄은 물론, 공연장을 종종 공공연한 동성애적 욕망이 허락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도 한다. 생물학적 여성에 의해 연기되는 남성은 남성성이 복제 가

능하며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주장하는 후기구조주

의적 성별이론을 상기시킨다. 더욱이 배우들은 이러한 성별 모방을 실생활의 거의 대부분

의 시간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성별정체성이 때론 변화하거나 탈착가능한 것임을 자주 경험

하게 된다. 배우 조금앵이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무대위에서 화려한 칼싸움을 수행하는 동안 

관객은 물론 본인조차 임신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증언이나, 남역연기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신체또한 남성처럼 변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배우 조영숙의 주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배우들의 경험과 구술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젠더수행을 통한 분석들이 사회규범의 기

반을 직조하거나 통념을 흔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성을 정치적 영역으로 불

러들인 여성주의의 공로에 힘입어 여성국극의 성별정치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들로 침투한

다. 여성국극의 여러 면모를 조망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작업하기’를 통해 수행하는 대부

분의 고민과 갈등을 국극배우들의 ‘예술하기’와 ‘살기’의 과정에 투사하거나 교차 시키게 된

다. 남역배우들이 남성을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장하는’ 행위, 꾸준한 훈

련과 리허설을 통한 ‘이상적 남성’을 향한 정교화 과정, ‘진짜 남자’에 대한 배우 개개인의 끊

임없는 연구과 해석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부단한 의지와 노력, 예술과 삶, 무

대 위와 무대 밖의 중첩과 교차, 갈등과 경합 등은 나에게 언제나 쉴 새없는 깨달음을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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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과 나 사이의 어디쯤, 오랜 세월 이 노령의 배우들이 존재하고자 늘 단단히 발

을 딛던 그 경계적 영토 어디쯤에 내 카메라를 세워 둔다. 모니터엔 의도적으로 잘리고 선

택된 프레임들이 전송되고, 이것은 단지 무대와 배우를 반복해 담아내고 있을 뿐이다. 그

러나 나는 그들의 정교하고 미세한 어깨짓과 손발짓, 목소리, 눈빛과 얼굴의 깊은 주름위에 

겹쳐진 언어들, 즉,성별규범을 교란하고 사회적 통념을 폐기하는 그들의 체화된 지혜의 언

어를 또한 목격한다.

1)　 <동두천프로젝트>는 서울의 인사미술공간, 멕시코 시티의 갤러리 타마요, 카이로의 타운하우스 갤러리, 암스테르담의 

반아베뮤지엄, 뉴욕의 뉴 뮤지엄이 각자의 첨예한 지역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최종적으로 뉴 뮤지엄

의 “Museum As Hub”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인사미술공간’을 통해 <동두천 프로젝

트>를 진행했던 참여작가는 고승욱, 김상돈, 노재운, 정은영(본인)의 4인이었고, 최종적으로 <Dongducheon: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2007년 겨울, 뉴 뮤지엄에서의 준비전시 1회, 2008년 봄, 

뉴 뮤지엄에서의 본전시 1회, 그해 여름, 인사미술 공간에서의 귀국전시 1회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 전시를 통해 수회

의 워크숍, 토크, 포럼등이 함께 기획되어 진행되었다. 

2)　 여성국극은 194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50-6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가 쇠퇴한 창무극의 한종류로, 노래(창)

와 춤(무)이 어우러진 일종의 오페라나 뮤지컬과 흡사한 형식에 주로 전통 판소리사설이나 상고시대의 야화, 혹은 유

명 대중소설 등의 스토리를 각색한 내용을 입혀 공연하는 무대예술이다. 여성국극은 전통적 성별역할을 극대화해 수

행하는 배역들과 그 배역들간의 사랑과 갈등을 스토리로 적극전유하지만, 모든 배역을 오로지 여성배우가 연기하는 

매우 독자적이고 전복적인 특징을 가진다. 특히 당대 여성국극의 남역연기자들은 대중문화의 우상으로 특별한 위치를 

확보하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다카라즈카, 중국의 월극, 홍콩의 황매조 영화와 같은 

여성음악극의 수용방식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3)　 다카라즈카/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극단으로 여성국극과 흡사한 형태의 공연을 하는 일본

의 대표적인 극단이다. 여성국극이 한국의 이야기, 한국의 전통음악 등의 한국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다

카라즈카 공연은 동서고금을 망라한 역사극, 판타지, SF 등의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다카라즈카시를 지

나는 한큐 전철에 의해 창립되었고 현재까지도 한큐전철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극단자체는 ‘한큐전철의 직할조직’의 

형태를 띠고있다. 가극단원은 한큐전철그룹의 사원대우로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독자적인 양성학교 내에서 배

우들을 교육시켜 철저히 훈련하고 관리함으로써 성장시키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인상적인 공연과 걸출한 남역

배우들을 배출하고 있다. (Wikipedia참고)

4)　 여성국극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은 여전히 몇몇의 견해가 갈리는 와중에 태동과 쇠퇴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여성국극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에 대한 시각을 언급할때에는 다음의 도서및 논문을 주된 자

료로 참고하였으며 더러는 배우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구술자료에 의거하고 있슴을 밝힌다. 

	 김기형	외,	<여성국극	6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의	단체활동과	쇠퇴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	여성학	제27권	2호,	2011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의	공연과	수용의	성별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30집,	2009

	 백현미,	<1950년대	여성국극의	성정치성2>,	대중서사연구	제18호,	2007

	 반재식,	김은신,	<여성국극왕자	임춘앵전기>,	백중당,	2002

	 조영숙,		<무대를	베고	누운	자유인>,	명상,	2000

	 전진석,	한승희,	<춘앵전>,	서울문화사,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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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ll of 2008, which is almost three years from now, I was faced with a seemingly 

fundamental but actually a very cynical question, like ‘why am I creating my works.’ It was 

after I have finished the ‘Dongducheon Project.’1)  I struggled to rewrite narratives on the 

lives of women working in clubs for G.I.s in Dongducheon. I had confidence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to narrate the layers of global issues circulating around the area without 

telling stories of Filipino sex workers, who stay, work, have intercourses and often 

meet their deaths in the red light district near the U.S. military camp in Dongducheon, 

and of those who remain as the Other, the so-called ‘spectres,’ or, of those who are 

obviously existent yet simultaneously non-existent. Yet at the same time, I suffered from 

a heavy sense of guilt for incorporating those women in my work. I constantly weighed 

in my mind, how much social engagement should art make, on what level is such an 

engagement allowed, and whether my attitude was a respect for the lives of others and a 

form of solidarity, or an objectification and interruption.

I consequently employed an indirect strategy not to deal with the women in my work 

as ‘images’ and ‘objects.’ I contemplated possible methods that are able to respect 

yet symbolize their lives, methods that are able to go in solidarity with their sufferings 

but do not victimize them. I was cautious not to depend on the politics of exposure and 

accusation, and relied upon the politics of ‘mourning.’ I focused on reenacting placeness 

rather than reenacting events and people. I put effort not to analyze and judge their lives 

but to hear them better and tell their stories better. This effort created a certain ‘new 

territory,’ though it was not perfect, and led me to an important realization. However, a 

heavy seriousness weighed on me even after the project was finished.

Now in the fall of 2011, three years from then, I’m keeping a little distance from the 

Yeosung Gukgeuk (Korean Women’s 
Musical), the Politics of Becoming ‘Man’

siren eun young jung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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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of ‘how/why’ and concentrating on the performativity of ‘creating works.’ Luckily, 

I’m now focusing on such issue. And it is in any way a result from what I have greatly 

learned from the Dongducheon project and indebted to Yeosung Gukgeuk actresses. In 

the time when I was struggling with doubts on my own works, I had a chance to attend 

a meeting of Yeosung Gukgeuk actresses. A friend of mine, who then was preparing for 

an academic thesis on Yeosung Gukgeuk2) and took me to the meeting, emphasize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works from it. It sounded interesting, but I was mostly thinking it as 

a chance to meet the ‘legendary actresses.’ To be honest, I could not think of a possibility 

that the unfamiliar genre of Yeosung Gukgeuk might provide me a certain inspiration, 

for I preferred Takarazuka than Yeosung Gukgeuk, Western music than Gukak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movies than theatrical plays. 

The actresses were gathered in an academy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located 

at the silent corner of the city center. I was much embarrassed with the sight of 

‘grandmothers’ who looked a little too ordinary to be the ‘legendaries,’ which almost 

seemed like they were having a meeting for a friendly savings club. But in about an 

hour or so, I became completely fascinated by the “strange(?)” grannies, fully equipped 

with their ‘actress’ identities. Their ongoing passion towards life and art, which is quite 

unbelievable for the elders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the unusual inner strength 

that enables them to be free from the norm, twist and ridicule the common sense, and 

their daring, wise yet delightful remarks that come from the sheer accumulation from 

their life experiences, those were the things I had never encountered anywhere else in 

my life. My accidental visit to them on that day has enabled me to establish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them for almost three years now, and led me to a luck that enabled me 

to attempt ‘manifestations of the un-manifested,’ which I had always been craving to try.

Yeosung Gukgeuk was first performed in 1948 at Sigongwan (the old National 

Theater in Myeongdong in Seoul) with Okjunghwa (獄中花, meaning a flower in prison), 

a Changmugeuk (Korean traditional drama with singing and dancing) by a ‘Women’s 

Society of Gukak (Korean traditional music).’3) The dominant view on the performance 

is that it was an attempt by women, who was against authority and violence of men, to 

create a stage that is only for women. Another generally accepted view is an explanation 

in a historical context of Gukak that performance done only by women was made 

possible by the growing capacity of women performers and their pride in the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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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number of talented women Gukak performers and performances. From this 

standpoint, studies and remarks on Yeosung Gukgeuk from after the ‘90s have been 

strongly asserting that Yeosung Gukgeuk is a form of performance that is very feminist/

gynocentric.

Although the very first Yeosung Gukgeuk performance was done by the master 

singers such as PARK Nok-ju and KIM So-hee, it was completely neglected by the 

public. Despite the fact Okjunghwa was a dramatized version of Chunhyangjeon, the most 

popular love story of Pansori (Korean traditional singing) genre, the audience could not 

accept the role of LEE Mongryong played by a woman. The role was played by IM Chun-

aeng, but it was known that the actress herself did not well understand why she had to 

play the male role. It is a great irony that IM Chun-aeng herself was the very legendary 

actress who later played many male roles and led the genre to become a popular culture 

phenomenon. The genre started gaining popularity in the early ‘50s. After 1953 when 

the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Yeosung Gukgeuk performances and women 

performers became the most powerful symbols and icons of the popular culture of the 

time. Led by IM Chun-aeng, ‘Companions of Yeosung Gukgeuk, IM Chun-aeng and her 

companies’ made unprecedented success more than a decade from before the Korean 

War and until the late ‘60s, when the genre started to decline. This provided a ground 

for a certain period in which many Yeosung Gukgeuk performances and theatrical 

companies dominated the market.

In the late ‘60s, Yeosung Gukgeuk entered a period of rapid decline.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were many reasons for such a rapid declin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ore 

modern form of popular culture such as Hollywood movies, a mistake made by Yeosung 

Gukgeuk performers of not refining the existing system nor training younger generation 

of actresses, and the failure of not catching up with the general trend of the period 

while focusing only on acting. In a recent study on the genre, KIM Ji-hye, a women’s 

studies researcher, insisted that the economic loss caused by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under patriarchy should be added to the list of reasons for the genre’s decline. In 

other words, while administrational and operational tasks, such as marketing, PR and 

finance, were done by males, female actresses could not accumulate economic capital. 

Moreover, they lost all their resources to sustain their performances without recognizing 

any problem such as malicious embezzlement or loss of their money commit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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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le operations. A recent documentary on Gukgeuk, titled Girl Prince Korea (2011), 

raised further suspicion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on traditional culture during the 

‘70s, which were created under military dictatorship, were conspired with male Gukak 

performers to denounce Yeosung Gukgeuk as a genre that involves only women and to 

prevent it to become recognized as a part of traditional culture.

It is a very important fact that the dissolution of organizations whose members were 

only women happened relatively faster than that of other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led by the males, losing chances and opportunities of coming back. After the decline 

of Yeosung Gukgeuk, the careers of many actresses were ruined, their lives became 

miserable. In most cases, actresses adapted and responded to the society that 

forced them to perform traditional gender roles, by leaving the stage after marrying 

their partners, entertaining at restaurants by their singing, and appearing in shabby 

entertainment shows held at the corner of market places. At the same time, many 

never performed in miserable condition to keep their self-esteem, moved overseas, or 

started new careers in completely different fields. After the ‘80s, a few attempts has 

been made to reclaim the past glory, and a constant series of meaningful and to some 

extent big performances has been continuously held, though they are done only once in a 

while. From after the ‘90s, there is a continuous stream of researches, publications and 

representations related to Yeosung Gukgeuk. Despite the movement towards the revival 

of the genre, however, there are many actresses who already became a bit too old for 

their performances and the number of such actresses is growing. With only few people 

to succeed the genre, the stage for Yeosung Gukgeuk is becoming empty, day after day.

I have been focusing on the implicature and implication of ‘being man,’ a role 

performed by actresses as male characters in Yeosung Gukgeuk. Masculinity is 

considered natural when asserted and performed only by the physical body of the 

male, for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something that is not able to be imitated, very 

fundamental and innate. Compared to the fact that femininity is too often imitated by the 

male as a way of caricature, there are many cases where masculinity is forced or played 

by the males themselves in a way of exaggeration and reinforcement. The occasional 

cases of female imitation of masculinity are mainly used to break away from certain 

emergencies or to gai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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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actresses playing roles of male characters in Yeosung Gukgeuk constantly 

train themselves and create almost ideal male image, and often transform theaters into 

spaces where homosexual desires are openly allowed. The male characters performed 

by actresses with biologically female bodies remind us of the fact that masculinity is 

under threat of being copied, as well as of post-structuralist theories on gender that 

consider gender as a social structure. In addition, actresses perform such gender 

imitation for the most of their real lives and frequently experience that gender identity 

often changeable, or exchangeable. A testimony that everyone, including the performer 

herself, was forgetting that JO Geum-aeng was pregnant while she was performing a 

splendid sword fight on stage in the 8th month of her pregnancy, or a claim made by 

JO Young-suk that her body feels to change into that of man’s while concentrating on 

performing a male character, all support such a possibility.

While following the experiences and oral statements of Yeosung Gukgeuk actresses, 

one comes to know that the analyses made through gender performance often 

construct the base of social norms or shakes up the commonly accepted ideas. Thanks 

to feminism for its incorporation of gender into political realm, the gender politics of 

Yeosung Gukgeuk infiltrates into social norms and recognitions. Viewing various aspects 

of Yeosung Gukgeuk, I come to project or overlap most of my own concerns and conflicts 

that I practice by ‘creating works’ onto the process of ‘doing art’ and ‘living’ done by 

Yeosung Gukgeuk actresses. The act of “masquerading” themselves to play male 

roles, the process of sophistication of ‘ideal male’ by constant trainings and rehearsals, 

continuous researches and interpretations made by each actress on the ‘real man,’ 

and the ceaseless willingness, effort, art and life, and, overlapping, cross over, conflicts 

and struggles between lives on and off stage. They all ceaselessly provided me with 

insights. Somewhere between them and me, at some place on the borderland territory 

on which the old actresses have always firmly set their feet to be in existence, I set up my 

camera. Frames that are intentionally cut off and selected are transferred to a monitor, 

which repeatedly displays only a stage and an actress. But what I witness as well is the 

languages overlapped onto their delicate and minute moves of shoulders, hands and 

feet, their voices, eyes and wrinkles, in other words, their embedded language of wisdom 

that disturbs gender norms and disposes of the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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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ngducheon Project’ was part of an ambitious project titled “Museum as Hub” in which Insa Art Space (Seoul), 
 Museo Tamayo (Mexico City), Townhouse Gallery (Cairo), Van Abbemuseum (Amsterdam) and New Museum 
 (New York) respectively organize projects that deal with sensitive and debatable issues then gather in the New 
 Museum as a whole. ‘Dongducheon Project’ was organized by the Insa Art Space, with 4 participating artist: 
 KOH Seung-wook, KIM Sangdon, siren eun young jung and RHO Jae-oon. The project was ultimately presented 
 as an exhibition titled Dongducheon: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 It was first presented as a two 
-part exhibition at the New Museum in 2007 and 2008, and presented at Insa Art Space in Seoul as a debriefing. 
 Along with the exhibition, a number of workshops, talks and forums were organized and held.

2)    Yeosung Gukgeuk is a type of Changmugeuk, a genre of Korean performance art started in the late 1940s, 
 gained popularity in the following two decades and declined. It is similar to Western opera or musical in a way it 
 incorporates singing (chang) and dancing (mu). The narratives of Changmugeuk were the ones taken and from 
 traditional Pansori performances, ancient folk tales or popular novels. Yeosung Gukgeuk takes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to their extreme by aggressively appropriating the love and discord relationship, but its singularity 
 and subversiveness comes from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genre, which is the fact that all the male roles 
 are played by women actresses. Moreover, the actresses in Yeosung Gukgeuk had a powerful fandom at the 
 time as a popular culture icons. Similar phenomenon is observed in the reception of musical dramas by women 
 in nearby countries, for example, Dakarazuka in Japan, Yuèjù in China, and Hong Kong movies inspired by 
 Huangmei opera.

3)   Historical interpretations of Yeosung Gukgeuk show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e genre, but a number of 
 theories on the beginning and the decline of Yeosung Gukgeuk were continuously published. The following 
 publications and papers were the main reference for the current articl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current 
 article is also based on the oral statements by the actresses recorded during interviews.  

KIM Ki-hyung, 60 Years History of Yeosung Gukgeuk.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KIM Ji-hye, “A Study on the Troupe Activity and the Declining Process of 1950’s Female Gukgeuk,“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7:2. 2011.
KIM Ji-hye, “Gender Politics in Performance and Acceptance of Female Gukgeuk in 1950s,” The Journal of 
Korean Drama and Theater 30. 2009.
BACK Hyun-mi, “Sexual Politics of Yosong Kukkuk during 1950s in Korea 2,”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18. 
2007.
BAHN Jae-sik and KIM Eun-sin, The Biography of Im Chun-aeng, the Prince of Yeosung Gukgeuk. Seoul: 
Baekjungdang, 2002.
JO Young-sook, A Free Soul Laying Her Head On the Stage. Seoul: Myeongsang, 2000.
JEON Jinsoek and HAN Seung-hi, The Story of Chung-aeng. Seoul: Seoul Cultural Publication,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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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1. 분홍 꽃잎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매니큐어를 한 빨간색 손톱 위에 진분홍 아크릴이 묻는다. 

몇 번에 걸쳐 헝겊에 닦아낸 흔적이 흡사 다 지고 난 꽃잎들 같다.

오전부터 틀어놓은 낮게 울리는 오래된 네 박자의 가요가 오후의 강 물결 같다. 

그 위로 분홍, 분홍, 분홍의 꽃잎이 안개처럼 피어 오르더니 천천히 춤을 춘다.   

2년 전 중국 베이징 따산즈 개인전에 내놓았던 세 폭으로 된 분홍 꽃나무 그림을 떠올린다. 

꽃나무에 앉아있던 색동 새들과 분홍 꽃들이 그림에서 빠져 나와 춤추던 꽃잎들과 어우러

진다. 

가끔 지난 날 그려놓은 그림이 타인의 과거처럼 다가 올 때가 있다. 

Episode 2. 꽃나무

인터넷으로 구입한 이상(李箱)전집이 배달되어 왔다. 

늘 하던 대로 책갈피 모두를 엄지에 지탱시키고 휘리릭 그리고 천천히 한 번에 넘겨본다. 

1930년대 낭만을 두른 회색 빛 사진을 서두로 한 염세적 문장들이 순식간에 눈에 들어온다. 

그 중 가슴에 와 박힌 소설, ‘봉별기(逢別記)’. 그의 이상이자 자화상인 금홍(錦紅)과의 

만남과 이별은 불협의 극한에 이른 장소인 ‘금홍의 방’에서 여러 번의 봉별을 치루고 끝내 

파한다. 

나약한 지식인으로 하얀 날개를 접고 고전과 모던의 틈을 살아간 사람 이상. 

그에게서 포스트 모던과 가치혼돈의 틈을 살아가는 지금을 본다. 

봉별(逢別)
-만남과 헤어짐

홍지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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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이상의 시, ‘꽃! 나! 무!’.

꽃나무 

이상(李箱)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 하나가 있소.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꽃을 피워 가지고 섰소.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소. 나는 막 달아났소.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었소.  

단어 하나 하나를 지나칠 때 마다 멋진 가수의 노래에 머리카락이 설 때와 같은 감정이 

가슴과 머리를 관통한다. “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Episode 3. 금홍(錦紅)의 방

나는 자작시를 주제로 회화작업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과 영상 그리고 때때로 설치, 

퍼포먼스, 공공미술과 같은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융합한다. 최근에는 입체조형작업을 해 

보겠다고 전전긍긍하던 터였다.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방에 놓여있는 가구, 또는 오브제

에 채색을 해서 방을 꾸며보고 싶었다. 그런 상상이 ‘꽃나무’,‘ 봉별기’, ‘이상’, ‘금홍’과 함께 

머릿속을 맴돌더니 순식간에 하나의 방이 완성되었다. 내가 개입된 세상과의 접점과 불화

(不和)를 환유하는 “금홍의 방”이다. 

이상의 에피소드를 공감각적인 나만의 작업스타일로 시각화하여 이 혼돈의 시대에 단 한 

그루의 꽃나무에서 피어날 유일한 꽃을 피우고자 봉별(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는 삶의 가치

와 현실을 말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Episode 4. 몇몇의 금홍(錦紅) 

: 오뚜기주단 언니 / 초원자수 아줌마 / 상보당 아줌마 그리고 내 엄마와 나 

덕분에 동대문종합시장주변, 새로 단장된 청계천변을 마음껏 걸었다. 사실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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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나보다도 한참 젊었을 그때, 기세등등 잘나가는 의상디자이너였던 엄마는 오후에 들

이닥칠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이나 오후의 한가한 잠깐의 시간에 장을 보았다. 

엄마를 따라 나온 내 눈높이 매대 위 세상은 색색의 각종 단추며 레이스 등 반짝이는 소품

들로 가득 찬 별천지였다. 엄마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 없는 호기심 많은 나를 데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것이다. 돌아가신 엄마처럼 이번에는 나 혼자서, 

금홍의 방에 놓일 이불과 가구와 소품 등을 위해 몇 십 년 만에 다시 동대문시장을 뛰어 다

니게 된 것이다. 

● 오뚜기주단 언니 / 종합상가 2층은 한복옷감을 파는 곳이다. 오뚜기주단은 그 중

에서도 가장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옷감만을 판다. 그곳의 안주인인 오뚜기 언니는 한 눈에

도 그녀보다 쳐져 보이는 말 수가 없는 속 모를 충청도 출신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한다. 

가끔 이곳에서 썩기엔 아깝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곧은 허리에 제법 미모가 있다. 툴툴거리

며 말하는 고지식한 남편의 눈을 피해가며 가격흥정을 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하고 상냥하다. 

오뚜기처럼 씩씩하고. 그러나 어여쁜 그녀의 입가에 선명한 상처가 그녀만의 삶을 상상하게 

한다.  

● 초원자수 아줌마 / 종합상가 건너, 동화상가3층은 자수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얼마 못 가면 50대 후반가량 되어 보이는 작고 초라한 몸집을 한 그녀의 가게, ‘초원자수’가 

있다. 

사이 좋은 늙은 시 엄마는 그녀와 함께 실밥을 정리하고 꽃을 오린다. 자긍심에 가득 찬 

기막힌 손놀림으로 눈 깜짝 할 사이에 하나하나 꽃을 완성한다. 한 자리에서 35년간 미싱

자수로 꽃 수만을 놓았다고 한다. 복사 해 간 그림 원본을 보고 아무런 밑그림 없이 단 이틀 

동안에 오직 눈짐작으로 이불과 방석 그리고 베개를 완성했다. 그녀가 일을 하는 미싱 바로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20대 시절, 미니스커트 차림의 아름다운 그녀 사진이 있고 바로 옆

에는 다음 번 국회의원에 출마할거라는, 요즘도 가끔 만난다는, 초등학교 동창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나란히 붙어있다. .

● 상보당 아줌마 / 동대문을 지나 청계천 8가, 황학동. 곱창골목 깊숙이 골동품가게 

‘상보당’이 있다. 

60대의 주인아줌마는 언제나 빨간 바지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하고 있다.  

한 번에 구매결정을 잘 못하는 내가 찾아가는 매번, 1930년대 일본 강점기시대 물건을 척

척 내어주었고 40년간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본적이 없다는 그녀는 낡은 장부에 그날그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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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물품의 가격을 틀리는 법 없이 암산한 뒤, 수기로 적어 넣었다. 약간 다리를 저는 그

녀의 아들에게 ‘답답이, 답답이’ 하며 가끔 핀잔을 주는 늙은 얼굴 이면에 화려했던 예전의 

총기와 애교가 남아있다. 

그녀는 헉헉거리며 찾아간 내게 인사를 대신해 어두운 저쪽에서 꺼내온 차가운 홍삼음료를 

언제나 내어주었다. 퇴근길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는 분홍색 레이스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에게서 돌아가신 멋쟁이 엄마를 보았다. 물론 우리엄마가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되었었지

만.

나는 그렇게 신작 ’봉별’을 완성했다. 나에게 작품 ’봉별’은 새로 피워낸 꽃나무가 되었다. 

그녀들 또한 그녀들의 삶 속에서 나와 같은 손님들과의 수 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 꽃나무

를 피워냈을 것이다. 비록 생각했던 그 꽃나무가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흉내에 불과했을지

라도.

내 엄마가 나를 피워냈고 시들어갔던 것처럼. 이상과 금홍이 그렇게 만났고 헤어졌던 것처

럼. 

생멸(生滅)

홍지윤(洪志侖)

꽃 그림자 하나 

꽃 한 송이 

꽃 그림자 둘 

꽃 두 송이

꽃 그림자 셋 

꽃 세 송이 

그 많던 그림자들 

그 많던 꽃들

피어났다가 시들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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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nd dead _ Meet and separate

One of flower shadow

One of flower

Two of flower shadow

Two of flowers

Three of flower shadow

Three of flowers

Those of so many shadows

Those of so many flowers

▲ 상보당 

▶    Being and dead _ Meet and separate_  

 회화설치영상 2분50초  

 Painting+Video installation 2011

▶설치장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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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1. Pink Petal

On a nail manicured in a long time to welcome the fall season, acrylic in shocking pink 

is stained.

Traces, left after wiping with a piece of cloth, look as if they are fallen petals.

A pop music in four-beat measure echoes in low whispers from the morning and is like 

streams of river in the afternoon.

On the river, pink, pink, pink petal rises like fog and slowly dances. I bring back 

memory of a painting of a pink flower plant that I exhibited 2 years ago at my solo show in 

Dashanzi in Beijing.

Colorful birds sat on the flower plant and pink petals walk out of the painting and 

mingle with the dancing petals.

Paintings I’ve created in the past sometimes come as if they were the past of the 

others.

Episode 2. Kkot-na-mu (Flowering Tree)

The collection of Yi Sang’s works that I ordered via internet is delivered.

As always, I hold the leaves of the book with my thumb, and read it through at once and 

slowly.

I immediately see pessimistic lines beginning with gray colored pictures filled with 

romance of the 1930s.

One novel came deep in my heart, titled Meetings and Farewells (逢別記). In the novel, 

Being and Dead 
- Meet and Separate

HONG Jiyoo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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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s and farewells with Geumhong, Yi Sang’s ideal woman and a self-portrait of 

himself, finally reaches its end in ‘Geumhong’s room,‘ a place where discord reaches its 

extreme.

Yi Sang, a fragile intellectual who laid down his white wings and live in between the 

crack of the classic and the modern.

In him I see now, the time we live between the postmodern and value confusion.

And the poem of Yi Sang that I first encountered, the title was Kkot-na-mu!

Kkot-na-mu (Flowering Tree)

There is a flowering tree in the middle of the field. Nearby is there no 

flowering tree. Flowering tree stood diligently flowered as if it diligently 

thought. Flowering tree cannot go to the flowering tree it thinks about. I 

recklessly ran away. I did strangely mimic such a thing as if it was for one 

certain flowering tree. 

As I go through word by word, the same thrill that I feel when hearing a wonderful song 

sung by a singer penetrates my mind and heart. I decide my mind, “I have to work on!”

Episode 3. Geumhong’s Room

 

My paintings are based on my own poems. I add photography and video, and often 

mix various media and forms such as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public art. 

Recently, I was thinking much about doing three dimensional sculpture. I didn’t mean 

to create serious works but to decorate a room by putting colors on furniture and 

objects. These kinds of imagination lingered in my mind with ‘flowering tree,’ ‘Meetings 

and Farewells,’ Yi Sang’ and ‘Geumhong,’ then a room was suddenly created. It is 

“Geumhong’s Room,” a metonymy of connection and discord with the world in which I 

involved.

I thought I would visualize Yi Sang’s episodes in my own style. By doing such, I would 

tell life’s value and reality in this age of chaos, where we repeat meetings and farewells 

to bloom the only flower that will grow from the only one fl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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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4. Geumhong in Numbers

: Ottogi Judan (silk goods) Eonni1) / Chowon Jasu (embroidery) Ajumma2)  

/ Sangbodang Ajumma, My Mom and Me

Thanks to them, I walked around Dongdaemun Market, along Cheongyecheon Stream 

which is now   decorated with a facelift. Indeed, I ran around.

Far younger than my current age, my mother was a confident costume designer and 

was on a roll. She went to grocery shopping for a short time in the morning before there 

was a rush of customers or in the afternoon when there was a little free time.

To me who went out with my mom, the world on display stands was another world, 

filled with glittering decorations like various buttons and laces in many colors. Mom ran 

around the market to shop with me who was full of curiosity, dividing her time short free 

time between work and house chores. For this time, I came to ran around Dongdaemun 

Market again for the first time in a few decades’ time, as my deceased mom had done, to 

get a blanket, furnitures and decorations for Geumhong’s room.

Ottogi-judan (silk goods) Eonni / Shops on the second floor of Dongdaemun General 

Store sell fabrics for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mong the shops on the floor, 

Ottogi Judan sells textiles with the most splendid patterns. Ottogi Eonni, the mistress 

of the shop, runs the shop together with her husband, a man from Chungcheong-do 

province who seems to be inferior to her at a glance.

She has a straight waist, she is fairly beautiful and attractive; people say sometimes 

that she is too good to be working at the market.

Bargaining with customers while avoiding her grumbling and tactless husband, she is 

so nice and gentle.

But a scar at the corner of her lips makes wonder and imagine her own life.

Chowon-Jasu (Embroidery) Ajumma / On the third floor of Donghwa Market, which is 

across the road from Dongdaemun General Store, are embroidery shops. Not very far 

from the elevator door on the floor is Chowon-Jasu, a shop owned by a small and poor-

looking woman in her late 50s.

She cleans up seam lines and cuts up flowers with her intimate mother-in-law. One 

by one, she finishes flower embroideries in a blink’s time with her proud and surprising 

hand skills. It is said that she has been doing flower embroidery with a se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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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ame shop for 35 years. She watched copied images of my original paintings, and 

completed a blanket, a cushion and a pillow in two days without drawing any sketch, 

using her surprising eye measurement. Right in front of her sewing machine, on the best 

visible spot, there is a photo of herself in her 20s wearing a mini skirt. Right beside the 

photo, there is a photo of her with her friend from elementary school, who is said to run 

for the next general election, who is the one she often dates.

 Sangbodang Ajumma / Past Dongdaemun area, it is 8th street of Cheonggyechoen 

Avenue, a place called Hwanghak-dong. Sangbodang is located deep in the Gopchang 
(pork intestines) alley. 

The shop owner is in her 60s, and always wearing red pants and red lipstick.

Every time I visited the shop, she sold antiques from the 1930s, a Japanese imperial 

period, to me who is always slow in making decisions, with no hesitation. Never 

calculated numbers with calculators, she calculated prices of the antiques I bought 

in her head without any error, then written them down in an old account book. Her 

intelligence and beauty from the past are remaining under her old face, with which she 

often scolds her son, telling him that he is ‘stuffy, stuffy.’

When I visited the shop, I was always out of my breath, and she always offered me cold 

red ginseng drinks from a dark corner of the shop, instead of greetings. When I met her 

on her way back to home after work, she gave me a bright smile, with her pink lace hat 

on.

I saw in her my fashionable mom, who had passed away. Though, for sure, my mom 

was far more beautiful and sharp.

So I completed my new work, Being and Dead - Meet and Separate. The work has become 

a newly sprouted flowering tree. The women I met might also have sprouted flowering 

trees through many meetings and separations. Although they were not the very flowering 

trees they have imagined, and although they were just mere imitations, they sprouted 

flower plants. As if my mom had sprouted me and died away, and as if Yi Sang and 

Geumhong had met and sep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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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nd dead _ Meet and separate

One of flower shadow

One of flower

Two of flower shadow

Two of flowers

Three of flower shadow

Three of flowers

Those of so many shadows

Those of so many flowers

1)  Eonni is a word used by women to address another women who are older than them. The word is usually used 
 within close relationship. The word literally means ‘older sister.’

2)    Ajumma is used when addressing a married woman, or a woman who seems to be old enough to have been 
 married. The word is also used to call shop owners in a friendl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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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때 시골로 피난을 갔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도쿄에서 살았고, 1962년에 뉴욕으로 갔다.

어머니는 서양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다니길 원하셨지만, 대학에 가는 것을 부끄

럽게 여긴 가족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교육이란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 반에는 28명의 미술학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 여학생은 다섯 

명 뿐이었다. 나 이전에는 여학생이 두 명 뿐이었다. 졸업이 가까워 올 무렵, 부모님께서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버지의 동료들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바로 나의 결혼을 

주선하라는 압박이었다. 나는 졸업 후에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각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운 좋게도 관련된 일을 구할 수 있었다. 유명한 유리 제조회

사에서 예술가-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한 나는 그 회사에서 전문 직종으로 고용한 최초의 여

직원이었고, 회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남자 직원과 동등하게 나를 대우해 주었다. 일단 나는 

남자들과 같은 락커룸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회사는 예술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여

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곳이었다.

공장 직원의 반발이 좀 있었지만 내 능력을 보여 그들에게 신뢰를 얻은 이후로는 그들도 

나를 인정해주었고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식기류 같은 기본적인 제품 외에도 현대식 건물

나의 삶, 나의 작업

타미코 가와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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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붙박이 조명과 큰 규모의 조각들을 디자인할 기회도 많이 주어졌다. 

그로부터 2년 후, 회사는 8명의 예술가 중 6명을 여성으로 고용하여 기쁨을 느끼기도 했

다. 하지만 연봉 인상 시기가 되었을 때, 내 급여가 남자직원들보다 50% 적다는 것을 알았

다. 한동안 내 근무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점차 의미없는 미팅들로 채워졌다. 게다가 회

사는 그 가족 중 한 명과 결혼해서 일을 계속 하라고 내게 제안했다. 

그 즈음, 내가 다닌 대학의 한 교수님이 잘 알려진 조각가이자 내가 대단히 존경했던 방

문 교수였던 분께 점심 미팅을 마련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곧 나는 그가 어시스턴트

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헌데 놀랍게도 집에 들어가니 조각가 선생은 없고 그 분의 아들

만 있었던 것이다. 그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가 이 맞선을 주선하셨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

두고 나와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어주길 원한다”고 했다. 당시엔 남자가 그런 식으로 요구

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 

이런 경험이 있은 후에 나의 시야는 일본 너머의 세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이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용이했고, 결국 뉴

욕을 여행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발이 닿자마자 나는 이 도시에 빠져버렸고 여기에서는 무

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순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원래의 내 길로 돌아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보다 

먼저 영어를 배워야 했고 돈도 벌어야 했으며, 게다가 당시에는 조각작업을 할 수 있는 공

간이나 도구도 없었다. 뉴욕에서 예술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된 것도 한참 후의 일이

었다. 당시 나는 뉴욕예술재단(NYFA)의 존재를 모르기도 했지만, 재단에 지금 같은 이주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뉴욕에 도착한 지 3

년 만에 나는 영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건축가와 결혼했다. 우리는 두 명의 아이를 가졌

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한 명의 뉴요커로 성장했고, 아이들의 아동기와 학교 교육을 거치

면서 미국 생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했다.

여기 도착하자마자 미국 옷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핀으로 줄여 입기 시작했다. 

옷핀은 아이들과 사용하기에도 딱 좋았기에 나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되었다. 감쪽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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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작업하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수월했다. 미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면서 이곳

에서 예술작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찾아왔다. 각종 보조금과 레지던스

는 지금의 단계로 성장하기까지 나를 후원해 주었다. 

두 나라 간 차이로 인해 내가 받은 충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뇌리를 떠나지 않을 만큼 

큰 것이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두 나라를 연결시키거나 비교하곤 한다. 나의 예술 창작에

는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내재되어 뒤얽혀 있으며, 작품은 시각적 형식으로 만든 나의 다이어

리인 셈이다. 

최근 들어 컴퓨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상은 훨씬 더 가까워 졌다. 영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고, 여행은 세계 어디서나 수월해 졌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장벽은 

얇아지고 있다. 아마도 종교는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의미로서의 세계화를 중단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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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born in Japan in 1936. Except for a few years during the World War II when we 

were evacuated in the countryside, I lived in Tokyo until I came to New York in 1962.

My mother had wanted to attend college to study Western music but was not permitted 

to do so by her family, as it would have been considered shameful. My father was a 

university professor and education was important in our family.

At my university, there were 28 art students in my class, of whom just five were women. 

There were only two female students in the classes ahead of us. As I approached 

graduation, my parents began to feel pressure from relatives, friends, neighbors and my 

father’s colleagues – pressure to arrange a marriage for me. To gain my independence, I 

decided to take a job after graduation instead of pursuing further education.

I was very lucky to find a job relating closely to my sculptural interest.  I found a job as 

an artist-designer with a well-known glass manufacturer. I was the first woman hired 

by the company for a professional position and they did treat me equally with the male 

employees in many ways. At first I even shared a locker room with the men. It was an 

artist’s family company that they were aware a new era of equal status for women was 

beginning and they were supportive.

There was some resistance from the factory employees but they became extremely 

helpful and respectful once I earned their trust in my ability. I was given many 

opportunities to design not only obligatory products such as tableware, but also large-

scale sculptures and lighting fixtures for contemporary buildings.

My Life, My Carreer

Tamiko KAWATA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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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happy when they hired six women amongst eight artists two years later. However, 

when the time came for annual salary increases, I found that mine was 50 percent less 

than the men’s. Meanwhile, my work hours were getting longer and increasingly filled 

with meaningless meetings. Also they were suggesting marrying the family member for 

me to able to continue working. 

Around this time, my college professor called me to say he had arranged a lunch 

meeting with a well-known sculptor, a visiting professor for whom I had great respect. 

Immediately I thought that he might need an assistant. It was a surprise when I stepped 

in the house to find not the sculptor, only his son. And this son said, “My father arranged 

this match-making meeting and I want you to marry me and want to ask you to stop 

working to become a full-time wife”. It was a common request by men at that time.

After these experiences, my eyes started to open to the world beyond Japan. It was still 

not easy to travel abroad, yet it was becoming more possible compared to my parents’ 

generation, and I took the risk to visit New York. I fell in love with the city as soon as I set 

foot – I felt I might be able to do something here.

It took me a long time to get back on my original track toward being a fine artist. I 

had to learn English first, I had to earn and I had neither space nor tools for sculpture. 

It was much later that I found out how the art world works here. I didn’t even know the 

existence of NYFA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but they didn’t have any programs 

for immigrant artists like they have now. Ironically, within three years of my arrival, I 

married an architect who had also recently arrived here, from England. Together we 

made two children. I grew up as a New Yorker with them, learning how American life 

works through their childhood and schooling.

Soon after I arrived here I found American clothing much too long so I started to 

shorten with safety pins. Safety pins became one of my major mediums as they were 

suitable to use with children around, they are clean and easy to work with, and they are 

easily portable. As I became used to life in this country, I found many opportunities here 

to develop art works, and many grants and residencies supported me greatly in growing 

to the stage where I am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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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s so great that it still 

preoccupies my mind. Unconsciously I continually connect and compare the two 

cultures. My art making – where these thoughts are always embedded and interwoven – 

is my diary in visual form. 

The world has become much smaller nowadays with the computer age. English is 

becoming a global language for communication and traveling is easy around the world. 

The barriers between men and women are getting thinner. I hope the religions will not 

stop the good meaning of globalization for the future.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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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한 한국 여성이 권위있는 지위에 오르면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목격한 내용이

다. 2008년 가을, 미국에 살던 나는 한국의 강원도 삼척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삼

척은 한국의 산악지대와 동해 바다를 끼고 자리잡은 작은 도시였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백

인 중산층 여성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그 때까지 소수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와서 소수자로 살아야 했고, 그건 내 피부색 때문이기

도 했지만 내가 여자라는 점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정말 놀란 것은 남녀 간에 구별을 짓는 

것이었다. 내 눈엔 성차별적 구분으로 보이는 이런 사회 구조를 주위 동료들은 지극히 평범

하고 익숙한 일로 받아 들였다. 마치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받은 듯,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시골 농어촌 마을의 작은 학교인 근덕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동료 선생님들은 나를 더없이 환영했고, 이 작은 학교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는 한

국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작은 축소판이 되었다. 처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회 

조직 내에서 남녀가 각각 다른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시간에 여자와 남자는 항상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나눠지는 행동들이 정말 생소했다.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선망의 대상이자 존경받는 신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근덕과 같은 시골의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남자 선생님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이 때

문에 여자 선생님들이 간부급 직책을 맡는 경우는 남자에 비해 훨씬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근덕에 머문 지 6개월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할 즈음 흥미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1학년을 

맡은 한 여자 선생님이 주임교사가 된 것이다. 예전에 그 자리에는 남자 선생님이 있었다. 

부드러워진 경계: 
동해의 어떤 분리

케이트 코로치 

학생/석사과정 (시각 비평연구)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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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선생님이 교무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학교 내 사회조직에 변화가 일기 시작

했다. 교무회의 전까지 교무 선생님은 다른 여선생님들과 함께 커피를 타고 다과 준비하는 

것을 도왔지만, 회의가 시작되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 그 다음 상석에 앉았

다. 학교 급식시간에 남자 선생님들은 교무 선생님과 가장 연장자인 여선생님에게 상석에 

앉으시라고 했다. 교무 선생님은 주저했지만 남자 선생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석의 남자

들 무리에 합류했고, 자연스레 남성 중심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우리 여선생들도 더

디긴 했지만 그 뒤를 따르게 됐고, 시간이 흐른 후, 급식시간에 남녀 선생님들이 섞여 앉는 

경우가 따로 앉는 경우보다 더 많아졌다. 교무 선생님은 험난한 지형을 멋지고 우아하게 통

과한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기 위해 버둥거렸던 작은 순간들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다. 

교무 선생님은 학교 내 남자 선생들의 영역 안팎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다양한 상황과 역할

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녀 간 관계에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처음에 느꼈던 구분이 헐렁해지기 시작했다. 의무를 다하는 여성과 지휘하는 남성이라는 구

별도 차차 느슨해지고 흐려졌다. 

학교라는 축소판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변동을 시사하

는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나라로 부각되면서, 사회 구조 및 사회의 사

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내가 겪은 학교의 이야기는 보다 큰 변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

본인 셈이다. 이런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전통적인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자립과 평등의 문제는 물론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하지

만, 그럼에도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희망적인 진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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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 involves the changes that occur when a South Korean woman is elevated to a 

position of authority.  In the fall of 2008 I reloca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Samcheok-

si, Gangwon-do, South Korea, a small town nestled next to the East Sea with the Korean 

mountains jutting in the background.  As a white, educated, middle-class woman from 

the United States, I had never experienced what it was like to be a minority.  During my 

time in Korea I was a minority not only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but also because 

I am a woman.  The distinctions between men and women were surprising to me. A 

sexist divide in my eyes, this social structure was visibly conventional and familiar to my 

coworkers. I felt outside of myself, as if in someone else’s skin.  

I was assigned to teach English at a small elementary school in a rural fishing and 

farming village, Guendeok Cho Dung Hagkyo.  My coworkers at Guendeok could not 

have been more welcoming. As I settled into my new life the small school became a 

microcosm through which I observed South Korean culture. What struck me most 

was the different ways women and men functioned within the social structure—there 

is a distinct divide.  For example, at school dinners the women and men always sat at 

different tables.  This custom of separation was unfamiliar to me. 

Rural elementary school positions are coveted and awarded to successful and 

respected teachers.  As a result, areas such as Guendeok have a higher percentage 

of male teachers than the urban schools.  Because of this, female teachers occupy 

leadership roles within the school much less frequently than men.  Six months into my 

term at Guendeok a new school year began and with it came an exciting change—the 

first grade teacher, a woman, became the head teacher.  A man previously filled the 

position.  When Kyo Mu Sunsengnim assumed her new position the social structure at 

Softening the Lines: 
A Divide by the East Sea

Kate KORROCH/MA Candidate
Visual and Critical Studies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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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began to shift.  Before teacher meetings she still helped the other women pour 

coffee and put out snacks but once the meetings began she sat at the head of the table 

next to the principal and vice principal.   At school dinners she and the eldest female 

teacher were asked to move to the head table.  Kyo Mu Sunsengnim was hesitant but 

acquiesced to the men’s request and joined them at the head table, seamlessly inserting 

herself into the androcentric space.  The rest of us slowly but surely followed suite.  

Overtime, it was more likely that the women and men mingled at school dinners than 

sat apart.  More frequently women were invited to the head table at mealtime.  Kyo Mu 

Sunsengnim navigated the tricky terrain with brilliant grace.  

After my struggle with being a woman in South Korean society, these small moments 

were empowering to me.  I watched Kyo Mu Sunsengnim adapt various roles to 

maneuver in and out of the male sphere at our school.  As these subtl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es occurred, the divide I previously perceived began to soften.  

The distinction between female obligations and male authority loosened and blurred. 

These small shifts in the microcosm of my school represent something bigger for 

women in South Korea. As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the globe, social thinking has started to shift as well as the social structure.  My school 

is representative of a greater transformation.  Despite this transformation, the changes 

are still being defined in a traditional structure.  Gains in women’s independence and 

equality are still measured in relation to men, but are representative of hopefu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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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주 입던 카디건에 단추가 떨어졌다. 바느질에 취미가 없는 나로서는 잠시 멈칫하

게 된다. 단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야 한

다는 사실에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다행히 이번에는 실이 비교적 빨리 바늘 구멍에 쏙 들어

가주었다. 혼자 방에 앉아 단추와 씨름을 하고 있으려니, 불쑥 방에 들어온 친구가 날 보고 

짐짓 놀란듯하다. 내게 ‘여성스럽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연신 해준다. 여성스럽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송좡(Song Zhuang, 宋庄)에 다녀왔다.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북

경 시내 외곽으로 가면 비평가 리시엔팅(Li Xianting, 栗宪庭)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술인 

마을, 송좡에 닿을 수 있다. 송좡미술관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베이징에 올라온 수 많

은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들이 작업실을 얻어 핑크 빛 미래를 꿈꾸는 곳이다. 핑크 빛 꿈으

로 가득한 송좡에 오늘 리시엔팅의 부인인 랴원(Liao Wen, 廖雯)이 기획한 중국 여류 작가 

11명의 그룹전이 한 화랑에서 오픈을 했다. “여공수사(女红绣事, Needle Work)” 중국에서 

‘여공(女红)’은 독음이 같은 여공(女工)과 함께 여자 노동자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여자들의 

일, 특히 자수를 뜻한다. 중문 전시 제목은 영어 번역과 달리 더욱 ‘바느질’이라는 행위의 여

성성을 강조한다. 기획자는 전시 서문에서 사료와 함께 중국의 미술사에 있어 바느질이라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특히 ‘여성성’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양 현대미술

사의 여류 작가가 작품에서도 공통점을 찾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전시 제목처럼 전시장은 온통 실과 바늘이 이룬 노동의 결실로 가득하다. 

그들의 대단한 노고에 나도 모르게 작품에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한 동안 그녀들의 

한 땀 그리고 한 땀을 상상하며 그 자취를 천천히 더듬어 본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진짜 

바느질을 했네…’ 개념미술을 위시하여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띄우는 현대미술 전

시장에 익숙했던 요즘,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작품들로 가득한 전시장을 거닐고 있자니 한 

베이징의 하루

권은영

박사과정, 중앙미술학원(中央美术学院) 

미술사학과,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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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한 발이 더디게 움직이는 나를 발견한다. 

전시장을 들어서자 마자 오른편에 유리 덮개가 올려진 1미터 남짓의 긴 테이블을 지나게 

된다. 처음에는 막연히 테이블로 생각했다. 전시장을 두어 바퀴 돌고 나오려는 찰나에 비로

소 유리 덮개 안에 숨어있던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호주 민속미술 작품에서 볼 법한 

수많은 곡선이 겹겹이 포개어진 두지에(Du Jie, 杜婕)의 작품은 추상화의 느낌이 물씬 난

다. 그녀의 작품이 마주하고 있는 매화 나무에는 아직 터지지 않은 꽃봉오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나무의 정수리에는 곱게 수 놓아진 복숭아색 매화 꽃이 환하게 웃고 있다. 색실과 

비즈, 솜 구슬, 리본, 다양한 무늬의 천 등으로 정물, 풍경을 표현하는 양판(Yang Fan, 杨

帆)은 전시장 안쪽에 약 3미터 길이의 설치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바다 속 풍경을 그녀의 

조형언어로 풀어 놓은 작품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념 사진을 찍기에 분주하다. 

전시장 중앙에 은색과 백색으로 이루어진 청아한 수야비(Su Yabi, 苏亚碧)의 작품이 입

구를 향하고 있다. 세필로 여러 번 선을 겹치고 겹쳐 극사실적 양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 작

품은 사실 비단실로 캔버스 위에 바느질 한 것이다. 유화로 모노 톤으로 그 움직임을 미리 

표현한 덕분에 셀 수 없이 겹겹이 쌓인 비단실의 양감이 더욱 빛이 난다. 깃에 한껏 힘을 준 

망토와 함께 폭발하는 화산구름이 가 머릿속을 스친다. 수야비의 작품이 걸린 가벽의 뒤편

에는 새하얀 소파가 높여 있다. 편안하게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라고 놓여있다고 하기에는 

소파가 지나치게 깨끗하고 폭신한 소파이다. 그리고 2인용 소파 한 중앙에는 튜브보다 더 

큰 원형 쿠션까지 있다. 수징위(Xu Jingyu, 许静宇)는 소파와 큐션에 나무의 뿌리 같기도 

하고 혈관 같기도 한 복잡한 지맥을 천과 같은 색으로 수를 놓았다. 그리고 소파의 맞은 편

에는 내 키 정도 되는 대형 바늘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세 조형물이 뿜어내는 긴

장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력으로 서로를 당기는 것 같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 밖에 뜨개질로 만든 조형물에서, 붓으로 그린 평면 회화 

위에 글자, 숫자, 심지어 정물까지 수를 놓은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바늘과 실이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의 스펙트럼에 전시장은 활기차다. 

집에 돌아와 며칠 전 끙끙대며 단추를 단 카디건을 꺼내어 본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본 전시를 잠시 떠올려 본다.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요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바늘과 실이 

만들어내는 향연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본다. 수성 물감, 유화 물감처럼 바느질도 작

업을 하는 한 방법일 뿐이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는 가사 노동 중 하나일 뿐인데 

말이다. 언젠가 털실로 목도리를 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십자수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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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tton fell off my favorite cardigan. Having no interest in sewing, I hesitate a bit. I don’t feel 

that good, not because I lost a button but because I have to insert thread into a needle eye and 

put an effort to sew the button. Luckily, the thread goes into the needle eye at once. A friend, 

who suddenly came into my room, seems to be surprised for seeing me struggling with the 

button, then praise me again and again that I’m ‘feminine.’ Feminine?

I’ve decided to make an excursion to Song Zhuang. The village, first initiated by an art critic Li 

Xianting and now became an artist village, can be reached by an hour long bus trip to outskirt 

of Beijing. It is a place where artists in Beijing, who came from all over China, and artists from 

overseas rent studios with lofty aspirations. There, a group exhibition featuring eleven Chinese 

women artists is being held at one gallery. Titled 女红绣事 (Needle Work), the show was curated 

by Li Xianting’s wife Liao Wen. 女红 (nǚgōng), a word that consists the first half of the exhibition’s 

title, means needlework, especially the work of embroidery made by women. Its pronunciation is 

identical to 女工, which has the same meaning with 女红, with an additional meaning of working 

woman. Different from the translated version in English, the original title in Chinese emphasizes 

the femininity of the act of doing ‘needlework.’ In her exhibition statement, the curator emphasizes 

the ‘femininity’ of needlework while explaining its meaning in the Chinese art history presented 

with historical records. Within the same context, she also finds elements in common between 

such works and the works created by women artists in the Western history of modern art.

As might have been expected, the entire exhibition is filled with fruits of labor that are made with 

needles and thread, as indicated in its title. Mesmerized by the great effort of participating artists, 

I move closer to the exhibited works. And I slowly study the traces, imagining each stitch sewn by 

the women, one by one. Then I think again. ‘They really did needlework...’ Though being used to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where artists compete with brilliant ideas through genres such as 

conceptual art, I find myself slowly taking each step in an exhibition full of such a labor intensive works.

A Day in Beijing

KWON Eunyou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rt History, 
Central Academy of Fine Art,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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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exhibition, viewers come to pass by a meter-long table with a glass top on 

their right. I simply think it to be an ordinary table at first. But right before I come out of the 

exhibition after walking around the exhibition twice, I discover a work that has been hidden 

under the glass top. It is a work by DU Jie (杜婕), which is composed of countless layers of 

curved lines that reminds of Australian Aboriginal art, with strong sense of abstractness. 

Facing her work on the opposite side is an embroidery of a Japanese apricot tree full of 

flower buds that are still not burst into flowers. On the crown of the tree is a peach-colored 

flower lighting up in a smile. YANG Fan (杨帆), an artist who creates still-lifes and landscape 

paintings with colored threads, beads, cotton beads, ribbons and textiles with various patterns, 

also installed a work about 3 meters long. In front of the work, people are busy taking photos 

of an underwater seascape expressed in the artist’s own visual language.

 

At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venue, a work by SU Yabi (苏亚碧) is facing towards the 

entrance. The work is composed of silver and white colors, and looks as if painted in a hyper-

realistic style with layers of thin lines created by a slender brush. But it is indeed a needlework 

sewn on a canvas using silk thread. Layer upon layer, the voluminous silk thread is highlighted 

thanks to the movements that are painted with oil color, layered under the thread. Bursting 

cloud from a volcano and a stiff collar of a cloak in SU Yabi’s work penetrate my mind. A white 

sofa is located behind a temporary wall that holds her work. It is a sofa that is too clean and 

comfortable for sitting down and appreciating the creation of artists. In the middle of the 

two-person sofa, there is even a round cushion bigger than a swimming tube. On the sofa 

and cushion, XU Jingyu (许静宇) embroidered complex and continuous lines that resemble 

roots of trees, or veins of some sort. On the opposite side, a huge needle, almost as big as 

myself, is hung from the ceiling. The three works seem to attract each other with an invisible 

tensile force, and I unknowingly smile while going through them. The atmosphere of the 

exhibition venue is vigorous and energetic with a variety of works in a wide spectrum, from a 

sculpture made of knitting to embroideries of letters, numbers and even still-lifes on flat two-

dimensional paintings, all of them using needles and thread.

After arriving at home, I take out my cardigan that I struggled to sew a button on. For a while, 

I recollect the exhibition I saw today. I take a look back at myself to see whether I involuntarily 

kept myself away from a feast of needles and thread, thinking that it was forcing femininity to 

women. Indeed, needlework is just another way of creating works, as with watercolor or oil paints. 

Moreover, it is merely one type of domestic labor in our daily lives. I think I would be able to knit a 

woolen muffler one day. Wouldn’t it be possible for me to make a cross-stitch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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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어린 소년이 나에게 이대박이라는 한국이름을 지

어 주었다. 이대박은 대충 행운의 로또 당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운이 좋기 때문이

라고 한다. 일년 후, 나는 한 파티에 참석한 후 무심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

아왔다. 한국 여자들의 신발은 너무 높고 갑갑해서 그것을 신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잘못 신고 온 신발의 크기와 스타일은 정말 내 것 같았고 내 신발이 아

니라는 것을 다음 날에서야 깨달았다. 

그 파티에 간 것은 한국에서 산 지 1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당시 나는 내 나이의 

한국 여자들과 친구 사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건 부분적으로는 

언어나 어떤 기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기준이나 사회적 신분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이들과의 교류에는 깊이가 없었다. 이들

이 논하지 않는 주제로 넘어가면 나는 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었고, 나의 상황, 즉 이혼

하고 아이도 없고 예술가인 등등의 자유로운 내 상황은 내가 만난 다수의 여성들의 사정과

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들에게는 가족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가 절대적이었던 

것 같았다. 물론 이런 것이 나나 그들이 서로에게 갖는 관심이나 호기심을 차단하지는 않았

다. 이런 유대감은 많은 경우에 즐거웠지만 때로는 의무적으로만 느끼는 것 같기도 했고, 

결국 한국인에게 우정이란 것이 내가 고향에서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가깝고, 유대감을 갖고, 서로 비밀

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 서로 잘 알고 감싸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요성과 친밀감

을 결여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관계였다. 이곳 한국에서는 친구관계

가 가족이 갖는 유대관계와 비슷한 것 같다. 이들 관계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함께 경

험하고 배움의 습득과정을 함께 해오는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날 파티에서 내 신발을 두고 올 때만 해도 나의 삶을 한국에 더 깊이 정착시키고 풍부

이대박의 서울

줄리아 마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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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줄 여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나 희망은 전혀 없었다. 나는 아는 사람의 승

진을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세 명의 여자

를 만났는데 이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들이었고 다들 수다스러웠다. 다음 날, 저녁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신발을 신으려고 내려다 봤는데 거기 있는 것은 가죽으로 된 내 신발이 

아니었다. 내 신발과 같은 스타일의 동일 브랜드 신발이었지만 더 낡은 데다 스웨드 소재로 

된 신발이었다. 나는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일을 주인에게 보냈고, 다음날 

김씨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우리는 그 주에 광화문역에서 교환하기로 했다. 8번 출구로 나

가자, 거기 나온 주인이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자들 중 한명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신발 크기가 작아서 내가 키 작은 아시아 여성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만나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렇게 김씨를 

만난 게 거의 3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김씨와 계속 연락하고 자주 만나면서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소개시켜 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기도 전에 우리가 만나게 된 사연 때

문에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입장이 되어봐라(Walk a mile in my shoes... Put the 

shoe on the other foot...). 한국에서 지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것, 즉 공

감하고 이해하고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나 문화

적으로 색다른 행동 규칙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했다. 처음 한국에서 보낸 한 해 동안 걸음

마를 배울 때, 나는 친구도 거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점점 더 나만의 자치구를 형성

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한 친구와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그

렇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친구관계를 바라는 내 기대도 변해 있었다. 그래서 김씨를 

만나기 전에는 깊이있게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먹었

었다. 하지만 김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포용, 지지, 나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시

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김씨는 전통을 따르면서도 결혼과 일에 대한 관습에 저항하는 등 어

떤 면에서는 모순적이기도 했고, 친한 사이에서는 때로 의견을 확장하면서도 재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주로 가벼운 만남을 갖곤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심을 가져준다. 우리 관계는 자매 이상의 친구관계이다. 같은 

여자이기에 갖는 유사점도 이야기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반박하기도 한다. 김씨와

의 우정을 통해 나는 마치 어떤 일탈을 하듯 내가 가지고 있던 패턴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와의 우정은 내가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로 나를 데려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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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 after I moved to Korea, a young boy gave me my first Korean name: Yi DaeBak, (이

대박) which loosely translates to Lucky Lottery, because, he said, I was lucky. A year later 

I inadvertently went home in the wrong shoes after a party. Never would I typically want 

to walk in the shoes of a Korean woman—too high, too confining, too limiting, but these 

shoes were so much like my own in fit and style, that I was unaware until the next day 

that they weren’t actually mine.

When I went to that party I had lived in Korea for 16 months, and I understood making 

friend swith Korean women my age was complicated, in part due to language and 

expectations, but also social norms and status. Most of the Korean women I met were 

friendly, and kind, but these interactions lacked depth. Beyond, the subjects that they 

simply would not discuss, I was unable to read them. It was clear that my circumstances: 

divorced, childless, artist i.e., free, was in opposition to many of the women I met, who 

seemed obligated and bound by family duty. This of course did not stop me, or them 

from being interested in or curious about each other; it was just that these associations, 

however pleasant, many times, often only felt obligatory. I began to understand that what 

constituted friendship here, for Koreans, was very different that what I had known at 

home. There, friendships were often defined by proximity, association, and disclosure, 

and while familiar and enveloping, often lacked meaning and intimacy, and especially 

longevity. Here it seemed that friendships were akin to family ties: long existing and 

based on shared experience and a great deal of learned acceptance.

At that party, when I left my shoes at the entrance I had no idea, nor little hope that 

that night I would meet women who would help make my life here more grounded and 

full. I was there to honor an acquaintance’s new position, and have some fun. Yet, there I 

met three Korean women, in particular, who were funny and interesting and most of all 

talkative. The next day, as I prepared to go out for the evening I stepped into my shoes 

Yi DaeBak’s Seoul

Julia MARSH
Critic



87

and when I looked down I could see that these were not, in fact, my leather shoes—

although the same brand and style—these were older and suede. I emailed the host 

asking for help in finding my shoes. The next day I got an email from Ms. Kim. We made a 

plan to make the switch at Gwanghwamun Station later that week. When I emerged from 

exit eight I saw immediately that the owner was one of the women I had talked to that 

night. She told me she assumed I would be a small, Asian woman, because our feet were 

the same size. We quickly made plans to meet again. And meet we did, and have so many 

more times. It’s been nearly three years since I met Ms. Kim, who has enthusiastically 

helped me feel welcome by keeping in touch and meeting often. She gave me a sense 

of belonging by introducing me to other people who have also become good friends. In a 

sense, meeting the way we did cemented our friendship before we even knew each other. 

Walk a mile in my shoes... Put the shoe on the other foot… Being in Korea has been 

much like that: empathizing, understanding, shifting perspectives. Adjusting to life in 

Korea has meant adapting to different codes of conduct both linguistic and cultural, 

new and old. Learning to walk, if you will, in the first years here, I found, simply, because 

friends were few and far away, I began to more and more strictly keep my own council. In 

the past I would talk out my problems with a friend, but as that was increasingly difficult 

to do, my expectations of friendship and the demands I placed on it changed. Before 

I met Ms. Kim I had decided that the quality of friendship was preferable to quantity. 

After that chance meeting, I have in large part redefined my ideas of inclusion, support, 

and sharing. Over time, Ms. Kim, in many ways a paradox—traditional while defying 

conventions in her marriage and vocation, has demonstrated to me that meaningful 

connections demand at times extended and measured reflection. Although, our meetings 

are often giddy affairs, they always include serious attention to the details of our lives. 

More like sisters who understand without question, ours is a friendship that defies and 

underlines our differences, while bringing our similarities as women to the surface, and 

like a dérive my friendship with Ms. Kim challenged my patterns and brought me to new 

places that I may have otherwise 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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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다면성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온갖 노력들을 다룬 기사들과 함께, 정

치적 견해 및 종교적 신념의 차이와 언어 상의 충돌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인해 세계 곳곳에

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사태에 관한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문화적으로 얼마나 세련됐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소통 언

어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탐욕, 잔학한 행위, 침략, 증오는 어디서든 쌍방 간의 파괴와 죽

음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 세계를 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들 스스로가 낸 멍 자국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우등생이었던 내게, 당시 쓴 희곡 때문에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퇴학이라는 결

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다. 그 희곡에는 “우리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생명 윤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 들어 있었다. 일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은 이런 나의 

생각에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수업을 거부하려 했고, 결국 영구 퇴출이라는 결정은 한 달 

간의 정학으로 마무리됐다. 그 때 나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언어의 융통성과 유연성은 

의미를 낳기도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나라 국민들 간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목소리를 찾아서 : 
모성 본능을 통한 공통어 말하기

녹 민 응웬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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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든 민감한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베트남 부부 이야기

를 통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부는 100명의 아이를 낳은 후 다른 길을 가

야만 했다. 남편이 50명의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가고, 아내가 50명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

고 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서로를 잘 못 이해하는 경우는 흔하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

에 대해 말할 때 농담삼아 묻는 게 있다. “어떤 베트남사람이죠?” 북쪽지방 사람인지, 남쪽

지방 사람인지, 중부지방 사람인지? 혹은, 해외에 사는 베트남 사람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반역한 사람인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던 공연 경험이다. 

종종 혼자 있을 때면 내가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연기했던 등장인물들을 떠올려보곤 하는

데, 대개 베트남이라는 나라, 좀 더 좁게는 복잡한 남쪽 상황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이 등장인물들을 활용했던 것 같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장면 중 하나는 한 어머니가 전

쟁 중에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떠나야 하는 장면이다. 관객들이 

이 장면을 해석하는 방식은 최소한 다섯 가지 정도는 된다. 

-  국가의 입장에서 관객들은 공연을 진행시키기 위해 배에서 노를 젓고 횃불을 켜야 하

는데, 여성들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희생물이었음을 깨닫고 흐느낀다.

-  미국에서 온 한 젊은 남자 관객은 나의 단독 공연의 9개 장면과 이 연극 장면을 보고 

나서, 연극이 베트남 남자들의 무책임함을 꼬집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남

자들이 나의 공연을 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  마닐라에서 열린 여성들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선보였을 때 베트남에서 온 이 연극은 

멜로드라마로 이해되었다.

-  한 베트남계 미국인은 미국 문화에서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엄마를 결코 인정할 수 없

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 공연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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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연을 보지 않았던 한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은 내가 베트남 여성단체의 특정 여성 

지도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현재 정치 체제를 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

렸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필경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내 작품을 봐도 다양한 해

석이 가능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나는 가끔 내가 그 어머니라는 상상을 한다. 사실 출산을 한 적도 없고, 엄마가 되는 기

쁨을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테지만. 하지만 내가 만드는 예술 작품을 내 자식으로 볼 수 있

지 않을까. 우리 예술가들은 베트남의 잔혹한 통치와 운명 속에서 때로 몸 속 가장 깊은 창

자까지도 자르고 제거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창작물에게 진실했다는 것만은 분명하

다. 살아남기 위해 각색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두드

러진 특징이 아닐까?

부모가 일찌감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하지만 이들은 지금 8천만 

인구로 성장했다. 지난 천년 동안 우리나라는 북방 국가들의 세력을 물리쳐야 했고, 프랑스

는 백년 간 우리나라를 남부, 북부, 중부로 갈라 놓았다. 1975년, 베트남의 통일에 대한 대

가는 분개할 만한 것이었고 수백만의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 땅으로 떠나야 했다. 모국을 향

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든 것은 이런 베트남의 디아스포라이다. 국가의 평화

가 지속되는 30년 간, 우리는 두 개의 적, 즉 가난과 무지와 싸워야 했다(이 둘 모두는 부도

덕을 낳았다). 

어머니의 인자하고 열린 마음을 받아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 뿔뿔

이 내동댕이쳐진 조국의 아이들처럼, 우리 안의 증오와 분노는 끝없이 뿜어져 나왔다. 

“어머니의 본성”, 또는 이해하거나 이해받기 위한 제3의 방식

베트남 문화가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들(남자든 여자든)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해, 이성보다는 감성에, 전문성보다는 아마추어적인 것에 기대고, 내부의 의지보다

는 외부 세력에 의해 끌려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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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여성성(femininity)”이라는 개념보다는 “모성 본능(maternal instinct)”이라

는 개념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증오와 폭력을 통한 해결만이 옹호된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집에 산다면, 아이들은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하려 할 뿐이다.(권력이 커질수록 

돈과 총을 더 많이 쥐게 되고, “사랑”보다는 절대권한을 더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모

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다.)

예술가와 여성의 언어는 강철로 된 무기와 싸우는 총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인

도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마된 어머니의 언어이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아이들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성의 언어는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다. 예술 작업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피와 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창작할 것을 다짐하곤 한다. 이들은 그 옛날 

산과 바다에서 명을 달리한 순수한 자들이며, 자유로부터 감금된 이들, 살아있지만 진정 죽

은 것과 다름없는 이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후 세대의 자손들이다. 

남자들도 타고난 재능 및 의지력과 함께, 공감능력과 관대함을 가슴에 새긴다면 “모성 본

능”이라는 언어를 연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위태로운 내 운명의 일을 진행하면서 국가적 지원을 받은 작업도 많았지만, 곤

경에 처해 작품을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나를 미워했던 이들에게 

감사해요”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나는 제일 안쓰러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처럼, 손이나 

코가 잘린 “아이들”, 엄마의 자궁 안에서 사산된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말

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검열위원회 위원들이 예술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언어

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 언어를 이해 못하는 바람에, 나는 고난과 기쁨으

로 가득찬 제3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제1의 길을 따라 내 생각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

면, 작품은 검열에 걸려 관객(내 창작의 이유인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제2의 

길을 따라 위원회에 맞춰 내 작품을 스스로 걸러낸다면, 그 작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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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내 작품이 살아 숨 쉬면서 그것이 여전히 내 것이길 원했기에, 나는 제3의 길을 찾아

야만 한다. 

<Behind the Smiling Face>라는 연극의 예를 들자면, 주인공 바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능력 때문에 모두가 바흐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한 신부

는 바흐를 통해 자기 신랑이 사랑하는 것이 자신인지 자신의 돈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려는 아버지도 이런 게 궁금하며, 사기꾼들은 바흐를 악행에 이용하

려 든다. 바흐는 병원에 몸을 숨기려 하지만 쫓기고 쫓겨 멀리 달아나야 했다. 결국 사람들

은 바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 그의 엄마를 협박한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바흐를 잡지만 바

흐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만다. 검열위원회의 9명의 위원은 연극의 상연을 허가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너무 많이 아는 이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바흐가 공연 말미에 벙어리가 된다는 설정을 없앤다면 연

극을 올려도 좋다고 결정했다. 결국 나는 바흐가 딱 한마디 말만 하도록 수정하였고, 그렇

게 연극은 무대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사를 선택했을까? 여러 학생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았다. 어떤 학생

들은 ‘싫어!’라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왜’, ‘어리석군’, ‘미쳤군’이라는 대사를 

택했다. 내가 택한 건 ‘ME’였다. (베트남어에서 이 단어는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

머니”로 들릴 수도 있고 “후레자식”으로 들릴 수 있다.)

다른 부문에서 “모성 본능”이 가지는 영향력

베트남과 우리 국민들이 “모성 본능”을 통해 삶의 다른 길로 접어든다면 탐욕과 사악함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성 본능을 통해 더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질투와 갈등

을 줄이고, 희생하고 주는 법을 깨우칠 수 있다. 내가 번창하기 위해 어머니나 자식들의 삶

을 포기하게 하는 대신, 어머니나 자식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법을 터득

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한 시나리오 작가는 베트남 영화의 현황에 대해, “프랑스, 미국과 싸워 군사적으

로 승리했던 나라가 이제 영화에서는 중국과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패배를 맛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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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을 던졌다. 

2004년 나는 연극 <Between the fields of smoke and fog>를 연출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베트남 역사는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텔레비전이나 광고 프로그램의 영향

을 받아 도리어 중국의 역사에 익숙해지고 한국의 스타들에게 열광하고 있음을 들춰냈다.

그렇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그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에 너

무 어둡다는 사실에 대해 외쳐왔다. 자신이 걷고 있는 거리의 이름을 명명한 사람들에 대해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의 삶을 제공한 영웅들의 죽음과, 자신의 희생이 기록되는 것조차 불

가능했던 이름없는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시민들에게 “어머니의 본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본성이 인간 삶의 모든 부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권력을 잡은 이들이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이

성,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는 관점, 즉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중의 삶과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랑과 책임이 가득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극에서 여성의 목소리

연극이라는 표현 수단 속에서 베트남 여성의 등장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

진 베트남의 문학작품 중에는 여자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이들을 통해 저자의 상황과 욕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작가가 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진실한 것을 대변하기 때문일까? 이들 가치들이 위협받을 

때조차, 그리고 신성한 이미지를 지키건 지키지 못하건 상관없이, 여성은 청중의 마음을 더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

여주인공, 여자 영웅이 많은 나라에 살면서 그저 어떻게든 그들 내면의 정신력과 내적 몸

부림이 오늘날을 사는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랄 뿐이다.

과거, 베트남의 여왕 Duong Van Nga는 외세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

해, 두 왕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다. 해마다 한 왕에서 다른 왕에게로 데려가기 위해 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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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했는데, 그 때마다 두 명의 남편을 섬기는 죄에 대한 벌로 여왕은 가마의자에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다.

700년 전, 베트남의 공주 Huyen Tran은 영토 확장을 위한 교환의 대가로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야 했다. 후에 그 땅은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수도가 되었다.

2003년, 마닐라에서 나의 연극 <Missing Woman>을 초청한 적이 있었다. 마지막 순간

에 주최측은 공연을 올리려면 이 두 여성(Duong Van Nga와 Huyen Tran)의 상을 삭제해

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의 다른 여성 단체를 초청하여 

베트남을 대표해서 중국 연극작품을 올렸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성추행이나 불공평한 대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나 무

대에서 떠나야 했던 여성 동료들을 많이 봐 왔다. 일을 선택한 여성들은 모르는 척하거나 

미친 척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을 버리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남자가 되

기도 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극장에 여성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목소리는 사악함과 탐욕이 훼손시킨 국가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창작품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

는 여성의 고요한 절규이기도 하다.

 전지구적 이해를 위해 예술가와 공동체 사이의 언어 장벽 깨부수기

여러 나라에서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를 넘어서기도 한다. 예술계에 여성의 수가 적다해

도, 여성의 언어는 분명 다수의 언어이다. 남자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에 “모성적 특질”을 띤 

언어를 사용한다. “어머니와 같은 본성”으로 충만한 언어는 다른 문화 공동체가 또 다른 문

화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최근, 베트남의 국가에 관한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단어(Bahia Indonesia)가 참(Cham) 

언어를 거쳐 pu, lao, ibu, susu 등의 베트남 어휘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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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개의 단어와 여덟 개의 단어가 서로 대구를 이루는) “6-8”시를 베트남 사람들만의 전

유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참족의 사람들이라면 다들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됐다.

베트남의 상황에서는 국내 이슈를 다룰 때 외국의 연극대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때가 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004년, 우리는 중국의 연극을 통해 “왕이 원하는 

것은 조언자가 아니라 하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물론, 우리 8천만 국민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

른 이들의 언어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 

역사를 배워도 쉽게 잊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의 상황과 표현 언어를 빌리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외국의 연극으로 작업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만은 아니다. 내가 각색하고 연

출한 외국 극본 중에서 몇 작품은 허가를 받지 못해 무대에 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바로, 

우리와 검열위원회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는 점이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와는 상관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희생한 덕을 보았으며,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아름다움 것, 선한 

것, 진실한 것을 해치고 침해하는 짓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며, 더 많은 기

쁨과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더 잘 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본성”이 충만한 언어, 출산과 함께 여성에게 주어진 언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으며, 이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남자들도 연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창조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으로 우리에게 주

어지는 것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불길을 끄려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명예욕과 

일상의 유혹 대신에 공감하는 마음을 더 키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순수한 자들의 침묵하는 

목소리를 위해 우리 몸을 불사를 수 있도록 내면의 심장을 지피려는 의지력으로 열심히 작

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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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 주지만, 아들의 애인은 아들에게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엄마의 심장을 애인에게 가

져가는 길에 아들은 넘어져서 그 심장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도 기억할 것이다. 그 심장은 

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 얘야, 어디 안 다쳤니?

이제 이야기를 갈무리하면서, 예술 창작의 불을 끄고 우리 민족이 가진 사랑과 믿음을 파

괴하려는 이들에게 지구의 어머니와 여성-예술가들을 대신해서 묻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이자 마지막 질문은,

- 얘야, 어디 안 다쳤니?

참석할 수 없었던 다른 여성 예술가들을 대신하여 오늘날 여성 예술가로 설 수 있다는 것

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여성 미술가들은 이 세상을 위해 예술을 창작해 왔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출산한 아이들 속에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모든 여성들의 

내면 깊은 곳에 배태된 인내, 관용, 평온, 결단력이 없이는, 우리가 선택한 창작의 길, 모든 

어머니들의 운명을 감내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함께 하는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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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ersatility of Language

 

Every morning when we read through the newspaper we see news about effort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longside news of bloodshed in many places of the world, because 

misunderstanding originates from differences in political views and religious beliefs, and 

conflicts in language.

 

Greed, cruelty, aggressiveness, and hatred cause death and mutual destruction 

everywhere, regardless of a country’s wealth, sophistication of culture, level of 

development, or language of communication.

 

If the world were a mother, then she would writhe in pain everyday from the wounds 

on her body and the bruises on the bodies of her children, bruises that the children 

themselves create.

 

When I was a student, because of a play that I wrote, I went from being a top student to 

being expelled by the school’s disciplinary committee.  In the play, I made the assertion, 

“It’s uncertain that my seniors or my teachers necessarily understand the deep morals 

of life.”  Even some of my teachers and fellow students supported that idea.  But because 

they were willing to skip school to support me, my permanent expulsion from school was 

reduced to a one-month suspension.  From then I learned the lesson: the versatility and 

flexibility of language lead to open meaning but also to misinterpretation.

 To decrease the potential of misunderstanding 

between those of the same nation.

Finding our Voices:
Speaking a Common Language through 
Maternal Instinct

Ngoc M. NGUYEN
Playwright



98 2011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Every nation has its sensitive issues.  My country, especially, tells of our nation’s 

beginning through the tale of the first Vietnamese couple, who after having 100 children 

together, had to part.  The husband took fifty children to the sea, and the wife took fifty 

children to the mountains. 

 

Misunderstanding is common despite the sharing of one language.  We often joke that 

in order to talk about the Vietnamese, we have to ask carefully, “which Vietnamese”?  

Northern, Southern, or Central Vietnamese? Overseas Vietnamese, or Communist 

Vietnamese, Traitorous Vietnamese?

 

I want to tell you about an experience of a stage performance that could be interpreted 

in many ways.

Often when I’m alone, I envision the characters I’ve written, directed or played, which 

I have used to help audiences better understand Vietnam in general and a complicated 

southern theater in particular.

One of the scenes I often use is of a mother who in war must leave her own 

children in order to save the lives of thousands.  There have been at least fi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s scene from audience members:

 

-  In the country side, where the audience members have to row boats and light torches 

in order to come to the show, the women cry and recognize their own life sacrifices in 

the story.

 

-  A young male audience member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watching that 

scene with nine other scenes in my solo performance, suggested that Vietnamese 

men should not see Minh Ngoc’s performance because the play condemns their 

irresponsibility.

 

-  When performed at a conference on women in the theater in Manila, the 

performances from Vietnam were perceived as melodrama.

 

-  A Vietnamese American suggested that American college students should not watch 

the performance because in American culture, it is absolutely unacceptable for a 

mother to leave h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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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ietnamese American woman who had not even seen the performance concluded 

that I wanted to support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by praising a woman who would 

later become the leader of the Vietnamese Women’s Association.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re were dozens more interpretations of that scene.  When 

I look back at my work, even I have varying interpretations, much less others. 

 

Sometimes I think, I am that mother, even though I had never once given birth, and no 

longer will have the chance to enjoy the happiness of motherhood.  But my own artistic 

works can be seen as the child that I long for.  In the cruel mandate and destiny of my 

country, often we artists have to cut off and cast away even our deepest intestines, our 

very own body parts.  I have only one certainty, that when I create, I have been true to my 

creation.  Adapt in order to exist, but stay true to yourself, isn’t that the distinctive quality 

of our people?

 

Imagine a people whose parents had to separate early, but who now have grown to a 

population of eighty million.  In the last millennium, our country endured one thousand 

years of influence from the northern nations, and one hundred years in which the French 

split us into north, south, and center.  In 1975, the price for a united Vietnam was the 

wrongs and resentments that would lead millions of Vietnamese to drift to foreign lands.  

It is this very Vietnamese diaspora that have in turn made both spiritual and material 

contributions back to the homeland. In the thirty years of peace within the nation, 

we’ve had to battle two enemies, poverty and ignorance (both of which together, lead to 

immorality).

 Without having the generous and open heart of a mother-- as the children of a 

motherland whose children have been ripped from the mother’s heart and and thrown 

in a hundred different directions—our internal hatred and resentment would poor out 

endlessly.

 

 “The instinct of a mother,” or the third way towards understanding 

and being understood

 

Many people (both men and women) view that my country’s culture tends towar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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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ne--that we lean towards emotion over reason, amateurism over professionalism, 

and that we are driven by foreign influence rather than by internal will.

 

I prefer the idea of “maternal instinct” over that of “femininity.”  When one lives in a 

house dominated by strident beliefs advocating for resolution only through hatred and 

brute strength, many children just want to love their mothers in their own individual 

styles.  (the more power one has, the more money or more rifles he holds in his hand, 

the more he wants to have absolute authority over “love,” and show others that they can 

love their mothers only officially like they love the mother-country.)

 

You are an artist, and a woman, and your language is not like a gun or knife that must 

battle with weapons of steel, but the language of a mother that can be honed to guide 

and protect our children.  We use this maternal language to protect even ourselves from 

the children who can kill us.  And this maternal language is also our children.  Do not 

forget, our artistic works are also for our children, the flesh and blood that have mouths 

but cannot speak.

 

I often tell myself to create for those who cannot speak.  Those who are the innocent 

who die in a dark ocean or mountain far off, those who are locked away from freedom, 

those who are alive but really dead, those children of the later generations who have not 

yet been born. 

 

To me, men will also be able to hone their language of “maternal instinct” if in addition 

to their talent and will, they have a heart full of empathy and tolerance.

 

Up to now, coming to this dangerous job of my destiny, I have been awarded in my 

country for many of my works, but I’ve also encountered difficulty, even had to change, or 

to stop not a small number of my works.  In the interview entitled “I thank those who hate 

me,” I’ve expressed that I’ve had to, like mothers who love their most unhappy children, 

give more love to those “children” whose noses and hands have been cut off, or even 

those children killed inside their mother’s womb.

 

One thing is that most of the members in the censorship committee do not share 

the same language with those in the arts.  If it wasn’t for their inability t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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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anguage, I wouldn’t be able to find a third path full of difficulty and enjoyment.  If 

following the first path, I forge forward unyieldingly with my idea, I will find my artwork 

censured, unable to reach an audience (the people for whom I create).  If following the 

second path, I censor my work according to the committee, the work will no longer be 

mine.  If I want my work to be alive, and for it to still be mine, I must invent a third path.  

 

For instance, the main character Bach in my play entitled Behind the Smiling Face, 

has the ability to read people’s minds.  Everybody wants to possess him for his insight; 

a bride wants to use him to make sure that her groom loves her and not her money; a 

father about to give his children an inheritance has the same concern; and crooks try to 

use Bach for their own evil doings.  Bach tries to hide in a hospital but is pursued until he 

has to run further.  In the end, these people threaten his mother to force him to appear.  

Crooks get a hold of Bach, but he becomes mute.  Nine members of the censorship 

committee allowed for the play to be performed, but only one was able to recognize the 

author’s idea: “Those who know too much must keep their mouths shut.”  He decided 

that the play could be performed only if I cut out the idea that Bach becomes mute at the 

end of the play.  Finally, I allowed Bach to speak only one word, and the play was allowed 

a life on the stage.

 

If it were you, what word would you choose?  I’ve asked many of my students this.  

Some say: No!  Some choose, Why, Stupid, Crazy.  I chose ME. (In Vietnamese, depending 

on how you intonate the word, it can be understood as either “mother” or “motherfucker”.)

 The influence of 

“maternal instinct” on other fields

 

Particularly in my nation and with my people, approaching other avenues of life through 

“maternal instinct” can tremendously reduce feelings of greed and evil.  Through it, one 

can learn how to better live, reduce jealousy and conflict, learn how to sacrifice, and to 

give.  One can learn to ask himself what he will do for his mother or child, rather than 

ask others to give up their lives for his own flourishment.

 

A foreign screenwriter, after observing the state of my country’s cinema, joked that “A 

country that has been victorious militarily against both the French and the American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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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defeated in film by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Korea?”

 

In the year 2004, my play Between the fields of smoke and fog revealed that a large number 

of my country’s youths don’t quite remember Vietnamese history, while, as a result of our 

country’s television and advertisement programs, they know Chinese history and obsess 

about Korean stars.

Yes, while I taught, I have cried in front of my college students at the realization that 

those youths were so in the dark about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my country.  If they 

were ignorant about the people whose names designate the streets on which they walk, 

then how could they remember the heroes and heroines whose deaths have served 

those living today, but who remain unnamed because many reasons make it impossible 

for their sacrifices to be written down?

 

In order to arouse the “maternal instinct” in every citizen so that the instinct can 

improve all fields of human life, those who hold power, in particular, need to have the 

heart of a mother, the reason of a father, and a point of view that cuts across many 

different perspectives, a point of view full of the love and responsibility of those who carry 

on their shoulders the life and future of a people of a proud history.

 

The Feminine Voice in the Theater

 

Choosing the theater as a means of expression, a woman of my country has man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majority of our famous literary works, even written 

by male authors, uses a central female character through which to reflect the conditions 

and desires of the author. 

 

Is it because the woman represents the beautiful, good, and true?  Even when those 

values are violated, and regardless of whether she succeeds or fails at upholding this 

sacred image, the woman can more easily stir the hearts of the audience.

 

Living in a country with so many female heroes, I just hope that somehow their inner 

spirit and inner struggle can pass on to those living today, so that we can continue to be 

capable of such beautiful, life-giving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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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Duong Van Nga, the queen of my country had to become the wife of two kings 

in order to help the country escape the threat of foreign invasion.  Every year, when they 

brought the sedan-chair to take her from one king to the other, they would still whip on 

her chair to punish her for her sin of having two husbands. 

 

Seven hundred years ago, Huyen Tran, a princess from my country also had to marry 

off to another country in exchange for a large expanse of land which later became the 

capital of our last dynasty.

 

In the year 2003, my play Missing Woman was invited to perform in Manila.  In the last 

minute, I received a suggestion that in order for the show to go on, I had to eliminate the 

image of both of these women (Duong Van Nga and Huyen Tran).  If I didn’t cut out these 

images, the organizers would have to invite another group of Vietnamese women who 

would perform a Chinese play to…represent Vietnam.  

 

As a female artist, I’ve witnessed both in my country and in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many female colleagues who have had to leave their work and even their locale 

because of sexual harassment and unequal treatment.  Those who have chosen to keep 

working often have to feign ignorance or madness, or become unfeeling when the need 

arises; in order to survive, even becoming men themselves.

 

If the voice of the woman in Vietnamese theater can flourish, it carries with it a double 

function: it is the voice of those women who represent parts of the nation’s body that 

have been mutilated by evil and greed; it is also the silent scream of women in creative 

labor struggling to bring to life their unsevered and complete creative works. 

 

 Breaking the Language Barrier between Artists and Communities 

for Global Understanding

 

Women often outnumber men in countries’ populations.  There may be few women in 

the arts, but their language is often the language of the majority.  Even male authors use 

language full of ‘maternal quality” in their works.  Using the language of the majority, 

a language full of “motherly instinct” will help communities of different cultures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104 2011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Recently, when doing research on a nation in our country territory, we were touched to 

discover that there were some Indonesian words (Bahia Indonesia), that, passing through 

the Cham language, was preserved in the Vietnamese  lexicon, i.e., pu lao, ibu, susu. 

We thought that the “Six-Eight” Poem (that had alternate verses of six words and eight 

words) was the specialty of the Viet people.  Now we know that the Cham people have 

almost the same.

 

In the context of my country, sometimes it is easier to use a foreign playscript to 

deal with a domestic issue—in order to pass the censors.  In the year 2004, through 

a Chinese play, we were able to send this message, “The lords need servants, not 

advisers.”

Of course, being able to speak our own language to discuss issues at the heart of 

our eighty million people brings us greater joy than borrowing the language of another 

people to speak. I believe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my students have learnt but 

have easily forgotten Vietnamese history. (To be precise, choosing to work with a 

foreign play is not much easier. Of the foreign plays that I have adapted and directed, 

several have not received permission for staging.) The issue is this: we and those in 

the censorship committee share one language, but are unable to truly understand one 

another.

 

Regardless of how our languages differ, we still believe that on this earth, each and 

every person has had a mother who gave birth to them, has benefited from the sacrifice 

of a mother, so that none of us would want to do anything to harm or violate the beautiful, 

the good, and the true.

 

The quest for global understanding aims to help people take more responsibility, share 

more joys and pains, and treat one another better. To serve that need, there is nothing 

more appropriate than a language full of “motherly instinct,” a language given to women 

at birth, and one that men can hone through hard work.

Choosing this risky road of creativity, of course we need not only to rely on what is given 

to us at birth, but day by day, work hard with an enduring will to overcome all who want to 

quench our fire of creativity, to strengthen our empathetic hearts against the temptations 

of fame and of everyday life, to warm up an internal hearth that allows us even to burn 

our very bodies for the silent voices of innocent ones arou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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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ther’s Heart

Perhaps many of you have heard the story of the mother who ripped out her heart for 

a son whose lover wanted such a gift from him.  And perhaps you also remember that 

on his way to bring his mother’s heart to his lover, the son tripped and fell, dropping the 

heart to the ground.  The heart’s first question was:

 

-Are you hurt, my child?

 

To conclude this talk, let me represent both that mother of the earth and women-

artists to ask those who want to quench the fire of artistic creation and destroy our love 

and faith in our nation, the first and final question:

 

-Are you hurt, my child? 

 

Let me also honor the women artists today who represent other women artists who 

cannot be present.  We’ve given the world our artistic creations and included our very 

own wounds in those spiritual children.  Without the patience, tolerance, calmness, and 

determination born deep inside every woman, we would fail to go to the end of this road 

of creation that we have chosen, a road with a value others often can only recognize after 

we have past away, enduring the fate of all of our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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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눈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신의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곧 데려 가겠노라고 했

다. 어른이 되고. 그녀는 내게 여동생이나 엄마 아빠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형제자매 간에 

갖는 불만사항을 토로하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터놓고 솔직히 말한다는 건 어떻게든 존중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그런 얘기는 미숙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자신과 타

인에게 존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흡족함과 자부심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의 

반응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일 테다. 

결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의바르게 응했다. 그래 ‘맞아!’, 어떨 땐 짜증이 나기

도 했다. 그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만 타인의 논리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동생

이나 딸들처럼 우리는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한 장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

지만 아무도 그러한 대화의 공간을 채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낯설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우는 줄어들었고, 나의 깊은 속내를 그녀에게 말하는 경우는 더 희박해 졌

다. 

기억이라는 게 그러하듯, 난데없이 어떤 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새로 문을 연 샌드

위치 가게에 갔던 날이다. 아니면 썬데 아이스크림 가게였나?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서양 스타일의 ‘고급스런’ 매장이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이전, 아시아의 공간에 침투

한 글로리아 진과 같은 곳들은 신기한 냉난방 장치를 한 공간이었다. 비닐 봉지에 파는 길

거리 노점의 음료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시원한 탄산음료를 팔았고, 플라스틱 스푼과 

일회분씩 담은 설탕, 소금, 후추가 있었다. 내 기억에 그 곳은 핑크와 흰색 줄무늬로 된 아

메리칸 스타일이었는데, (카운터와 바 스툴이 없고) 제 자리에 장착된 플라스틱 의자와 부

스가 있는 미국의 식당들을 따라한 것이었다. 그곳에는 광택이 나는 황색에 사각형 모양을 

셀비가 그리워...

산지타 산드라세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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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 스타일의 타일이 부착되어 있었고, 타일은 그 공간의 울림을 공허하게 되받아쳤

다. 그 후 80년대에 걸쳐 이런 사업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갈색의 그림자를 따라 

전체로 뻗어갔다.

어린 시절의 나는 이런 장소들이 혼란스러웠다. 거기 붙어있는 타일들처럼 뭔가 어울리

지 않는 것 같았고, 내가 알고 있던 공간의 역할이 뒤죽박죽 되었다. 그런 공간은 오스트레

일리아에서 우리 엄마의 피부색과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곳이었다. 아빠의 가

족들과 우리 중에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음식도 어중간했다. 이곳 과자점에서

는 샌드위치에 참치&마요가 아니라, 참치, 샴볼, 오이를 넣었고, 부푼 흰 봉투 속에 든 샌

드위치는 흠뻑 젖어 있었다. 밀크 바에는 포도맛 환타나 사르시 콜라같은 청량음료도 없었

다. 이것들은 독특한 아시안 스파이더였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더 커졌지만 좀 다

르기도 했다. 그야말로 언캐니였다.

우리가 좀 더 커서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한 사람의 엄마로 앉아있지만, 

나이가 들었건 아이이든 형제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엄마와 나는 비

슷한 여정으로 새로운 경험과 장소, 신선한 내음을 여행하는 여인이었을 뿐이었다. 말레이

시아는 내가 고향으로 느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오스트레

일리아 식의 라미넥스 조리대와 매끄러운 원목 작업대에 익숙해진 셀비의 부엌에 앉아 있

으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묘한 끈적임이 느껴지고, 화사함 뒤에 어떤 눅눅함이 느껴졌

다. 이 방에 교차되는 내 기억들, 주저했던 모든 것들, 감정의 교차, 이별의 고통, 집처럼 

느끼는 것과 가정을 이룬 곳에 대한 이런 기억들이 내 눈과 귀, 마음에 너무 크게 울려 퍼

졌고, 나는 더 이상 그 곳을 제대로 추억할 수 없었다. 

내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지만 잡을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기억들 사이를 옮겨다니며 

이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기억들은 찾을 수 없는 셀비 같았다. 셀비는 몇 해 전 

행방불명되었는데,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사채업자에게 쫓긴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이

다. 그녀는 아들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몇 해 전 아이들과 남편은 다시 나타났지만 셀비는 

여전히 사라진 채 미궁으로 남아있다. 우리 가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

다. 이젠 셀비 역시 흘러가는 그림자처럼 하나의 기억이 되었지만, 세상 속 어딘가 그녀의 

공간에서 웃고 있는 여인으로 내 웃음 속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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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비라는 이름은 “행복하게 잘사는 딸”이라는 뜻을 지닌 인도의 여자 이름이다.

셀비라는 단어는 영어의 Miss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독신녀의 이름 앞에 사용한다. 이름 뒤에 붙여 단

독으로 사용하면 사랑하는 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단어 자체로는 부유한 사람(남자는 selvan, 여자는 selvi)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를 의미하는 타밀어 selvam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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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had this way of laughing with her eyes when she questioned you that immediately 

took you into her world, allowing you to be as mischievously complicit. Grown-up. Like 

the way she asked after my younger sisters or, Mum and Dad, it allowed you to air your 

sibling grievances, but this

frankness somehow also enabled a respect. So the tale you told, was not young and 

whiney but loaded with respect – for the self and the other. It made you think, and let you 

share with a sense of fullness and pride. Pride in being asked and in being respected 

enough to warrant your response.

So when you did answer you did so also in turn respectfully. So ‘Yes!’, something had 

annoyed you. Hurt you but it also respected the reasons for that – the other’s reasons. 

We could share and knowingly still know our places, as sisters and daughters. I don’t 

think anyone has ever filled that space of conversation. Stranger still, as there were not 

many instances that we were alone to speak like that. And age as well as company made 

it rare. Rarer still then, perhaps, that she did enable me so profoundly to speak.

One memory that often floats back up from out of nowhere – as memories tend to 

– is a day when we went to this new sandwich shop – or was it just a sundae shop? I 

cannot recall properly, but it was a ‘posh’ shop as it was in the Western style – before 

Starbucks and the likes of Gloria Jeans infiltrated our Asian spaces with their alluring 

air-conditioned spaces and cool iced sodas at inflated prices compared to the drinks 

we would buy in plastic bags from the street vendors, and plastic spoons and sachets 

of sugar, salt, pepper. This place, I remember was in the American style – pink and 

white candy stripes - imitating US Diners (sans the counter and bar stools) with plastic 

screwed-in-place chairs and booths. It was tiled with

local tiles – yellow brown glazed squares, which stared blankly back, out of rhythm 

I Miss Selvi…

Sangeeta SANDRASEGAR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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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lace. But then I s’pose for the eighties so too did the clients, which stretched 

the gamut of shades of brownness: Chinese, Malay, Indian.

As a kid these places confused me. Left me out of sync – like the tiles – as they 

confounded my roles of place. This place belonged in Australia where people the colour 

and accent of my mother would eat and drink. Not here amongst Dad’s family members 

and us. And the food too was halfplaced – the sandwiches were not like the ones you got 

at tuckshops here they were filled with Tuna, sambal, cucumber, not Tuna&Mayo, and 

sogged up strangely in their over-blown white puffy envelopes. And fizz like grape-Fanta 

and Sarsi were not available in Milk Bars, so these were extra special Asian spiders. The 

choices were greater and also different. Uncanny.

When we went back older. Mid-teens. She sat as a mother, yet spoke to me in the 

same way: complicit despite age, maturity, kids, siblings. We were just women travelling 

similar journeys of new experiences, sites and smells. Now Malaysia felt out of sync 

to me, - it used to be where I felt at home. Sitting in Selvi’s kitchen room having grown 

accustomed to the laminex counters and polished wooden surfaces of Aussie kitchens 

this room felt oddly clean but greasy, light but dank. My memory shifts of the room now; 

all the indecision, the at-odds of emotions, the pain of separation, towhat-one-feels-as-

home-and-where-one-makes-home, resounded so loudly in my eyes, my ears my heart 

that afternoon I can no longer remember properly that place.

Now another 20 years on this shifting amorphous memory both clings to me and 

eludes me. Just as Selvi now eludes me - many years ago she went missing – the family 

story goes she had gambled herself into debts and the loan sharks were after her. She 

disappeared with her sons. But many years ago the boys and husband turned up again. 

Selvi remains missing – an enigma. Her story has been absented from my families’ 

narrative. She too is now a shifting shadow of a memory – but she remains inside my 

giggles – a woman who laughed back at her place in the world.

*The girls’ name Selvi is an Indian name meaning: “Happy prosperous daughter”.

As a word Selvi is equal to Miss in English. Selvi is used as a prefix for name of an unmarried 
women or spinster. It means beloved daughter when used singly and as a postfix. Literally it means a person (selvan 
for male and selvi for female) who’s endowed with wealth and derives from the Tamil word for wealth selvam.



111

본 지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술가의 위치,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다양한 대화방식 중 몇 가지 사례에 관한 것이다. 아시아라는 지역

적 조건은 나의 예술 작업의 변수들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발판은 상호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하는 다양한 교환 방식이나 교환 과정이 큰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이 추동해 가는 사유의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한 발

판들은 아시아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

을 하게 했다. 젠더화된 사회적 현실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며, 전지구적으로는 어떻

게 수용되는가? 지역적/개별적 경험들이 전지구적 서사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전지구적 대화는 어떤 식으로 역동적인 예술창작과 새로운 예술 읽기에 스며들 수 있을

까? 

이번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북 프로젝트는 기록 역사와 젠더화된 개인적 서사들에 대

한 비판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 내가 참가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위의 질문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엄마 혹은 주부라는 나의 정체성은 창작하는 자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정

체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행하는 몇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이나, 이런 역할

을 행하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한계나 경계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체성은 오

히려 개인적인 것에서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하는 발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내 작업은 양

육이라는 사적인 문제로 시작하지만 점차 기아, 소비, 상품화를 고민하는 쪽으로 전개된다. 

즉,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아시아 안팎에서 

진행된 온라인 프로젝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시, 세미나를 통해 다른 예술가들이나 큐레

이터, 비평가들을 만나면서, 이런 내 실제 상황들이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

고 하나의 상황에 놓인 공통성과 양극성을 찾을 수도 있었다.

대화들 : ……;………

루쉬카 와슨 싱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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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의 <국제 화가 레지던시>(2007), 티타 국제 예술가 단체(Pita Kotte)의 정

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부족인 신할라 족의 문화에 대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

었다. 이 계기를 통해 인도와 스리랑카의 사회적 현실이나 식민 역사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찾아내고, 작품에서 새로운 형식과 재료를 통해 이를 탐구하게 되었다. 한 달 간의 레지던

시가 진행되는 동안, 스리랑카와 미국에서 온 작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작품에 

관한 슬라이드 발표도 하였다. 함께 지내고 작업하며 서로 지켜보아 온 작가들은 레지던시 

최종 보고전에서 가능한 표현 방식과 반응 방식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레지던시 진행 중에 

작업한 <Prayers of Silence>라는 작품은 중국에서 열린 <3회 베이징 비엔날레>(2008)의 

회화 부문에 출품되었는데, 책의 형식을 띤 이 작품이 회화로 구분된 것에 대해 다층적인 

독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Arts Network Asia)에서 여행 지원

금을 후원받아 <Colors and Olympism>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엔날레 전시와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나는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 물질에 대한 탐구를 어떻게 더 넓

은 전지구적 맥락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9명의 예술가: 여성 예술가 콜로키움전>(스리랑카, 2010/2011)은 티타 국제 예술가 단

체의 여성 예술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Fire Files Projects>의 일환이었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둘러싼 이슈들과 그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예술의 영역에서 탐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나누었던 지식들이나 논의들이 이 전시에 모아졌다. 이메일, 페이스북, 구글 톡, 스

카이프 등 동시다발적인 반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온라인 체계들을 통해, 인도, 미국, 말

레이시아, 네팔, 아일랜드 간 다국적 대화가 진행되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나 공통된 의견들

을 바탕으로 최종 전시를 만들었다. 영국의 찾아가는 예술(Visiting Arts)의 온라인 프로젝

트 중 하나인 <Project Weddings>(2011)는 각자의 개인적, 지역적, 문화적 문맥에서 웨딩

이라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올리도록 요청하였다.

나는 전지구적 시나리오로 실천하는 여성 예술가로서, 젠더화된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

험하고 생성하는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다시 틀 지우고, 재검토하며, 

또 다시 맥락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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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speak from the position of an artist and focus on some of the diverse 

modes of artistic dialogue within and beyond the Asian region, which have helped me 

expand the parameters of my art making. These interactive platforms are significant 

owing to the varied modes and processes of exchange they involve, as well as the 

dissemination of thoughts they propel.  With regard to my own gendered identity as an 

Asian woman , they have helped me address some relevant questions. How gendered 

and social realities are locally expressed and globally received ? How local / individual 

experiences can be expressed through global narratives ? How global dialogues can 

permeate new dynamics of art making and new readings of works of art ? 

Through this critically and socially relevant initiative of the Incheon Book Project, to 

document histories and personal gendered narratives, I would like to address the above, 

by bringing forward some of my own participations.

My creative self is not isolated from my identity as a mother and a homemaker, which 

has brought several role performances in my daily life. However for me these roles and 

their performative spaces such as the home, are not limitations or boundaries. To me 

they are initiating platforms, to move from the personal towards the external world. In my 

work personal beginnings of the notion of nurture, gradually grow towards explorations 

of hunger, consumption and commodification. That is from the individual to the social.

During meetings with other participating artists, curators and art critics during the online 

projects, residency, exhibitions and seminars within and beyond Asia, these realities have 

gained ground for discussion  and helped me find commonalities and polarities on the 

same.

The International Painters’ Residency in Sri Lanka (2007), an annual residency 

programme at Theertha International Artists’ Collective (Pita Kotte); brought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Sinhalese culture. This helped me draw an understanding 

Dialogues : …….;………

Rushka Wason SINGH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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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mmon social realities 

and colonial histories of India 

and Sri Lanka and explore them 

through new forms and materials 

in my works. During the one 

month long residency, there was 

a direct dialogue with participating 

contemporary artists from Sri 

Lanka and the U.S.; as well as slide 

presentations of the residency 

artists’ works. The culmination 

of the residency into an exhibition 

brought forward possible modes of 

expression and response by a group 

of artists who had been living and 

working together and observing 

each other. One of the works titled 
Prayers of Silence created during the 

residency was exhibited at the Third 

Beijing International Art Biennale, 

China (2008), where within the painting section of the Biennale the book-format of the 

work brought multiple readings into the work with regard to it being categorised as a 

painting. Supported by the Travel Grant from Arts Network Asia, my visit and presence 

during the Biennale Exhibition and Conference on the theme Colors and Olympism also 

revealed how individual experiences and material explorations can be seen in a wider 

global context.                                                           

Nine Artists: Women Artists’ Colloqium Exhibition, Sri Lanka (2010/2011), was a part of the 

Fire Flies Project under the Women Artists Program of Theertha International Artists’ 

Collective. It was a culmination of the online exchange of knowledge and discussion on 

women related issues and how they can be explored within the realm of art. Through 

emails, facebook, Google Talk and Skype, spontaneous responses and those which were 

thoughtfully structured were brought into a part of a multi-national dialogue between 

India, U.S. Malaysia, Nepal, Ireland and the U.S. Personal narratives and collective 

opinions drove the final exhibition. Project Weddings (2011), an online project of the Visiting 

▲ RUCHIKA - Project Weddings-drawing on photograph

▼ RUCHIKA - Prayers of Silence-gouache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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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U.K. was a call for recording narratives in text and form, on the idea of weddings 

within one’s personal, regional or cultural context.

As a practicing woman artist in the global scenario, it is intriguing how varied aspects 

of  a gendered life can be reframed, re-examined and re-contexualised by transgressing 

the borders of  experiencing and creating them.  

India.
Se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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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제시한 주제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다

잡았는지에 대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들을 풀어 보려 한다.

여자는 너무 심각하고 근면하고 인내심이 많고 강인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한

다. 각양각색의 민족들과 여성들의 생활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각 사회마다 여성의 지위

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모습과는 동떨어

진 방식으로 서로를 인식했던 것 같다. 각각의 젠더가 상대의 본모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선, 남녀의 신체적 특징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여자는 남자만큼 근

육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남자와 같아지려 하거나 그러지 못한 자신을 안쓰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건 고양이의 꼬리나 새의 날개가 없다고 투덜대는 것과 같은 꼴이다. 

알다시피, 인간의 몸은 모두 제각각이고 선천적으로 다르게 작용한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적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러한 신체를 스스로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

요한 것 같다.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지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다

면, 우리 모두 그렇게 다를 것 없이 사회적 관습과 관행의 압박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의 기대

에 부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한 사람의 여성이 됐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가면서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타인들이 가하는 압

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에 대한 기대치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스스로에게 

나의 자신감

(솜) 수티라트 수파파린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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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자기 존중감을 발휘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 모

두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해답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해답에 도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외국에 방문하여 그곳의 문화를 경험할 때 나는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된다. 다른 사회에

서 느끼는 여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또 다를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이용

할 수 있는 정보와 반응들을 바탕으로 행동방식을 다시 설정하면 된다. 나는 그들의 관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회 구성원에게 맞춰진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외국인이

면서 여성인 내가 그 문화 속에서 맡은 배역은 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 역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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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hought is based on my experience, that is, how I have managed my 

mind, facing the issue given to me by the IWAB. 

There is an oversight on women that we are too serious, hard working, patient and 

strong. If we look closely at various ethnicities and women’s ways of living, we can find 

that every society positions females differently. Although we live in the modern times, 

it seems like we have been treated in ways that are far from the truth. I think we can 

change and rebuild the way how each gender respects to each other by knowing the 

counterpart’s nature. 

In terms of the physical nature of men and women, I can accept their differences. 

Physically, I know I don’t have muscular strength as much as men do. Thus, It is futile 

to try to be the same with men or feel sorry about myself. It is perhaps like saying I don’t 

have a tail like a cat or have wings like a bird. I understand that humans have diverse 

bodies and the bodies function differently by nature. I’m confident with what I have in my 

body. I guess what is important is how to manage your own body from your viewpoint.   

I believe we’re all not so different as long as we are not too serious to follow what the 

society demands us and what kind of role we should have. We can be completely free 

from the pressure of social conventions and custom. People can tell us what we should 

do, but we don’t need to follow their expectations. This is how I managed to grow and 

identify myself as a woman. I’ve been trying to evaluate and be aware of my strengths and 

weaknesses. I’m not afraid of facing what other people pressure on me. I’m not affected 

by what they expect me to do and not to do. My confidence stays in myself and I don’t find 

it necessary to show it up in daily life. The self-respect is the drive that has made me to 

build relationships. The interaction with people is vital in finding the right solutions that 

work for both of us. It can take time, but I’m sure that it is the best way to reach solutions 

and move onto another level. 

My Self-confidence

(Som) Sutthirat SUPAPARINYA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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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ly, when I visit and experience foreign cultures, I find myself in a dissimilar 

position. They are different societies of which demands and expectations on women 

are refreshingly new. In such situations, I get to reset customs based on whatever 

information and reactions available to me. I don’t belong to their customs, which means 

that I can be free from what the foreign culture places on its members. As a foreigner 

and woman, my role can be flexible and slipp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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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허약했던 나는 잘 먹지도 않아 머리 숱도 적고 야윈 편에 속했다. 의사 선생

님의 권유로 어머니는 나를 보모의 고향으로 보내셨다.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 놀곤 했었는

데, 지금까지도 맨발로 뜨거운 거리를 걸었던 그때 당시가 생생히 기억난다. 처음에는 흙탕

물이 찝찝했지만, 어찌나 재미있었던지 곧 잊을 수 있었다. 뙤약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

서도 친구들과 보리 이삭을 주우며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놀았었다. 편지 봉투 한 가득 보

리 이삭을 줍기도 하고,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며, 잘 이해할 수 없는 언니, 오빠들의 농담도 

들어 주었다. 당시 시골은 정말 아름다웠다. 수확의 계절은 그야 말로 황금 빛이었는데 지

금 돌이켜 보면, 반 고흐의 들판과 닮은 멋진 장관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했던 나는 예쁜 옷을 즐겨 입었고, 작은 손수건

과 사탕 포장지들을 수집하고는 했다. 특히 자수를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밀짚으로 모자도 

만들고 혼자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난 동그랗고 위 부분이 팽팽해서 수를 놓을 수 

있는 등나무 의자를 갖고 싶어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작은 등나무 의자는 그때 

당시 나의 보물이었다. 물론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영화관에서 매일 수성물감

으로 큰 영화 홍보 포스터를 그리셨다. 영화가 종영되면 간판을 내려 화판 위의 물감을 물

로 씻어 다시 하얗게 바탕을 칠하고 새로운 영화 포스터를 그리셨다. 자주 어머니 작업실에 

가서 놀면서, 작업실에 있는 안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색칠 놀이도 하고 다양한 색종이

를 잘라서 여기저기에 붙이기도 했다. 계란 파는 아주머니는 내가 가져다 드린 창문에 붙이

는 종이를 계란에 하나씩 붙여 판매를 하셨는데, 시장에서 정말 잘 팔렸다. 내게 첫 성취감

을 준 이 일을 통해 나는 기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

다.

어머니는 평생 예술을 사랑하셨다. 중국 광주미술학원을 졸업하시고도 어머니는 계속 작

업을 하셨다. 작업과 가정을 어느 하나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어머니는 결국 집에서 사생도 

“삶을 사랑하는군요!”

양판 

작가/중국 광동 제2사범학원미술과(广东第二师范学院美术系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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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풍경화고 그리시고, 판화도 하셨다. 아담한 우리 집은 언제나 북적거렸지만 덕분에 

예술적 분위기로 충만했고, 어머니의 미술학원 동창분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림을 배

우러 오는 학생, 시인, 아마추어 사진 작가, 지방에서 극단을 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오셔서 예술, 인생, 이상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았었다. 난 그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짓, 발짓을 보며 그들과 닮은 어른이 되고 싶어했다. 커서 알게 되

었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문예청년’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때 그 

혈기 왕성했던 청년들이 평범한 일상에 젖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속 깊이 꿈을 실현한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어머니와 그 청년들을 통해 예술을 

진심으로 아끼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학 졸업 전후로 나는 잠시 방황했다. 나는 동창들처럼 취직해서, 돈을 벌고, 평범하게 

살며 내면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방학 때 작업을 할 요량으로 교편을 잡게 되

었는데, 적지만 일정 수입이 있어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나는 이렇

다 할 작업을 하지 않았다. 전통 방식에서 벗어서 어떻게 나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슬럼프가 지나고 나는 천천히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

리기 시작했다. 처음 그림을 그려보는 어린 아이처럼 아주 간단한 형태와 색채로 어떤 의미

도 부여하지 않고, 작품의 깊이를 떠나 일상에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저속한 것들을 표

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를 숨막히게 했던 속박들에 이별을 고하고, 편안한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병에 걸려 여기저기 큰 병원을 찾아 다니며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 입원해 병실에 누워있을 때, 문병을 와준 나의 지인들을 바라보며 점

점 감정이 메말라가는 나를 발견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다 상점의 쇼

윈도 속의 진열된 상품처럼 느껴지고, 손을 뻗어도 유리에 막혀 닿을 수 없는 느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잔혹했던 수업이었다. 매일 병상에 누워 나보다 더 심하

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인생과 꿈에 대해 다시 생각 하기 시작했다. 변심한 사랑이 떠

나고 뼈에 사무치도록 아파하는 것처럼,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비참했다. 내가 누렸

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쉬워할 줄은 미처 생각도 하지 못 했었다.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

리고, 차를 마시고, 요리를 하는 일상이 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

고, 나는 여자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전에 참여했다. 많은 작가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

시고, 퇴폐적이고, 어떤 이는 살고 싶지 않다고도 얘기를 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있던 기획

자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하하, 저들은 삶에 싫증이 났나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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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군요. 열렬히 삶을 사랑하네요!” 그렇다. 나는 단정하게 차려 입고, 머릿 결도 흩어짐이 

없었다.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밤샘 작업도 하지 않는다. 입가에 미

소가 번지며 든 생각은 예전에 나는 그들과 같은 번민이 있었지만, 나는 변했다는 것이다.

몇 년간, 나는 묵묵히 작업하며 출근하고 간혹 단체전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면 세상과 

어느 정도 단절된 생활을 했다. 2003년 북경에 있는 염황예술관(Yan Huang Yishuguan, 

炎黄艺术馆)에서의 개인전 직후, 나는 순수한 화실을 꾸리길 꿈꿨다. 학교 근처 아파트에 

방을 구해 화실로 사용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점심도 화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

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야 귀가하는 즐거운 일상이 약 3년간 지속되었다. 당시 북경에 올라

와 전시에 참여하면서 작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곤 했다. 중국의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의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다. 많은 친구들이 북경으로 올라와 작업

할 것을 권유했다. 환경을 바꿔 스스로를 다그쳐 조금 더 작업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북경에서 작업실을 얻어 매우 순조롭게 북방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남쪽과 달리 북

쪽은 상업화가 덜 되었고, 광활하지만 도시의 느낌은 적었다. 북경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무섭게 춥고 길고 긴 겨울에 화장실을 가야 할 때면, 나는 정원에 쌓인 눈을 뚫고 

지나가야만 했다. 북경의 밤은 밤새 칠흑 같이 어두웠지만, 광주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

룬다. 북경에 온 고향 친구가 견딜 수 있겠냐고 물어 볼 정도로 나는 적응하는데 힘든 시간

을 보냈다. 지금에서야 3년 전 내가 북경에 처음 왔을 때를 돌아보면, 나는 스스로를 시험하

고, 내 자신을 출발선에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나보다. 나는 지난 3년간의 순전

히 작업에 매진한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작품에도 변화가 있었고, 적지 

않은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었다. 북경과 광동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순회전도 갖을 수 있었다. 

하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항상 도움을 주셨다. 북경에서의 생활은 재미있었고, 많은 것

들 것 얻을 수 있었다. 내 시야를 넓혀 주었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게 해주었으며, 예술과 한층 더 가까운 생활을 하게 해 주었고, 내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작업실에서 앉아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기쁨과 슬픔,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이 내 마

음 속 깊이 울린다. 아래층 화원에 심어 놓은 행운초가 벌써 무성하게 자랐다. 장미꽃도 피

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평온하면서도 몽롱하기만 하다. 나는 내가 행운아라 

생각한다. 시종일관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사랑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기쁘다. 세상

에서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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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was young, I was weak and did not eat well, so I was mostly skinny with thin hair. 

Following a doctor’s advice, my mother sent me to a hometown of my nanny. I used to 

run around with no shoes, and until now, I vividly remember the time when I walked 

down the streets with bare feet. Sweating under the blazing sun, I played with friends, 

running around picking up barley grains. I picked up grains and filled up letter envelopes, 

made dolls with mud, and let myself hear jokes by older brothers and sisters, which I 

could not understand well at the time. The countryside then was really beautiful. Harvest 

season was literally in golden color. Looking back, it was a splendid sight that resembled 

the fields in Van Gogh’s paintings. 

Born with a keen sensibility, I enjoyed wearing pretty clothes and collected little 

handkerchiefs and candy wrappings. I especially put much effort in learning embroidery, 

and I made a hat with wheat straws and started making dolls by myself. At that time, I 

wanted to have a chair made of wisteria that is in a round shape and has a tight upper 

cover so that I can embroider something on it. The wisteria chair my mother gave me 

later was a treasure for me. Of course, I started painting. Every day, my mom made 

painted big movie posters in watercolor at a movie theater. I often went to my mother’s 

workshop and played there, freely using pigments for coloring and putting pieces of 

colored papers here and there. A woman at a market who sold chicken eggs put the 

colored paper pieces onto the eggs in her shop, and they sold very well. It was the first 

experience that gave me a sense of achievement, and I felt good and I gained confidence 

in such things through the experience.

My mother loved art throughout her life. She continued creating works even after she 

graduated from 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Not wanting to give up either her work 

You love your life!

YANG Fa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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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her family, she did sketches, landscape paintings and engravings, all at home. Our 

family’s cozy little house was always crowded with visitors, and thanks to it, the house 

was filled with artistic atmosphere. Discussions about art, life and ideals did not stop in 

my family’s house, with its a variety of visitors, including not only my mother’s academy 

alumni but also her students, poets, amateur photographers, and uncles and aunties 

who work at local theater companies. I liked them so much, and I wanted to become an 

adult like them while watching their motions and gestures when they talked. I came to 

realize it later on, but they all had one thing in common. They were the ‘literature youths.’ 

After a long time, watching the very youths start to surrender themselves to ordinary 

routines, I became deeply aware of how difficult it is to realize one’s dream. Along with 

that realization, I could learn from my mother and the youths a mindset to truly caring 

about art.

I was lost around the time of my graduation from college. I did not want to get a job, 

earn money and live an ordinary life like my fellow students. I finally started to teach at a 

school to do my own work during vacations, and I could sustain independent living with 

a small but regular income. But I did not produce much work for a not so short period of 

time. It was because I could not get a clue of how I should create my own visual language 

outside of the classic method. After the slump, I slowly started to create paintings again. 

As if I was a child who drew and painted for the first time, I tried to express the low things 

that I never paid attention in my everyday life. I did it with very simple colors and shapes, 

without imposing any meaning on them, without considering the depth of the works. By 

doing so, I put an end to the restraints that I put on myself and became able to walk my 

own way.

Then one day, in a defenseless state, I suddenly got an illness and had to go through 

examinations in big hospitals, later have an operation. While I was lying on a hospital 

bed after the operation, I found myself becoming cold-hearted to acquaintances and 

friends who visited me. It felt as if the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started to go away 

from me and became things like displayed products in show windows at shops, and as 

if I could not reach them, blocked by a wall of glass. It was a great shock, and it was the 

cruelest lesson that I have ever had in my life. Watching people suffering worse than 

me from my hospital bed every day, I started to rethink about life and dream. As one 

might greatly suffer when a lover with a changed heart breaks off with the person, I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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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rable as I thought I would not be able to have my life and my dream forever. I had 

no idea that I would miss all the things I could have and enjoyed so much, and realize 

how it had been so important for me to take a walk, create paintings, have teas and cook 

foods, continuing my everyday life. After a long time, I participated in a group exhibition 

that invited only women artists. Many artists in the exhibition smoked and drank, some of 

them decadent, while one artist told me she did not want to live. Watching the artists, the 

organizer of the exhibition told me, “Ha, ha, they might be fed up with their lives. But you 

are the opposite. You love your life passionately!” It was so. I was neatly dressed up, and 

my hair was tiny. Now I don’t smoke, I don’t drink, and I don’t stay up all night for creating 

works. While I was smiling to the comment, I thought that I had the same anguish with 

them in the past, but I have changed.

For a few years, I kept myself away from the world except for my teaching job and 

producing my own works, often participating in group exhibitions. After my solo exhibition 

at Yan Huang Yishuguan in 2003, I started dreaming about having a studio, which exists 

purely for producing my works. I then rented a room in an apartment near a school and 

used it as my own studio. For about three years, a pleasant routine continued, while I 

went to the studio as soon as I woke up, ate lunch I prepared in my lunch box, went back 

home late at night. Around the time, I visited Beijing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and got 

to know artist friends. I used to visit their studios, and I felt a really big difference between 

the northern and the eastern regions of China. Many of my friends suggested me to 

come to Beijing and work in the city, and I thought, then I would chang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push myself to concentrate more on creating my own works.

My life in the northern region of China started very smoothly with getting a studio 

in Beijing. Different from the southern region, the northern region was not much 

commercialized, and it felt small though the city itself was extensive. Buy when I first 

started living in Beijing, it was really difficult. When I had to go to a bathroom in bitterly 

cold and long winter, I had to go through the layers of snow in the garden of the building 

to reach the bathroom. While the night in Beijing is pitch black, Guangzhou is crowded 

with people at night. I had difficult times to adapt myself to the new environment in 

Beijing. Even a friend from my hometown once asked me if I would be able to survive. 

Now looking back at the time when I first came to Beijing three years ago, it seems that I 

wanted to test myself, put myself at the starting point and do everything again fro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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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my life during the last three years, where I purely concentrated on producing my 

own works, is invaluable. Changes have been made to my works during this period, and 

I could also produce many good works. I had sole exhibitions at museums in Beijing and 

Guangdong, was able to have a traveling exhibition in Indonesia and Singapore.

Heaven always helped me when I needed helps. The life in Beijing was interesting, and 

I could acquire many things. It has broadened my view, let me meet with good friends 

who are willing walk on the same path with me, and made me come closer to art in 

my everyday life, and given me a clearer picture of myself. In addition, I have come to 

possess a more firm belief on the path I should take in the coming time.

Today, sitting down in my studio and writing this essay, I feel resonance coming deep 

from my heart. It is resonance of the joys and sorrows, and the things I gained and lost 

in the past. Clovers in the garden downstairs have already grown thickly. Roses have 

bloomed. The scenery outside the window seems tranquil yet obscure. I think I am a 

lucky person. I feel happy for I can walk the way I love, the way I have long been hoping to 

follow. Is there anything happier tha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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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时候我营养不良，有厌食症，稀稀拉拉的黄头发，瘦瘦小小，就是不肯吃饭，让我吃一

口饭，得给我讲一个完整的故事作为交换条件，妈妈听从医生的建议，决定把我送到保姆

家的乡下去锻炼，而且，不许我穿鞋：光脚丫。

至今我还清晰地记得第一天光着脚走在滚烫的马路上，泥路上那种难受的感觉，但我很快

就忘了，因为太好玩了，我跟着大家去收麦子，很热闹，很多孩子也在那玩。骄阳似火，

淌着汗，到处跑，拿一个信封拾麦子，一天可以拾满一信封，用泥巴捏泥人，似懂非懂地

听大孩子讲下流笑话，那时候的乡下真美，收获的季节，一片金黄，现在回忆中的那幅景

象，真的很像凡高画中的田野。

我从小就对美的事物有一种天生的敏感，爱穿漂亮的小衣服，收集小手帕，糖果包装纸，

看小人书，还疯狂地学绣花，用麦秆编草帽，自己动手做洋娃娃。那时候我的梦想是拥有

一个可以绣花的藤框子，圆圆的，把布往上面一绷，就可以平平展展地绣花，后来奶奶给

我找了一个，小小的，成为了我的最爱。当然，也开始了画画。妈妈那时是电影院的美

工，她每天的工作就是用水粉颜料画大幅的电影宣传画，为新片做宣传，放映过后，就把

画撤下来，冲洗掉，涂上立白德粉，画下一幅。我常常去她的工作室玩，里边的颜料我可

以随便用来涂鸦，还有各种颜色的彩纸，我用它们剪剪纸，贴得到处都是。我还剪了一批

小窗花，送给一个卖鸡蛋的老太太，她在每个鸡蛋上贴一朵，结果，她的那筐鸡蛋在市场

上很快销售一空，我很得意，这是我最早获得的成就感，也让我开始对做这类事情充满信

心。

妈妈是一个一生热爱艺术的人，从广州美院毕业后，她一直坚持画画，哪怕工作再忙，生

活再艰苦，孩子再多，也不放弃。她总是在家里搞创作，写生，画风景，印版画，狭小的

家永远乱糟糟，却也因此充满了艺术的气氛，来家里的朋友也很多，都是妈妈美院的同

学，跟她学画画的学生，诗歌、摄影爱好者，以及从外地来演出的歌舞团的叔叔阿姨们，

《月亮走，我也走》
记我的流水账

杨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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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常聚集在我们家海阔天空地讨论艺术，人生，理想，藐视平庸的生活，向往更高层的精

神世界。在小城里，他们是那么的与众不同，那么潇洒、进步，有一种说不清的感染力。

我那时候特别喜欢他们，听他们说话，看他们另类的行为举止，希望自己长大了也像他们

那样。长大后我才知道，他们都有一个共同的名称，叫文艺青年。经过了二三十年后的今

天，那些叔叔阿姨们都老了，人生经历也十分坎坷，当初满腔的热血渐渐被平凡的生活所

吞噬。自小到大，我看到许许多多这样的人，从热血的青年慢慢变成没有任何非凡的常

人，当初的理想始终只是一个梦，让我感触极深，深深的明白一个人想要实现自己的梦想

是多么的不容易！而另一方面，从妈妈以及他们的身上，我又看到了一颗颗虔诚热爱艺术

的心，影响着我。直到今天，我都十分清楚，不管外面的环境多么的好或不好，不管自己

的作品是多么受人追捧，值钱，或者一文不值，这些都与自己内心的世界无关，理想是属

于自己的，美好的，永远。

那时候的潮汕地区，改革开放开始了，极近香港，又是侨乡，大批的人在从事走私活动，

在自由市场上，可以买到大量从香港过来的商品，新式的录音机，磁带，花花绿绿的衣

裳，奇奇怪怪的日常用品，大街小巷到处荡漾着邓丽君绵软甜蜜的歌声，让人联想到一个

充满奢侈品的物质世界。从走私市场上买来的华丽晚礼服被奶奶改成两条小裙子，穿在我

和妹妹身上，那是一个我向往的世界，我喜欢那些带有资产阶级情调的漂亮东西，这种与

生俱来的对美的热爱一直伴随着我。

初中毕业后，我如愿以偿的考上了美院附中，来到了广州。

那时的广州美院很美，穿过了前面的老式教学楼，是一片杂乱的小树林，长着许多叫千

层皮的老树，满地的小黄花，在春夏时节开放，还有紫荆花，下雨过后，粉紫色的花瓣

在潮湿的地上散落着，很有诗意。那是八十年代末，校园里天天充斥着通宵的舞会，那

些男大学生们在女生宿舍门口吹口哨，约我们去跳舞，看电影。我们都为艺术而疯狂，在

宿舍里用泥巴做雕塑，画油画，写长长的诗，喝酒，不守规矩，早恋，逃学，做着所有

叛逆时期所做的一切事情，渐渐长大了。在这个过程，我又认识了许多与艺术相关的人，

郑爽老师就是其中一个，那时她的工作室就在附中的二楼，她常常一个人独来独往，很安

静，黑发，白衣，灰蓝牛仔长裙，素雅又高贵，后来才知道，她原来就是郑老师，我喜欢

她，因为她，我后来上了版画系，她每天早上进工作室印版画就是一整天，中午就在里边

吃自己带去的面包，在当时，这是很震撼我的，我第一次见到一个这么纯粹地活在艺术里

的女人，郑老师成为了我的榜样，也让我常常思考一个问题：“一个女人，怎样活，才有

意义？”。还有一个朋友，是我当时见到的最勤奋的人，非常地用功，天天废寝忘食地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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画，他老引用那句“成功是百分之一的天才和百分之九十九的勤奋”，他的工作态度影响

了我，让我懂得，想要缩短理想和现实之间的距离，唯有去奋斗。在整个学习的过程中，

我一直都是个好孩子，专业很好，有许许多多的被留校作品，但这却成为我毕业后的最大

苦恼，因为经过了严格的学院训练，这让我几乎忘掉了艺术原本应该是一件轻松、愉快，

没有束缚的事情。这个时候，我很及时地认识了一些来自北京的朋友，他们带着叛逆的思

想，唾弃学院主义，崇尚自由，边缘化，这就好像在我生活中又打开了一扇窗，让我呼吸

到别样的空气，也让我开始又从另外的角度去思索人生和艺术，那之后，我又陆陆续续认

识了许多这样的文化人，他们大多生活艰苦，靠打零工养活自己，坚持做艺术，生活在底

层，完全没有学院里那些受人尊敬的教授们那样的养尊处优，身上没有一点光环，却有着

像野草一样的顽强的生命力，在许多时候，我甚至认为他们对艺术的热爱更真诚，而他们

的作品也更忠于自己的内心和生活感受，而并不仅仅是为了评上教授或者在全国美展上获

个金奖。他们影响了我，启发了我内心对自由世界的向往。

很快，我就马上大学毕业了，在毕业的前后，我经历了一段十分彷徨的时期，我不想像其

他同学那样去从事实际的工作，赚钱，过普通的生活，我不甘心就这样放弃自己内心一直

以来的向往，我还是想把画画好，画下去，而不仅仅只是过个小康生活，结婚生子。于是

我选择了去院校，因为那样我可以有寒暑假的时间画画，又有一点点工资，把生活撑下去

就好了。而在画画方面，我也有好长的时间几乎都不画了，我不知怎么去抛开固有的东

西，怎样去追寻自己的角度，表达自己内心的感受，这种从学生习作到独立创作的转变是

很难的，我相信许多同学就是无法完成这个转变而放弃的。

一段迷茫的日子之后，慢慢的，我开始又拿起画笔画画了，就像一个从没学过画画的孩子

那样画了起来，画最简单的图像，用最简单的色彩，不管它们有没有意义，深刻不深刻，

正相反，我想描绘最肤浅的，在平常人眼里不值一提，甚至庸俗不堪的东西，我想表现它

们。用这种最简单的方式，向那些让我沉重得喘不过来气的条条框框挥手告别，然后走上

一条轻松的，自我的道路。

这是我突然病了，很重的病，毫无防备，我开始奔走在各大医院检查，抽血，见各种各样

的医生，然后是手术，术后的我躺在住院病房的床上的时候，望着许多来看望我的亲朋好

友，我似乎并没有反应过来到底是怎么回事。住院的生活很枯燥，也让你觉得世上一切美

好的东西都离你远去了，你看它们的时候就像看商店橱窗的货品，一伸手，就触碰到隔着

的玻璃，美好生活与你无关。这对我是天大的打击，也给我上了人生最残酷的一课。又像

在大夏天一下子掉到冰窖里，把我一下给吓清醒了。每天躺在病床上，看着旁边病得比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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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更重的同病房的其他人，我又一次想到了自己刚刚开始的人生和梦想，很悲哀，也许我

永远都没有机会去争取了，就像恋爱离开了才知道那种彻骨的痛。我从来没有像现在这样

的明白我是多么恋恋不舍我原来所拥有的一切。哪怕仅仅只是在大街上散步，画点什么，

喝杯茶，做顿饭，它们对我原来是那么的重要。后来，好久之后，参加了一个女性群展，

有好几个女艺术家抽烟，喝酒，很颓废，还有人说不想活了，策展人看着她们，又看看

我，说：“哈哈，他们活腻了，可你正相反，很热爱生活！”。是啊，我穿的整整齐齐，

头发纹丝不乱，不抽烟，不喝酒，不熬夜，我笑了，我曾经也像她们那样的愤青，可我变

了。

我不再藐视生活里的一切了，并开始更加真诚地对待生活和自己的内心深处。在养病期

间，画画成了我最温情的慰藉，让我摆脱了病痛，恐惧。我认真地过着每一天，从仔仔细

细地叠一件衣服，闻一闻上面阳光的味道，到画一整批大画，自己做底子，绷画框，洗画

笔。在孤独的生活中，我仔细的品尝命运赐给我的一切酸甜苦辣，有时在夜晚仰望月亮，

月亮很美，从月牙儿，慢慢地丰满，最后又大又圆。不管怎样的圆缺，她都在天空中，存

在着，并照亮夜行的人们，我想人生也可以这样，有美感，有意义。

那几年，我默默地画画，工作上班，除了偶尔参加一下群展，我的生活几乎是与世隔绝，

广州是个又丰富又热闹的城市，有吃不完的海鲜美味，逛不完的街，耸立的高楼，突飞猛

进的经济，我就像一个观光客，又像一个局外人，看着这一切，慢慢地度过自己平静画画

的光阴。2003年我在北京炎黄艺术馆举办了一个个人画展之后，我开始梦想拥有一个纯粹

的画室，我终于下定决心在单位旁边租一个小公寓作为画室用，而在这之前，我都是在学

校的办公室，家里的客厅，房间里画的。于是我开始了有画室的喜悦的生活，也是每天起

来就去，中午在那吃盒饭，晚上很晚才回家，有时画累了，就到楼下走一走，看看路人，

逛逛商店，这样又过了两三年，而其间，我开始到北京去参加活动，在北京，我认识了许

多画家朋友，并一一参观了他们的工作室，心里觉得南北的差距很大，很多朋友让我也来

北京画画，感受一下不同的环境，我觉得也可以，也许，给自己一些压力，可以让自己走

得更彻底。

很顺利，我在北京租了一个画室，开始了北方的生活，北方不象南方，商品化不强，更广

阔，更少市井味。一开始很艰苦，冬天极冷极漫长，去洗手间，得穿过整个院子的积雪，

一到晚上，一片漆黑，跟广州通宵达旦，满街行人，到处的灯红酒绿形成极强烈的对比。

广州的朋友一看就说：“你也能受得了？”，是的，我很不习惯，我在适应，在长长的冬

季，看着外面的阴天或者飘雪，我在画画，过最基本的生活，学习耐住寂寞，忍受被人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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忘的可能。直到现在我才想到，其实三年前来北京，我等于又是再一次挑战自己，再一次

把自己退回出发点，重新开始。过惯了广州轻松，方便的生活，来到一个完全不同的环境

中开始工作，让我又一次重新体验生命多层次的内涵。我珍视这两三年间纯粹的生活和工

作状态，从熟悉的南方到陌生的北方，很多很多的差距让我内心发生了许多变化，并开始

调整自己的艺术道路和人生轨迹。我希望自己不管在什么环境，都可以照样去做自己想做

的事。

在这段时间里，我也在作品上进行了一些调整，画了不少优秀的作品，在北京，广东美术

馆举办个人展，然后在印尼，新加坡巡展。

上天总在最该眷顾我的时候眷顾我了，在北京的生活很有意思，它让我收获很大，开了眼

界，认识了很多志同道合的朋友，过上了离艺术更近的生活，对自己有了更清晰的认识，

也对今后要走的道路更加的心中有数了。

今天，我坐在画室的书桌上写这篇文章的时候，也深深地为自己曾经喜悦、痛苦、失去、

获得而感叹，楼下花园里种下的幸运草长得很茂盛，玫瑰花叶开了。隔着窗帘看外面的风

景，平静而朦胧。我庆幸自己是一个幸运儿，庆幸自己能够始终走上自己所爱的道路上，

世界上最幸福的事情莫过于此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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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경은 제주에서 태어나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다. 

제주시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아트스페이스 C를 운영하고 있고, 1997년부터 제주여

민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제주여성영화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AN Hyekyoung was born and lives in Jeju Island, Korea, directing cultural 
projects such as film screenings and exhibitions in the island. Since 1997, she has 

been involved with Jeju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which led her to 

participate in Jeju Women’s Film Festival. She also runs Art Space C, an alternative 

space in Jeju City. 

●  애나 체이브는 뉴욕시립대학교 퀸즈 칼리지와 대학원 센터에서 현대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20세기 미술에서의 젠더, 정체성, 수용과 해석의 문제를 다룬 

논문과 에세이를 발표해 왔다. 1990년 발표한 ““미니멀리즘과 권력의 수사학””은 페

미니즘 시각으로 본 선구적인 논문으로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www.annachave.

com을 참조할 것.

●  Anna C. CHAVE is professor of Art History at Queens College and the 
Graduate Cente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he has published essays concerned 

with issues of gender and identity,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mainly with respect 

to 20th century art. Her ground-breaking essay on Minimalism, “Minimalism and 

the Rhetoric of Power” (Arts, January 1990) is well-known to readers worldwide. 

For fuller information and access to selected publications, see annachave.com. 

●   파트리 침녹은 태국의 치앙마이 대학에서 시각예술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침녹의 작업은 퍼포먼스에서, 비디오 아트, 사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  Patree CHIMNOK received a M.F.A. in Visual Art,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where she currently teaches. Her interests cover diverse areas from 

performance art to video art and photograph.

●  조선령은 홍익대학교에서 미학으로 박사를 받았으며, 부산시립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학예사를 거쳐 현재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에 대

Profile



134 2011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해 대학에서 강의하고 글을 쓰고 있다. 

●  Seon Ryeong CHO received Ph.D in Aesthetics in Hongik University, Seoul. 
She worked as a curator for museums in Korea including the Busan Museum 

of Art and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Since 2009, she has been active as 

an independent curator. She has lectured, and written numerous reviews on 

contemporary Korean art.   

●  최은영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이자 큐레이터이다. 뉴욕의 알재단을 

비롯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현재 NARS 파운데이션의 프로그램 디렉터

로 있다. 

●  Eun Young CHOI lives and works in New York. She worked as a curator at 
Gallery Satori and AHL Foundation. She currently works as Program Director at 

NARS Foundation. 

●  정은영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의 리즈대학교에서 페미니즘 미술사

가인 그리젤다 폴록에게서 지도를 받으며 <글로벌화 시대의 국가와 디아스포라 사이에 

처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젠더 등 사

회적 이슈를 담은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  siren eun young juNG graduated Ewha Womans University and received 
MA in Feminist Theory and Practice in the Visual Art, University of Leeds, UK. 

Tutored by Griselda Pollick, she wrote a MA thesis “Women between Nation and 

Diaspora in the Era of Globalisation” in 2004.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has 

continuously worked on projects with gender issues.    

●  홍지윤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동양화를 전공했으며, 문인화 전통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국제전시에 참여

한 바 있다. 

●  HONG jiyoon lives and works in Seoul. She makes contemporary ink/brush 
paintings, animation and installation works with interests in pop culture and gender 

issues. She had exhibitions worldwide from Firenze Biennale, Florence to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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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코 가와타는 일본계 작가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하여 평면, 입체 작업을 해왔으며, 야외 설치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Tamiko KAWATA is a Japanese-American artist who works with various 
materials in two & three dimensions for indoor and outdoor space and installation. 

She is from Tokyo, Japan and currently lives in New York. 

●  케이트 코로치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시각이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현재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 

●  Kate KORROCH is a student in Visual and Critical Studies Program at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he is working on a MA thesis on contemporary 

Korean art. 

●  권은영은 홍익대 예술학과에서 석사를 받은 후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 미술사학

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한지연갤러리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중국현대미술을 연구

하고 있다. 

●  KWON Eunyoung received MA from Hongik University and currently studies 
contemporary Chinese art in a doctoral program at Central Academy of Fine Art, 

Beijing. She worked as a curator at Hanjiyeon Contemporary Art, Beijing.

●  줄리아 마쉬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다. 서울대학교와 연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현대미술을 소개하는 sitecited.com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BAT 저널의 공동편집자로 글을 쓰고 있기도 하다. 

●  julia MARSH is a writer and curator based in Seoul. She teach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and Yonsei University 

in the Communications Department. She recently launched the first installment of 

sitecited.com a web journal dedicated to site-specific works in Korea. She has been 

a frequent contributor of art reviews and was a co-editor of BAT Journal. 

●  녹 민 응웬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연극연출자이자 극작가이며 영화작가이기도 

하다. 70편이 넘는 전통, 현대극 극본을 썼으며, 30편이 넘는 전통, 현대극을 연출했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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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화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베트남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  Ngoc Minh NGuYEN (a.k.a. Nguyen thi Minh Ngoc) is a Vietnamese 
Theatre Director, Writer, and Playwright. She has written over 70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lays and directed over 30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lays. 

Among her screenplays, “Hai Nguyet” won the Best Picture Award of the Vietnam 

National Cinemain 1998. Her works have been shown worldwide representing 

contemporary Vietnamese culture.  

●  산지타 산드라세가는 역사의 유사성과 차이를 다루면서 인도, 일본의 문화, 

현대정치까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다. 호주에서 말레이시아인과 호주

인 부모 하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현재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 

 

●  Sangeeta SANDRASEGAR is an artist who investigates the similarities and 
disparities in histories that are both literary and visual. Her sources are as diverse 

as traditional Indian miniatures, Japanese anime and contemporary political 

narratives. She was born in Brisbane of Malaysian and Australian parents and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London. 

●  루뤼카 와슨 싱은 뉴델리에 거주하는 작가이자 연구원으로 사회적 관점으로 

현대미술을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2008년 베이징 비엔날

레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뉴델리 미술대학의 회화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  Ruchika Wason SINGH is a Visual -Artist / Researcher with interest in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art practice. S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3rd Beijing International Art Biennale 

in 2008. She currently teaches at the Dept. of Painting, College of Art, New Delhi.

●  솜 수티라트 수파파린야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영화제작자/

프로젝트 디렉터이다. 태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전시를 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 중 한명이었다. 2011년에는 치앙마이에서 열린 

<삶의 풍경: 동남아시아 영화 페스티발>의 공동 기획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욕 아시아 

문화위원회의 기금을 받았으며 뉴욕 ISCP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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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 Sutthirat SuPAPARINYA is an artist, filmmaker and project director 
based in Chingmai, Thailand. She has exhibited in numerous shows in Thailand, 

Australia, China, Germany, Italy, Japan, Myanmar, Romania, Singapore, Korea, 

Taiwan,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She was co-curator for the 2009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n Incheon, Korea, and co-organizer of Lifescapes: 

Southeast Asian Film Festival 2011 in Chiang Mai, Thailand. Supaparinya was an 

Asian Cultural Council grantee and an artist-in-residence at ISCP-International 

Studio and Curatorial Program, New York.

●  양판은 광동에 거주하는 작가이자, 광동사범학원 미술과 교수이다. 여러 차례 개

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상하이의 젠다이현대미술관 등 여러 곳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

여한 바 있다. 

●  YANG Fan is an artist based in Guangdong, China, and teaches at Guangdong 
Education Institute. She held several solo shows and participated many group 

exhibitions including “Made for Self: Exhibition of Chinese Contemporary Painting 

2005,” at Zendai Museum of Modern Art, Shanghai in 2008. 

●  양은희는 글로벌화, 젠더, 노마디즘 등 현대미술의 주요주제와 미술제도의 변화

에 대해 연구, 강의하며, 논문과 에세이를 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뉴욕, 서울, 광주, 제주, 인천 등지에서 전시를 기획한 바 있으며, 2009년 인천

여성미술비엔날레의 커미셔너로 활동했으며, 2011년 동 비엔날레의 프로젝트 매니저

로 활동하고 있다. 

●  Eunhee YANG has been curating exhibition, lecturing, and writing essays on 
contemporary art issues such as globalism, gender, and nomadism. She curated 

shows in New York, Seoul, Gwangju, Jeju, and Incheon. She was the commissioner 

for the 2009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and is currently serving as a project 

manager for the 2011 biennale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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