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formance de Mathilde Mourier « Avoir à dire »

" Au travers de ce projet intitulé avoir à dire, nous pouvons explorer la parole mise-en-scène graphique-
ment. 
Avant tout, en soulignant le rapport qu’ils entretiennent avec le temps, l’espace, la matière et l’individu. 
En interrogeant comment la parole de l’un modifie l’espace de vie, de pensée et d’échange de l’autre.
Nous avons cette capacité à faire de nos paroles des énoncés performatifs, au-delà du simple fait de dire... 
S’il est écouté, si on lui répond, ou bien même s’il n’est pas entendu ou que l’on ignore son propos, l’un, 
engagé dans un acte de parole, est modifié par l’autre.
Il y a un cheminement lorsque le message passe par le graphiste et arrive au spectateur. De même, la 
parole effectue un parcours. Trois chemins permettent ici d’interroger simultanément la parole et sa 
retranscription sous des formes graphiques. La parole intérieure, la parole d'entre-deux et la parole d'inter-
férence sont les trois passages explorés lors de ce travail. 
Ces trois lieux de rencontre entre la parole et le dessin sont des espaces d’interrogation. Ils ont pour voca-
tion de proposer un point de vue sur la transcription du discours, rapprochant l’acte de lire et de déchiffrer 
de l’acte de dire ou d’écouter.
Ainsi chacun trouve à voir et à dire.

Ici, nous pouvons interroger les écritures illisibles car la langue parlée par les visiteurs de l'exposition n'est 
pas toujours le français. Le déchiffrage des données rentre alors en jeu, il faut se frayer une écoute au tra-
vers des gestes, des sons, des intonations.
Ce qui est perçu est retranscrit, ce qui est ressenti s'affirme comme vérité. "

Mathilde Mourier

‘‘  ‘할 말이 있다’  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는 언사 연출을 문자로 탐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 물질 그리고 개인을 유지하는 그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의 공간, 
생각 그리고 교류를 변화시키는지 물으면서. 우리는 말하는 사소한 행위 이상으로 이러한 수행적이며 
서술적인 말을 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만약에 그가 듣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에게 대답한다면 또는 
그가 듣지 않았다해도 혹은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무시하더라도 한 사람은 어떤 말의 행위 안에 참여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 의해 변하게 된다. 도안가를 통해 그 메세지가 통과할 때 어떤 진전이 있다. 그리고 
관객에게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말은 하나의 여정을 행한다. 세 갈래의 길은 여기에서, 말과 표기의 
형식아래에서 전사(다른 언어기호 혹은 표기법으로 옮겨적기)를 동시에 질문한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에 
내면의 말, 상호간의 말 그리고 개입의 말은 탐색하여지는 세 통로들이다. 말과 뎃상 사이에 교차하는 이 세 
곳들은 의문의 공간들이다. 그것들은 그 대화의 전사위에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사명을 위함이다. 읽는 행위 
그리고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행위에 간파하는 그 행위에 근접하면서. 이렇게 각자 보고 말할  것을 찾는다.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없는 언어의 문자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시의 관객들이 말하는 
언어는 항상 불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어진 것들의 판독은 그리하여 유희로 돌아온다. 행위, 소리, 그리고 
억양을 통한 탐지에 길을 터야만 한다. 인지하여 지는  것은 다시 전사하는 것이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진실처럼 명확히 드러난다. ’’

이 은 경 옮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