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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ppearances: Modernist Portraiture
A revolution in portraiture took place around 1910, when, as Virginia Woolf famously
remarked, "human nature changed." In the visual arts, to portray no longer meant to
represent the sitter's appearance; rather, painters sought either to abstract the human
figure (as in Cubism) or to represent some aspect of the sitter's life (as in the poster
portraits of Charles Demuth). Literary portraiture, a staple of Victorian writing that
claimed to correlate a person's physical appearance with his or her character, also
took a radical turn inwards to examine the thoughts, emotions, and relationships that
constitute a human being. In a sense, modernist portraiture displaced the image of
the human body for a more complex vision of subjectivity and personhood, a vision
more attentive to lived experience and skeptical of physical stereotypes. Drawing on
painting, poetry, fiction, and intellectual history, my presentation examines the
transition in portraiture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i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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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gnomy, already in the 1860's painters such as Dante Gabriel Rossetti and
Édouard Manet raised doubts about the meaning of facial expressions, and by the
1890's the pervasive motif of the "double" (such as in Dr. Jekyll and Mr. Hyde or The
Picture of Dorian Gray) indicated the collapse of assumptions about what physical
appearance can tell us about a person's character. Modernist painters (Picasso,
Matisse, Demuth, Lewis, Hartley) and writers (Stein, Pound, Eliot, Williams, Tolson)
reimagined the genre of the portrait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mysteries of
human consciousness and intersubjectivity. Following them, artists and intellectuals of
the twentieth century systematically challenged the idea that human beings are the
sum of their appearances.
외모, 그 이상의 것: 모더니즘 초상화기법
버지니아 울프가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말한 1910년경 초상화기법의 혁명이 일어났
다. 시각 예술에서의 초상화는 더 이상 모델의 외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
려 화가들은 (입체파처럼) 인간의 모습을 추상화 하거나 (찰스 더무스의 초상화 포스터처럼)
작품 모델의 삶 일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사람의 신체적 외양과 성격이 연관되었다고 주

장하는 빅토리아 시대 글쓰기의 주요 요소인 문학적 초상화기법 또한 인간을 구성하는 생
각, 감정,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모더니즘 초상화
기법은 인간 신체의 이미지 대신 더 복합적인 주관성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시각, 경험된
삶과 육체적 고정관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회화, 시, 소설 및 정신사를 통해 빅토리아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초상화
기법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들은 인물의 외양과 관상에 중점을
둔 반면, 1860년대의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에두아르 마네와 같은 화가들은 이미 표정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890년대에 만연했던 “이중인격(double)”에 대한 모티브
(예:‘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혹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는 특정 외모가 어떠한 성격을 나
타낼 것이라는 가정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낸다. 모더니즘 화가(피카소, 마티스, 데무스, 루이
스, 하틀리)와 작가(스타인, 파운드, 엘리엇, 윌리암스, 톨슨)는 초상화 장르를 인간의 의식
과 상호주관성의 신비를 탐험할 수 있는 장르로 재창조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20세기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인간이 그들의 외양의 집합체라는 생각에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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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of the Moving Body as Catalyst for and Locus of Cultural Change:
Interrogat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Performance
Advocates of relational, performative art contend collaborative, public art catalyzes
social environments and can create transformative moments. Yet feminist critiques
questi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cultivated in such activity (Bishop 2004) and the
degree to which such projects replicate or resist prevailing cultural narratives (Reckitt
2013). By comparing examples of public creative projects in response to loss, trauma
and cultural violence, such as Anna Halprin’s work with San Francisco Dancers’
Workshop and Studio Watts School following the Watts Riots in Los Angeles or the
AIDS Memorial Quilt and The Names Project, this presentation seeks to demonstrate
that physical movement is necessary for relational art to achieve any transformative
aims, as in order for expression to have affective force it must be conjoined with
thought in motion (Manning 2009). The moving body is central to understanding how
artistic images can approach any aim of creating shared spaces for cultural
transformation, or conversely, how they may instead reflect or reproduce the power
structures already operating upon those bodies. The embodied images generated in
relational, performative art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to interrogate what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are for cultural change to unfold and become
impactful beyond the moment of lived performance; an exploration of the potency of
relational, public performances can lead us into a fuller understanding of if, and if so
when, images transmute into the human praxis of culture making.
문화 변화의 촉매제 및 중심지로서의 움직이는 몸의 이미지: 공연의 변형 잠재력 집중 연구
하기
관계형 공연 예술 옹호자들은 협업, 공공예술이 사회적 환경을 촉진시키고 변형적인 순간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관계의 질과(Bishop 2004)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배적인 문화적 서사를 복제하거나 저
항하는 정도(Reckitt 2013)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안나 핼프린이 샌프란시스코
댄서 워크숍(San Francisco Dancers’ Workshop)과 한 협업과 로스앤젤레스의 왓츠 폭동의

결과로 설립된 스튜디오 왓츠 스쿨(Studio Watts School), 에이즈 메모리얼 퀼트(AIDS
Memorial Quilt)와 더 네임즈 프로젝트(The s Project)와 같은 상실, 트라우마, 그리고 문화
적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공공 창조 프로젝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표현이 정서적
인 힘을 갖기 위해서 생각을 움직임에 접목시켜야하는 것처럼 (Manning 2009) 관계형 예술
에서 어떠한 변형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신체 움직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움
직이는 몸은 예술적인 이미지가 문화적 변화를 위한 공동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에 접
근 하는 방법, 혹은 반대로 물체에 이미 작용 중인 힘의 구조를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방법
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 관계형 공연 예술에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이미지는 문화적 변
화가 펼쳐지고 실제 공연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특별
한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의 관계형 대중 공연의 힘에 대한 탐구는 이미지들이 문화 창출
을 위한 인간의 활용으로 이어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더 완전하게 이해
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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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historical poetics in an age of cultural studies
‘Comparative poetics’ does not belong to the set of established terms. It has been
introduced by Earl Miner as a title to his book (1990) and might have heralded an
ambitious project if not immediately undermined by the subtitle ‘An Intercultural Essay
on Theories of Literature’. It did not take long to find that poetics did not easily
agree with cultural studies as they were proposed. The only combination where the
word ‘poetics’ could be admitted was ‘poetics of culture’, picked up by Stephen
Greenblatt from Yuri Lotman and conceptualized as an invitation to semiot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poetics has taken a linguistic turn with a focus on the specific
nature of verbal art. In the last decades this sort of specification came completely
against the major trend in cultural studies focused on the sign nature of any text
indiscriminately. The word, reduced to a sign and viewed as a function, was cut off
from its poetic significance, and language, treated as a cultural product, was
minimized in its creative making of the human. This theoretical attitude aptly fit into
the process known as dehumanization of art. The call for poetics has been recently
voiced to announce a revived interest in the human nature of verbal art: “…
Comparative literature would provide a home for poetics” (Norman Culler, 2004). Many
theories old and new were tested for revision and elaboration. A special interest has
been demon-strated at the international academic events towards ‘historical poetics’
only vaguely heard of before thanks to the eminent Russian scholars (the Formalists,
Bakhtin, Propp) but still less known in its original form worked out by Alexander
Vesselovsky. His opus magnum, unfinished by the author, may serve as a practical
guide in our search for the method to restore verbal art in its human value.
문화 연구 시대의 비교시학/역사 시학
‘비교시학’이라는 용어는 확립된 용어는 아니다. 이 용어는 1990년 얼 마이너가 쓴 책의 으
로 사용되며 처음 소개되었고, “문학이론에 관한 상호문화적 에세이’라는 이 책의 부제에
의해 그 표현이 즉각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예고한 것일 수 있었

다. 원래 의도되었던 것처럼 시학이 문화연구와 쉽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화연구에서 ‘시학’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은
스티븐 그린블랫이 유리 로트만으로부터 차용하여 기호학으로의 초대의 개념으로 사용한
‘문화시학’ 밖에 없었다. 20세기 초, 시학은 언어 예술의 특수한 성격에 초점을 맞춰 언어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설명은 모든 글의 기호적 본질에 초점을 맞춘 문화
연구의 주요 트랜드와는 완전히 달랐다. The word, reduced to a sign and viewed as a
function, was cut off from its poetic significance, and language, treated as a
cultural product, was minimized in its creative making of the human 하나의 기호로 축
소되고 하나의 기능처럼 여겨진 단어는 시적 의미로부터 고립되었고, 문화적 산물로 취급되
었다. 이러한 언어는 인간의 창의적 제작 안에서 최소화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태도는 예술
의 비인간화라고 알려진 과정에 적절히 들어맞는다. 시학에 대한 요구는 최근 언어 예술에
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되살아난 관심을 발표하기 위해 표명되었다. “비교문학은 시학에 거
주지를 제공할 것이다.”(노먼 쿨러, 2004). 많은 신구 이론들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
해 시험되었다. 국제학술대회들에서 ‘역사시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사
시학이란 이전에는 저명한 러시아학자들(형식주의자, 바흐친, 프롭) 덕분에 아주 간간이 들
려왔을 뿐, 알렉산더 베셀로프스키가 연구한 원래 형태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역
작은 미완성작이지만 우리가 언어 예술에 인간적 가치를 재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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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Humans Mere Bugs? Narratives of Desire and Hatred – Korean Literature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Nietzsche had announced that human beings as mere animals, mere bugs; Kafka
brought this motif into life as he went on to depict the tragic tale of Gregor Samsa’s
sudden transformation into a bug in his much acclaimed novel Metamorphosis. In
Korean literature too, bugs are not an unfamiliar sight; frequently being used as a
metaphor to express the oppression of colonial times, the destitution and poverty of
the post-war times, and the oppression and poverty during the times of rapid
industrialization under harsh dictatorship. In this presentation I will review various
works of fiction from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that introduce the bug motif,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frequent appearance of bugs in recent years. Starting
off with the poor dwarf father who calls himself a bug in Cho Sehŭi’s famous novel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1978), the incarcerated or debt-ridden characters of
Kim Yŏnghyŏn or Ch'ŏn Unyŏng also call themselves ‘bugs’. Such concession of their
being mere bugs, is actually a manifesto of their desire to return to being human.
However, these works of fiction all end abruptly as just when the main characters are
about to achieve their desire of living a humane life, they transform into bugs. By the
end of the 1990s, in the fictional works of young female writers such as O Suyŏn,
Kwŏn Yŏsŏn and Kim Aeran, the bug motif takes an opposite turn, from narratives of
desire to narratives of hatred. Instead of conceding that they are mere bugs, they
start to declare that they are not, revealing strong feelings of hatred toward bugs that
are deemed to be ugly and harmful. The ironical part is that their display of hatred
point to themselves, becoming feelings of self-hatred and self-denial as it becomes
impossible to escape from their bug-like existence
인간은 한낱 벌레에 불과한가? 욕망과 증오의 서사 - 197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문학
니체는 사람이 한낱 동물, 한낱 벌레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카프카는 그의 가장 극찬 받
은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갑자기 벌레로 변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려
내며 이 모티프를 활용하였다. 한국 문학에서도, 벌레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벌레는 식민지

시기의 억압, 전후 시대의 빈곤과 궁핍, 그리고 혹독한 독재정권 하에서의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그 시기의 억압과 빈곤을 표현하기 위한 메타포(metaphor)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한국 현대문학에서 벌레모티프를사용하고있는다양한작품을검토하고, 최근 들어 벌레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스스로를 벌레라고 부르는 조세희의 난쟁이
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의 가난한 난쟁이 아버지에서 시작하여 감금되거나 빚더미에
허덕이는 김영현과 전운영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 또한 자기자신을 ‘벌레’라고 부른다.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낱 벌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 일종의 성명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설들은 주요 인물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끝나고, 그들은 벌레로 변신한다. 1990년대
말, 오수연, 권여선, 김애란 같은 젊은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벌레 모티프는 욕망의 서사에
서 증오의 서사로 변모된다. 이들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그들 자신이 한낱 벌레에 불과하
다고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그들이 벌레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추하고 해롭다고 여겨지는
벌레에 대한 강한 증오를 드러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들이 스스로의 벌레같은 존재에
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벌레에 대해 드러냈던 그들의 증오는 자기혐오와 자기부인의 감
정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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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miotic Approach to Post-Humanity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In this paper, I address the issue of post-humanity from a semiotic perspective,
making use of what Jacques Fontanille calls the “tensive schema.” The aim of my
paper is not to define post-humanity. It is out of the question for me to state
categorically what humanity looks like in the present or the future. Rather, I aim to
establish the range of the related discussion such that it is possible to seek an
appropriate

way

of

reformulating

the

question

of

humanity

in

the

era

of

post-humanity. Notice that the prefix “post-”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t
can mean “super-” as in the concept of the Übermensh/Superman developed by
Nietzsche in Thus Spoke Zarathustra. However, the Superman concept is not
contemporaneous with the death of Man but with the death of God. In my view, the
Desiring Machine proposed by Deleuze and Gattari in Anti-Oedipus in 1972 might be
a new version of Nietzsche’s Superman in the era of the death of Man. Further,
“post-” can also signify “neo-”, giving birth to the concept of “neo-humanity,”
which Franz Fanon and his followers, for instance, still dreamed of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onial movement, where “neo-humanity” is referred to as “neither white
nor black.” In the Marxist tradition, those who gain the opportunity to live in a society
without social classes are supposed to be endowed with the status of neo-humanity,
being “neither superior nor inferior.” However, the realization of this utopian dream is
always

deferred

to

the

future.

“Post-Humanity”

can

also

be

translated

as

“trans-humanity,” which has many technological or mechanical implications. Contrary
to the image of the beasts connected to Superman as illustrated in Thus Spoke
Zarathustra, it is technological or mechanical images that prevail in the conception of
trans-humanity. In this paper, I attempt a new arrangement of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post-humanity. I refer to Benjamin’s concept of aura to gain access to this
conceptual arrangement, with a special focus on “the human image in a changing
world, or the “face drawn in sand at the edge of the sea.”
기술복제 시대 포스트-휴머니티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본 논문의 주제는 포스트-휴먼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휴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학적 관점에서, 특별히 퐁타뉴의 긴장 도식이라는 기호
학 모델에 입각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휴먼
시대에 휴머니티에 대한 물음을 올바르게 제기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있다. 포스트-휴먼
의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가 정식화한 초인(Superman)의 super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초인은 인간의 죽임이 아니라 신의 죽음과 동시대적이다. 오히려 들뢰즈와 가타리가 <앙티
-외디푸스>에서 주장한 욕망기계가 초인의 현대적 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는
파농이 언급한 새로운 인간의 neo-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neo-가 뜻하는 바
는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는 이중 부정의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신인류는 마르크
스적 전통에서 볼 때 계급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될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아닌 새로운 인간형
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포스트 휴먼을 트랜스 휴먼으로 번역하는 것이
다. 여기서 트랜스는 기술과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에서 벤야민
은 아우라의 상실의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포스트-휴머니티는 벤야민의 주장과 달리 오
히려 휴먼의 아우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
에서 이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포스트 휴머니티의 이미지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모
델링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