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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ming the Human: contemporary feminist speculative fictions
This paper places current theoretical debates about changing understandings of the
human in dialogue with recent speculative fictions that challenge the conventional
borders between nature and culture, animate and inanimate, and normative and
deviant, borders which were established by humanist thinking in concert with
capitalism, colonialism, and imperialism in previous centuries. The paper considers the
ways in which theorizations of the nonhuman, posthuman, and transhuman are
reframing the human as imagined in contemporary speculative fictions by women.
Fictional texts by Merlinda Bobis (Locust Girl), Ada Palmer (Terra Ignota series), N.K.
Jemison (Angry Earth trilogy), Annalee Newitz (Autonomous), Nnedi Okorafor (The
Book of Phoenix) and Vandana Singh (Ambiguity Machines, Entanglement) will be read
in dialogue with key concepts from theorists such as Karen Barad (entanglement;
ethical intra-action), Rosi Braidotti and N. Katharine Hayles (posthuman subjectivities),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Achille Mbembe (necropower),
and Anna Tsing (friction, feral technologies). Given contemporary claims that it is the
imagination itself that is at stake in current societal debates, I ask how such fictional
thought experiments enable their readers to imagine otherwise, while probing the limits
of their ability to meet global challenges posed by rising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My focus will fall on changing notions of embodiment, relationality, and
autonomy and the governance structures to which they give rise. In re-envisioning
these key humanist concepts, these writers imagine alternative futures for the global
human community and the earth we inhabit. These texts are part of a current trend to
bring science, literary, and social justice studies back into closer dialogue, redefining
creativity and culture through renewed engagement with the unrealized potential of
decolonization and women’s equality.
인간 재구성하기: 현대 페미니스트 사변 소설

본 논문은 자연과 문화, 생물과 무생물, 규범과 탈선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 즉 자본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와의 협력 안에서 인문학적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이 경계에 도전하는
최근 사변 소설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에 대한 변화된 이해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제기한다.
또한 이 논문은 여성작가가 쓴 현대 사변소설에서 그려진대로 비인간(nonhuman), 후인간
(posthuman), 초인간(transhuman)의 이론화가 인간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멜린다
보비스(메뚜기 소녀), 아다 팔머(테라 이그노타 시리즈), N.L.제미슨 (<화난 지구> 3부작),
안나리 뉴위츠(자율) 응네디 오코라포르(<불사조의 책>) 그리고 반다나 싱(<애매함 기계,
복잡한 관계>)의 소설들을 카렌 바라드(<복잡한 관계; 윤리적인 진입-행동>), 로지 브라이
도티와 N.캐서린 헤일스(<후인간의적 주관성>), 도나 하라웨이(<문제와 함께 지내기, 친족
만들기>), 아쉴 음벰베(<괴사력>) 그리고 안나 칭(<마찰, 치명적 기술>)과 같은 이론가들의
주요 개념 들과 연결시키며 읽어 내려갈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상
력 그 자체라는 현대 주장을 고려할 때, 나는 어떻게 소설에서의 사고 실험이 독자들에게
달리 상상할 여지를 주는지를 의문을 던진다.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과 기후 변화로 인해 야
기된 전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독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말
이다. 나는 이러한 작가들이 야기시킨 전형, 상관관계관계성, 자율성, 지배 구조의 개념 변
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의 주요 개념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러한 작가들은
세계 인간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대안적 미래를 상상한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과학, 문학, 사회정의 연구를 보다 친밀한 대화로 다시 불러들이는 현대 트렌드의 일부이며,
탈식민화와 여성 평등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참여를 재개함으로써 창의성과 문화
를 새롭게 한다.

Krystyna STEBNICKA l University of Warsaw
Position: Associate Professor Education: Habilitation (2012), Ph.D. (1999) in ancient
history, M.A. in history (1991) and in classical philology (1987) Editorial position:
co-founder, co-editor: Palamedes. A Journal of Ancient History; Editorial Board:
Przegląd Historyczny [Historical Review] Books: -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icero, Letters to Atticus [Listy do Attyka], Warsaw 2017 (in Polish) - Identity of
Diaspora. Jews in Asia Minor in the Roman Imperial Period, Warsaw 2015; Prosopography of Greek Rhetors and Sophists of the Roman Empire, Oxford 2015
(co-author).
Imbrication of women’s image: female virtues in the changing world of ancient
Greek cities.
In my lecture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female virtues presented in the Greek
public honorific inscriptions for women of the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III
BCE-III CE). Such a time frame is entirely justified due to changing position of
women in Greek cities: all the earlier honours were granted to the priestesses, religion
was their natural sphere of activity just as politics and war were reserved for male
citizens of the Greek cities. Hellenistic period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new
category of women, i.e. benefactresses who generously sponsored some public
expenses; in Roman times upper-class women held also municipal offices and
undertook civic duties in their native states (the practice became popular only in I
CE). I would like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if the terms denoting the role
of women in family and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society changed through
the centuries; 2. if the formulae describing women and their virtues employed in the
decrees issued by male members of community were the same although women
definitely went beyond the bounds of religion. I would try to sketch the portrait of a
“perfect Greek woman” based on the inscriptions and to compare it with some
women reliefs and preserved statues to demonstrate that we can safely speak of
changeable and unchangeable elements, imbrications of women image. I’ve already
underlined that the Greek honorific inscriptions issued by the states, assemblies or
religious associ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s for an historian of antiquity,
because virtues were indispensable elements of female praises. My considerations are
based on the first corpus of all Greek honorific inscriptions for women which consists
of ca. 1200 texts (I am co-author of this not yet
여성 이미지의 중첩 : 고대 그리스 도시들의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여성의 미덕
본고에서는 헬레니즘과 로마시대(III BCE-III CE)의 여성들을 위한 그리스 국민의 존경의 비
문에 보이는 여성의 미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시간 틀은 그리스 도시에서 여성
의 지위가 바뀌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당화된다: 모든 초기의 영광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으

며, 종교는 그리스 도시의 남성시민에게 정치와 전쟁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자연
스런 활동 영역이었다. 헬레니즘 시대는 새로운 범주의 여성, 즉 관대하게 공공비용을 후원
한 은인을 목격하였다. ; 로마 시대에 상류층 여성들은 또한 Municipial 사무소를 열고 그들
의 모국에서 시민 의무를 수행했다(이 사무소는 I CE에서만 대중화되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1.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여성과 사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수
세기에 걸쳐 바뀐다면; 2. 비록 여성들이 분명히 종교의 범위를 넘어섰지만, 여성을 묘사하
는 관용표현과 공동체의 남성 구성원이 포고한 법령에 헌신한 그녀들의 미덕들이 같다면,
나는 비문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그리스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여성의 부조(浮彫)와 보존된 동상과 비교하여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없는 요소, 여성 이미지의 중첩에 대해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
다. 나는 이미 국가, 의회 또는 종교 단체가 발행한 그리스의 존경의 비문은 고대의 역사가
에게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덕은 여성을 찬양하는데 필수 요소
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려 사항은 ca. 1200개의 텍스트로 구성된 여성을 위한 모든 그리
스어 존경의 비문의 첫 번째 집성에 근거합니다. (나는 아직 이 집성의 공동 집필자가 아니
다.)

Jung-Soon SHIM l Soongsil University
Jung-Soon Shim’s specialization is Feminism and Theatre in Korea and the West, and
interculturalism. She has been actively engaging herself in international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As President of Korean Theatre Studies Assoc., she
helped host the IFTR conference in Korea in 2008. She also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FU-Berlin, Germany. She is also a dramaturg and theater critic, winning the
Best Critic Award(KATC) in 2003. She has published 30 books, including Globalization
and Korean Theatre (Outstanding Book award, Ministry of Culture. 2003). Her articles
have appeared in The atre Research International, New Theatre Quarterly, Australasian
Drama Studies, etc.
Reconfiguring the ‘New Woman’ in Koreanized Feminist Discursivity: Na Hye-seok’s
Play The Woman in Paris
Reconfiguring the ‘New Woman’ in Koreanized Feminist Discursivity: Na Hye-seok’s
Play The Woman in Paris During the 1920s the issue of women’s liberation surfaced
unprecedentedly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 The era also
witnessed the appearance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New Women. Generally
defined, the Korean New Women were intellectual women, most of whom were
educated in Japan or overseas. More specifically they were a group of women
activists, who challenged the value system of Confucian patriarchy and strongly
supported modern values such as freedom of choice in love and marriage, and
equality between the sexes. These attitudes were based on the awakening of an
individual self, but often their modern consciousness were concretized in the liberal
pursuit of sexual freedom. Consequently their public images tend to be equated with
immoral/sexually liberal women. Many of them were severely criticized by the public,
and ended their lives tragically. Most conspicuous New Women of the times are Na
Hye-seok, the first modern woman painter and de factor the first woman playwright in
Korea, Kim Won-ju, the first woman magazine editor and Kim Myeong-soon, the first
modern woman novelist. This paper aims firstly, to reconstruct the images of the
Korean New Women as young feminists, ardently aspiring to awaken women’s
consciousness through their writings, thereby ultimately to help achieve the nation’s
liberation. Secondly, it will examine the intercultural Koreanized feminist discourses
written by Na Hye-seok, who identified herself with Ibsen’s Nora. Na seemed to have
been tremendously inspired by Western feminisms of the times, and religiously carried
out

her

feminist

beliefs

in

her

life.

Thirdly,

it

will

examine

Na

Hye-seok’s

autobiographical play, The Woman in Paris, to illuminate the author’s reconfiguration
of inequality between the sexes in terms of binary discursivity of dominance and
absence.
한국화된 페미니스트 속 “신여성” 재구성하기: 나혜석의 ‘파리의 여인

1920년대에 한국 여성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행방 관련 논쟁이 처음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대에는 또한 한국 신 여성 1세대가 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신여성은 지식인으로 대
부분 일본 혹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다. 더 명확하게는, 이들은 여성 운동가 집단으로 공
자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며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 양성 평등과 같
은 현대적 가치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들은 개개인의 깨달음을 토대로 하였지만 때로는
그들의 현대적인 의식은 성적 자유의 추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중
적 이미지는 부도덕하며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과 동일시되곤 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심
하게 대중적 비난을 받았으며 그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했다. 그 시대에 가장 두드
러졌던 신여성은 첫 현대 여성 화가 나혜석, 첫 여성 극작가 김원주, 첫 여성 잡지 편집자
김명순, 그리고 첫 여성 소설가였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 신여성을 그들의 글을
통해 여성의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해방을 도운
젊은 페미니스트의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녀 자신을 입센의 노라와
동일시한 나혜석이 쓴 한국화 된 페미니스트 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나혜석은 그 시대의
서양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일생동안 종교적으로 그녀의 페미
니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였다. 세번째로, 나혜석의 자전적 연극인 ‘파리의 연인’을 탐구하
여 작가의 지배와 결핍의 이원적 담론 체계의 관점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의 재구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Tahmina MARIYAM ㅣ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Chittagong
Thamina Mariyam is currently working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Chittagong.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stcolonial literature, Bangladeshi writing in English,
feminist and women literature. She likes to describe herself as an extro-introvert.
I Change therefore I am: The Construction of Female Identity in the Works of
Tahmima Anam
The Cartesian ‘I’ that seemed so indubitable and fixed, once, has become unsteady
and fragmented in recent times. The Sartrean ‘being-for-itself’ paved the way for
rejecting the essential ‘I’, making existence triumph over it. According to Elaine
Showalter ‘self-discovery’ or ‘a search for identity’ became the preoccupation of
women’s literature since 1920. Perhaps it is a fixed essence they tried to look for. An
essence, possibly never found, only sought after. Within all these years, the quest for
identity as women, has taken significant turns. While Judith Butler claims gendered
identity to be created by “deeds without the doer” and Trinh T. Minh-ha upholds the
view that “woman can never be defined”, Chandra Talpade Mohanty seems to be
concerned about the ‘white solipsism’, regarding the issue of female identity
construction. This labyrinth of identity construction gets more complex for the women
in Tahmima Anam’s Bengal Trilogy, which chronicles three generations of women of
the Haque family from the Bangladesh war of independence to the present day. This
is because what they seem to encounter is, to borrow Mahmudul Hasan’s terms, a
‘triple colonization’ or a ‘triple orientalization’; as “Oriental, woman and Muslim”,
which can be compared to Spivak’s construction of “poor, black, and female”. The
present paper tries to explore how these women belonging to three different
generations form their identities in an ever shifting world. The paper tries to find out,
if there is an ‘essence’ that construct Anam’s women or is it change that defines
who they are. It also tries to explore the self-divisions they go through in their quest
for identity construction.
나는 변화한다 고로 존재한다: 타미마 아남 작품 속의 여성 정체성 확립
데카르트적 ‘나’는 한때 확실하고 고정된 것 처럼 보였으나, 근래에 들어 불안정하고 파편화
되었다. 사르트르적 ‘향자존성’은 본질적인 ‘나’의 거부로 향하는 길을 닦았으며, 또한 실존
이 이를 뛰어넘게 하였다. 일레인 쇼우월터에 따르면 1920년대 여성 문학은 '자아 발견
(self-discovery)' 혹은 '정체성 탐색(a search for identity)'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들이 찾
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고정된 본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은 아마 결코 찾아지
지 않았을 것이며 단지 많은 이들의 갈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탐색은 주요한 전환점들을 거쳐왔다. 주디스 버틀러가 성별
인식이 “행위자가 없는 행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트린 민하가 “여성은 결코 정의 될

수 없다”는 관점을 제시한 반면 찬드라 탈피드 모한티는 여성 정체성 구성과 관련하여 ‘백
인 유아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런 미로 같은 정체성 구성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며 3대에 걸쳐 하크 가문 여성들을 연대순으로 그려낸 타미마 아남의 벵갈
3부작에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마흐무둘 하산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이 여성들이
스피박의 “가난, 흑인, 그리고 여성” 구성과 비교될 수 있는 “동양, 여성 그리고 무슬림”이
라는 ‘3배의 식민지화’ 혹은 ‘3배의 동양화’와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계속해서 변
화하는 세상에서 다른 세 세대에 속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탐
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아남의 작품 속 여성들을 구성하는 '본질'이 있는지, 혹은
변화가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한다. 나아가, 이 여성들이 정체성 구
성의 탐색 중 겪게 되는 자기분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Zoly RAKOTONIERA ㅣ University of Antananarivo
Zoly RAKOTONIERA (born on March 16, 1976) is a Malagasy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er, editor and gender activist. She got her PhD in Women Studies in 2009.
She

is

now

the

Head

of

the

Anglophone

Studies

Department,

University

of

Antananarivo. She also founded the Gender Studies Program of the Faculty of Arts
and Humanities. Rakotoniera teaches Comparative Literature, Gender Studies and
Translation.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postcolonial literature, Indian Ocean
Studies, women’s representation and writing. Her main publications are related to
writing by and about women of the South. She currently resides in Antananarivo with
her husband and son.
“Our Women Keep our Skies from Falling: the Female Figure in Contemporary
African Novels”
One of the major changes occurring on the African continent during the last 40 years
is the feminist redefinition of gender roles. To a certain extent, such a change is the
result of growing public awareness of women’s diminished social position. The
positive images of women which reflect their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society, as
projected by the media, the film industry, visual arts and Literature, have considerably
influenced mainstream perception of African women. This comes down to emphasizing
the fact that representation is essential in the definition of women: it reflects and at
the same time influences their roles, rights and status in society. In a fast-changing
context, and in spite of all the key advances in terms of African women’s condition,
a lot still needs to be achieved. A deeper exploration of how they are represented in
an era of globalization marked by State failure, migration crisis and extreme poverty is
thus essential.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way women are represented in
African Literature, how such representations confront us as readers with competing
ideologies surrounding African women. A feminist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contemporary international bestsellers, namely Americanah (2013) by Nigerian writer
Chimamanda Ngozi Adichie, We Need New Names (2013) by Zimbabwean author
NoViolet Bulawayo and Juillet au Pays (2007) [July in the Country: Narratives of a
Return to Madagascar] by Malagasy writer Michèle Rakotoson enables us to shed
light on hitherto unexplored images of African women. According to these writers,
African women are victims of several forms of violence and injustice; however, they
are resilient and are able to achieve agency thanks to national and transnational
feminist solidarity. Such solidarity offers them freedom and the power to bring
changes in their country. The novels also highlight the symbolic importance of writing
for women.
“우리의 여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현대 아프리카 소설 속 여성 인물”

지난 40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성 역할의 재정의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이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한 중대한 공헌들을 반영하는 여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미디어, 영화산업, 시각예술, 문학에서 보여지듯이 아프리카
여성들에 대한 주류적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여성을 정의함에 있어 표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표현은 여성의 역할, 권리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반영
함과 동시에 이들에 영향을 끼친다.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프리카
여성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한 진전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
다. 국가의 실패, 이주 위기 및 극심한 빈곤으로 특징지어진 세계화 시대에 여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더 심층적인 탐구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아프리카 문학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러한 표현들이 아프리카 여성을 둘러싼 이념들과 싸우고 있는 독자인 우리
와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작가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에의
<아메리카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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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라와요의

<우리에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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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013), 마다가스카 작가 미셸 라코토손의 <그 나라에서의 7월>(2007)과 같은 세계적인
동시대 베스트셀러 3권의 페미니스트적 비교 분석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아프리카 여
성들의 이미지를 밝힌다. 이러한 작가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
과 부당함의 희생자이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여성들은 회복력이 있으며 국내외 페미니스트
연대 덕분에 행동력을 얻었다. 국내외 페미니스트 연대들은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자유와 국
가에 변화를 가져올 힘을 준다. 이 소설들은 여성에게 있어 글쓰기의 상징적 중요성을 강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