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ko MANABE ㅣ Shiga University
Specializes in American and Irish modernism especially Ezra Pound, W. B. Yeats and
Ernest Hemingway with a special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of words and music.
Recently researched the Japanese influence on European and American modernism,
focusing on Noh and kyogen and produced stage performances. Recent publications:
Hemingway and Ezra Pound in Venezia (2015), “W.B Yeats and kyogen,“ ÉTUDE S
ANGLAISES revue du monde anglophone”(2015), “ Literary Style and Japanese
Aesthetics: Hemingway’s Debt to Pound as Reflected in his Poetic Style,” Cultural
Hybrids of (Post)Modernism: Japanese/Western Literature, Art and Philosophy (2016),
and “Ezra Pound’s Poetics,” Perspectives of Modernism(2018).
Metamorphosis of Images~ Lafcadio Hearn’s Snow Woman & Japanese Contemporary
Theatre and Film
I will discuss contemporary images on stage and in film that encompass the ideal
encounter between Western and Eastern traditions as reflected in the writings of
Greek born Irish literary figure, Lafcadio Hearn. Hearn (1850-1904) was dismayed by
Japan’s rush toward modernization by chasing after Western standards while ignoring
folktales and songs. By collecting folklore and rewriting them in his subtle English
prose, Hearn tried to resurrect the spirit of Japan. Up until now his stories have
stimulated artists, musicians and writers, who have created new contributions. I will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these images, mainly focusing on one particular story,
“Snow Woman.” This tale, which presents images of beauty within a backdrop of
terror in relation to the Irish concept of geis/gessa, a ‘taboo.’ In the 1962 film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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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postmodern imagery. The 2017 version by female director/ actress Kihi Sugino
and the 2012 rendition in Jiří Barta’s Czech film, Snow Woman, reveal original
insights as well as a universality. These two films provide evidence that Hearn’s work
will continue to be relevant into the future across cultures. I will also introduce the
idiosyncratic reading performances of Hearn’s work by the actor, Shiro Sano and
musician Kyoji Yamamoto who have perform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past
ten years. In addition, Sano directed, acted and wrote the film script of a short film
entitled, A Drop of Dew, in 2006 combining the photographs of Shoji Ueda and the
writings of Hearn.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in all the above cited works,
underlies principles of Noh. I will introduce contemporary images of Noh created
through yet another happy encounter of Western literary figures in performances
staged in Kyoto last year, using Irish poet/dramatist W. B. Yeats’s work.
이미지의 변형~라프카디오 헌(고이즈미 야쿠모)의 ‘설녀’와 일본 현대 연극 및 영화
우리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아일랜드계 작가 라프카디오 헌(고이즈미 야쿠모, 1850-1904)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양과 동양 전통의 이상적인 만남을 아우르는 현대 연극과 영화의 이미
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헌은 전래동화와 노래를 무시하며 서구 기준을 뒤쫓는 일본의 근대
화에 매우 실망하였다. 헌은 일본의 전래동화를 모아 절묘하게 영어 산문으로 다시 써서 일
본의 정신을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 음악가 및 작가들을 자
극하였고, 이들도 이에 새로운 공헌을 하였다. 나는 특별히 “설녀”라는 하나의 이야기에 초
점을 맞추고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설녀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게이/
게사(geis/gessa) 개념인 ‘금기’와 관련하여 공포의 배경 속에서의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보
여준다. 1962년 영화에서 마사키 코바야시는 일본 전통 연극인 노(Noh)와 현대/포스트모던
이미지를 결합하였다. 2017년 영화에서 여성 감독/배우인 키히 스기노의 2017년 영화와 이
지 바르타의 2012년 체코영화 <설녀>에서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통찰력을 보여준
다. 이 두 영화는 헌의 작품이 미래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계속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지난 10년간 일본 국내외에서 공연된 배우 시로
사노와 음악가 교지 야마모토의 독창적인 헌 작품 낭독 공연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덧붙

이자면, 사노는 2006년 헌의 작품과 우에다 쇼지의 사진을 결합시킨 단편영화 이슬방울에
서 감독, 배우, 대본집필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작품들이 일본 전
통 극인 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아일랜드 시인이자
극작가인 W.B 예이츠의 작품을 사용하여 서양 문화와의 또 다른 즐거운 조화를 보여준 작
년 교토 공연을 통해 노의 현대적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Peter MARKS ㅣ University of Sydney
Peter Marks is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Sydney, specialising
in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y British and American liteature and film. He has
published chapters on topics such as literary periodicals, literature of the 1930s, and
Samuel Beckett, and has written four books: British Filmmakers: Terry Gillia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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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Eutopian and Dystopian Literature and Film (2015), and Literature of the
1990s: Endings and Beginnings (2018). Professor Marks is currently carrying out
research on George Orwell's global impact.
Surveillance and Human Refashioning in Super Sad True Love Story and The Circle
Speculative fiction has long presented telling, nuanced, and instructively creative
projections of the shape of worlds to come, and the humans who will or might
inhabit those worlds. This paper will explore how two recent novels, Gary Shteyngart’s
Super Sad True Love Story (2010), and Dave Eggers’ The Circle 2013, represent the
prospects for human refashioning in what are respectively dystopian and utopian
environments. In Super Sad True Love Story, characters constantly monitor their
supposed social status through flows of publicly displayed personal data that
categorise and rank them. Self-worth and identity are in part determined by such
data flows. In The Circle, constant visual and data surveillance is deployed by the
eponymous Circle corporation, whose global reach extends quickly and massively, to
create a supposedly ideal world in which ALL THAT HAPPENS MUST BE KNOWN.
Surveillance theorists have long considered the power of visual and data surveillance
in relation to social organisation, personal identity forms of coercion and resistance.
This paper engages with that theory, analysing two adventurous novels that offer
distinct and distinctive accounts of the purposes to which surveillance is utilised. It
explores and explains the lessons they offer about the spread of surveillance, and
about its rapidly changing, consequential impact on what it is, or will be, to be
human in the twenty-first century.
‘슈퍼 새드 트루 러브 스토리’와 ‘더 서클’에서의 인간 개조와 감시.
사변 소설은 오랫동안 다가올 세상의 형태와 그 세상에서 살고있는 거주 할 혹은 아마도 거
주 할 사람들에 대한 미묘하고 교훈적으로 창조적인 계획을 이야기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소설인 게리 슈테인가르트의 슈퍼 새드 트루 러브 스토리(2010)과 데이브 에거슨의
더 서클(2013)이 디스토피아 혹은 유토피아에서의 인간개조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슈퍼 새드 러브 스토리에서, 등장인물은 그들을 범주화하고 서열
화하는 공개적으로 표시된 개인정보의 흐름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다. 자기가치와 정체성은 이러한 정보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더 서클에서는, 발생하는 모
든 일을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소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품명과 동일한

서클 코퍼레이션이 신속하고 방대하게 범세계적 세력을 뻗쳐나가며 지속적으로 시각 및 정
보 감시기능을 사용한다. 감시 이론가들은 오랫동안 강압과 저항의 개인적 정체성 형태인
사회적 체제와 관련하여 시각 및 정보 감시의 힘을 생각하였다. 본 논문은 감시가 활용되는
목적에 대해 뚜렷하고 독특한 설명을 제공하는 모험적인 두 소설을 분석하여 감시 이론에
대해 논한다. 또한 두 소설들이 감시의 확산에 대해, 또한 21세기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존재여야 하며, 21세기 인간이 되기 위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제공하는
교훈을 연구하고 설명한다.

Steven L. RIEP ㅣ Brigham Young University
Steven L. Riep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and comparative literature at
Brigham Young University. He teaches cours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cinema, culture and advanced business language as well as comparative
literatur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bility studies; cultural production under
authoritarian regimes; war, memory and literature and ecocriticism.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ook manuscript analyzing how disability is depicted and used in
contemporary Chinese fiction, poetry, essays and visual culture including film.
Changing Views on Disabled Persons in Contemporary Chinese Language Literature
and Cinema
The visual image of characters with disabilities has developed dramatically in the last
two decades. Characters who are blind, deaf, mobility impaired, or have a learning
disability are often portrayed as having significant mobility or movement—whether it
be physical movement or social and cultural improvement and advancement as
manifest in career options, dating and marriage options, and other possibilitie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how this topic is address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recent
Chinese language films. Are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for example no longer
limited to careers in fortunetelling and massage therapy, or do other options exist for
them? The answer is mixed—in some films mobility and movement seems fully
achievable, while in other cases possibilities are much more limited. This mirrors the
ways in which people with impairments are treated in Chinese society today, and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is paper will take as a benchmark the optimistic
depiction of blindness in Zhang Yimou’s Happy Times (2000). It will then analyze
Feng Xiaogang’s Aftershock (2010), in which the protagonist builds both a successful
professional career and family life against stereotypes surrounding amputation. I will
also explore the treatment of deafness in Chen Huaien’s Taiwan film Island Etude to
show possibilities of achievement and hope, and with them,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I will then contrast these optimistic depictions with Lou Ye’s film adaptation
of Bi Feiyu’s novel Blind Massage (2014), in which massage therapists with visual
impairments are sheltered in their own massage clinic, are subject to stereotype and
stigma and are unable to succeed and advance on their own. Finally, I will discuss
the ways in which the South Korean film Blind shows opportunities for mobility for its
female protagonist.
변화하는 현대 중국어 문학과 영화 속 장애인에 대한 시각
지난 20년 동안 장애가 있는 인물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는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거동장애, 혹은 학습장애가 있는 등장인물들은 종종 특별한 유동성과 움직임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것이 신체적인 움직임이든, 직업 선택, 연애 선택 혹은 결혼 선

택, 그 외 다른 가능성들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향상과 발전이든 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제가 중국어로 된 최근 영화들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점을 보거나 마사
지 치료를 하는 직업에 국한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가? 대답은
혼재되어있다. 어떤 영화에서는 유동성과 움직임이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다른 영화에서는 가능성이 훨씬 제한적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
가들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잘 반영한다. 이 논문은 장이머우의
<행복한 날들>(2000)에서 시각장애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신체 절단에 대한 고정 관념에 맞서 성공적인 직업 경력을 쌓고 가정생활을 구축
하는 모습을 그린 펑 샤오강의 <대지진>(2010)을 분석할 것이다. 나는 또한 성취 가능성과
희망, 그리고 이것들로 사회⋅ 문화적 유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후아이-엔 첸의 대만 영화
연습곡에서 나오는 청각장애 치료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들의 긍정적인
묘사를 비 페이유의 소설을 영화화한 로예의 <블라인드 마사지>(2014)와 대조할 것이다.
이 영화에서 시각장애를 지닌 마사지사들은 그들이 속한 마사지 치료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데, 그들은 고정관념과 낙인의 대상이며 성공할 수도 스스로 발전할 수도 없는 인물들로 그
려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 영화 <블라인드>에서 여성 주인공에게 유동성의 기회를 보
여주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James SHERRY l Segue Foundation Inc. Roof Books
James Sherry is the author of 13 books of poetry and prose, most recently The
Oligarch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and the poetry book Entangled Bank
(Victoria, TX: Chax Press, 2016). Since 1976, he has edited Roof Books and Roof
Magazine, publishing more than 140 titles of seminal works of language writing, flarf,
conceptual poetry, new narrative, and environmental poetry. He started The Segue
Foundation, Inc. in 1977 in New York City that has produced more than 10,000
events.
Against One Model Alone
Humanity approaches a situation where climate change and big-data-driven robots
dominate our experience and highly-connected nodes of political and cultural control,
while human interests are pushed into the background. "Against One Model Alone"
presents a set of principles that alters current biases in culture to change the way
people look at themselves and to avoid programming in a way that repeats the errors
that have brought our species to the brink of losing what control we have over the
human condition. By changing the human image, an environmental culture helps
people to understand our world as it exists and changes rather than how we wish it
were and how we use culture to build deceptive status models. Environmen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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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one citing several other species, one comparing Geoffrey Chaucer’s
Canterbury Tales with innovative, contemporary poetry, one from the high-frequency
transaction processing, and one from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that undermines contemporary identity politics. The talk explor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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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ble, governable, and expressed in ways that bring humans together. The
model posits changes to four foci that currently drive distorted impressions about how
we think about ourselves, our societies, and our ecosystems: how we define
cognition, how we describe nature, how to build non-evaluative hierarchies, and the
object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The model suggests that the humanities can
pivot global culture toward improved accuracy about the human image, human
surroundings, and their relationships. Approached this way, we do not need an
oppressive common ethics, but rather an appreciation of difference as intrinsic and
change as occurring by divergence. These proposed principles build models that use
patterns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biosphere,

avoiding

anthropocentric

assumptions.
단일 모형 반대
인류는 기후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빅 데이터 기반의 로봇이 우리의 경험과

정치⋅문화적 통제를 위한 초고도 통신망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이익을 뒤로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단일 모델 반대”는 현재의 문화 편견을 바꾸어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기로 몰아넣은 오
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인간상을 변경함으로써, 환경문
화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기만적 지위모형을 만들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
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을 존재하고 변화하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준다. 환경문화는 매우 포괄적이며 규율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4개의 확장된 예시가 제공될
것이다. 하나는 다른 종을 인용한 것이고, 하나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이야기>를 혁신
적인 현대 시와 비교하는 것이며, 하나는 고주파 변환처리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
대 정체성의 정치를 약화시키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 강연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을 더 이해 가능하고, 더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인간을 화합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의 특징들을 탐구할 것이다. 이 모형은 현재 우리
가 우리 자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생태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4개의 초점(우리의 인식 정의 방법, 자연 묘사 방법, 평가하지 않는 계층구조
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개인의 객관적 특성)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 모형은 또한 인간의
이미지, 인간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성이 세계 문화
의 중심이 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는 억압적인 공통 윤리가 필
요하지 않다. 오히려 다름을 본질로, 변화를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된 이 원칙들은 생물권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며 인간중심적인
가정을 피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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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min Kim is Distinguished Professor of English and Dean of the College of the
Humanities at Dongguk University. He was Visiting Professor at Cornell University.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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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and the Editor-in-Chief of . He had served as President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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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hics of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Human Image”
Hans Holbein’s The Ambassadors, painted in 1533, depicts two complacent-looking
burghers and an indistinct spot in an elongated oval shape that lies diagonally in the
lower bottom. Upon closer inspection, the blot in the painting turns out to be the
distorted image of a human skull. If you look at it from the right hand side and very
closely to the plane of the painting, you will see the true shape of the skull
representing death. This anamorphic moment is prevalent not only in the public,
national, and global spheres, but also in the private domain of unconscious desire.
What is common in any of the spheres of human predicament is the fact that
anamorphosis lurks both in the visual and the verbal representation of the human
image in terms of death.
Freud’s “Unheimlichkeit” or “unhomely sublime” state of being refers to the space of
the Other which is something strange but at the heart of oneself. When we as the
reader/writer performs an insurgent but entertaining, differential act of reading/writng,
the texts of the highly charged traumatic events will lay bare their truths of “cri du
coeur” (cry of the heart). However, the rationale for the ethics of emotional solidarity
comes from “transnationality” in which the wall between two hearts and among
multiple communities of incommmunicability across languages, nationalities, colors,
genders, and cultures will be left open by the strategically devised “ethical rendering”
of “ekphrastic” writings beyond fear and indifference. 21st century literature challenges
the readers to encounter the strangeness of the monstrous and sublime human image
of the troubled trauma and to begin thinking about a new narrative ethics for the
human responsibility of responding to the tragic even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인간의 이미지의 문학적 재현에 있어서의 윤리”
1533에 제작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의 그림은 당당한 모습의 두 대사와 함께
하단 부분에 대각선으로 길게 타원형 모습으로 놓여있는 불분명한 얼룩으로 보이는 것을 그
리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이 그림의 얼룩은

다름 아닌 인간의 해골의 변형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오른쪽 편에서 매우 면밀히 이 그림의 평면을 바라보면
죽음을 표상하는 해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그러진 상”(왜상: 歪像)의
순간은 공공의, 국가의, 전 지구적인 영역 뿐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이 담긴 개인적 영역 등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인간이 처한 곤경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일그러진 상이
죽음이라는 으로 인간의 이미지의 시각적이거나 언어적인 재현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불가사의” 혹은 “낯선 숭고한”의 존재의 상태인 (Unheimlich: Uncanny)는 무
언가 기이하지만 한 인간의 중심에 내재되어 있는 타자의 공간을 의미한다, 독자/작가로서
의 우리가 글읽기/글쓰기라는 저항적이지만 즐거운 변별적인 행위를 수행할 때, 고밀도로
충전된 트라우마 사건의 기록으로 서의 텍스트는 간절한 호소의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
러나 정서적인 연대의 윤리의 근거는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부터 나온다. 트랜스내셔널리즘
의 특성은 두 마음 사이의 벽, 더 나아가 언어, 국가, 인종, 성, 문화 간의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벽이, 두려움과 무관심을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고안된 시각적 묘사를 통한 윤리적
글쓰기에 의해 열려짐에 있다. 21세기 문학은 고통받는 트라우마의 괴기하고도 숭고한 인간
의 이미지의 낯섦을 독자들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고, 내적 외적인 비극적 사건에 반응해야
하는 “반응”(response)으로서의 인간의 “의무”(responsibility)를 표출하는 새로운 서술적 윤
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