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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gmatic gazes in Zanele Muholi’s “Faces and Phases”
This paper seeks to offer a reading of South African photographer and “visual
activist” Zanele Muholi’s ongoing project “Faces and Phases”, which consists in a
series of portraits of black lesbians and transgender people, mostly from South Africa.
While South Africa’s legislation on LGBTI issues is remarkably liberal (for instance,
same-sex marriage has been available to LGBTI people since 2006), South African
society is still largely homophobic, and the practice of “corrective rape” (or rape
used as an alleged means of curing homosexuality) is a widespread threat and an
ordeal which numerous black lesbians and transgender people have undergone.
Muholi’s work aims to give visibility to her community, an ambiguous and dangerous
undertaking since in revealing her subjects to the public gaze, she both exposes
them to potential violence by “outing” them as LGBTI individuals, and proves the
incontrovertible presence and diversity of a community which insists that they have
not been intimidated, “cured” or erased by homophobic violence. While each picture
is differently composed and framed, the common denominator which unites the series
is the enigmatic power of the subject’s gaze, almost invariably directed at the viewer
and challenging us to find our own responses to them in aesthetic, ethical and
political terms. Drawing on Nicolas Mirzoeff’s notion of “countervisuality” (cf. The
Right to Look: A Counterhistory of Visuality, Duke University Press, 2011), this paper
thus reflects on the ways in which these human images (understood both as “images
made by humans”, or artefacts, and “images of humans”) can contribute to the
making of a changing world, and on their impact on the changing methodologies of
scholarly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visual studies.
자넬리 무홀리의 “얼굴과 단계들”의 불가사의한 시선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 사진 작가이자 “시각 운동가” 자넬레 무홀리가 진행하고 있는 흑인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들의 인물사진 연작인 “얼굴과 변화의 모습들(Faces and Phases)”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이다. 성소수자(LGBTI) 문제에 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안은 매우
진보적이지만(2006년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됨), 남아프리카 사회에는 여전히 동성애 혐오

가 만연하며, “교정 강간(동성애들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강간)”은 수많은 흑인 레
즈비언들과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위협과 시련이다. 무홀리의 작품은 그녀의 피사체들을 대
중의 시선에 드러내면서 그녀가 속한 사회에 모호하고 위험한 작업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피사체들을 성소수자라고 “아웃팅(outing,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남이 나서
서 그가 동성애자임을 밝힘)” 시킴으로써 잠재적 폭력에 노출시킨다. 동시에 그녀는 동성애
혐오 폭력에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치유”되었거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웠다고 주장하는 공동체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각각
의 사진은 다르게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액자에 넣어져 있지만, 시리즈에 통일감을 주는 공
통분모는 보는 이를 언제나 똑바로 응시하며 미학적, 윤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 자신만의 반응을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피사체의 불가사의한 시선이다. 니콜라스 미
르조에프의 “역-시각성(countervisuality)” 개념에 의지하는(cf. The Right to Look: A
Counterhistory of Visuality, Duke University Press, 2011) 이 논문은 이러한 인간 이미지
들(“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혹은 가공물, “인간의 이미지”의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이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시각
연구 분야에서 학술적 개입의 변화하는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에 일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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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he wing again': Robinson Crusoe, Travel, and Madness
This paper examines Robinson Crusoe’s “chronical distemper” of wanderlust in the
context of early eighteenth-century concepts of mental illness, which often hinge on
unruly

passions

and,

even more specifically, an overactive imagination.

Defoe

explicitly describes Crusoe’s insatiable urge to ramble as a type of insanity that is
rooted in fancy, not reason, yet simultaneously indicates that the expression of this
impulse differentiates his character and generates magnificent gains. Although at odds
with religious and medical 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excessive passion, then,
Defoe suggests that Crusoe’s insatiable wanderlust is a “good” kind of madness that
counteracts idleness and cements his distinctly English, merchant capitalist identity.
More largely, the Crusoe trilogy contributes to early novelistic discourse by figuring
mental illness as central to both human experience and the act of writing fiction. It
therefore exposes the organic and potentially psychotic substance of literary form and
theory.
‘다시 하늘을 날다’ 로빈슨 크루소, 여행 그리고 광기
이 논문은 로빈슨 크루소의 “만성적 방랑벽”을 18세기 초 통제 불가능한 열정 더 구체적으
로는 과도한 상상력과 빈번하게 연결되는 정신질환 개념의 맥락에서 탐구한다.
디포는 크루소의 만족 할 수 없는 방랑벽을 이성이 아닌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정신
병으로 명쾌하게 묘사하지만, 동시에 이런 충동의 표현이 그의 성격을 차별화하고 엄청난
이득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지나친 열정의 위험성에 대한 종교 및 의학의 경고와 일치하
지는 않지만, 디포는 크루소의 방랑벽은 게으름에 대응하고 그의 영국인인 동시에 상인자본
가라는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는 “좋은” 광기라고 제안한다.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크루
소 3부작은 정신 질환이 인간의 경험과 소설 쓰기 행위의

핵심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소설

적 담론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문학 형태와 이론의 유기적이며 잠재적인 정신병적
실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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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s life that controls the geological machinery of the planet": The Human
Image in the Network in Sinead Morriessey's Poems
The Human Image in the Network in Sinéad Morrissey’s Poems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always vital for people around the world from the birth of human
consciousness. Naturally, the world’s literary works and visual arts have been
reflecting this in various ways. A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more and more
advanced to conquer the natural environment, greater concern has been given to
social issues, and the problems thrown up by our social environments. Contemporary
world literature and visual arts reveal the balanced and imbalanced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both their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n more sophisticated
ways than mythology or the social novel. Human beings woven into the network of
their natural and social surroundings in time and space is one of those images
strongly envisioned since the late 20th century. Michel Foucault in 1967 emphasized
the occurrence of a shift from time to space in human concerns; he wrote: “We are
at a moment, I believe, when our experience of the world is less that of a long life
developing through time than that of a network that connects points and intersects
with its own skein.” Visually, Louise Bourgeois, for example, repeatedly created the
spider and the spider-web image, emphasizing inescapabl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and its surroundings, such as family, society, or the organic world; the
installation set of À l’Infini towards the end of her career shows parts of bodies
entangled in web-like strings whose centres are not clear. My paper will discuss
Sinéad Morrissey’s poems which represent the human image sometimes closely and
sometimes loosely woven in its historical and spatial environments, disclosing happy
balances and precarious imbalances in our world.
“행성의 지질학적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시네이드 모리세이 시의 네트워크
에서의 인간상
인간의 의식이 탄생한 이후 전세계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는 항상 중요했다. 당연히 세계의
문학작품과 시각 예술도 환경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했다. 과학과 기술이 자연환경을
정복하기 위해 더욱 발달 될수록, 더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우리 사회환경
에 의해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현대 세계문학과 시각 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환경
혹은 사람과 사회환경 사이의 균형적이고 불균형적인 관계를 신화나 사회 소설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드러낸다. 시 공간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네트워크에 섞여 들어간 인간은 20
세기 후반부터 강력히 구상되어 온 이미지이다. 1967년, 미셸 푸코는 인간의 관심사가 시간
에서 공간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믿기로 우리는 지금 우
리의 세상에 대한 경험이 지점들을 연결하고 그것의 꼬인 부분들과 교차하는 네트워크보다
시간을 통해 발전하는 긴 수명보다 적은 시점에 있다.” 예를 들어 루이스 부르주아는 가족,
사회 그리고 유기적 세상과 같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것들 사이의 벗어날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미와 거미줄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녀의 경
력이 끝나갈 무렵의 À l’Infini(무한함)라는 설치 작품은 신체의 조각들이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거미줄 같은 실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논문은 인간 이미지를 역사적 환
경과 자연환경 안에서 때로는 밀접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엮여있는 것으로 표현하며, 우리
세계의 행복한 균형과 불안정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시네이드 모리세이의 시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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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Mapping: Connecting Youth with Heritage
The idea of 'preservation' is often referred to in conversations about cultural heritage.
Where, though, is the space for culture which lives and changes, and is thus able to
connect past and present? And what do we mean when we talk about culture and
heritage? Generally, we confine ourselves to things like clothes, language, music,
dance as used and practiced by our ancestors. This is linked, in Malaysia, to
authority-imposed ideas of race, with different races being tied in the popular
understanding with different, particular cultural artefacts. Thi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dividual's rootedness within a particular space or community, which
must have an influence on how culture emerges and is practiced. The understanding
that heritage arises from physical location, as well as other experiences and
influences, situates the Malaysian as belonging within Malaysia, rather than to the
original homeland

as suggested by

adherence

to 'traditional'

cultures.

It

also

highlights culture and heritage as living and changing, rather than 'preserved'. Cultural
mapping is one of the ways in which heritage and place can be better understood.
My focus in this paper will be on a few cultural mapping projects run in Malaysia by
volunteers in George Town (2001) and Balik Pulau (begun in 2005), which are both in
Penang, and in Chow Kit (2013), which is in Kuala Lumpur. The projects were run
specifically to engage with young people living in these areas, to help them to look
at the areas differently and to reconnect them with a sense of pride in the areas.
The children were, in other words, being encouraged to engage with history and
culture as living things. These projects explore what heritage means to the young,
and how they can negotiate with it in a framework which imposes fixed ideas of
heritage.
문화 지도 제작: 청년과 유산 연결하기
‘보존’이라는 개념은 종종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화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살아있고 변화하
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한 공간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문화와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문화와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우리 조상의 의복, 언어, 음악, 춤 같은 것들에 그 범위를
국한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민족들이 독자적인 특정한 문

화적 유물과 묶여 있다는 민족에 대한 권위적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또한
문화가 어떻게 출현하고 실행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특정 공간 혹은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뿌리박기(rootedness)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산이 다른 경험과 영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일어난다는 이해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전통’ 문화를 고수함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들의 고국보다 그들의 현재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의 부속물이 되도록 한다. 이
는

문화와

유산이

‘보존되는

것(preserved)’

보다는

살아

있고(living)

변화하는

것

(changing)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문화 지도 제작은 유산과 장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페낭에 위치한 조지타운(2001),과 발릭 풀라우
(2005년 시작), 쿠알라룸푸르의 초우킷(2013)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된 문화 지도 제작 프로
젝트에 주목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 지역들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 지역들을 새로
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들은 역사와 문화를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장려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청년들에게 유산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조사하고, 유산에 대한 고정된 아이디어를 주는
체제에서 그들이 유산과 어떻게 교섭할 수 있는지 대해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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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ing Images of Native Americans in the Jacksonian Era
This paper explores implications of two conflicting images of Native Americans in the
Jacksonian Era (1830-1850) for the study of human images in a changing world.
They are 1) the vanishing Indians and 2) the civilizing Indians, respectively. The
“vanishing Indians” image refers to a fatalistic narrative of Native Indians as doomed
to vanish from the American continent. This image was used to justif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policy in the 1830s to remove Native Indian tribes from the east
of the Mississippi River to the west of the Mississippi River. White politicians, such as
William Lumpkin and Peleg Sprague, argued that Indian Removal was the best policy
to “save” the Indians, whose looming extinction was but a foregone conclusion.
Native Indians presented a counter narrative or image of the “civilizing Indians,” a
mode of assimilation by necessity, where Native Indians had already adopted many of
the norms consistent with the then “American way of life.” For example, large Indian
tribes in the Southwest, such as Cherokee, Creek and Choctaw Indians adopted
Anglo-styled constitutions, passed “white-man” laws to punish criminals and protect
properties, established Western style schools, and converted to Christianity after 1810.
These tribes argued throughout the 1820s and subsequently that they were becoming
“civilized,” which entailed certain enments like the right to be treated fairly by Whites.
When these two images of Native Indians clashed over the Indian Removal policy, the
US government simply spurned the image of civilizing Indians by forcefully removing
Indians. Even today, these conflicting images are in tension, as evidenced by the
recent Standing Rock or Dakota Access Pipeline cases, reminding us again that
human images in a changing world are as much defined and determined by pervasive
antecedent historical images as by contemporary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잭슨주의 시대 미국 원주민의 상반되는 이미지
초록: 본고는 변화하는 세계의 인간 이미지 연구를 위해 잭슨주의 시대(1830-1850) 미국
원주민의 상반되는 두 이미지가 지닌 함의를 탐구한다. 그 두 이미지란, 각각 1)사라지고
있는 인디언, 2)문명화된 인디언으로서 그들이 지닌 이미지다. “사라지고 있는 인디언”의

이미지는 미대륙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미국 원주민의 운명론적 서사를 지칭한다. 이 이
미지는 1830년대에 미국 원주민 부족을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쫓아내
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윌리엄 럼프킨과 펠레그 스프레이그
같은 백인 정치인들은 ‘미국 원주민 제거’가 곧 닥쳐올 멸종이 기정사실이 된 그들을 ‘구하
는’ 데 최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원주민은 “문명화된 인디언”이라는 반대 서사 또
는 이미지를 제시했다. 이는 필요에 의한 동화 방식으로, 미국 원주민들이 이미 당시 “미국
인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 수많은 규범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로키
족, 크리크족, 촉토족 같은 남서부의 거대한 인디언 부족들은, 1810년 이후로 범죄자를 처
벌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서양식 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백인” 법을 통과시
킨 앵글로색슨식 헌법을 채택했다. 이 부족들은 1820년 내내 언쟁을 벌인 결과로 “문명화”
되었고, 이는 백인들에 의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같은 모종의 공식적 자격을 수반했
다. 미국 원주민에 대한 이 두 이미지가 ‘원주민 제거’ 정책을 두고 충돌했을 때, 미국 정부
는 강제로 원주민을 제거함으로써 문명화된 인디언의 이미지를 손쉽게 지워버렸다. 최근의
‘스탠딩 락(Standing Rock)’ 또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 사
건에서도 입증되었다시피,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상반되는 두 이미지는 갈등상태에 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의 인간 이미지가 현대의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만큼이나 만연하는 예전
의 역사적 이미지를 통해 정의되고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상기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