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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Literature Can Save Civilisation
The Humanities as preserved by the Irish monasteries, have saved civilisation in
Europe in the dark ages (6th, 7th, 8th centuri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in an
age of increasing dehumanisation, of the arts in general and of literature in particular.
As author of some 20 Collections of Poetry and three of Prose essays,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ontribution which literature is called upon to make.
문학이 문명을 보호하는 방법
아일랜드 수도원이 보존해온 인문학은 암흑기(6 세기, 7 세기, 8 세기) 유럽의 문명을 구원
하였으며, 비인간화가 증가하는 시대에 일반 예술과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권의
시집과 3권의 산문 에세이의 저자로서, 나는 문학에 요구되는 공헌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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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age of the Chinese Created in Chinese Korean Novels
This

paper,

focusing

on

seven"

Chinese

Korean

novels,"

all

of

which

are

award-winning works created after 2000, tries to understand the Chinese (han)
various kinds of image and what kind of roles they play in these works, and explore
what Chinese Korean writers pursuit through the diversity of Chinese image in the
novel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further explore the types of
the Chinese image in the Korean novels and how Chinese Korean writers think about
the different types of Chinese, and want to look into whether their contradiction
between “I,” identity and bewilderment that they have experienced has brought any
change in understanding the Chinese image.
조선족 소설에서 나타난 중국 이미지에 대한 조사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쓰여진 7개의 ”조선족 소설” 수상작들에 초점을 맞춰 중국(한족)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 작품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며 조선족 작가가 소설 속 다양한 중국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였는지에 대해 연구
한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은 한국 소설에서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유형과 조선족 작가들
이 서로 다른 중국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하고, 조선족들이 경험
한 정체성과 당혹감 사이의 모순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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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tist Roots of the Affect Theory
'Homo Aestheticus' coined by Ellen Dissanayake seems appropriate to describe our
contemporaries affected by overwhelming amount of information and images which
characterize late capitalist culture, if we figure out the term Ästhetik according to
Baumgarten’s usage of it. By reconsidering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i.e.,
“Wissenschaft des was sinnlich ist”, we could illuminate the human image in this
commercialized cultural surroundings. Recent emergence of the affect theory in
various forms, I think, suggests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human
faculties such as sensation, perception, and emotion. Brian Massumi, who has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affective turn for cultural studies since 1990s, owed
heavily to American pragmatists like William James and Charles Peirce, although he
gave Gilles Deleuze and other European philosophers credit for providing th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turn.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pragmatisms of James’s and Peirce’s in regard to Massumi’s elaboration of the
concepts of affect and the virtual. The conclusion will also show that Peirce’s
pragmatist semiotics supports Massumi’s theory of affect and cultural study in spite
of his overlooking some major tenets. Different from emotion which is static,
determinate, and subjective, affect is moving, indeterminate, and pre-subjective,
passing through one state to another. The concept of affect is introduced to explain
the subject with body that feels, moves and senses, and therefore to subvert the
traditional mind-body dichotomy. Emphasizing the bodily subject/object, Massumi
focused on 'proprioception' which is comprised of 'exteroception' and 'interocetion',
and contrasts with vision. Subjectivity - precisely intersubjectivity – explored in the
dimension of the flesh could be reinforced by James’s psychological theory that
Massumi sometimes referred to. Furthermore, Peirce’s semiotic approach to the
human subject as an embodied (sub)consciousness could be a strong support to
Massumi’s affect theory.
정동이론과 프래그머티즘

엘렌 디사나야케가 주조한 ‘호모에스테티쿠스’는 범람하는 미디어 정보 및 이미지에 포획되
어 있는 동시대인들의 삶을 기술하기에 꽤 적절해 보인다. ‘미학’을 디사나야케의 진화미학
적 용법에 국한시키지 않고 바움가르텐이 원래 의미했던 “감각적인 것에 관한 학”으로 확대
시켜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문화의 단면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최근 부상한 다양한 형태의 정동이론들은 감각, 지각, 감정 등의 기제에 초점을 맞춘 동시
대 문화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연구에서 등장한, 이른바 ‘정동적 전
회’를 선도해온 마수미는 주로 스피노자와 들뢰즈 같은 유럽철학자들의 이론에 주로 천착하
고 있다. 그러나 마수미도 인정하고 있듯 미국 프래그머티즘 철학이 그의 정동이론에서 차
지하는 비중 또한 적지 않다. 기왕의 정동이론에 관한 철학적 연구가 스피노자-들뢰즈 연구
에 치우쳐 있는 반면, 본고에서는 제임스나 퍼스 등의 프래그머티즘이 정동이론에 던지는
함의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마수미의 정동이론을 제임
스와 퍼스의 프래그머티즘의 맥락에서 재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수미의 정동개념을
정련하는 한편, 그가 간과하고 있는 프래그머티즘의 통찰을 발굴하려 한다. 신체화된 주/객
체에 주목하면서 마수미는 ‘시각’과 대비되는 ‘자기수용감각(proprioception)’을 강조한다.
제임스의 심리학적 프래그머티즘은 감정(emotion)과 구별되는 마수미의 정동(affect) 개념을
보강해주고, 체화된 의식으로서 인간 주체에 접근하는 퍼스의 기호학적 프래그머티즘은 마
수미가 살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주체성의 문제에 이론적, 경험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John GERY ㅣ University of New Orleans
John Gery has published seven collections of poetry and numerous critical essays on
modernist and contemporary poets, including the book, Nuclear Annihilation and
Contemporary American Poetry: Ways of Nothingness. He has co-authored a guid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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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ar so immense// From the familiar species”: The Evolving Role of the Image in
U.S. Poetry
In her 1862 poem that begins, “This was a Poet,” Emily Dickinson marvels at how a
well-wrought poem “Distills amazing sense/ From ordinary Meanings/ And Attar so
immense// From the familiar species.” Though largely unknown during her lifetime,
Dickinson’s poems anticipated and, indeed, precipitated a shift that was to occur in
modern U.S. poetry from poems that systematically employ heroic images to convey
elevated themes to those that portray common place images derived from “ordinary
Meanings”

and “familiar species.” This shift can be traced, in part,

through

Dickinson’s (and other women poets’) preoccupation with domestic, often intimate
subjects, wherein they nevertheless discover, as Dickinson writes, “a Fortune -- //
Exterior – to Time --.” Later, under the influence of Ezra Pound’s Imagism, as well
as W.C. Williams’s notion of “No idea/ but in things,” the modernist poets
increasingly turned to quotidian subjects, almost as though to defy the growing
specter of mass technology, institutional control of individuals, ethnic and economic
oppression, and global warfare. Yet despite modern poets’ abiding reverence for
quotidian imagery, they also continue to question its efficacy in verse – that is, to
doubt the authenticity of the image, especially given the proliferation of visual media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that now flood individual experience. However, because
of poetry's unique nature as an art of verbal imagination to articulate perception
through imagery, contemporary

poets,

like Dickinson in her

time, continue to

distinguish themselves by how their images on a human scale speak both FROM, and
TO, the individual psyche – that is, how they can make visible the Invisible. Though
found in poems remarkably varied in style, this evolving role of the image in American
poetry reveals, if nothing else, just how resilient the human spirit remains, despite the
shadows that threaten its survival.
익숙한 식물종에서 // 이토록 향긋한 향유를 짜내는”: 미국 시에서 진화하는 이미지의 역할

“이 사람은 시인이었다”로 시작하는 1862의 시에서 에밀리 디킨슨은 잘 쓰여진 시가 얼마
나 “흔한 의미로부터 / 놀라운 감각을 추출하고 / 익숙한 식물종에서 // 이토록 향긋한 향
유를 짜내는”지에 대해 경탄한다. 그녀 생전에 거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디킨슨의 시는
현대 미국 시가 체계적인 영웅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상한 주제들을 전달하는 시에서 “흔
한 의미”와 “익숙한 종류”에서 차용한 평범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주제의 시로 변화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부 “부--//외부의-시간—“ 같은 시에
서처럼 디킨슨(그리고 다른 여성 시인들)이 어떻게든 발견할 수 있는 집안의, 때로는 사적
인 대상에 대해 시를 쓴 것에서 나타난다. 이후,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과 W.C.윌리엄슨
의 “인상이 아닌/사물자체”라는 개념의 영향을 받아 현대 시인들은 커져가는 거대 기술, 개
인의 제도적 통제, 인종 및 경제적 억압, 그리고 전 지구적 전쟁의 망령을 이겨내기 위함인
것처럼 일상적인 대상으로 점점 더 시선을 돌렸다. 현대 시인들은 일상적인 이미지를 지속
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인 이미지의 사용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는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 즉,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시각 매체의 확산이 개인의 경
험을 뒤덮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미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지를 통해 통찰을 표현하는 언어적 상상력의 예술이라는 시의 독특한 성격 때문
에, 디킨슨과 같이 디킨슨 시대의 시인들은 인간적 척도에서의 그들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개인의 정신으로부터 표현되고 또는 개인의 정신으로까지 표현되는지를 통해 그들 자신을
구별하였다. 즉,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구별했다.
비록 시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미국 시에서이미지의역할의진화는적어도인간의생존을위
협하는환영들에도불구하고인간의정신이얼마나회복력이있는지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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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h.D. in Comparative Literature from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She
had previously obtained an M.A. in Latin American Literature from the sam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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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Human Look? The Monster as the Ultimate Other in <The Shape of Water>
Situated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era, in 1960’s Baltimore, Guillermo del Toro’s
latest film, The Shape of Water (2017), encourages an alternative view of humanity
that disengages the human from a particular set of bodily traits. By representing the
emotional and physical connection between a woman and a “monster” not only as
plausible but as exquisitely beautiful, del Toro’s fairy tale departs from past and
current conventions for depicting humanity, in a way that highlights their arbitrar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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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s them to contemplate alternatives to the status quo. The Shape of Water,
a fairy tale about a mute janitor (Elisa) who falls in love with an amphibian man kept
captive in a laboratory, enacts the second function. As the ultimate Other, this
creature captured by the US military in the Amazonia is a metaphor for all those
Others that Western civilization has historically placed below the line of humanity:
women, people of col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r with non-heteronormative
sexual orientations. In fact, in a move that some critics have seen as overkill, the
gang of misfits that risks saving the amphibian man from death by the hands of the
true monster (government agent Strickland), is made up of a mute woman (Elisa), an
African American woman (Zelda), and a gay man (Giles). In my view, however, del
Toro is just taking advantage of a staple of the fairy tale genre, the use of
archetypes, to strengthen the moral at the core of The Shape of Water: the most
reliable trait for defining humanity lies not in a certain set of physical/visible
attributes, but in our capacity-or lack thereof-for love, empathy, and solidarity.
인간은 어떻게 보이는가? <셰이프 오브 워터>의 궁극적타자(Ultimate Other)로서의 괴물
1960년대 냉전 시기 볼티모어에 대한 길예르모 델 토로의 최신 영화 <셰이프 오브 워
터>(2017)는 인간을 특정한 신체적 특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성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권장한다.

여인과 “괴물”의 감정적, 육체적 관계를 그럴듯하며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함

으로써 델 토로의 동화는 이들의 독단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인간성

묘사의 관습을 벗어나고 있다. 잭 자이프의 정의에 의하면, 동화라는 장르는 독자 혹은 시
청자가 현재의 사회 관습 및 신념을 받아드리도록 강요하거나 독자 혹은 시청자가 현재 상
황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실험실에 갇혀 있는 양서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언어장애를 지닌 청소부 엘라이자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 <셰이프 오브 워터>는
이중 두 번째 기능을 발현한다. 궁극적 타자로서, 아마존 정글에서 미군에 의해 잡힌 이 양
서류 남자는 역사적으로 서양문명에 의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여성, 유색인종, 장애
인 혹은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적 성향을 지난 사람들과 같이 모든 타자에 대한 메타포이
다. 사실, 양서류 남자를 진정한 괴물(정부 요원 스트릭랜드)에 의해 죽을 위기에서 구한 부
적응자 패거리들은 언어장애를 지닌 여성(엘라이자),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젤다), 게이 남
성(자일스)이다. 하지만 나는 델 토로가 셰이프 오브 워터의 중심부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형의 사용이라는 동화장르의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인간성을 정의하는 가장
신뢰할만한 특징은 신체적 혹은 가시적인 속성의 특정한 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공감, 연대에 대한 우리의 능력 혹은 결여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