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 14회 한국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세미나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문학과 문화
Literature and Culture
in the Age
of AI and Posthumanism

2020.08.20. 11:50~19:10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ZOOM)

PROGRAM

제3부 15:20~16:50

개회식 11:50~12:00
제1부. 초청강연 12:00~13:00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문학과 문화」
하인혜 교수 (인천대)

세션4: 현대영국소설의 이해
(in English)
세션5: 초국가, 이민자와 혼종성
(in Korean)
세션6: 영미드라마의 이해
(in Korean)
제4부 17:00~19:00

제2부 13:10~15:10
세션1: 문학의 실험과 지평
(in English)
세션2: 주체와 정체성
(in English)
세션3: 젠더와 재현의 문제
(in Korean))

세션7: 영미희곡과 시
(in English)
세션8: 남성성, 계급, 인종의 문제
(in Korean)
폐회사 19:00~19:10

문의 한국영어영문학회 http://www.ellak.or.kr
E-mail: ellak1198@daum.net 전화: 02-738-1198 ※ 참가비 무료

주관
공동주최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영어영문학회, 동국대학교 디지털인문학LAB

초대의 글
영어영문학의 미래 주역인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함께 만들어
가는 학문적 교류의 장인 한국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 세미나가 올
해로 제14회를 맞았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
에 놓여 있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과학기술과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면에서 미래 영어영문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학
원생 세미나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배태할 수
있을 인간과 기계의 복잡한 양상에 대한 깊은 토론과 함께, 영어영문
학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전망도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공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올봄 시작된 미증유의 코로나 상황 역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
으로 나아갈 길에 관한 깊은 성찰과 다각도의 검토를 불러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세미나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
하였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자의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하나의 온
라인 공간에 모여, 지금까지의 과거, 우리 앞에 와있는 현재, 그리고
이후 펼쳐질 미래에 관한 뜻깊은 논의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찾아온 미
증유의 상황을 마주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대학생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기 기
대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신 대학원생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신혜원 교수님과 이번 행사
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대학원생 위원들, 그
리고 뜻깊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동국대학교에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
한국영어영문학회장 강규한

프로그램
11:00~11:50 등록

11:50 개회식

회의실A

개 회 사: 한국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위원회 위원장
신혜원 교수 (고려대)
환 영 사: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 강규한 교수 (국민대)
축 사: 김영민 교수 (동국대학교 디지털인문학LAB)

12:00~13:00 제1부 초청강연
초청강연

회의실A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문학과 문화

하인혜 교수 (인천대)

사회: 이원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영어영문학회 부회장)
13:00~13:10 휴식

13:10~15:10 제2부
Session

1

문학의 실험과 지평 (in English)

회의실A

김은형 교수(서울대)

홍준수(서강대)
Social Ideology and the Making of the Knight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배향아(서울대)
“We are split people”: Singularizing What is Double in Zadie Smith’s White Teeth
방민희(서강대)
Human Identity in Posthuman Era: Reading Bildungsroman in Posthuman Era
황정현(연세대)
A Suggestive Discourse on YouTube Videos: A Comparative Approach
토론: 황정현(연세대), 방민희(서울대), 홍준수(서강대), 배향아(서울대)

Session

2

주체와 정체성 (in English)

회의실B

사회: 신혜원 교수(고려대)

김형근(고려대)
The Inconsistency of the Self in Invisible Man
이유진(서울대)
To cook and dine: Claiming ownership of diasporic identity in Jhumpa
Lahiri’s Interpreter of Maladies
나정은(고려대)
The Pursuit of Selfhood in Raymond Chandler's The Big Sleep
김예진(연세대)
Willy Wonka’s Unconscious and Its Physical Manifestations: The Factory in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1964)
토론: 나정은(고려대), 김예진(연세대), 김형근(고려대), 이유진(서울대)

Session

3

젠더와 재현의 문제 (in Korean)

회의실C

사회: 신나미 교수(인천대)

이경아(서울대)
In the Blood에 나타난 부조리한 사회 속 갇혀버린 Mother Hester의 비극
변영은(성신여대)
『핑거스미스』에 재현된 버지니아 울프
김사영(서울대)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와 테크놀로지를 통한 여성의
글쓰기
강혜림(조선대)
저항의 (불)가능성: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루머의 문제
토론: 박소형(서울대), 강혜림(조선대), 변영은(성신여대), 김사영(서울대)

15:10~15:20 휴식

15:20~16:50 제3부
Session

4

현대영국소설의 이해 (in English)

회의실A

사회: 손일수 교수(부산대)

Gábor Patkós(연세대)
Howard’s End in novel and film: Only (dis-)connect? Questions of fidelity,
representation, and characterization
오은주(서강대)
Stream-of-Punctuation: Ellipses and Dashes as Media of Sonic Consciousness
in Dorothy Richardson’s Pointed Roofs
토론: 오은주(서강대), Gabor Patkos(연세대)

Session

5

초국가, 이민자와 혼종성 (in Korean)

회의실B

사회: 방인식 교수(숙명여대)

윤장실(부산대)
자메이카 킨케이드의 『루시』와 대안적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가능성
박소형(서울대)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 줌파 라히리의 『질병 통역가』의 「피
르자다 아저씨가 식사하러 오던 때」를 중심으로
이재훈(서울대)
영국의 재즈광: 필립 라킨 시의 혼종성
토론: 이재훈(서울대), 김유경(서울대), 윤장실(부산대)

Session

6

영미드라마의 이해 (in Korean)

회의실C

사회: 박정만 교수(한국외대)

김금주(한국외대)
변화의 힘: 『리어왕』 속에 드러난 셰익스피어의 낭만적 상상력
권요안나(부산대)
갈등하는 주체와 화해 가능성: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김준형(한국외대)
프랑스 혁명과 1790년대 영국의 극장
토론: 김준형(한국외대), 이희영(부산대), 김금주(한국외대)
16:50~17:00 휴식

17:00~19:00 제4부
Session

7

영미희곡과 시 (in English)

회의실A

사회: 최재민 교수(목포대)

송우진(연세대)
Death Performance in Textual Theater: Non-conformist Deathbed Virtue in
The Pilgrim's Progress
장수연(연세대)
Egocentrism in Thomas Dekker’s The Shoemaker’s Holiday
김다은(서강대)
Challenging the Dominant Ideology and Expecting the Birth of Readers in
William Blake’s The Book of Thel
신도현(CUNY)
Edgar Allan Poe’s Dark Romantic Hero and the Phantom Voice of Fate in
Politian (1835)
토론: 김다은(서강대), 송우진(연세대), 신도현(CUNY), 장수연(연세대)

Session

8

남성성, 계급, 인종의 문제 (in Korean)

회의실B

사회: 노동욱 교수(삼육대)

이지은(고려대)
서술자 짐 버든이 남성성을 구축하는 장으로서의 『나의 안토니아』
박서희(고려대)
『음향과 분노』에 나타난 남부 상류층의 남성적 권위 해체: 쿠엔틴(Quentin)과
제이슨(Jason)을 중심으로
김지연(고려대)
『핏빛 자오선』 속 화자의 실험적 글쓰기: 상상 속 남성성, 그 너머를 상상하기
김유경(서울대)
『얼간이 윌슨』과 인종주의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비판
토론: 박서희(고려대), 김지연(고려대), 이지은(고려대), 이경아(서울대)

19:00~19:10 폐회사

회의실A

사전등록 안내

2020년 8월 3일(월)~8월 16일(일)
https://forms.gle/Bdvm3wgWWPNTS4uBA
사전등록자에 한해 참가링크 및 발표자료집을 이메일로 발송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접수해 주십시오.

발표자 안내

발표 시 발표원고 또는 PPT슬라이드를 화면공유

토론 및 질의응답 안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장시 일괄 음소거 할 예정
질의응답 시 개별적으로 음소거 해제 후 질문, 또는 채팅을 통해 질문

사단
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607호(신문로 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전화: (02) 738-1198 팩스: (02) 733-6502 Email: ellak11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