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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불안과 강박” 특집으로 엮어
반연간 문학 전문지 『쓺-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4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강박”이다. 우리의 일상은 현재 신경증 혹은 신경증적 질환인 불안과 강박으로 만연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떤 근본적 현상에 대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인식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다양한 렌즈를 통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특집의 앞자리에서는, 사회과학적 분석이 세 편의
글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다음 다섯 편의 글은 오늘의 문화, 특히 영화와 문학을 통해 표출되는 불안과
강박의 구체적 양상들을 다룬다.
1. 사회화된 변태성_“권위의 실종”을 중심으로 | 정재곤(프랑스문학자·정신분석학자)
2 도시 공간, 감시 카메라, 젠더화된 불안과 혐오 | 채석진(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 편재하는 스크린을 향한 강박_스마트폰과 촉각의 문화 | 김경화(전 일본 칸다외국어대학 교수)
4. 훼손된 세계의 완강함과 무력한 주체의 분노_좋은 사람, 혹은 불행한 사람: 영화 속에서 | 장이지(제주대 국문과 교수)
5. 인종적 우울과 미메시스_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문제 제기 | 김정하(서울대 영문과 교수)
6. PTSD와 ICD_199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의 어떤 ‘증상’들 | 김형중(조선대 국문과 교수)
7. 제주에서 보낸 한철_한강·조해진·김금희의 장편소설과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 | 이소(문학평론가)
8. 엔드게임과 양식사적 우울_정한아·김미령·안희연의 시를 읽으며 | 조강석(연세대 국문과 교수)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불안과 강박의 증상과 글쓰기
1. 옛날에 대하여 | 김선재
2. 우리 시대(혹은 내면)의 불안과 강박(신경증)_이데올로기의 장기 (부채) 사이클 | 김종옥
3. 오늘의 윤슬, 오늘의 패배, 오늘의 꽃병과 노동 | 김지녀
4. 0은 빛을 잡아당겨 만든 작은 고리였다 | 백은선
5. 청년 세대의 현실과 감정 | 윤병무

시시비비―가짜 뉴스와 음모론: 세속화 시대의 ‘종말의 환영’
주요한 사회적 쟁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시시비비> 난에, 박진우 씨가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뒤덮인 공론 장의 문제에 대한 진중한 점검의 글을 보내주었다. 특집 주제와도 무관치 않을 이 글의
필자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단순히 공론 장의 오염으로 단죄하려 들기보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나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한다.

작은 기획―디지털 인문학 입문
<작은 기획>으로는, 인문학에서 점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글쓰기와 읽기의 양상 자체를 바꾸어놓는 근본적인 차원의 방법론적 혁신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본다.
1. 쓰기 테크놀로지의 진화, 디지털 인문학 | 류인태
2. 디지털 인문학의 인문학적 지평: 리터러시의 확장 | 김희정
3. 디지털 인문학의 형성_‘오픈액세스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공동체 | 클레망 베르트-에흐불 & 루이스
헤이예스-갈린도 / 손정훈 옮김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 난에서 재조명하는 작품은 오정희의 『유년의 뜰』이다. 김예림 씨가 새로운 읽기 시도를
통해 오정희 소설이 보여주는 “밀도 높고 치밀한 상징”의 그물 속에 길어 올려진 의미를 제시한다.

지금 이 언어
새로 발표된 작품의 의미를 가늠해보는 <지금 이 언어> 난에는, 우리 시단의 대표적 중견 시인인 함성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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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용목 씨의 근간 시집들에 대한 평론과, 활기찬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진 소설가 서이제·신종원·
한정현 씨의 첫 소설집들에 대한 평론이 마련되었다. 유성호 씨가 시집들 속에서 “서정시의 갱신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이은지 씨는 “아카이브적 서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젊은 소설가들의 소설 속에서 실제 현실과
다른 질서가 출현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시와 소설+텍스트 실험 공간
이번 호 창작 난에서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다채롭게 펼쳐지는 김혜순·송승환·신해욱·박세미 씨의 시편들과
최제훈·문진영·김수온·강대호 씨의 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 <텍스트 실험 공간>에 수록된 시인 기혁 씨의
작품 또한 풍성한 문학적 실험 정신의 향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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