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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ing the Distant Other in the 21st Century
In today’s world, Westerners are fascinated with the witnessing of suffering of distant
others. The image of human suffering has always been popular, yet it has recently
taken a novel shape when it is being lensed through a remote medium –be it social
media, storytelling, narratives, media – and it maintains its safe distance to the
subject of witnessing due to its simulated reality. On the one hand, by approximating
stories of victimization and suffering, the audience feels empathy and is compelled to
help the needy as it happened with Aylan Kurdi, a Syrian child refuge, whose photo
has been widely circulated in social media in September 2015. On the other hand,
this empathically created bond is a simulated one and gives the witness an insincere
picture of humanitarianism. Moreover, its being a simulated image relieves the
audience. For instance, the very same Europeans who are moved by Kurdi’s death,
barred the Syrian refugees to enter the EU borders shortly after the incident. This
problematic stance locates human rights consumers in an ambivalent spatial relation
with the distance others. Theatre employs this very same ambivalent spatial relation
that the act of witnessing shares with its spectators. The congruity in this ambiguous
spatiality that theatre and our response to atrocities is what makes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which is derived from my second book-in-progress on ambivalent
spatial relation witnessing and 21st century drama. In this presentation, by utilizing the
immediacy of theatre, I discuss this concept of ambivalent spatial relation that the act
of witnessing the distant other has and focus on the new image of human suffering
that is being serviced through a remote medium to cater to the tastes of a certain
group of viewers.
21세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Distant Other) 목격하기
오늘 날, 서양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하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이미지는 언제나 각광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이미지가 소
셜 미디어, 이야기, 소설, 미디어 등의 원격 매체를 통해 비춰지고, 가상현실로 인해 목격하
는 주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

실에 가까운 희생과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 청중들은 감정이입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만 같은 강압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9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된 사진 속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
한 감정이입을 통해 만들어진 유대감은 가장된 것으로, 목격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인도주의
를 느끼게 한다. 게다가, 이런 가장된 이미지라는 사실은 청중을 안심시킨다. 예를 들어, 쿠
르디의 죽음에 슬퍼한 유럽 사람들은 쿠르디 사건 직후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국경을 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문제적 입장은 인권 소비자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에 대한 양
면적 감정이 공존하는 공간 관계에 위치시킨다. 연극은 목격하는 행동이 관객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양면적 감정의 공간 관계를 사용한다. 잔혹행위에 대한 연극과 우리의 반응에서 나
타나는 모호한 공간성의 일치가본논문의주제이다. 이 주제는 현재 작업 중인 양면적 감정의
공간 관계 목격과 21세기 희곡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책에서 차용하였다.

본 논문은 연극의

직접성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타인을 목격하는 행위가 가진 양면적 감정의 공간 관계 개
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특정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춘 원격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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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s as Our Betters: Case Studies from Thailand
In a country in which it is now impossible, ethnologically and anthropologically, to
identify a true nativ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Thailand may have survived the
threats of colonialism by transcending hostility towards “the others”. All history
manuals celebrate the valour of King Taksin, son of a Chinese immigrant, who
restored independence after the fall of Ayutthya in 1767. The paper deals with
representative cases of Thailand’s constructive appropri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heritage of her Asian neighbours. Now that immigrants and refugees have been
humiliated in the vile vocabulary of an uncouth world leader, it is imperative that a
morale booster be culled from examples of “Willkommenskultur” (welcoming culture).
A telling example is that of the exodus of the Mon into Thailand after a defeat by the
Burmese in the 18th century. A “Kulturnation”, without territorial identity, has wrought
constructive changes in the host country, not only in the various arts and crafts, but
also in the spiritual domain. A Buddhist reform, ushered in by King Rama IV in the
mid-19th

century,

owed

its

inspiration

to

the

Mon

Sangha

and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Buddhist order known as the Dhammayuttika Nikaya. The Thai
never

hesitate

to

recognize

the

others

as

their

betters!

Imperceptibly

and

unconsciously, Buddhist tolerance, in spite of many lapses and aberrations, may have
tempered the world view and conduct of this South East Asian land, for, according to
Buddha, living beings including the human race are born with equal rights, hence the
total rejection of the caste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real human contacts
contribute towards tolerance and mutual respect. The latest global onslaught of digital
technology is threatening to alienate human beings from one another. Robotic
virtuosity can never replace genuine human warmth.
‘더 나은 존재’로서의 ‘타자’: 태국의 사례 연구
이제는 민족적, 인류학적으로 진정한 원주민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다민족, 다문화적
인 태국은 "타자"에 대한 적개심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식민주의의 위협에서 살아남았을 것

이다. 모든 역사 기록물들은 1767년 아유타야 왕국이 무너진 후 독립을 되찾은 중국인 이
민자의 아들 탁신 왕의 용기를 기린다. 본 논문은 태국이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및
예술 유산을 건설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룬다.
한 무례한 세계 지도자의 용납할 수 없는 언사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모욕을 당하는 지금
시기에,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환대하는 문화(Willkommenskultur)"의 사례를 발
췌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8세기 버마에게 당한 패배 이후, 태국으로 대거 이주한 몽족(Mo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토 정체성이 없는 "문화민족(Kulturnation)"은 다양한 예술과 공예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
에서도 자신들을 수용해준 나라에서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19 세기 중반 라마 4 세가 이끌던 불교 개혁은 몬 교단(Mon Sangha)에서 영감을 받아 담
마유티카 파(Dhammayuttika Nikaya)로 알려진 새로운 불교 교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태
국인들은 타자를 더 나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미세하게 그리고 무의
식적으로, 불교적 관용은 많은 실패와 일탈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세계관과
국가 운영방식을 석가모니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인류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생각
과 이러한 생각에 뒤따르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로 향하게 했다.
진정한 인간 접촉이 관용과 상호 존중에 기여한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전 지구적 맹공격은 인간을 서로 소외시키고 있다. 로봇기술은 진정한 인간의 따스
함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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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ous

Nations/

Heterogeneous

Citizens:

The

National

F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Every country is supposed to have a national myth and, presumably, a national image
— or face. For the great German philosopher Johann Gottfried Herder, the reason the
nation is the most natural collective unit is that it is really an extended family. Herder,
of course, envisaged the family as not only sharing the same language but also
being ethnically homogeneous. But what happens to a family, or nation, when its
members vary phenotypically? Does it still possess a quintessential face, or does its
heterogeneity demand that we reconsider the still widespread belief that a nation
necessarily has a distinct human image? Because of the mass migration of peoples
around the globe at least since the mid-twentieth century, to say nothing of internal
variation,

most

countries

today

cannot

even

pretend

that

they

are

ethnically

homogeneous. Nevertheless, the myth of the national physiognomy persists, both
outside and within countries. Peopl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y know what a
Brazilian, an Indian, or a Swede looks like. But if one closely examined those
populations, it would not be nearly so self-evident. As I will argue in my paper, one
of the great challenges of our time is not only to accept that humanity is diverse but
that so are many nations — indeed, families.
다원적 국가/다원적 시민: 21세기 국가의 얼굴
모든 국가는 민족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국가적 이미지 혹은 얼굴을 갖고 있을 것
이다. 독일 철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는 국가란 가족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
연스러운 집단 단위라고 한다. 물론 헤르더는 가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적으로도 이라 보았다. 그렇지만 만약 가족 혹은 국가 구성원의 표현형이 다양하면 어떠한
가? 여전히 가족이나 국가는 전형적 얼굴을 소유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 혹은 국가의 다원
성이 국가는 필연적으로 뚜렷한 인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통념을 재고하도록 요구하
는 건인가? 적어도 20세기 중반부터 이어진 전 세계 민족들의 집단 이주 때문에, 내부 변
화는 물론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이 단일민족인 척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가 내외에서 민족 신화는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브라질 사람, 인도 사

람,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국가의 인구를
면밀히 조사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인류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다양성은 물론 가족의 다양성 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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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Person Authority: Or Knowing Others Better than They Do Themselves?"
In a number of previous papers in ethics, I have argued that for what I call, on
various situations, as moral copper rule (do [don't do] unto others as they would
[would not] like to be done unto), patient moral relativism (moral judgement is
relative to the norms of the moral patients), and as ethics of difference (an action
that is morally appropriate to one person may not be so to another person). All these
require a moral agent to know the particularities of the recipient of his or her actions.
This raises at least two questions: can we really know another person? and can we
know someone better than he/she knows him/herself? My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positive while the second one is negative. Both answer is based on Donald
Davidson's idea of the first person authority.
일인칭 권위: 또는 타자를 그들 스스로보다 잘 알기?
윤리에 대한 이전의 많은 논문을 통해, 나는 내가 다양한 상황에서 도덕의 황금률(그들이
나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지 마라), 희생자
의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희생자의 규범과 관련이 있다), 윤리적 차이(한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등으로 부른 것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그 혹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일의 특수성을 알
고 있는 도덕적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적어도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첫째, 우리
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둘째, 그/그녀가 그/그녀를 더 잘 아는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긍정적인 반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두 가지 대답 모두 도날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의 일인칭 권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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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e" Play God?: The Problem of "We" in a Technological Society
Whenever a new technology is introduced, one often hears that human, the"we," have
developed such and such technology and "we" have overcome some problems. Even
when a technology is accused of playing God, still the subject of such a dangerous
attempt is "we." Nevertheless, one comes to wonder who are the "we, the human" in
the narrative of technological progress, as it describes the progress as if it i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technological development does not happen in vacuum and that it does not belong to
"us." "We" don't play God, as a matter of fact. Some do. It is an interesting fantasy
that everybody knows it is not true, but that everybody seems to believe. The fantasy
has had its own merits, but now its demerits are growing bigger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o-called "post-human." It is true that the old concern
of "playing God" is being realized more than ever, but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echnology remains on the level of "we the people" concept. In order to pursue the
desirable future for human being, it is necessary to democratize the current form of
technological progress. Less economic desire and more political consent are required
in the area of cutting-edge technologies. It is not important in itself whether we will
have a cloned baby, but it is vital whether we, the people, will have some sa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oncerning how, when, and for what to develop and use
such technology. "We" will experience a better future, only if the "we" becomes more
realistic in the area of technology in our time.
‘우리’가 신 놀이를 하는가?: 기술 사회에서 ‘우리’의 문제
신기술이 소개될 때마다 인간, 즉 ‘우리’가 이러저러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흔히 들린다. 심지어 어떤 기술이 ‘신 놀
이’(playing God)를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에도 그런 위험한 시도의 주체는 여전
히 ‘우리’다. 그러나 기술 진보의 내러티브에서 그 진보가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
을 위한 것으로 묘사될 때 도대체 그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기술 발전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발전이 ‘우리’
에게 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가 신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이 그런 일을 한다. ‘우리’ 담론은 모든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환상이다. 이 환상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지
만, 이제 인공지능과 소위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단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
다. ‘신 놀이’라는 오래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
인간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술진보의 형식을 민주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첨단 기술의 영역에서는 경제적인 욕망은 자제하고 정치적이 동의를 더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가 복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인지보다, 우리, 즉 시민들이 어
떻게, 언제, 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목소리
를 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시대 기술의 영역에서 더 현실적이 될 때에
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