Ábrahám Kovács ㅣ Debrecen Reformed University
Professor Abraham Kovács is a well-known historian of religion, trained in History,
Christian Theology (Debrecen, Edinburgh, Tübingen) and Religious Studies (Princeton).
He earned his doctorate in Edinburgh by 2003 and Dr.hab. by 2011 in Budapest. As
an internatonal scholar he was elected as the Deputy General Secretary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n in 2017. He was a guest lecture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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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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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UTS in Seoul. Prof. Kovács was also
invited to Yonsei University as guest professor teaching an intensive course for PhD
students in 2017.
Soulless robots and robots with souls? Evolving Human Image from Communism to
Secularism in Hungary
The presentation, perception and the value attributed to human images had always
been facilitated, encouraged and reassured by the dominant world view, ideology, or
religious view of a given era. Atheism of Hungarian Communism portrayed human
beings as machinery, soulless beings hereby producing scary human images. When
pluralism reappeared in Hungarian society, capitalist secularism presented a challenge
to Christian world view still influencing national culture to which various responses
were developed. The paper seeks to investigate how Hungarian Communists saw
human beings and what kind of image they created, maintained and promoted from
1948 till 1990 when the totalitarian system collapsed. To demonstrate various forms of
human images from Communism, the research paper relies on primary materials such
as party textbooks, speeches of Marxist leaders, poems and songs. It will be
demonstrated how dialectical materialism made modern man and women into robots.
Second, the presentation will investigate how Christians, in particular Protestants
viewed human beings in the past 25 years. Various religious writings will be consulted
to construe a picture as how human image was perceived by selected religious
persons: a religious leader, a figure of literature and an artist. Finally, the paper
introduces us to the highly secularised voice of consumerism, where technological
giants and the media smartly create an image of human beings where people are not
mere robots and robots have souls. Therefore, they tune our minds to mutual
acceptance of the new technological realities. At first sight, it may seem that they
successfully combined the chief aims of an atheist materialistic view with a ‘religious’
perception of the world. However, some critical questions will be raised: is it really
so? Do postmodern man and women managed to present a coherent human image
of human beings? Some possible answers will be articulated in regard to our common
future.
영혼 없는 로봇과 영혼을 가진 로봇? 헝가리의 공산주의로부터 세속주의에 이르기까지 인

간 이미지의 발전
인간 이미지의 표현과 인식, 가치관은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
적 관점에 의해 성장, 고무, 안정되었다. 헝가리 공산주의의 무신론은 인간을 기계로 묘사하
였고, 무능한 인간들은 이에 따라 무서운 인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헝가리 사회에 다원
주의가 다시 나타났을 때, 자본주의자의 세속주의는 다양한 반응들이 성장한 국가 문화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헝가리 공
산주의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된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어
떤 이미지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홍보했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먼저 공산주의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인간 이미지의 다양한 유형들을 보여주기 위해, 본 연구 논문은 공산당의 교본과 마
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의 연설, 시, 노래와 같은 기초 자료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변증법적
유물론이 현대 남녀를 어떻게 로봇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 이 발표는 그리스
도인, 특히 개신교인들이 지난 25년 간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종교지도자
나 문학의 인물, 예술가와 같은 선택된 종교인들이 어떻게 인간 이미지를 인지하는지 이해
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 저작들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소비주의라는,
고도로 세속화 된 목소리를 소개한다. 이때 과학기술이라는 거인과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단순한 로봇이 아니며 로봇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인간 이미지를 영리하게 만들어낸다. 그렇
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기술적 현실을 상호 수용하게끔 조정한다. 언뜻 보기에
무신론자의 유물론적 관점과 세계에 대한 “종교적” 인식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것처럼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몇 가지 비판적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 포스트모던의 남
성과 여성이 인간들에 대해 일치하는 인간 이미지를 보여주었던가? 우리의 공통된 미래를
고려하여 가능한 대답들을 제시할 것이다.

S Brent Plate ㅣ Hamilton College
S. Brent Plate’s teaching and research explore how human sense perceptions affect
ways of being religious, and how the operations of religious traditions impact our
sensual encounters. Investigating the material cultures of religious traditions, Plate's
work is interdisciplinary, moving between developments in cultural anthropology, art
history, film studies, and cognitive science, along with religious studies. Among his 14
books are "Blasphemy: Art that Offends" (2006), "A History of Religion in 5½ Objects"
(2014), and "Religion and Film" (2nd ed, 2017). He is co-founder and managing
editor of Material Religion: The Journal of Objects, Art, and Belief.
Created in Our Image: A Spiritual History of Dolls from Golem to Barbie to AI
In the Jewish, Christian and Muslim traditions, God formed the first human from the
dust of the earth, and then breathed life into the creature. Since that time, humans
have attempted to do the same by fashioning raw materials into forms and figures
that look like us: dolls, automatons, figurines, puppets, marionettes, and robots. But it
is not enough to make them look human, we also want them to behave like humans,
and so we make them walk and talk, move their arms and heads, and even pray. In
recent years, as we create ever more artificially intelligent robots, we push them to
answer questions and hold conversations. In so doing, we animate the figures
through technological means. Technology is our breath, the animating force of Homo
sapiens. This presentation gives a brief overview of ways that humans have created
anthropomorphic figures in their image: from Golem to Frankenstein, from children's
doll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n the presentation turns to ask the larger question of
why we find these figures across so many human cultures. The answers stretch back
to our evolutionary roots. We are Homo faber (the toolmaking human) and dolls are
tools. Toolmaking did not only emerge to help us in agricultural, domestic, or
communication tasks. They also us developed to help us think, feel, move, and talk.
Ultimately, by creating figures in our likeness, we learn something about who we are,
and what makes us human.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된: 점토인형부터 바비를 거쳐 AI까지 인형의 영적 역사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무슬림 전통에서, 신은 흙먼지로 최초의 인간을 빚고 나서 그 피조물
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원재료를 다듬어 인형과 자동인형, 꼭두각시, 망석
중이, 로봇 등 우리와 닮은 형상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같은 일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인간처
럼 보이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이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며,
걷고 말하고 팔과 손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게끔 만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
리는 점점 인공지능로봇을 만들어 감에 따라 그들이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할 수 있게까지
추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그 형상들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술은 우리의 생명이며, 호모사피엔스의 활기찬 힘이다.

이 발표는 점토인형부터 프랑켄슈타인까지, 아이들을 위한 인형부터 AI까지, 인간이 자신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닮은 형상들을 만들어 온 방법들에 대한 개괄이다. 그런 다음 이 발표는
왜 이런 형상들을 수많은 인간 문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보다 큰 질문으로 이어진
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진화론적 뿌리까지 거슬러간다. 우리는 호모 파베르(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며, 인형은 도구이다. 농사나 가사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만 도구를 제작
하는 건 아니다. 인형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발달
했다. 결국 우리와 닮은 현상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
게 하는가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운다.

Ariane PERRIN ㅣ Centre for Korean Studies of UMR & Catholic University of Paris
Ariane PERRIN is an art historian who gained a Ph.D. in Korean Art and Archaeology
at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London. She is a research
associate of the French Centre for Korean Studies UMR 8173 CNRS-EHESS in Paris
and is currently lecturing about Korean art histor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Pari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Koguryo tomb mural art and restitution claim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kept abroad.
“Journey to the Afterlife : In Life and in Death, the Image of the Deceased in the
Koguryo Painted Tombs (4th-7th centuries AD)”
The painted tombs of the ancient kingdom of Koguryo (37 BC-AD 668) located in
today northeast China and in North Korea not only bear a rare and early testimony to
a painting tradition in East Asia, they also offer a unique glimpse on the lives,
religious beliefs and concerns in funerary matters of the people inhabiting these
regions. The tombs are found scattered on both sides of the Yalu river, mainly in
Ji’an, Jilin province and Huanren, Liaoning province, in China, and in the vicinity of
Pyongyang, Nampo and South Hwanghae province in North Korea. In total 120 or so
painted tombs believed to have been made for kings, aristocrats and high officials,
have been discovered so far (only two tombs were securely identified thanks to a
funerary inscription). This paper will discuss first, how the ancient Koguryo people
depicted themselves in a funerary context _ through scenes reflecting the lifetime
achievements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deceased _ and second, their concern for
a safe journey in the afterlife through the use of auspicious cosmological imagery. In
doing so, it will also show how the newly introduced Buddhist beliefs were
incorporated in the iconographical programme of the murals from the 4th century AD
onward. The latter fact together with the use of similar decorative patterns in the
Koguryo tombs and at the site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420-589), is
in addition a testimony of the cross-cultural contacts and exchanges between these
various kingdoms during the 5th and 6th centuries AD in northeast Asia.
"내세로의 여행 : 삶과 죽음에서 고구려 무덤 벽화(AD 4~7세기)에서의 죽은 자의 이미지“
오늘날 중국 북동부와 북한에 위치한 고대 고구려 왕국(37BC-AD 668)의 무덤은 동아시아
의 회화 전통에 대한 희귀하고 초기 증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장례 문제에 대한 삶과 종교 신앙 그리고 관심사를 독특하게 보여준다. 이 무덤은
압록강 양쪽, 주로 중국 길림성의 지린과 요녕성의 환인, 북한의 평양 인근과 남포와 황해
도 남쪽에 흩어져 있다. 지금까지는 왕, 귀족 그리고 고위 관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120여 개의 무덤벽화가 발견되었다(단지 두 개의 무덤만이 장례 비문 덕분에 완
전히 신분이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고대 고구려 사람들이 고인의 평생의 업적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장면

을 통해 장례식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지와 둘째, 상서로운 우주론적 이미지를 사
용하여 내세에서의 안전한 여행에 대한 관심을 논의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새로 도입된 불
교 신앙이 4세기 이후의 벽화의 도해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고구려 무덤
과 북부 및 남부 왕조 (420-589)의 비슷한 장식 패턴의 사용과 함께 후자의 사실은 동북아
에서 5세기와 6세기 동안 다양한 왕국 간의 문화적 접촉과 교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Chul Chun ㅣ Hanshin University
Chul Chun is a systematic theologian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heology at
Hanshin University in Korea. He received a Dr. theol. in Systematic Theolog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theologian and philosopher Michael Welker at Heidelberg
University in Germany. His work relates to Alfred North Whitehead and process
philosophy, to Gregory Bateson, Niklas Luhmann and systems theory. Among his
published books is Kreativität und Relativität

der Welt beim frühen Whitehead

(Neukirchener Verlag, 2010). He is also the author of 14 Books and 60 articles. He is
director of the Center for Religion and Science (CRS) at Hanshin University.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igious Imagination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the human image in Korea and in the world is the
widespread application and popular appe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he appearance of AlphaGo now shows that AI has quickly penetrated beyond the
laboratory of computer and big data technology into the realm of human culture and
thinking. AI has become a very important technological, social, and religious keyword
to secure the future society. There has often been a conceptual distance between life
and technology, but technology is very closely linked to social reality. The emergence
of AI goes beyond simpl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ultural shock. This has been
a huge challenge for the humanity and religious thought that are concerned about the
human image and future task.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 first
challenge is the question of how human technological evolution and its capabilities
violate or cooperate with the realm of divine values. Religion should ask how the
image of AI (imago artificialis intelligentia) is negotiating with the image of God
(imago dei). How does artificial intelligence reconstruct the face of God and the face
of religion? The second challenge is to ask how the image of AI changes humanity’s
inherent nature and future. In particular, the reinterpretation of the human mind and
the possibility of the substitution of the human body that AI provides are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human soul, mind and body. Finally, ethics and religion are critical
issues for social morality and for discerning the parameters of responsible global
research and the cultural influence of AI.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challenges of
the emergence of AI in a changing world while exploring the essence of God. Finally,
it suggests that religious imagination can provide a reliable human image in the age
of AI.
인공지능 시대의 종교적 상상력
한국과 세계의 인간상의 큰 도전을 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과 대중적 출현이다. 알파고의 등장은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응
축하는 연구실을 넘어 인간 문화와 사유의 영역으로 빠르게 침투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상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사회적, 종교적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삶과 기술이 적용되는 공간의 격차는 있지만 우리의 사회에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과 문화적 충격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인간
의 이미지와 과제를 고민하는 인문학과 종교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 되었다.
첫 번째의 도전은 인간의 기술적인 진화와 그 능력은 신성적인 가치의 공간을 어떻게 위배
하거나 협력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인공지능의 형상(imago artificialis intelligentia)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지를 종교는 질문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얼굴이 종교가 그리는 신의 얼굴과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는가.
두 번째의 도전은 인공지능의 이미지가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과,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새
롭게 변형하는 지를 질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인간의 고유한 마음에 대한
재해석과 신체성의 대체 가능성은 전통적인 인간의 영혼, 마음, 신체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글로벌 연구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성을 윤리와 종교는
비평적으로 바라봐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본 연구는 변화하는 세계상 안에서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간, 사회, 그리고 신의 본
질을 탐구하는 종교의 영역에 어떠한 도전을 주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
하는 세계상 안에서 종교가 새로운 통찰과 상상력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So-Yi CHUNG ㅣ Sogang University
So-Yi Chung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ogang University, Korea. She is also the editor-in-chief of Journal of Korean
Religions. Her area of specialty and interest is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Asian Philosophy and Religion,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Comparative Ethics and
Philosophy.
Spirituality and Human Nature in Christian-Confucian Dialogue
What differentiate humans from other non-human animals has been a perennial topic
across the world. This paper examines how ‘human spirit’ in the Christian tradition is
different from ‘human nature’ in the Confucian tradition. The Christian missionaries
during the 16th to 17th century reasoned that only humans had intellectual and
immortal souls, of which non-human animals lack. Missionaries had a hard time
implementing such a notion of anima in the Confucian academic circle, since
Confucians held that what distinguished humans from non-human animals were not
individual intellectual souls but rather collective moral nature in the fullest sense. In
the first section, I shall briefly delineate how Christian notion of human spirituality is
untranslatable and incommensurable with any previous terminologies in neo-Confucian
tradition. The second section explains how Christian missionaries, especially Jesuits,
viewed the essence of humans distinct from non-human animals. I shall portray the
boundary of unique human ability, such as inference, self-doubt, and reason;
moreover, I will illustrate how such a unique human ability in itself leads to prove the
immortality of human soul. The third section discusses neo-Confucian account of
human and animal nature. Although there had been very complex, long debates on
this particular topic, I shall focus mainly on their differences. Unlike Christian
perspective,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nimals lies not in
the intellect, but the full exercise of the given moral nature. In the final section, I
shall briefly review the significance of such a dialogue, and what it implies in today’s
globalized society.
그리스도교와 유교의 대화에 나타난 영성과 인간 본성
무엇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구분하는가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 본고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인간 영혼’과 유교 전통의 ‘인간 본성’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한다. 16-17세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오직 인간만이 지적이고 영원
한 영혼을 지녔으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이를 결여하고 있다고 여겼다. 선교사들은 유학
계에 영혼(anima)과 같은 개념을 이식하는 데 난항을 겪었는데, 이는 유학자들이 인간과 인
간이 아닌 동물들을 구분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지성적 영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합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부에서는 인간의 영성이라는 그리스도교적 개념
를 신유학 전통의 기존 전문용어로 번역하고 비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기

술할 것이다. 2부에서는 그리스도교, 특히 예수회 선교사들이 인간이 아닌 동물들과 구별되
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는지 설명한다. 필자는 추론과 자기 의심, 이성과 같이 인간
이 가진 독특한 능력의 범위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그런 독특한 인간 능력이 어떻게 본질
적으로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할 것이다. 3부에서는 인간
과 동물의 본성에 대한 신유학의 해석을 논한다.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긴
논쟁이 있어왔지만, 여기서는 주로 차이점들에 주목한다. 그리스도교의 관점과는 달리, 인간
과 인간이 아닌 동물의 기본적 차이는 지성이 아니라 주어진 도덕적 본성의 완전한 발현 여
부에 달려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중요성,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해 간단히 검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