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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identities in visual commodities in South Korea
In my paper I intend to explore the meanings of shifting, moving, modelling the
commodities through trans-cultural, trans-border and trans-timing domains in recent
time. For commodities I comprehend food, ritual practices, clothes, daily objects
which will be considered from their qualia, semiotic perspective and focused on their
image as subject. This perspective will highlight the commodities as fetish which
obviously possess it’s own biography. Moving from object into subject and thus
shifting our view of commodities as subject with own biography I intend to analys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commodities and human consumer, inquiring if human
consumer’s identity shifts within the identities of the commodities. To give an
example, recently the story of kimch’i suggests that its identity was created in a
certain time and space in concomitant along with Korean consumers who gained
proud and confidence of the taste of kimch’i. The taste became not more a savory
to be ashamed of but to be widespread toward world, consequently it transformed
people/eater’s identity with its commodities. Food becomes not a simple commodity
but it is humanized by the consumers. My question is if this dynamic occurs by
chance or it is predictable for other type of commodities and human behaviour. The
paper will not focus on one commodity but it aims is to give few examples in order
to come out with few tentative theoretical bases for further research.
한국에서 시각적인 상품들의 정체성 변화
본 논문은 최근의 국가 간 문화 전파, 국경 초월, 시간 파괴의 영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 모
델링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상품의 경우 음식, 종교 관습, 의복, 일상용품을 그들의 품
질, 기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들의 이미지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상품의 고
유한 이력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애호물로 강조할 것이다. 객관에서 주관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의 관점을 고유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품과
소비자인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비자인 인간의 정체성이 상품의 정체성 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김치의 이야기는 김치의 맛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은 한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치의 정체성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서 생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그 맛은 더 이상 매콤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상품을 통해 음식의 소비자인 사람들의 정체성을 변화시켰다. 음
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에 의해 인간화된다. 나는 이러한 다이내믹한 현상이 우
연히 일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종류의 상품과 인간의 행동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본고는 한 가지 상품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잠
정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예시를 거의 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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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en Vivir, an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tin american tow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much of the world has turned its attention to
the Latin American, different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experienced what has been
termed as "the left turn of Latin America." The Venezuelan experience was, for a long
time, a focus of attention, while the arrival in power of Evo Morales in Bolivia in 2005
attracted the attention of an indigenous president. The same thing happened with the
triumph of Rafael Correa in Ecuador in 2007. It is in this context that a cosmovision
called "El buen vivir" is born. This Latin American worldview is based on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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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of the region, it is not only economic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but El
Buen Vivir raises even more powerful and profound possibilities. El Buen Vivir
proposes a critique of the Western idea of development, in that it does not establish
the welfare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amount of available goods, or stages that
improve if there is a greater amount of wealth. Nor are there concepts such as
"wealth" and "poverty" determined by the accumulation and lack of material goods.
These visions have found a very important space in the Constitutions of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 and although the debate is still in process, and they are not
unquestionable definitions, the fact is that the space given to them by these
progressive governments has meant that each there is a greater interest worldwide.
부엔 비비르(Buen Vivir), 라틴 아메리카 도시 개발을 위한 대안
21세기 초가 시작될 무렵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관심을 돌렸다. 지역의 여
러 나라들이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의 좌선회’를 경험했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오랫동안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한편으로 2005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권력은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같은 일이 2007년 에콰도르에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의 승리를 통해 일어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엔 비비르(Buen Vivir)’라고 불리는 세계관이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라
틴 아메리카 고유의 세계관은 오래 전부터 지역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유지되고 있던
생각, 가치, 경험, 관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엔 비비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
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엔 비비르는 이용 가

능한 재화의 양과 관련된 구성원의 복지나 더 많은 부가 축적되었을 때 개선되는 단계를 수
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구식 개발 이론의 대안으로 제기된다. 또한 ‘부유’나 ‘빈곤’의 개
념이 재화의 축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전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엔 비비르가 어떠한 의심도 없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진보적인 정부에게 주어진 각각의 공간에 대해 전 세계가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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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o ergo sum’: Mobility as vital to humanity and its (self-)imag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ly sedentary lifestyle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being human must be understood as ‘moving being?’ People have always been
mobile, for a variety of reasons, from subsistence to experience, from necessity to
privilege. Our body-in-motion is the medium for knowing the world, enriching us
cognitively and existentially. Through our feet, we are most fundamentally and
continually ‘in touch’ with our surroundings. Moving through and with landscapes
allows for sensuous experiences of the environment around us. In other words,
self-propelled motion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modes of ‘belonging’ in the
world. Granting that the act of moving is a universal trait, the ways in which humans
move, and the processes of identity attached to these movements, are strongly linked
to culture and society. As we move through space and time, we become our
movement (moveo ergo sum), in a phenomenological sense and in terms of identity
and social position. The act of moving thus captures a certain attitude to life as
‘potential.’ This paper analyses, from an in-depth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he
contemporary quests to (re)discover ‘authentic’ experiences of human mobility and
how this is imag(in)ed in both popular culture and (social) media. Many people
perceive the most basic forms of human locomotion (walking, running and dancing)
as having intrinsic value, undertaken for the simple pleasures and joy they bring.
Such self-powered embodied mobilities are relatively slow and can be linked to
attempts to slow down the experienced ‘pace of life,’ especially by those who feel to
be living in ‘overdrive,’ in a state of excessive activity and speed. The quest for a
slower pace of life, but still one that is in motion, is linked to nostalgia for an
idealized slower pre-modern past, with an emphasis on experience and the sensuous
human body.
우리의 이동('Moveo ergo sum)': 인류와 그 (자기) 이미지에 필수적인 이동성
정주하는 생활방식의 환경에서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이유로 생존에서 경험, 필요성에서 특권에 이르기까
지 이동하여왔다. 우리의 활동하는 몸은 세상을 알기 위한 매개체이며, 우리를 인지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발로 서서 주변 환경과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
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풍경에 적응하여 이동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자기 추진 이동은 세계에 ‘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다. 움
직이는 행위가 보편적인 특성이라 해도, 인간이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애
착하는 정체성의 과정은 문화와 사회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간과 시간을 통해 이동할
때, 우리는 현상학적 의미와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우리의 운동 (moveo ergo
sum)이 된다. 따라서 움직이는 행위는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잠재적’으로 포착한다. 이
논문은 심층적인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동성에 대한 '진정한' 경험을 (재)발견하려는
현대의 탐구와 이것이 대중문화와 (사회적) 미디어에서 어떻게 이미지화 되는지를 분석한
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걷기, 달리기, 춤)을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단
순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시행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으로 실현되는 이동은 상대적으로 느리며, 특히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빠른 상태에서
‘지나치게 움직이며’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능숙한 ‘삶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좀 더 느린 그러나 여전히 이동하는 삶의 속도에 대한 탐구는 경험과 감각
적인 인체에 중점을 둔 이상적인 느린 근대 이전 과거에 대한 향수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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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Human: Tracing Interstitial Lives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Among the many advantages enjoyed by social media us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has been the cultivation of weak ties, those weakly coupled relations that
are sources of new information, of novelty and of new opportunities. However: social
networking sites are also useful in rendering latent ties. Haythornthwaite (2002)
defines a latent tie as one “for which a connection is available technically but that
has not yet been activated by social interaction” (289). Social media generate vast
clouds of low-density relationships: thousands of users with tenuous ties to us and
to each other. And yet, these ties aren’t entirely useless; they can be activated
through circumstance and initiative. But latency extends beyond social relations. All
parts of life imbricated in digital communication now cast a latent shadow, and the
multiplication of potentialities extends to meaning and spatial practice as well. Digital
technologies have left echoes of friends I might have had, places I might have gone
and things I might have done: the latent human. In fact, I would suggest that latency
is on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human in the age of digital social media; we all
inhabit worlds that divulge a surplus of unexplored potential, with each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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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ressive, as when the state and corporations assign predictive associations to our
lives through algorithms. On the other hand, our latencies can also represent a
multiplicity that constantly shadows our singular, human life, and that suggests new
possibilities for emancipation and resistance. The goal of this presentation is to trace
the shape of this emerging human becoming, itself a latency at the core of our
being.
잠재되어 있는 인간 : 존재와 부재의 틈에 깃든 삶의 추적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누리는 많은 이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정
보, 참신함, 새로운 기회의 원천이 되는 약한 유대관계의 구축이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은 잠재적인 유대관계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Haythornthwaite(2002)는
잠재적 관계를 ‘기술적으로는 연결 가능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아직 활성화되지 않
는 것’(289)이라고 정의한다. 소셜 미디어는 저밀도 관계의 거대한 클라우드(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인터넷 저장 공간)를 형성한다.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우리들과 상호간에 끈이

거의 없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황과 결단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잠재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내재된 삶의 모든 부분은 현재 잠재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잠재
력의 증대는 의미와 공간적 실행에도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었을지
도 모르는 친구들, 내가 갔을지도 모르는 장소들, 그리고 내가 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떠
올리게 했다. 즉, 잠재되어 있는 인간이다. 사실 나는 잠재가 디지털 소셜 미디어 시대의 인
간 특징 중 하나라고 제안한다. 우리 모두는 디지털 미디어의 포물선을 통해 추적 가능한
각각의 대안적인 연결과 함께 미개척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국가나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삶의 예측연구를 할당할 때처럼 궁극적으로 억압적일 수 있
다. 반면 잠재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유일하고 인간적인 삶을 끊임없이 어둡게 하는 다양한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것은 해방과 저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번 발표의 목
표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잠재되
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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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North Korea oil
sanction i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became more intens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he North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ngri Chemical Plant in Rajin area of
the northern border,Sino-DPRK Friendship Oil Pipeline, and Ponghwa Chemical Factory
in the vicinity of Dandong-Sinuiju of the China-North Korea border during the Cold
War. The petrochemical industry of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when the Empire of
Japan built the petroleum storage facility and coal liquefaction plant against the
United States oil embargo on Japan in the Pacific War. During the Cold War, China
and Soviet Union rebuilt the petrochemical facilities for reconstruction of post-war
North Korea. However, investment in the related industry and facility expansion were
not conducted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industry during the Arduous
March and Sungri Chemistry finally ceased the production in 1999. Therefore,
analyzing the standard of North Korean petrochemical plants during the Cold War is
becoming an important cornerstone to understanding the level of the North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is limited on the North Korean
petroleum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ata and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oil industry, the origin of the petroleum industry, and products and facilities of
petrochemical combinat constructed during the Cold War.
김정은 시대의 북한 석유와 C1 산업 연구
유엔 안보리(UNSC)의 북한 석유 제재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됨에 따
라, 북한 석유 산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쪽 경계
지역인 라진에 있는 승리 화학공장, 중국-북한의 우정 석유 파이프라인, 냉전시대 동안 중
국-북한 경계의 단동 신의주 근처에 있는 평화 화학공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의 석유
산업은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항하여 석유
저장 시설과 석탄 액화 공장을 지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중국과
소련은 전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 석유화학시설을 재건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와중에 산
업이 붕괴되고 있었을 때 관련 산업과 시설 확장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리 화학은
마침내 1999년에 생산을 중단했다. 따라서 냉전 기간 동안의 북한 석유화학 공장의 수준을
분석하는 일은 북한 석유화학 산업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 북한 석유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 석유 산업의 데이터와
그에 대한 접근, 석유 산업의 기원, 냉전 시대 동안 건설된 석유화학 복합 콤비나트의 생산
물과 시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