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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the Human Image by the Loss of Surveyability
If we want to characterize the situation of the contemporary world, we can use the
formula “loss of surveyability”. An obvious cause for this “loss of surveyability” is the
fragmentation of knowledge, which is an outcome of the success of western thinking,
because the globalisation is actually a westernisation of the world. The westernisation
brought a lot of wonderful things, which we see in modern technics in the different
fields of nature, life and society. These wonderful outcomes have a high price:
Measure what is measurable and make measurable what is not measurable (Galileo
Galilei). The consequence of this development is a specialisation in all fields of
human activities, but a loss of understanding. Its consequence is an uncertainty in
respect to decisions. This leads to a confusion or ambiguity, which cannot be
handled by human rationality. As result democracy, as the other outcome from
western thinking, does not function. This is a fertile ground for extremism. Another
consequence of this problem we can see in the western world: some intellectuals try
to escape to traditional cultures. It is clear, that this does not work in respect to the
world culture but can only lead to a form of privacy, which ignores the problems of
the world. A renunciation of the western culture is not only a dangerous way into a
separatism but does also 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What is needed is not
to abandon western thinking structures but to overcome them by understanding. To
get to this goal we can use the methodolgy of strangification, which I have
demonstrated in the Humanties Forum in 2016. Strangification makes convi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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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가능성 상실에 따른 인간 이미지의 변화
현대 세계의 상황을 묘사하기 바란다면, "조망가능성 상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망가능성 상실”의 명백한 원인으로 지식의 파편화를 들 수 있는데, 세계화란 실제로

세계의 서구화를 가리키므로 서구적 사고의 성공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서구화는 많
은 놀라운 일들을 불러왔으며, 우리는 자연과 삶, 사회 여러 분야의 현대 기술에서 이를 목
도한다. 이 놀라운 결과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른다. 측정 가능한 것은 측정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측정할 수 있게 하라(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발전의 결과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었지만 이해가 상실되었다. 판단의 불확실성은 그 결과다. 이것은 인간의
합리성이 다룰 수 없는 혼란과 모호성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서양의 사고가
빚은 다른 산물과 마찬가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극단주의를 위한 비옥한 토대이다.
서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문제의 또 다른 결과는 이렇다. 일부 지식인들이 전통문화로
의 탈출을 시도한다. 이는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계의 문제들을 무시하는 사
생활의 한 형태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구 문화의 포기는 분리주의로 가는 위험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도 못한다. 필요한 것은 서구적 사고구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써 극복하는 것이
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2016년 인문학 포럼에서 설명했던 Strangification(낯설
게 하기) 방법론을 이용할 수 있다. Strangification(낯설게 하기)은 암시적으로 알려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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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ifications(낯설게 하기)은 거울처럼 기능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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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ity, Authenticity, and Profilicity: Images of Human Identity
How can self (as body and mind) and the social personae be connected if each of
them is subject to diverse and often incoherent experiences? How can this existential
incongruity be integrated into an “identity” that the self can identify with and by
which the person can be identified in society?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problem of identity is an existential task: The self has to develop a self-conception—
it has to think and feel as a specific self—and it has to be able to project this
conception towards society so that it is being recognized on the outside as what it
thinks and feels it is on the inside. The self and the person have to match and
mutually support one another. This process is synchronic, dynamical, and dialectical:
self-conception, self-projection, and recognition as a person in society are constantly
reinforcing and challenging one another. Society has to provide the self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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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existential paradigms. Such paradigms are expressed in the form of
socially pervasive semantics that selves can adopt to form self-conceptions, find
meaning in life, and orient their existential experiences. Three such existential
paradigms are introduced: a) sincerity b) authenticity, and c) “profilicity” (as I call it).
These paradigms have historically evolved, in both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contexts, and can co-exist. One may become more dominant under specific social
conditions or for specific selves, but they do not on principle exclude one another.
Today, a “profilic” identity thrives in times of socially ubiquitous second-order
observation. However, sincerity and authenticity are still communicated, experienced,
and felt.
진실성, 확실성 그리고 인간성: 인간 동일성의 이미지
만약 각자가 다양하면서도 종종 일관성 없는 경험들에 지배를 받는다면, (정신과 육체로서
의) 자아와 사회적 페르소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실존적 부조화가 자
기 자신이 식별할 수 있고, 사회에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동일성”에 조화될 수 있을

까? 철학적 관점에서 동일성의 문제는 실존적 과제이다. 자신은 특정한 자아로 생각하고 느
껴야 하는 자아 인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겉으로 인식되는 것을 내면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사회를 향해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그
사람은 서로 일치하고 상호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동기적, 역동적, 변증법적이다. 사회
에서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개념, 자기 투사 및 인식은 끊임없이 서로 강화하고 도전한다.
사회는 자신에게 일치하는 인물을 제공해야 하며, 정신은 그 사람을 일치하는 자아로 보완
해야 한다. 이 논문은 동일성이 실존적 패러다임의 구축을 통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패러다임은 자기 자신이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실존적 경험을 지향
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의미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 세 가지 실존
적 패러다임은 a) 진실성 b) 확실성, c) "(내가 명명했듯이) 인간성으로 소개할 수 있다. "
이런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공존 할 수
있다. 개인은 특정 사회적 조건이나 특정 자아들에 대해 더 유력해 질 수 있지만, 자아들은
원칙적으로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인물의" 동일성은 사회적으로 편재하는 제
2의 관찰의 시기에 번성한다. 그러나 진실성과 확실성은 여전히 전해지고 경험되고 느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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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modern Subject in the Philosophy of Heidegger
In fundamental ontology, Heidegger replaces the modern subject with Dasein. Since
he criticizes the modern subject, his philosophy is interpreted as a starting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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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dern subject in the philosophy of Heidegger. According to Heidegger, there
are two types of thinking; 1) calculative thinking, 2) meditative thinking. While a
former signifies the thinking in the modern age, a latter refers to the postmodern
thinking. In the calculative thinking in which things are evaluated in terms of quantity,
the subject is defined as undifferentiated quantitative individual. In contrast to this,
the subject of meditative thinking is understood as a qualitative individual with a
personal character that is not to be identified with anyon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meditative thinking is founded in the cultural autochthony in which the subject
remains its own unique individual.
하이데거 철학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주체
근본 존재론에서, 하이데거는 현대적 주체를 다자인(Dasein)으로 대체한다. 현대적 주체를
비판하는 까닭에, 그의 철학은 주체를 부정한 포스트모던 철학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하
이데거 철학에 대한 이 같은 표준적 해석과 달리, 우리는 하이데거 철학에 포스트모던 주체
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1)계산적 사
고, 2) 명상적 사고. 전자가 현대의 사고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포스트모던적 사고를 의
미한다. 사물이 양적으로 평가되는 계산적 사고에서, 주체는 구별되지 않는 양적 개인으로
정의된다. 이와 반대로, 명상적 사고의 주체는 다른 누구와도 동일시되지 않는 개성을 지닌
질적 개인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명상적 사고가 주체 자신의 독특한 개별성이 유지되는
문화적 토착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Riccardo Pozzo ㅣ University of Verona/Institut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Riccardo Pozzo received his M.A. at Università di Milano in 1983, Ph.D. at Universität
des Saarlandes in 1988, and Habilitation at Universität Trier in 1995. He has been
Chair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at Università di Verona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European Intellectual Lexicon and History of Idea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Italy. From 2012 to 2017, he served as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Italy. Full member of the Institut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and chair of the
WCP2018 Programme Committee.
Innovation for Inclusion and Reflection
“Cultural innovation” sounds like an oxymoron, no doubt. It is not, though. It is
something real that tops up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t requires spaces of
exchange in which citizens engage in the process of sharing their experiences while
appropriating common goods content. We are talking of public spaces such as
libraries, museums, science centers, but also of any place in which co-creation
activities may occur, e.g. research infrastructures such as DARIAH-Digital Research
Infrastructure for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t this level, social innovation becomes
reflective and generates cultural innovation. Insisting on reflexivity helps to raise
awareness for the importance of framing issues around engaging with science and
society, identifying problems and defining solutions. The notions of inclusion and
reflection are inspired by philosophical ideas referring to the role of deliberative
communication of citizens in a modern public sphere aiming at mutual understanding.
Jürgen Habermas (1973) has applied to society what G.W.F. Hegel had elaborated as
the passage from the surface of being to the ground of essence, a passage that
takes place, literally, by reflecting into the thing. The Faro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of UNESCO (2007) encourages reflection on
the role of citizens in the process of defining, creating, and managing a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communities evolve. The new “missions” of the next European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Innovation of the multi-annual financial period
2021-2027 will foster research on systemic change in the new generations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cross-border and multidisciplinary open innovation
environments for research data, knowledge and services with engaged stakeholders
and organisations. We expect a change in the mindset as regards locating culture
(anthropology of space and time) for inclusion and reflection in education, life-long
learning, healthcare,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포용과 성찰을 위한 혁신
“문화 혁신” 이란 말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순어법으로 들린다. 하지만 아니다. 사회적, 기술

적 혁신에 더하여 실재하는 어떤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려면 시민들이 공동 재화를 배분하
는 동안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교환 공간들을 요구한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과 같은
공공 공간들뿐만 아니라 예술과 인문학 디지털 연구시설과 같은 공동 창작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소들이 이 공공 공간에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사회 혁신은 성찰적이게 되
어 문화 혁신을 일으킨다. 성찰성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규정하며 학
문과 사회에 참여하는 틀을 잡는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포용과 성찰이
라는 개념은, 근대의 공공 영역에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 시민들이 행하는 신한중 의사소통
의 역할에 대해 거론하는 철학적인 아이디어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1973) 는 G.W.F. 헤겔이 존재의 표면에서 본질의 바닥으로 가는 통로라고 자세히 설명했
던 것을 사회에 적용했는데, 이 통로는 그것을 말 그대로 깊이 성찰했을 때 생겨난다. 유네
스코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파로(FARO) 기본협약은, 그 안에서 공동체가 진화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정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게끔 한다. 2021-2027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재원으로 이루어질 <연구 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새로운 “임무”는, 새 세대의 전체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촉진
하고, 조사 자료, 지식,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관계자들 및 단체들과 함께 국
경과 학제를 넘어 개방된 혁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평생 학습,
건강관리, 도시개발, 재생 영역에서 포용과 성찰 문화(공간과 시간의 인류학)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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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Boundaries: Can Artificial Intelligence Be Aesthetic?
In these days, living in the information-oriented, media-resistant society, we face a
sort of de-realization of the actuality and the material in all areas of life. It is
because the communication technologies take the place of the direct contact with the
environment, and the mass media construct their world, hyper-reality. In the world of
hyper-reality, the gap between image and actuality disappear because all the
information we access through the mass media is a simulation of the original event.
Hardly ever can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the physical actuality of
unprocessed facts and information. Actual events transform into the mediators such
as images, messages, and symbols in the information network of the whol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reality eventually disappears. If there is no significance
for the substance in our highly developed civilization, what will be the fate of our
kind, Homo sapiens? Will our bodies which are seemingly useless in the net society
be the burdens in order to set free from our limitations? Now, with those questions,
we are making something immortal and transcendent which are different properties
from our own. Similar to what Prometheus did, humans are attempting to share their
legacy with another presence. Recent research, “CAN: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generating art with creative characteristics” proposes a system that possesses the
ability to generate the novel artworks, which make people believe the works are from
human artists. Since the advent of 'Fountain (1917)' by Marcel Duchamp, like many
artists and their colleagues have embraced open concepts toward artworks, this
system leads people to reconsider the definition of art. Now human beings are about
to cross the threshold that another being creating artworks that lead people to reflect
human life and idea, to feel catharsis, and to savor the distinct sensation. At this
point, other questions are arising. To regard an object as art, should it be essentially
produced, selected, and combined by a human artist? Is it possible that if the public
accepts and appreciate an object as artwork, it is eligible for art? If th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give inspiration and enlightenment to the audience, or their
artworks open up a path of profound reflection on humans, another problem arises.
This study suggests some opinions on these questions and presents a further
discussion that extends human life to another dimension by maximizing science and

technology.
경계를 넘어 : 인공지능은 미적일 수 있는가?
현재 우리는 정보 지향적이고, 매체 저항적 사회에 살면서, 생명의 모든 영역에서 실재와
물질에 대한 일종의 실감상실(derealization)과 마주하게 된다. 이는 통신기술이 환경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대신하고, 대중매체가 초실제적인 세계(hyperreality)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가 본래 사건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
에,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공되지 않은 실제 사건과 정보의 물
리적 실체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실재는 전체 정보사회의 정보망 속에 있는
이미지, 메시지, 기호와 같은 매개체로 대체되고, 결국 그 실상은 소멸된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넷 사회
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데 짐이 될 것인가? 이
모든 의문과 함께 우리는 지금 자신과 다른 불멸의 초월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프로메
테우스(Prometheus)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들의 유산을 다른 존재와 공유하기를 시도한
다. 최근의 연구인 “창의적 특성을 지닌 예술 생산을 위한 창의적 대립쌍 네트웍스 CAN: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generating art with creative characteristics”(2017)는
한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이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예술가가 생산했다고 믿게 만
드는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의 '샘 (Fountain, 1917)'의 출현 이후로, 많은 예술가와 그의 동료들이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을 받아 들여왔듯이, 이 시스템은 예술의 정의를 재고하도록 만든다.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생각을 반영하고, 감정을 정화시키고, 색다른 감흥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에 봉착한다. 한 대상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간 예술가가 창작
하고, 선택하며, 구성해야 하는가이다. 만약 대중이 한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고 감
상한다면, 그것에 예술의 자격이 부여되는가? 인간의 작품 못지않게 인공지능의 예술품이
관객들에게 감흥과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혹은 더 나아가 이들의 작품이 인간에게 더 심
오한 사색의 길을 열어 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관한 몇 가지 의
견을 제시하고, 과학과 기술을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확대한 논의
를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