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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and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on human rights
The philosophy of ubuntu (Africa), of buen vivir (Latin America) and of Gross National
Happiness (Asia/Bhutan) each have a distinct perspective of what human rights are.
We presuppose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universal but these
philosophies add dimensions to concepts of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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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mother principle of law (my dignity is interwoven with your dignity). Moreover the
community of people (bantu) extends to those who have come before you and those
who will come after you; all having equal rights. Buen vivir accords rights to nature
and thereby expands human dignity to encompass dignity for all nature. Freedom
becomes the right to live as part of nature and in harmony with nature. Gross
national

happiness

understands

human

freedo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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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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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o extend over several lifetimes. It needs t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dependent origination and dignity of all sentient beings. Freedom is
viewed from the need to free one from desire. What seems a self-evident truth, that
all human beings hav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ecomes a complex
debate when viewed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This debate can enrich how we
view ourselves in relation to the other, other cultures and to our environment.
세계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이문화적 관점
우분투(아프리카)와 부엔 비비르(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국민총행복(아시아/부탄)의 철학은
각각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관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철학들이 전통적인 권리개념을 뛰어 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적인 자유개
념의 범위를 넓힌다고 가정한다. 우분투는 인간의 자유, 밥의 할머니 원리(나의 존엄성은
당신의 존엄성과 얽혀 있다)인 상호의존성보다는 인간의 유계성(boundedness)을 강조한다.
게다가 사람들(반투)의 공동체는 당신을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를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
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부엔 비비르는 자연에게 권리를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자연의 존엄성까지 망라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자유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롭

게 존재할 권리이다. 국민총행복은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여러 생에 걸
쳐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상호의존적인 발생과 존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자유는 욕망에서 해방될 필요성의 관점에 보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인권
과 근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자명한 진실은 이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복잡한 논의가
된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가 타자와 타문화, 우리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
보는 방식이 풍성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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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descriptive sense of the concept “Anthropocene” is gaining currency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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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cene is a new geological era of unprecedented human influence over
Earth-systems, entailing unparalleled detriment to Earth’s resilience. Despite its
rhetorical power, the utility of “Anthropocene” to inform respectful humannature
relationships is anemic, since it lacks the evaluative and prescriptive depth to unearth
biophysical and moral thresholds which humanity should not transgress. Undeniably, a
‘new conservation’ is necessary to manage and enhance Earth-systems so that they
continue to benefit a wide range of constituents. A more robust framework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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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ly needed. After discussing recent debates about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the paper challenges the current tendency to see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forward-looking interventions like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emphasis, however, discounts the importance of harnessing historical knowledge in
restoring Earth-systems’ resilience, which relies on both moral and biophysical
solutions. I suggest looking elsewhere for strategies to reduce human pressure on
Earth-systems, like Alaska Native Ecosophy (ANE) to consider which attitudes, policies
and practices we should adopt in response to climate challenges. ANE is a form of
adaptive pragmatism that promotes an integrative environmental ethic that includes
appropriate interactions with the land and sea alongside aspirations to be a good
person and to fulfill one's communal roles. ANE encourages mindful observances of
shifting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at we have embraced up to this point in
human-Earth history and offers action-guidance to improve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understanding of our ethical commitments and responsibilities through “focal
practices,” expressions of central environmental virtues that offer us important moral
knowledge about how to live in balance with the natural world.

환경보호와 인류세의 새벽: 알래스카 원주민 생태철학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인간-자연 관
계의 자연주의적 구상
“인류세” 개념의 기술적 의미가 자연 과학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그 규범
적 의미는 모호하다.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전례 없이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질
학적 시대로, 지구의 회복력에 전대미문의 손상을 입히고 있다. “인류세”라는 개념은 그 수
사학적 힘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하는 인간-자연 관계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일에서는 효
용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는 인류가 범접해서는 안 되는 생물학적, 도덕적 한계를
밝히려는 가치평가적이고 규범적인 깊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 시스템을 관리하
고 향상시켜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호’가
필수적이다. 환경에 관한 운영 경계와 윤리적 책임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운동가와 인문
주의자들의 기존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 개념의 규
범적 의미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검토한 이 논문은 기술 혁신과 같은 미래지향적 개입을 통
해 환경 보호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경향에 도전한다.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을 되찾기 위해
서는 도덕적, 생물물리학적 해결책이 모두 필요한데, 이러한 강조 때문에 역사적 지식 이용
의 중요성을 잊게 된다.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정책, 실천을 취해야
할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원주민 생태철학(ANE)과 같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지구 시스템에 가해지는 인간의 압박을 줄이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ANE는 적
응 실용주의의 한 형태로, 좋은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서 제 역할을 하리라는 열망과 더불어
육지 및 바다와의 적절한 교류를 포함하는 통합적 환경 윤리에 기여한다. ANE는 인류가 등
장한 이후 지구의 역사에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였던 사회적, 기술적 변화
들을 지우려는 사려 깊은 관습들을 장려하며,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도덕적 지식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의 가치에 대한 표현인 ‘고유한 풍습’을
통한 윤리적 약속과 책임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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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ing Humanity for Sustainable Earth
Earth is endangered. Numerous warnings and campaigns to sustain the earth have
been staged out but without much success. The primary reason for this endangered
state of eco-system is massive exploitation of the nature to benefit human society.
Underlying this exploitation is the anthropocentric view of world, intertwined with
individualism.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Korean vernaculars, we deduced a
worldview which takes every constituents exist as part (chok) in the eco-system.
Nothing exists on its own separated from others. Existence in separation is only in
perceptual level. This worldview was used to propose a new theory of 4 sequential
modes of morality(Choi &Han, 2014, 2018). These modes can be viewed as
developmental sequence of expanding moral circle. Within each circle, the moral
agent appreciates the other being's value on their own not for the sake of agent.
This appreciation is accompanied by thankfulness and humility. The process of
enlarging moral circle is amount to maturing process in human. As a person matures
morally, the confidence in self being moral gets weaken paradoxically. It is because
the moral principle one tries to uphold is impossible to excercise fully as one reaches
higher level. Each mode of morality implicates different goal of activities such as
ego-satisfying goal, ingroup-serving, humanity-pleading, and nature-embracing, The 4
modes are universally accessible across cultures. Individuals practice these modes of
morality in different combinations. The last mode of whole inclusive morality is
consequential if one gets enlightened the interconnectedness of one's existence with
all other beings. The existence of self embedded in the nature is fully retrieved at this
stage. For sustainable earth, mankind must share this realistic humanity and the
worldview.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인간성 되찾기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경고와 캠페인이 무수히 있어왔지만 대단
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생태계가 처한 이러한 위기의 주요 원인은 인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막대하게 착취한 데 있다. 이 착취의 기저에는 개인주의가 버무려진 인간중심
적 세계관이 자리한다. 다양한 한국어 방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모든 구성요소들
이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세계관을 추론해냈다. 다른 것들과 분리된 채 스스로 존
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의 분리는 오직 지각의 단계에서 일어날 뿐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도덕성의 네 가지 순차적 유형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최
& 한, 2014, 2018). 이 유형들은 도덕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발달 단계로 볼 수 있다. 각

범위 내에서, 도덕적 행위자는 행위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 인정은 감사와 겸손을 동반한다. 도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은 역설적으로
약해진다. 이는 더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개인이 유지하려 하는 도덕 원칙을 완전히 실행하
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덕성의 각 단계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목표, 내집단에 대
한 봉사, 인간성 옹호, 본성 끌어안기와 같이 상이한 목표를 갖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 네
가지 단계는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각 개인은 이 도덕성의 단계들을
다른 조합들로 실천한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덕성의 마지막 단계는 다른 존재들과의 상
호연관성을 깨달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이 단계에서 본성에 내재된 자아의 존재를 완
전히 되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인류는 이 현실적 인문학과 세계관을 반드
시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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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Media: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Motherhood
Today, the involvement of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in pregnancy and childbirth
is omni-directional. These technologies are aimed at all bodies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yet what causes the most experimental and radical progress
amongst all, is combination of capital and business in the field of advanced
bio-technology of fertility clinics. Enormous market is being built around the medical
and bio-technical management of sampling of egg and sperm, fertilization, hormone
treatment,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embryos, and conception and sustaining of
pregnancy. Moreover, as the most important piece, a womb that could be fertilized,
and sustain pregnancy, is the surrogate. So far, the debate on this issue was
centered around bio-ethical agendas, argument on the legal status of surrogate
mothers, controversy on the commercialization on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the
feminist evaluation and criticism on bio-technologies. However, with the intervention
of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 meaning of motherhood is rapidly deconstructed
there is a need for a more general and expansive analytical viewpoint on such facts.
Based on the awareness on such problem, this presentation aims to examine the
issues on bio-politics on posthuman body with commercial surrogates as leverage,
and suggests the concept of “Bio-Techno-Media.” The presentation aims to explore
how the myth of motherhood is changing, and what such changes mean in global
bio-politics,

and

capturing

motherhood

intervened

by

bio-technologies

with

“Bio-Techno-Media.”
바이오-테크노-미디어: 신재생산기술(new reproductive technologies)과 모성
오늘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재생산기술의 개입은 전방위적이다. 이 기술은 모든 가임기
여성의 몸과 모든 태아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진전
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본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불임클리닉의 첨단 생명기술 영역이다.
정자와 난자의 채취, 수정, 호르몬 치료, 배아의 생산과 보관, 착상과 임신 유지 등에 개입
하는 의학적, 생명기술적 처치를 둘러싸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리에 착상 가능하고 임신의 유지가 가능한 자궁, 즉 대리모가 있다. 이제

까지 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생명윤리적 의제, 대리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재생산 기
술의 상업화에 대한 논란, 생명기술에 대한 여성주의적 평가와 비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왔다. 그러나 신재생산기술의 개입으로 인해 모성의 의미가 급격히 해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분석 관점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발표
는 상업적 대리모를 지렛대 삼아 포스트휴먼 몸을 둘러싼 생명정치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
자, ‘바이오-테크노-미디어’ 개념을 제안한다. 생체기술이 개입하고 있는 모성을 ‘바이오테크노-미디어’로 포착하면서, 모성 신화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이러한 변형이 지구적
생명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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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Cartographicus
The image of the human in the present era may be assessed in relation to humans’
abilities to imagine their own world. In his discussion of postmodern hyperspace,
Fredric Jameson began by describing the experience of the subject attempting to
navigate the space of a Los Angeles hotel, before quickly extrapolating so as to
envision a scarcely representable, international spatio-political configuration. From this
example, Jameson conceived of an aesthetic of cognitive mapping, a provisional
solution to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The individual’s limited perception of a
particular place prefigures but also resists regional, national, and ultimately global or
planetary geographic frames of reference, as the project of cognitive mapping
necessarily requires attention to scale, or rather, to multiple scalar removes. But this
is less because each frame affords a clarifying overview than because all maps
generate alternative spatial ensembles. Though the concept is arguably dated,
cognitive mapping has in fact become all the more urg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ostnational organization of sociopolitical forces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discloses the dense web of relations affecting everyday life, while also suggesting the
ways that a given situation cries out for a cartographic project. In this presentation, I
will revisit Jameson’s mapping project by looking at the ways in which differences in
scale affect the representational and ideological project of cultural cartography. The
diverse scalar projections reveal distinctive aspect of the world system itself,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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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칼토그래피쿠스(Homo Cartographicus, 지도를 제작하는 인간)
현대의 인간의 이미지는 인간의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평가 될 수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던적 초월 공간에 대한 토론에서 표현하기 힘든 국제적 공간정
치 형상을 구상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론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호텔의 공간을 탐색하려고
시도한 경험을 설명하며 시작했다. 이 예에서, 제임슨은 표현의 위기의 일시적인 해결책으
로 인지 지도의 미학을 상상했다. 특정 공간에 대한 개인의 제한된 인식은 예시할 뿐만 아
니라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적 혹은 행성 지리학적 틀에 저항한다. 이것은
인지 지도 프로젝트는 필수적으로 측정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합적인 스칼라 사이의 거
리들에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지도가 대체 가능한 공간적 총체를 만
들기 때문보다 각 프레임이 명확한 개요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개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구식이지만, 인지 지도는 21세기에 더욱 긴급한 사항이 되었
다. 이 세계화 시대의 사회정치적 탈국가 조직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빽빽한 관계를
밝히고, 주어진 상황이 지도제작 프로젝트를 간절히 바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스케일의 차이가 구상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화지도제작 프로젝트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제임슨의 지도제작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이다. 다
양한 스칼라 투사도들은 태양계 구조설 자체의 독특한 측면을 보여주며, 대안적인 궤도와
지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전 세계적 사회경제 전체에 형태를 부여
하기 위한 여러 기록들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인간을 호모칼토그래피쿠스(지도를
제작하는 인간)라고 보며, 우리 시대 핵심적인 이론적 실천을 지도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