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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Image seen through the history of exhibiting
In my paper “The Human Image” is suggested to be investigat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some aspects of the role, function(ing),
and current challenges humanities are facing. Investigating the human past and its
remnants also requires different approaches to how to interpret, contextualise and
present these findings. The role of humanities is thus also to suggest ways of
analysing, modes of reading and structures of organising anything that might help us
in this historical and hermeneutical process. Therefore, a highly interesting case study
can be the history of the phenomenon of exhibiting. A survey on how in different
eras we saw, presented and represented ourselves when displaying objects and
artefacts from our past can tell a lot, since these multiple ways of showing history is
defined by changing viewpoints and focuses. Hence it seems crucial to have a
historical survey of the modes of exhibiting and of the approaches to public display.
(Art) objects were shown where it was best to adequately fulfil their function. After
the Antique origins, the first modern forms of semi-public display we can see in the
“Kunst und Wunderkammer” of aristocrats, while in the 18th century royal collections
were turned or donated to public museums. The Romantic idea and ideal of the artist
then went in parallel with the growing commercial appraisal of artworks, and this has,
on the other hand, incentivised the avant-garde experiments in finding new ways of
exhibiting. In this way, I am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the changing modes of public
display, including questions related to museology, curating and cultural history of
archaeology, with regard to som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of today, including
also the countertendency of exhibiting, i.e.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of destroying heritage sites and the looting of artworks.
전시의 역사를 통해 본 인간 이미지
본고에서는 ‘인간 이미지’를 인문학이 직면하고 있는 역할, 기능, 그리고 현재의 도전의 일
부 측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넓은 관점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간의 과
거와 그 유물을 조사하려면 이러한 발견물들을 해석하고 맥락화해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역할은 분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
식 그리고 역사적이고 해석학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직하는 구조들
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 연구는 전시 사건의 역사일 수 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물건
과 문화유물을 전시할 때 여러 시대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았고, 설명했고, 대표했는가
를 조사하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관점과 초점을 변경함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시 방식과 공개 전시 접근법에 대한 역사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
품은 그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골동품이 생긴 이후
에,

최초의

현대식

반공개

전시를

우리는

귀족들의

"예술작품과

기적(Kunst

und

Wunderkammer)"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18세기 왕실소장품들은 공공 박물관으로 바뀌거
나 기증되었다. 그 당시에 예술가의 낭만적인 아이디어와 이상은 예술 작품에 대한 상업적
평가가 증가하는 것과 병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시방법을 찾는 데 전위적인
실험을 장려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전시의 역경향, 즉 유적지 파괴와 미술품 약탈의 역사
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포함하는 오늘날 가장 긴급한 문제에 관해 박물관학, 큐레이터 그
리고 고고학의 문화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대중 전시의 변화하는 방식들의 역사를 조
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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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th of Mnemosyne. The emergence of the image of the Human at the dawn of
food production
Rock art emerges, some 70 ka ago, as part of a process of anthropic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es, framing them within culturally informed landscapes, under specific
notions of space, time and cause. The paper starts with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
across memory, perceptions, techniques and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It
argues that rock art, as a recording attempt, objectifies processes, i.e., takes them
out of the flow of time and freezes them as moments, abstractions. Different
functions

are

accomplished

through

such

a

process,

from

mnemonics

to

an

understanding of time. Rock art may be understood as a cluster of mnemonics, rules,
beliefs and perceptions, seating at the heart of integrated landscape management,
regulating the logistics of human groups through a combination of regulations meant
to prevent change (nomos) and an understanding of transformative processes
(kairós). The emergence of the Human image is part of this, as an awakening of
self-consciousness through memory in dramatic changing times, moving from a
biome centred cosmovision of hunter-gatherer societies (in which the human is
peripheric to portrayed landscapes of zoocenosis) into a weather centred cosmovision
of early farmers (in which the Human emerges as part of the understanding of the
transcendent).
기억(Mnemosyne)의 탄생. 식량생산의 여명기에 나타난 인간 이미지의 출현
암석 예술은 약 70카 전에 공간, 시간 및 동기에 대한 특정한 개념 하의 문화적 정보에 근
거한 풍경 속에서 그들을 구성하는 영토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 과정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기억, 지각, 기술 그리고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시작
한다. 기록을 위한 시도로서의 암석 예술은 시간의 흐름에서 그것들을 들어내고 순간과 추
상개념으로 동결화 시키는 과정임을 논의한다. 다양한 기능이 기억술에서 시간의 이해에 이

르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암석 예술은 통합풍경 관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
으며 변화(노모)와 변화 과정(카이로)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규정들의 조합을 통해 인간
그룹의 계획을 조절하는 기억술, 규칙, 신념 및 인식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 이미
지의 출현은 사냥꾼-채집 수렵 생활 공동체의 생물 중심 우주(동물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서
인간은 주변부)에서 초기 농부들의 날씨 중심 우주(인간이 초월적 이해의 일부로 출현하는
것)로 이동하는 극적인 변화의 시간 속에서 기억을 통해 자의식을 깨우는 것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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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has tourism transformed the human image?
Emerging during the 19th century, tourism participates in the discovery of the world
and doing so it changes profoundly the way people see each other. By taking part in
this 'discovery' - and this is undoubtedly its raison d’être - tourism has certainly
helped to make people 'happy'. Released for a moment from daily worries, they yearn
for new and unexpected emotions, whether visiting a city or a monument, going to a
beach or seeing a mountain. In this perspective, crossing boarders - be they mental,
political, cultural or symbolic - is associated with a positive and rewarding approach
to tourism, a peaceful activity in essence that gives rise to a better knowledge of the
other and of oneself. In this sense, tourism is indeed linked to the construction of a
changing world because it participates in its discovery and enjoyment and makes
prosperous areas that are affected by it. But the question of tourism cannot be
tabled solely in terms of 'happy' or 'positive' flows leading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surrounds tourist populations and, for each of them, to an ephemeral
revitalization. Beyond the economic and symbolic benefits that they can derive from
it, tourism is to be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ceivers', namely the
'welcoming' populations, their capacity to absorb, adapt or even resist to these
recurrent surges. By destructuring it as much as by polluting and exploiting it, it is
also to be taken in terms of impacts on the environments visited. In this sense, it is
part of a transformation of the human image in regions that collapse under the arrival
of thousands even millions of people. The paper will see how these conflictual
interactions operate and how tourism changes the human image.
관광이 어떻게 인간상을 변화시켜왔는가?
19세기동안 세계의 발견과 함께 등장한 관광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바
꾸었다. 관광은 사람들이 이 ‘발견’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며, 사람들을 확실히 행복하게 만
들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나 명소를 방문하고, 바다나 산으로 여행가면서 일상의 근심
으로부터의 잠시나마 벗어나 경험하게 되는 낯설고 특별한 감정들을 동경한다. 이런 점에
서, 관광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며, 본질적으로 정신적, 정치적, 문화적 또는 상징적

의미에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타자와 자신에 대해 더 나은 앎을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활동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객들이 발견과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관광지를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광은 실제로 세상을 건설하고 변화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관광문제를 논할 때는 관광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각각의 관광객들에게는 순
간의 활력을 주는 ‘행복한’ 또는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논해서는 안된다. ‘수용자’의
관점, 즉 관광객을 ‘환대하는’ 지역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은 그들이 관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상징적 이익 이상의 것이다. 지역민들은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해지고, 참아내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오염과 지나친 개발로 파괴된 부분들은
지역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 점에서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인
간상도 변화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관광이
어떻게 인간상을 변화시키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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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Image in the Nag Hammadi Librar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uman image in the Nag Hammadi library by using the
history of ideas. The Nag Hammadi library is an important source of Gnosticism
because it was written from a gnostic viewpoint. In addition, it i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historical Jesus and anthropology. Thus, many New Testament
scholars have not only conducted a great deal of research into Christology by
comparing the Nag Hammadi library with the New Testament, but also defined the
human image by focusing the notion of the body and soul. Although the study of the
library is a relatively new field compared to that of other ancient Mediterranean
religions, some document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in connection with the study
of the human image (The Gospel of Thomas, Apocryphon of John, The Apocryphon
of James). In addition, the Nag Hammadi library has raised a discussion on how to
define the human nature (pneumatic, psychic, sarks). Scholars have listed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image in the Nag Hammadi library, but I present "the
journey of the soul’ as the nucleus of gnostic human features (unit-idea) that
Gregory Riley argued. If one looks at the Nag Hammadi library with this concept, one
will find that it has made many contacts with ancient gnostic ideas. Therefore, the
human image in the library is ambivalence and paradoxical. On the one hand, the
human image is positive because it contains the spark of the Monad. On the other
hand, the human image is negative or pessimistic because it is imprisoned in the
body that was created by the material god who confirms humans into the material
world. The three classes of human beings indicate that the gnostic human view is
elitism that the selected who know gnosis are saved only.
나그 함마디 문서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
이 논문은 사상사비평법을 사용해서 나그 함마디 문서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본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연구의 중요한 자료
이다. 게다가 이것은 역사적 예수와 인간론 연구를 위한 귀한중 자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신약성서 학자들은 이 문서와 신약성서를 비교해서 기독론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했

을 뿐만아니라 몸과 영혼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의 모습을 정의하는 연구도 많이
하였다. 비록 나그 함마디 문서에 대한 연구는 다른 고대 지중해 종교의 연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지만, 몇몇 자료들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많
은 관심을 끌었다(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 또한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인
간의 본성(영적, 혼적, 육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불러왔다. 쿠르트 루돌
프, 카렌 킹, 크리스토프 마아크키즈, 송혜경은 나그 함마디 문서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의
특징들에 대한 많은 요소들을 나열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레고리 라일리가 주장했던 “영혼
의 여행”을 영지주의적 인간의 특징들의 핵으로 제시한다. 만약 나그 함미디 문서를 이 개
념으로 본다면, 이것이 고대 영지 사상과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귀한중 정보뿐만 아니라 2-4세
기 영지주의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이 문서는 신약성서 연구방법론, 신약외
경과 기독론 연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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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ariah to Prime Minister: Transformation in the Images and Imaginings of
the Indian Community in the Caribbean
Between 1838 and 1917, close to half a million Indians arrived in the Caribbean as
labourers under the British scheme of Indian indenture. Upon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eriods of indenture, most of these immigrants did not return to India,
opting instead to make the Caribbean their home. Due to a range of very provocativ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ll indubitably tied to British colonial agenda,
Indians

were

unceremoniously

implanted into the various colonies;

where they

continued to exist in a pariah like state for the duration of the system of Indian
indenture. Upon termination of the system by 1920, Indians had begun a very
checkered journey towards integration in the wider Caribbean societies. For three
Caribbean countries, these journeys culminated in the election of Indian prime
ministers and presidents; for many others they were often marked by the emergence
of profoundly eminent Indians who carved out niches for themselves in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andscapes

of

the

Caribbean

community.

As

communities within nations, the experiences of Indians were marked by varying facets
and degrees of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locations with substantially large
numbers of Indians. In those locations with substantially smaller numbers, the Indian
communities were either assimilated as a cultural/ethnic group into the wider social
fabrics or, have been struggling to retain their Indian identity as a minority group.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hart the many trajectories that have emerged with and
for Indians in the Caribbean, and to explore the many images and imaginings of
Indians in the Caribbean that have been framed along these trajectories; both of and
among themselves and from the larger Caribbean framework.
천민에서 총리까지 : 카리브해의 인도 공동체의 이미지와 생각의 변화
1838년에서 1917년 사이에, 50만 명에 가까운 인도인들이 영국과의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
자로 카리브해에 도착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인도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카리브해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식민지 정책에 의심할 바 없이 묶여있는
매우 도발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인도인들은 여러 식민지에 무자비하
게 이식되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인도 노예계약 제도 기간 중에 천민과 같은 상태로 존재
하였다. 1920년에 그 제도가 종료되자, 인도인들은 더 넓은 카리브 사회로의 통합을 향한
매우 파란만장한 여정을 시작했다. 카리브해의 3개의 국가에서 이 여정은 인도인 총리와 대
통령 선거에서 절정에 달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종종 카리브해 공동체의 사회
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전망에서 그들의 힘으로 진로를 개척한 매우 뛰어난 인도인들의
출현으로 기록된다. 국가들 내의 공동체로서, 인도인들의 경험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인도
인 지역에서 다양한 측면과 성장 및 발달의 단계에 변화를 준 것으로 기록된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인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도 공동체는 문화적/ 민족적 집단으로 더 넓은 사회
조직으로 흡수되거나 소수 집단으로서의 인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다. 이 논문의 목적은 카리브해에서 인도들과 함께 그리고 인도인들을 위해 알려진 많은 궤
도를 작성하고, 이 궤도를 따라 만들어진 카리브해의 인도인들의 많은 이미지와 생각을 탐
구하는 것이다; 그들 사이와 그리고 더 큰 카리브해의 구성 양쪽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