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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temporary Technology Altering the Way We Imagine What it Means to be
Human?
Technology has always altered the way humans live, but contemporary digital
technology - with its immense image making power together with its growing capacity
to perform, often without assistance, even very sophisticated actions displacing
humans, suggests a new status for humanity in the world. Both our appearance and
representations of our appearance can be fundamentally altered; the effectiveness of
our performance and even the perceived value of our actions may now be measured
against digital devices in fields as diverse as the arts, financial accounting, medicine
as well as numerous jobs that require a high level of manual dexterity. Masahiro
Mori's

"uncanny

valley"

phenomenon

less

often

characterizes

the

response

to

surrogate robotic devices that possess human features. Is this perhaps due to a
greater acceptance of machines as in some way part of the human community? One
can also consider certain trends in fashion where a futuristic tech style is popular. In
short, there are many indications that technology has gone beyond the level of
functional utility and has become important to our aesthetic, ethical and spiritual
senses of self.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isolate the specific influences of
technology upon the construction of the notion of self and the image of being
human. With reference to arts and literature, media, journalism, history and philosophy
(especially the influence of Heidegger's essay "Die Frage nach der Technik"), I will
examine how attitudes globally toward technology and its meaning for human
happiness and well-being, have shifted in the last century.
현대 기술은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상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가?
기술은 항상 인간 삶의 방식을 바꿔왔지만, 도움 없이도 인간을 대체하는 매우 지적인 행동
까지 할 수 있는 능력과 막강한 이미지 제작 능력을 갖춘 현대의 디지털 기술은, 세계에서
인류의 새로운 지위를 제안한다. 우리의 모습과 그 표현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예술
과 재무회계, 의학, 그리고 높은 수준의 손재주가 필요한 수많은 직종들처럼 다양한 분야에
서, 우리 행위의 효과와 행동의 지각 가치까지 이제는 디지털 장치에 견주어 평가될 수도

있다. 마사히로 모리(Masahiro Mori)의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은 인간의 모습
을 갖춘 대리 로봇 장치에 대한 반응으로는 전보다 드물게 나타난다. 어쩌면 이것은 기계를
인간 공동체의 일부로 수용했기 때문일까? 초현대적 테크 스타일이 인기 있는 곳에서는 특
정 패션 트렌드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요컨대, 기술이 기능적 유용성의 수준을 넘어 우리
의 미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 감각에도 중요해졌다는 징후들이 많다. 이 논문에서 나는 자
아 개념과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미치는 기술의 특정 영향을 분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예술과 문학, 미디어, 저널리즘, 역사와 철학(특히 하이데거의 에세이 ‘기술에 대한
물음(Die Frage nach der Technik)’의 영향)과의 관련 속에서, 기술에 대한 지구적 태도 및
그 태도가 인간의 행복과 웰빙을 위해 갖는 의미가 지난 세기에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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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image in the age of science
Modern civilization destroyed the classical image of humanity assured by a theology
or a transcendent philosophy. The mechanistic worldview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ed in the West since the 19th century has so much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that we have lost the wholeness of the image of the world as well as
of ourselves. There are some philosophers and artists who tried to resist the tragic
situation, but no one in reality has been able to stop the devastating tendency. One
of the causes of the impossibility is the split between 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that has continued till today. We have to reunite them, but the task is not easy.
Toward 1950’s, a new wave emerged to give us a hope. Ilya Prigogine, a physicist,
and Claude Lévi-Strauss, an anthropologist, each on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opened a new horizon on which 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could walk together.
The new image of humanity emerged out of it. Now, the new image we obtained
from them was far from the classical one. It came out of the total disintegration of
ourselves in terms of physics, chemistry, biology, even geology. It may appear
materialistic, but we have to see that the image is quite similar to the one Buddha
provided 2,500 years ago. Let us remember our ego is to Buddhism a series of
inconsistent phenomena without any substantiality. This notion suits perfectly the
image today’s sciences, human or natural, are offering us. For us to accept the
Buddhist idea of ourselves is far from easy. For the moment, I propose for humanists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from scientists and vice versa. Time has come for us
to mak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ultures separated for such
a long time.
과학의 시대의 인간상
현대문명은 신학이나 초월적 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고전적인 인간상을 파괴했다. 19세기 이
래로 서양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저항하고자 했던 몇몇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오
늘날까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재
결합시켜야 하지만 이 작업은 쉽지 않다. 1950년대 무렵, 새롭게 나타난 물결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물리학자인 일리야 프리고진과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각자 다
른 관점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여기서 인간
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는 고전적인 인간상과는 매우 다
르다. 새로운 인간상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지어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분해하며 나왔다. 물질주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2500년전 석가모니
가 이야기한 인간상과 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우리의 자아는 실재가 없
는 모순된 현상의 연속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개념은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오
늘날의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인간에 대한 불교적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나는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배우고, 과
학자들 또한 인학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배울 것을 권면한다. 오랫동안 떨어져있었던 다른
두 사고방식 간에 학제 간 소통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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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Humanity: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dvances in technology are reshaping the human landscape. While technology has
always been a part of human development, its pervasive influence and the speed of
technological change today are unprecedented. In an era which many have come to
cal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Humanities can no longer be content with being
the custodian of tradition, but must play an active role in shaping the technological
agenda. Technology for humanity should properly be the strategic focus of the
Humanities in the 21st century.
인류를 위한 기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그동안 기술은 항상 인간 발전의 한 부분이
었지만, 그 전반적 영향력이나 변화 속도 면에서 오늘날과 같은 전례는 없었다. 많은 사람
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인문학은 더 이상 전통의 관리자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술 아젠다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인류를 위한 기술은
21세기 인문학의 전략적 초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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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Culturalis: the Protagonis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istory now has a new inflection point. And the event that caused such a radical
change is said to b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scours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eveloped centered on the cutting edge technologies like AI,
IOT and so on. But recently it has been reoriented to the human center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 problem is that the discussion about human being in the
human - centered fourth revolution is almost missing. This paper discusses how to
understand human beings wh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human- centered. In
particular, this paper discusses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depending on whether the human being is understood as an
physical object, whether it is understood as a machine, or as a person who has its
own way of existence. These discussions lead to the task of revealing human beings'
unique ways of being as those who pursue cultural existence, meaning and value. At
this point, the starting point is to relate the Nietzschean declaration that humans
withstood any difficulty if the meaning to live is clear, with the statistical index of the
trend of increasing suicide rate in Korea, which will prove the human being as homo
culturalis based on meaning and value. And we find the socio - economic reality that
comes into being when we understand humans as homo culturalis in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is leads to the result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rmany is illuminated through the social market economy based on the human
image of homo cultural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become the human center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문화적 인간: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역사는 이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러한 급진적 변화를 야기한 사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진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은 AI, IOT 등 최첨단 기술을 중심으
로 발전했다. 그러나 최근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담론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4
차 산업혁명이 인간 중심이 되었을 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 논한다. 특히 본고는

인간을 물리적 대상으로 이해할지, 기계로 이해할지, 고유한 존재 방식을 지닌 사람으로 이
해할지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논한다.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문화적 존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밝혀내는 작업으로 이어
질 것이다. 이때, 살아갈 의미가 뚜렷하다면 인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는 니체의
선언과 한국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자살률 통계 지수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로써 의미와 가치에 기반한 문화적 인간(homo culturalis)으로서 인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에 나타난 문화적 인간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출현한 사회경제적 실재를 알게 된다. 이는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문화적 인간으로서
인간 이미지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 분명해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4차 산업
혁명의 방향이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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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ering the Human in the Dialogue among Science,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Asia
Asia If the dialogue among religious traditions in Asia has shown us anything, it is
that faith is a “hybrid” phenomenon that can only be fully realized in an interreligious
context. We have come to see that the Asian Christian experience of interacting with
other religions is not merely a matter of accepting coexistence as an objective reality
but of awakening to the accumulated historical influence of other traditions in shaping
their own faith. In a word, the religious traditions of Asia that Christianity had at last
come to recognize as partners in dialogue had in fact long been “somatically
associated” with it (Thomas Kasulis, Intimacy and Integrity: Philosophy and Cultural
Differenc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At the same time, it has
begun to dawn on us that “the history of Western science and civilization has been a
history of progress of decentering, a gradual movement away from a self-centered
view of the world that comes so naturally to us” (Pierre Baldi, The Shattered Self:
The End of Natural Evolution. Cambridge: The MIT Press, 2002). The ground-breaking
cloning of Dolly the sheep in 1997 is symbolic of the mounting evidence that human
being is, as Baldi puts it, not the center of the world and even of him/herself, but
just “the flow of information.” What does all of this mean for our self-understanding
as human being living in an age of the dialogue among religions and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My presentation will attempt to sketch an answer to that
question.
탈중심화하는 인간, 불교와 자연과학과 대화하는 아시아 신학의 입장에서의 고찰
아시아의 종교적 전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혼합적(hybrid) 현상
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종교와 대화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앙과
아시아의 종교가 객관적으로 나란히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형성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종교와 만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가는 현상임을 자각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시아의 종교는 아시아의 기독교 신앙 속에 “육체적으로 동화되어 있다”
(Thomas Kasulis, Intimacy and Integrity: Philosophy and Cultural Differenc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이와 동시에 “서구의 자연과학의 역사는 인간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으부터 벗어나 탈중심화
해왔음을 보여준다” (Pierre Baldi, The Shattered Self: The End of Natural Evolution.
Cambridge: The MIT Press, 2002). 1997년에 발표된 클론 양 돌리는 자연 속에서의 인간
의 탈중심화 극단적인 형식으로 전개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더 이상 자연
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러 아시아의 종교와 만나서 이루어진 “혼합적” 현상이라는
자각과,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대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탈중심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