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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Imaging Technologies Reveal New Insights into the Human Image
Throughout history, mankind’s depiction of humans in text and drawings has not only
evolved, but been effaced and replaced with new images. Modern imaging technology
has provided key information for humanities studies of these earlier images. This
paper will address our application of the latest imaging and computer processing
technologies to humanities studies of the human image. Building on technologies
developed for medicine, astronomy, and security, collaborative teams of humanities
scholars and scientists have revealed new insights into representations of the human
image that are not visible in natural light. With effective integration of advanced
imaging techniques, these have been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ies of “hidden”
historic texts and drawings of the human image from the Europe to the Sinai. Recent
studies of papyrus cartonnage highlight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
from multispectral to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x-ray imaging – to visualize
texts in Egyptian mummy masks
(https://www.wired.com/2016/10/x-rays-revealing-mysterious-writings-mummy-coffins
/).
This builds on advanced imaging of ancient texts that had been scraped off and
overwritten as palimpsests, including the earliest works of Archimedes with diagrams
citing humanity’s mathematical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ttp://archimedespalimpsest.net/).
Multispectral and x-ray fluorescence imaging combined with machine learning are
revealing

medical

texts

by

Greek

physician

Galen

translated

into

Syriac

and

overwritten, which offer new insights into early perspectives on the human body’s
relationship with nature
(https://www.nytimes.com/2015/06/02/science/medicines-hidden-roots-in-an-ancientmanuscript.html).
Multispectral imaging also revealed Dr. David Livingstone’s descriptions of humanity
from his early explorations in Africa that had faded after he had written them on
newspaper with berry juice

(https://50.neh.gov/projects/david-livingstone-goes-digital).
These imaging technologies are also revealing changing depictions of human images
in

art.

Advanced

imaging

technologies

offer

promise

to

further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image is depicted over time, with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mputer processing techniqu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veal more insights for the humanities
첨단 영상기술은 인간의 이미지에 새로운 통찰력을 드러낸다
역사를 통틀어 텍스트와 회화를 통한 인간에 대한 인류의 서술은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
워지고 새로운 이미지들로 교체되었다. 현대 영상 기술은 이러한 초기 이미지에 대한 인문
학 연구에 핵심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 논문은 인간 이미지에 대한 인문학 연구에 최신 영
상 및 컴퓨터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의학, 천문학, 보안을 위해 발
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문학자와 과학자들의 협력팀은 자연광에서 볼 수 없는 인간 이미
지의 묘사에 새로운 통찰력을 드러내왔다. 첨단 영상기술의 효과적인 통합과 함께 이 통찰
력은 유럽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인간 이미지의 "숨겨진" 역사적인 글들과 회화에 대한 국제
연구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파피루스 미라 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집트 미라 마스크의
텍스트들을 시각화하려는 첨단 기술의 -다중 스펙트럼에서 광학 일치 단층 촬영과 엑스레
이 영상- 적용을 두드러지게 한다.
(https://www.wired.com/2016/10/x-rays-revealing-mysterious-writings-mummy-coffins
/)
이것은 인류와 세계와의 수학적 관계를 증언하는 그림이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초기 작품을
포함하여 벗겨내서 덧씌워진 양피지의 사본과 같은 고대 텍스트의 첨단 영상에 기반한다.
(http://archimedespalimpsest.net/).
기계 지식과 결합된 다중 스펙트럼과 엑스레이 형광영상은 그리스 의사 갈렌(Galen)이 시리
아어로 번역하고 덮어 쓴 의학 텍스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서 인체와 자연의 관계에 대
한 초기 시각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https://www.nytimes.com/2015/06/02/science/medicines-hidden-roots-in-ancient-man
uscript.html/).
다중 스펙트럼 영상은 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가 베리주스로 신문에 쓴 후 희미해진
아프리카에서의 초기 탐험에서 인류에 대해 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https://50.neh.gov/projects/david-livingstone-goes-digital). 이러한 영상 기술은 또한 예
술에서 인간의 이미지에 대한 변화하는 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첨단 영상기술은 인문학
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드러내기 위해 고급 컴퓨터 처리기술과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
전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향상시킬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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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animal Relationships in the Age of Precision Monitoring Technologies: Animal
Welfare Science Meets Ethics
The emergence of precision monitoring technologies (PMTs) and heightened computer
processing power and sensor technologies is resha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While providing companion animal caregivers and agriculture
and food industries with the ability to collect and store large amounts of data on
animals, they threaten to further commodify animals and fray an already tenuous
human-animal relationship. Furthermore, they challenge the human image of steward
of voiceless beings, which can lead to negative animal welfare. I argue that improving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strengthen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through

networked ‘smart’ technologies that continuously monitor and manage individual
animals

automatically

via

algorithms

can

be

approached

fruitfully

when ethical

theorizing and philosophical reflection about the moral status of these technologies is
paired with animal welfare science (AWS). AWS science employs rigorous scientific
methods to study the quality of life of animals by investigating how animals function
and feel

and their

welfare-friendly

opportunities

behavioral

and

to

express

physiological

natural behaviors.
indicators,

and

AWS

highlights

engineering

and

performance standards. The pairing between philosophy, ethics and animal welfare
science is relevant and vital since: (i) it brings together the most important, active
and relevant voices to identify and remedy possible harms to animals; and (ii)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accounts in leading to fruitful

and

practicable solutions for those who benefit from animal use, such as farmers,
ranchers, and food consumers. This pairing (iii) can unearth valuable public feedback
and

effective

multi-stakeholder

communication

strategies,

both

critical

for

implementing practices that accord with societal values and expectations regarding
what is owed to animals. Furthermore, (iv) this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essential
for pinpointing knowledge gaps regarding the impacts of these technologies on
animals and as a corrective to uninformed views of w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animals.

정밀 모니터링 기술 시대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 : 동물 복지 과학이 윤리와 직면하다.
정밀 모니터링 기술(PMT)과 높아진 컴퓨터 처리능력 그리고 감지 기술의 출현은 인간과 동
물의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그 기술들은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과 농업 그리고 식품 산업
에 동물에 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물
들을 더욱 상품화할 우려가 있고 이미 엷어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닳게 한다. 더구나 그
기술들은 말 못하는 생명체들의 집사라는 인간의 이미지를 의심하며, 이것은 동물 복지를
부정적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
나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개별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화 된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동물 복지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강화하
는 것은 이러한 기술들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 윤리이론과 철학적 반성이 동물복지과학
(AWS)과 한 쌍이 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복지과학(AWS)은 어떻게 동
물들이 활동하고 반응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표현하는 기회들을 조사하여 동물들의
생활의 특징들을 연구하기 위한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AWS는 복지에 도움이 되
는 친화적인 행동 및 생리 지표와 기술과 실행의 표준들을 강조한다. 철학, 윤리 및 동물복
지과학 간의 결합은 적절하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i) 이 결합은 동물들에게 일어날 수 있
는 상해들을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이며 타당한 발언들을 뭉치게
한다, 그리고 (ii) 농부, 농장주, 식품 소비자와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한다. 이 결합은 (iii) 시민들의 소한중 의견들과 효과적인 다중 이해 관계자 의사소통 전략
을 밝혀낼 수 있다. 이 두개는 동물에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기대치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더구나, (iv) 이러한 여러 전문 분야의 교섭은
동물에 대한 이러한 기술들의 영향에 대한 지식 격차를 정확히 찾아내고 동물들의 권익을
위한 알려지지 않은 견해들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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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Sport in Promoting a Healthy Human Image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The 2030 Agenda is the vision of what we – the humanity – want to be by the year
2030.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int the picture of ourselves as
economically secure, well educated, healthy, surrounded by clean environment, living
in inclusive and comfortable habitats, and crucially, sharing these benefits equitably
for all human beings. But what do we want us – the humanity – to look like by 2030?
SDGs do provide a partial answer to this question. For instance, eradicating poverty
(SDG 1) and hunger (SDG 2) would mean erasing human images associated with
undernourishment and the related health conditions, such as stunted growth. The
effects of achieving some of the other SDGs on our physical state are more
ambiguous. The pursuit of economic development, even when following sustainable
and equitable pathways, is likely to escalate the flow of people from rural to urban
habitats, and the shift away from active agricultural lifestyles toward service-based
and therefore sedentary lives and jobs in the cities. While higher incomes promise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urbanization may lead to the increasing incidence
of non-communicable diseases such as diabetes, obesity, cardiovascular illnesses,
and others. In man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e are already witnessing a paradox
of declining rates of poverty and improving living standards on the one hand, and the
worsening health outcomes, especially in regards to the non-communicable diseases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SDGs on
the key determinants of health, to be able to designing policy interventions that will
shape the physical image of human beings around the world in the coming decades.
Sport may be the answer to ensuring that the physical image of humanity by 2030 is
that of healthy and fit individuals.
2030 아젠다에서 건강한 인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
2030 아젠다는 우리 인류가 2030년까지 바라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다.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우리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교육받았으며,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에 놓여 있고, 보편적으로 편안한 곳에 살고 있으며, 특히 결정적으로 이러한 혜택 모
두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인류
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길 원하는 것일까?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
적인 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SDG 1)와 기아 퇴치(SDG 2)는 영양 부족과 관
련된 건강 상태, 예를 들면 성장 둔화와 같은 관련된 인간의 이미지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 신체의 상태와 연관된 다른 SDGs의 달성 효과는 더욱 모호하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로를 따를 때 조차도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
는 사람들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활동적인 농업 생활 방식에서 서비스 산업 위주의 생활 방
식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직업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은 삶의 질 향상을 약
속하지만, 도시화는 당뇨와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우리는 빈곤의 감소와 생활수준의 향상이 다른 한편
으로는 비전염성 질환과 연관된 건강 수준의 악화를 가져오는 역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
는 SDGs가 보건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해해야 한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전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인 이미지의 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는 2030년까지 인간의 신체적인 이미지가 건강하고 개인에게 적합
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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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rean Image of Jesus in Unbo Kim Gichang(1913~2001) - A Comparative
Perspective
A Korean Image of Jesus in Unbo Kim Gichang(1913~2001) - A Comparative
Perspective - AHN Shin (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South Korea) A Korean deaf
painter, Kim Gichang(1913~2001) has a pen name, Unbo (cloudy harbor), which his
mother gave him at the age of seventeen. In spite of his pro-Japanese collaboration,
Kim produced more than 15,000 pieces of works including paintings and sculptures.
Especially, his series of 30 works d "the Life of Jesus" represents creative images of
Jesus Christ, a major figure in Christian tradition. Unbo wanted to describe the
suffering and healing of Korean people through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Unbo was baptized as Methodist and later converted to Catholicism. He
escaped the Korea War and found his shelter at the house of his wife in Gunsan,
where he painted "the Life of Jesus" within one year. These images of Jesus are
quite different from Western interpretations. Historically, Jesus lived with the poor and
for the marginalized, but Jesus in Unbo's works was presented as yangban, a novel
man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His art exhibition was held with the support of
Busan YMCA. This paper deals with the meanings of his works on Jesu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운보 김기창(1913~2001)의 한국적 예수 이미지 - 비교 고찰
한국의 청각 장애인 화가 김기창(1913~2001)에게는 17세에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운보(흐
린 항구)라는 필명이 있었다. 친일 행위에도 불구하고, 김기창은 그림과 조각을 포함하여
15,000점 이상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특히 “예수의 생애”라는 의 연작 30편은 기독교 전통
의 주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창적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운보는 예수의 십자가
형과 부활을 통해 한국인의 고통과 치유를 그리고자 했다. 운보는 감리교인으로 세례를 받
았고, 후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그는 한국 전쟁을 피해 군산에 있는 아내의 집으로 피신
했으며, 그곳에서 1년 안에 “예수의 생애”를 그렸다. 이 예수 이미지들은 서구의 해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으로 예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살
았지만, 운보의 작품에서 예수는 한국 전통 사회의 귀족인 양반으로 묘사된다. 그의 작품
전시회는 부산 YMCA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본고는
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의 예수 연작이 지닌 의미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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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sentiment and Overman in the Posthuman Age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homo-sapiens will be left behind in
competition with posthumans. As a result, two classes will emerge in the posthuman
age, homo-sapiens and posthuman that is combined with smart technologies. In the
sense that posthuman with super intelligence, enhanced physical power, and a long
life will dominate humans who do not them, those two classes correspond to master
and slave that Nietzsche referred to in his book,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1887). Master morality is based on a positive soul derived from master’s superior
power, while slave morality is based on ressentiment and the negativity resulting from
slaver’s

inferior

abilities.

Slaves

have

ressentiment

against

their

masters,

envy

indefinitely and try to revenge them, and commit a revolt in morality. What is the
image of homo-sapiens in the posthuman age? Will human as a homo-sapiens be
slave and will its morality be inferior slave morality too? In addition to Nietzsche's
thought, considering that beneficiaries of technological improvements will not be
available to the vast majority of humans, the life of homo-sapiens in post-human age
is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pessimistic. For example, Yuval Harari predicts in
his book, Home Deus(2015) that homo-sapiens will become immortal, happy, divine
and finally become homo deus, but they will no longer respect present human values
and live in a society where data is replaced by reason. If human history flows in this
direction, humans needs a Overman (Übermensch), who can reevaluate existing
values and create new values suitable for a new age and heal the ressentiment of
the weak.
포스트휴먼 시대의 르상티망과 초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호모사피엔스는 포스트휴먼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
다. 결과적으로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스마트 기술과 결합한 포스트휴
먼이라는 두 계층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뛰어난 지능과 강화된 신체 능력, 긴 수명을 가진
포스트휴먼이 그들보다 우세하지 않은 인간들을 제압하게 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 두 계층

은 니체가 자신의 책 <도덕의 계보>(1887)에서 언급한 주인과 노예에 상응한다. 주인도덕
은 주인의 우월한 힘에서 비롯한 긍정적 영혼에 기반하고, 노예도덕은 노예의 열등한 능력
에서 기인하는 르상티망(원한)과 소극성에 기반한다. 노예는 주인에게 르상티망을 갖고, 한
없이 시기하며 복수하려 하고, 도덕에서의 반란을 일으킨다. 포스트휴먼 시대 호모사피엔스
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노예가 되고, 그의 도덕 역시 열등한 노예도
덕이 될까? 니체의 생각에 더하여, 대다수 인간이 기술 향상의 수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포스트휴먼 시대 호모사피엔스의 삶은 갈수록 비관적이리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호모 데우스>(2015)에서 호모사피엔스는 불멸하고,
행복하고, 신성해져서, 마침내 호모 데우스가 될 거라고 예견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현재의
인간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데이터가 이성으로 대체되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인간은 기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약자의 원한을 치유할 수 있는 초인(위버멘쉬)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