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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ecoming-Posthuman: the delight of material entanglement
A posthumanist material feminist philosophy allows us to challenge the anthropocentric
point of view by rejecting human exceptionalism and emphasizing the material
embeddedness

and

interconnectivity

of

all

beings.

Rosi

Braidotti’s

notion

of

“zoe-egalitarianism,” for example, embraces and values all life and rejects any form
of exceptionalism. Posthumanists call for a new ontology and a shift in our thinking
about who/what we are and how we exist with the multitude of others with whom we
are always related in order to move us away from harmful Humanist ontologies.
Conceptualized as a mangle (Hekman 2014), a biocultural creature (Frost 2016), an
exposed subject (Alaimo 2016), or a transjective being (Daigle 2017), the posthuman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coming posthuman” that I gesture to,
along with posthumanist material feminists, is a matter of acknowledging and
embracing our being as posthuman, as the radically entangled and interconnected
being we are and always have been, one that emerges from a manifold of affects,
tensions, and relations and is constructed by them albeit always in flux, being done
and undone by this web of relations, including its own relation to it. Our material
entanglement with other humans, non-humans, living or non-living beings, renders us
vulnerable. I argue that this is not to be understood negatively as it is generative of a
new type of ethical responsibility, one that may lead to the enhanced flourishing of
life in all its instances. Beyond accepting and embracing our entanglement, we must
actively work toward affirming and taking delight in it. What is at stake in this paper
is 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radically material understanding of our posthuman
entanglement upon which we can elaborate ethical and political modes of thinking
that foster our thriving and the unfolding of life in the mode of delight.
포스트휴먼이 되다 : 물질적 결합의 즐거움
포스트휴머니스트의 물질적 페미니스트 철학은 인간 예외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존재들의 물
질적 내재성과 상호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중심적 관점에 도전하게끔 한다. 예를 들어
로지 브라이도티의 “조에 평등주의” 개념은 모든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가치를 부여하며,
어떤 형태의 예외주의도 거부한다.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새로운 존재론 요청하며,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그리고 인문학의 해로운 존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우리의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잡종(Hekman
2014), 생명문화적 존재(Frost 2016), 노출된 대상(Alaimo 2016), 또는 초관계적 존재
(Daigle 2017)로 개념화 된 포스트휴먼은 여전히 만들어지는 중이다.
내가 말하는 ‘포스트휴먼 되기’는 포스트휴머니스트 및 물질적 페미니스트와 마찬가지로 우
리 존재를 포스트휴먼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근본적으
로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 긴장 상태, 관계가 생기게 된다. 늘 유
동적이지만 관계 그 자체는 물론 이러한 관계망이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것을 통해 그
러한 영향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 다른 인간, 인간이 아닌 존재, 생물 혹은 무생물과 우리의
물질적 관계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나는 새로운 유형의 윤리적 책임감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윤리적 책임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삶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포용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즐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번영과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윤리적, 정치적 사고방식을 정교하게 다
룰 수 있는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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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for a Post-Human World: Language, Images and Trees
This paper explor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visions of a post-human politics,
drawing on different disciplines within the humanities. The idea of a universal
“human” nature has long been challenged by post-Darwinian biological sciences.
More recently, such challenges have been taken up in several “turns” within the
humanities, whether to affect, materiality, or the nonhuman. In these turns, arguments
for a heightened appreciation of the embodied and embedded character of human
knowledge and agency merge with calls for greater attention to the complex
ecologies with which economic and political life are entangled, from the Anthropocene
to the microbiome. But how, practically, do people become attuned, or even
responsive to the nonhuman agents and processes with which they participate, and
by which they are defined? More specifically, how can the humanities contribute to
such a project? In this paper, I explore contributions of this kind in several different
genres and media of the humanities writ large, highlighting depictions of constitutive
encounters between human beings and trees.
포스트휴먼 세계를 위한 인문학 : 언어, 이미지 그리고 나무
이 논문은 인문학 내 여러 분야들을 이용해서 포스트휴먼 정치에 대한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시각들을 탐구한다. 보편적 “인간” 본성이라는 관념은 다윈 이후 오랫동안 생물학의 도전을
받아왔다. 그러한 도전들이 물질성이나 비인간에 영향을 비치든 그렇지 않든, 최근 인문학
계에서 몇 차례 “전환”을 겪으며 받아들여졌다. 이 전환에서,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통합되
어 구체화, 내재화한 특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논의들은 인류세에서부터 미생물군에 이르
기까지 경제적, 정치적 삶이 얽혀 있는 복합 생태계에 더 큰 관심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실
질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행위자나, 관여하고 그에 따라 규정될 과정들과 어떻게 조
화를 이후고 호응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인문학이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에 공헌할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인간과 나무의 구성적 만남에 대한 묘사를 강조하면서, 인문학의
여러 장르와 매체에 나타나는 이러한 종류의 공헌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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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ading the “Digital Humanities” Critically in the Posthuman Era
Re-reading the “Digital Humanities” Critically in the Posthuman Era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post-’ conditions of the traditional humanities in S. Korea, especially
that part which has diverged markedly into a localized academic area of “Digital
Humanities” (DH). This study explores critically how DH have been domesticated
since the subject area was first launched in the mid-2000s. In the Anglophone world,
while keeping the humanities’ traditional agenda of engaging with questions of value,
philosophy, and interpretation, DH has been seen as a revival and renewal of the
academic role of the humanities in society on behalf of new emergent technologies,
such as algorithmic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realities, and infographics.
In Korea, DH has been localized under different academic s such as “Humanistic
Informatics,” “Humanistic Contents,” and “Cultural Contents,” alongside the use of
DH per se. One of the distinctive aspects of these localizations to be examined is
that these Korean versions of DH have been mostly shaped in the context of the
praise of a technologist sublime and market bias. Theoretically, this essay conforms
instead to Braidotti’s (2013) description of “the Posthuman” conditions of DH, in
which academics should seek out to how to coexist with the “non-human” while
escaping from the “techno-humanism” project (Harari, 2016)—which means the rigid
human-centered egoism under which all machinist subjects and non-humans are
subordinated. This posthuman stance of DH would allow us to extract the critical
agendas of “the social” that would be re-contextualized anew in the emergent era of
postmodern technologies.
포스트휴먼 시대 “디지털 인문학”의 비판적 재독(再讀)
본고는 남한에서 전통적 인문학의 ‘후기-’ 조건들, 특히 “디지털 인문학”(DH)이라는 국지적
학술 영역으로 현저하게 분화된 분야를 탐구한다. 이 연구는 DH라는 지식 분야가 처음 시
작된 2000년대 중반 이래 어떻게 현지화되어 왔는지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영어권에서 DH
는, 가치와 철학, 해석의 문제들과 관련된 인문학의 전통적 아젠다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알
고리즘 데이터, 인공 지능, 증강 현실, 인포그래픽과 같이 새로 등장한 기술을 대신하여 사
회에서 인문학이 지닌 학문적 역할의 회복과 쇄신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에서 DH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인문학적 정보과학”, “인문학적 컨텐츠”, “문화 컨텐츠”와 같은 서로 다른 학
문적 들로 현지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지화의 특징 가운데 검토해야 할 것은, 이 한국형
DH가 대부분 뛰어난 과학기술자와 시장 편향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다. 이론적으로 본고는 DH의 “포스트휴먼” 조건에 대한 브라이도티의 기술(2013)을 따른
다. 브라이도티는 학계가 “비인간”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한편, “테크노 휴머니
즘” 프로젝트(하라리, 2016)—모든 기계주의자 주체들과 비인간들이 종속되어 있는 융통성
없는 인간 중심적 에고이즘—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DH의 이 같은 포스트휴먼적 태도를
통해, 우리는 도래한 포스트모던 기술의 시대에 새롭게 재맥락화되어야 할 “사회”(the
social)의 비판적 아젠다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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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Imperial Humanism
The aim of my current project is to rethink the humanist scaffolding that supports
postcolonial entitlement, by contrasting the contesting images of the human expressed
by Indigenous and settler-colonial Australians in the context of multiple and coexisting
claims to territory. Starting with my personal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an
Indigenous Old Person – historical sources tell of a Kaurna Ancestor buried in the
earth that later became my garden – I explore how the juridical division of Indigenous
Country into individualised fenced parcels allows the private enjoyment of property,
but forbids Indigenous peoples the public enjoyment of significant cultural practices
and ancestral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the territory that is captured within
suburban

blocks.

This

paper

accordingly

troubles

the

advantage

attached

to

possessive ‘enjoyment’ as a humanist politics of right or entitlement. I’m worried by
the ways in which ‘enjoyment’ describes the satisfaction of the exceptional sovereign
subject in his personal property. My feeling is that this conceptual structure of ‘the
human’ feeds into a model of appropriative selfhood that is finally unable to contend
with the relational subjectivity of empathetic engagement, with the postcolonial
materiality of coexisting jurisdictions, or with the potential for inventing a politics of
shared satisfaction. This paper insists upon the postimperial responsibility of European
thought

to

conceptualise

ways

of

living

together

that

align

with

Indigenous

perspectives of human experience and better account for an ethics and politics of
consensual coexistence: I ask, what resources can be found within Continental
philosophy to assist the inheritors of European colonial privilege as they grapple with
this task? Continental Posthumanism enables us to begin conceiving ways it might be
possible to bridge the fissure between private ownership or the singular ‘enjoyment’
of things, and the multiple and coexisting pleasures to be found in shared practices
of belonging.
제국주의적 인문학에 대한 반대
본 프로젝트는, 영토에 대해 다수의 공존하는 주장들이라는 면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

과 정착민이 표출하는 경쟁하는 인간 이미지와 대비하여, 탈식민지적 권리를 지지하는 인문
학 얼개를 재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나이 많은 토착민과 공동 생활을 했던 내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하여ㅡ사료에 따르면 우리집 정원이 된 땅에 카우르나 족의 조상이 묻혀 있었
다ㅡ 나는 토착민 지역의 법적 구역이 개개인의 울타리로 구획됨에 따라 사유재산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구획이 토착민들이 조상과 관련
된 중요한 문화적 관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외의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금
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이에 따라 권리나 특권의 인문주의적 정치학으로
써 ‘향유’의 소유에 부여된 이점을 문제삼고 있다. 나는 ‘향유’라는 단어에서 자신의 사유재
산에 대해 만족하는 군주의 이미지가

떠오를까 우려한다. 내가 느끼는 점은 ‘인간’의 개념

적 구조는 공감적 관념의 관계적 주관성, 공동 구역에 대한 탈식민지적 중요성, 또는 공유
의 만족에 대한 정치적 고안의 잠재적 가능성과는 결국 논쟁할 수 없는 적합한 자아 모델로
반영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토착민의 관점과 일치하고 공존의 윤리와 정
치에 대해 더 잘 설명하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개념화하는 유럽사회의 식민 시대 이후의
책무를 주장한다. 나는 유럽 식민지의 특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았을 때 그
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대륙 철학에서 찾을 수 있을지 묻는다. 대륙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은 우리에게 사적 소유와 각자의 소유물들에 대한 ‘향유’ 사이의 틈과, 소유물을 공
유하는 관례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공존하고 있는 즐거움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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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t Technologies and (Post-)Human Embodiment
How do we envision human life in the future? One thing is certain: Human life will be
closely linked with technology, even in a bodily sense. Technology shapes not only
our environment but also perception and cognition. These processes to a great
extend take place beyond the reach of consciousness, as media theorists like Bernard
Stiegler or Katherine Hayles explain. These cultural transformations need to be
observed and reflected by Philosophy, because our understanding of human life is
deeply challenged by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explores images
of

human

and

posthuman

intelligences

by

analyzing

selected

examples

from

contemporary cinema and digital art (e.g. Blade Runner 2049 and works by Stelarc or
Cecile B. Evans). Art and cinema can render invisible changes in human cognition
visible and emulate experiences with emergent technologies. My aim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 phenomenological and aesthetic

approach to human-machine

relations through artistic images. One salient feature in visual culture is the tension
between embodied (humans, animals, robots) and disembodied forms of intelligence
(algorithms, distributed technological intelligences). My paper will focus on this
tension and analyze the exemplary images in light of philosophical theories of
embodiment (Maurice Merleau-Ponty) and extended cognition (Andy Clark, David
Chalmers). This paper is part of a broader project aimed at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human intelligence through artistic images, which will path the way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thical and existential dimensions of human-machine
relations.
새로운 기술과 포스트휴먼의 구현
우리는 장래 인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는가?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간의 삶은 신체
적인 측면에서까지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환경 뿐만 아니
라

지각과

인지를

형성한다.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나

캐서린

헤일스

(Katherine Hayles)와 같은 미디어 평론가들이 설명하듯, 이러한 과정은 의식의 범위를 벗

어나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철학에 의해 관찰되고 반영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현대 영화와 디지털 미술에서 선택된 사례(영화 블래
이드 러너 2049와 스텔락(Stelarc) 또는 세실(Cecile B. Evans)의 작품)를 분석함으로써 인
간과 포스트휴먼의 이미지를 탐구한다. 미술과 영화는 인간의 인식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이게끔 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경험을 모방할 수 있다. 내가 설정한 목표는 예술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미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이다. 시각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형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간, 동물, 로봇)와 형
체 없이 지적인 형태(알고리즘, 분산된 기술적 지능) 사이의 긴장이다. 내 논문에서는 이러
한 긴장감에 초점을 두고 구체화 된 철학적 이론(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Ponty)과
확장된 인식(앤디 클락, Andy Clark ; 데이비드 칼머, David Chalmers)에 비추어 전형적인
이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실존적 차원에서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길로 인도해줄 것이며, 예술적 이미지를 통한 인간 지능의 진화
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