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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인간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인간 마음의 심층탐구

Artificial Intelligence (AI), Looking In from Human Minds
In-Depth Study on Human Minds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9월 5일(수) 15:10~17:00 / 국제회의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마음, 그 마음가짐에 대하여 다양

한 각도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경안신학대학대학원은 에큐메니칼 공동체, 교육운동 등과 협력

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성찰과 전략수립, 미래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We will discuss the various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human mind and 

mindset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yeong-Ahn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together with the ecumenical community and education movement, will reflect on 

themselves and try to come up with strategies and future tasks in lin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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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AI), Looking into it with 

Human Mind and Heart
  

Park Seong-Won

“In a speed race, human beings would never be able to beat horses. The only way to 
win the race is to ride and drive the horse.” This illustration has been described as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ill be one 
of the main technological figures who will stir the ai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following question, however, is this: What would it mean concretely for human 
beings to ‘ride and drive’ AI? What human element(s) would enable human beings to 
ride and drive the AI? In a broad sense, humanity and spirituality, or humanism, are 
important elements of human beings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what would that mean precisely?

While walking in the Zijincheng (Forbidden City) in Beijing, China, one can find a 
stone monument on which the following slogan is inscribed: “Cultivate Your Mind and 
Heart!” In Confucian teaching and culture, ‘cultivating mind and heart’ is a way to 
become a sage, a person of virtue full of wisdom and moral integrity, which is an ideal 
level of human maturity. However, this is for moral integrity. What would ‘cultivating 
mind and heart’ mean for equipping human spiritual capacity for riding and driving AI?

At the historic meeting of the two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on 27 April 2018 
at the DMZ, Kim Jong-Un uttered a particular word, “Mind and Heart”, seven times in 
only 533 words during his short opening speech of less than 3 1/2 minutes. He also 
mentioned this word in his greetings when both leaders shook hands over the 50 
centimeters high and 5 meters’ long temporary cemented borderline. ‘Maeumgajim’, 
which he actually said in Korean, is more than what is meant by ‘mind’ in English.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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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ered this word repeatedly at the first historic meeting between the leaders from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tragic division of the country. Why did he mention this 
word even seven times or more in his historic speech at this kairotic meeting? In 
Korean Confucian culture, ‘Maeum’, mind and heart in English word, means the whole 
person that includes the heart, the emotions, the will, along with the brain. 
‘Maeumgajim’that Kim Jong Eun repeatedly mentioned would mean ‘to set that Maeum 
with those meanings firmly with full and the whole hearted commitment’. In light of 
these meanings, would it be too dramatic if one said that ‘mind and heart’ was one of 
the key words underlying the success of the meeting?

In his paper “The Mental Universe” (Nature, 436:29, 2005), Richard C. Henry, Professor 
of Physics and Astronomy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aid that the heart sends more 
information to the brain than vice versa. Sir James Jeans (1877-1946), a British physicist, 
astronomer and mathematician, said “The stream of human knowledge is heading towards a 
non-mechanical reality. The universe begins to look more like a great thought than a great 
machine.” He even said “Mind no longer appears to be an accidental intruder into the 
realm of matter; we ought rather hail it as the creator and governor of the realm of matte
r… The universe is immaterial-mental and spiritual.” (The Mysterious Universe, 1930, 137.) 
(https://todayinsci.com/J/Jeans_James/JeansJames-Quotations.htm)

In November 2017, the Gyeongan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organized a “Global 
Symposium on Humanity and Spirituality in Fa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der the strong sponsorship of City of Andong and the Foundation Pour L’Aide 
Protestantisme Reforme (F.A.P.). The symposium report emphasized ‘relational 
epistemology’ and ‘focus on earth and its connection with spirituality’ as areas to be 
addressed in the on-going reflection process. However, in order to reflect on those two 
areas more deeply,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will be in-depth understandings of 
the mind and heart of human beings. ‘Mind and heart’ will be one of the key human 
elements in relating to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To respond to this challenge and engage in deeper reflection and analysis, the Gyeongan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is organizing the 2ndGlobal Symposium from 1 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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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18 on this issue under the theme, “In-Depth Exploration into Human Mind 
and Heart in Fa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City of Andong.

This time, the symposium will have two particular foci. First, it will attempt to share a 
deeper conversation with the Confucian intellectual community to compare notes on 
understanding the human mind and heart, and seek a common understanding of it. The 
second focus will be to participate in the 5th Forum of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scheduled to take place from 5 to 7 September 2018 in Andong under the 
theme, “Life – Embracing the Value of Life”.

What would the future human beings look like?

As it is known, the issu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tabled by Klaus 
Schwab, the founder and chairperso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in January, 2016. It has emerged as a buzzword for our 
time as a revolutionary process that will change the system of our future society 
completely.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steam engine and railway 
mechan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mass productio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rought knowledge information based on computers and the 
internet in the 20th century. Now,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human civilization is 
opening the so 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reaks the boundaries of all 
fields and opens up a new civilization that transforms existing systems into new 
dimensions. It fuses mobile phones, supercomputing, the Internet of things, AI 
Technology, and specialty area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genetic engineering, 
neurological technology, and brain science all together.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engaged in research work along this direction 
foreseeing that this century will be the age of convergence technology, following up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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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pl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system that 
integrates reality and virtual worlds. Scientists explain that the real world, which is 
called offline or the world of atomic atom, and the virtual world called online or the 
world of bit, that now exist separately, are merging into one fourth industrial system. It 
is a new civilization in which the things we have only imagined until now are 
becoming reality.

We already enjoy the partial benefi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utomobile navigation systems, sensor operated devices, rice cooker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ervice, computer documents stored in the cloud to be 
opened anywhere, office environments, and new information sharing such as Google, 
where information from the world instantly appears on my cell phone, and so on. These 
technologies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and used in our live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time when machines work and 
humans do not work. According to a recent study, wh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 full swing, 47% of human work will be replaced by machines and 
more than 7 million jobs will disappear.1)

When we tal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ur concerns are usually 
focused on what human beings should do when jobs are tak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s because the machinery is replacing the work of humans, or on the basic 
income system, because so many will be unemployed. People say that it is necessary 
prepare for this by initiating new industries of leisure, in order to use the surplus time 
when humans do not work. Education also needs to be shifted from education for 
knowledge accumulation to education for creative maker that neither machine nor 
ordinary human beings can do. The main focus for responding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responses to the damage or ways to 
adapt.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412123251675&outlink=1&ref=%3A%2F%2F Jobs that will disappear in 
10 years are simple repetition jobs such as call centers. counselors, professors, taxi drivers, tax accountants, 
accountants, simple assemblers, doctors, pharmacists and lawyers. Ten years later, promising career groups include 
data analysts, SW developers, Workers, robotics engineers, artists, security experts, and bio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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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the challenge is greater than that 
dimension. As Klaus Schwab, who had thrown away the buzzwor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said, “It is not only changing the ‘what’ and the ‘how’ of 
doing things but also ‘who’ we are.” Until now, machines have always been an 
auxiliary means for human work and existed at a subordinate level to humans. Bu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uman beings no longer control machines, 
but rather, humans coexist with machines or are controlled by machines, and 
furthermore, human beings and machines are fused, and human beings extend through 
machines, and human progress is led by machines. This is the direction toward 
transhumanism, and the goal is to become a post-human beyond human limits.

The convergence science which fuses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neuroscience intends to transform future human life through 
fus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synthetic biolo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nature is a given, modern science has developed 
technology aimed at expanding the areas that humans can utilize in nature in order to 
obtain more benefits from nature more efficiently. Fusion science, however, thinks that it 
is possible to transform, reconstruct, and even create nature without simply seeing it as 
a given. This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human body as well. The human body can 
also be transformed, redesigned, and created, and not only the body, but also the human 
mind and heart are regarded as items that can be manipulated and controlled.2)

Modern science presupposes species boundaries, but fusion science fuses different 
species beyond it. It aims to evolve into a science that makes creation possible by free 
fusion between technologies for the purpose of transforming and re-configuring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d nature, humans and animals, animals and plants,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human beings and machines, and even the creation of 
new nature. For example, synthetic biology, where biotechnology meets nanotechnology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is, literally, aimed at synthesizing and creating 

2) ibid.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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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organisms themselves.

In synthetic biology, the primary meaning of synthesis is the redesign or 
reconstruction of the components of life that exist in nature. This includes the editing 
and cloning of the human body and mind, and it is possible to change sexuality by 
convenience. If my body and the machine are uncomfortable and disturbed, it can be 
installed outside the body. Brain science thinks that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life of a 
human brain when it is dead by planting an artificial chip in the human head to make 
a data base of a pattern of the human thinking and behavior. Fusion science opens the 
era of eternal life.

It does not stop here. People like George Church, molecular geneticist at 
Harvard University and Steen Rasmussen, the Danish physicist, have gone beyond 
merely integrating what exists to creating biological components that do not exist in 
nature and, ultimately, to artificially create a life. This is what they are dreaming.

The human being itself will be a totally different dimension than before, when 
Cyborg, a modified cyborg creature that replaces the body except for the brain, or 
trans-human, which aims to transcend the species as a human being through fusion 
science, or post-human. So it is called trans human, post human. Post human becomes 
Human, the Creator.

Trans humanism and Post Humanism3)

The definition of “post-human” and “trans-human” is still ambiguous. Some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the trans-human transcends the current level of human 
being, that is, the process of converging with the forms of human new beings, and the 
post-human is in the sense of post-human after such a process has been completed.4) It 

3) This section is based on Kang Young-Aan and Lee Sang-Heon's essay,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Post-Humanism”

4) Park Il-Joon, Theology in the Post Human Era (1) : The Coming and Challenge of the Post-Human Era <Daegu 
and Curry - Post Human and Theology>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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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lso sometime sconcise.

Trans-humanism is an intellectual and cultural movement that uses science and 
technology to improve people's mental and physical qualities and abilities, and an 
attempt by human beings to transcend the biological fate or limit given by evolution by 
me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Trans-humanists believe that the appearance of the 
human species is not in the ultimate form of species development but merely the early 
stages of evolution. The scholars say that trans-humanism is an “intellectual and cultural 
movement that affirms the possibility and desirability of fundamentally enhancing human 
conditions by developing and extending a technology that removes aging and improves 
human intellectu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ilities.”5)

It refers to the dimensions borrowed from the power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nformation science, cognitive science, nanotechnology, bioengineering, robotics, 
etc., or to the level of a mechanical- or artificial body-wearing spirit in place of 
biological body. So Post Human refers to the human being combined with the machine 
through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industry that brings this from 
the debate to reality.

Post Humans possess intellectual abilities superior to ours, and is free from 
diseases, emotionally stable, and even able to remove emotions such as discomfort.6)  
They suggest using morphology virtue-engineering, which can overcome human 
beastliness through emotional control and regulation, using neuropharmacology, genetic 
engineering, brain stimulation, and nanotechnology, and argu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future of humanity.7) It also means that ethical standards will be established by 
technology, and furthermore, that technology must have such a responsibility or a sense 
of calling. 

5) Bostrom, Transhumanist FAQ, http://www.nickbostrom.com/ The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 29, May. 
2012, pp.189-217

6) N. Bostrom, “What is transhumanism?”, P. 5 http: //www.transhumanism. org / resources / faq.html, requoted from 
op. cit., 159,

7) Ibid,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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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people, like Francis Fukuyama, who criticize transhumanism as 
the most dangerous idea in the world, and Yubal Harari who has argued that humanity 
is now divided between a very few superhuman and the useless human classes, and 
warns that once the majority of people lose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 
situation of inequality will rapidly become severe. However, many others take this as 
the breakthrough progress of humankind.

There is much controversy about what has had such a decisive impact on the 
ecological reality of the earth. The time from 15,000 years ago to today, has been 
called the Holocene. It is argued that it should be renamed as the Anthropocene, 
because human activity ha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geological and ecological 
fluctuation. The counter argument against this says that the last 3000 years should be 
named as Capitalocene, because it is capital which led this era. Ulrich Duchrow sees 
that the end of this Capitalocene era would eventually lead the world to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ecosystem, that is, Nekrocene. My argument would be that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will lea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f technology 
transforms all living beings into another dimension, I think it should be called 
Technocene.

Trans Humans and Post Humans finally force God to retire and is now immersed in 
the belief that humans can sit on God's chair and become the subject of creation.

Theological Critics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new context, the issue we are facing most seriously would be the 
question of what human beings are and what human minds are. Again, Klaus Schwab, 
who first raised the issu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aid, “This revolution does 
not only change what we do and how we do it, but we do not know who we are.” 
Human intelligence, emotions, even spirituality may be a chaotic state that cannot be 
discerned, and we may face the situation of confusion and chaos in which we do not 
understand who we are. An unprecedented challenge that has never been raised before 
will be raised, and that is how to understand and how to relate to human being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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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dited, transformed and recreated beyond the activities of human mind and emotions 
which are coordinated through the machine, and what kind of world will be this type of 
human beings become the subject of history?

Therefo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will push our backs into a situation where the church and theology are challenged to 
initiate another Reformation. But the response to this challenge will not be so simple. I 
do not know which direction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led precisely, and what kind of the result there may be. All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and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responses to them took a very long 
journey. Creative responses will take time.

The question is, what is the reference point? We must rethink the reference 
point of judgment as the Reformation did.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formation, the 
radix we have to turn to as people of faith is the Bible. I consider the Genesis story of 
good and evil to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iblical reference points.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we wondered what the world would look 
like in the future. There were many predictions, which could be summarized into two 
different predictions. One was an optimistic view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a very 
livable and convenient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epoch-mak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other perspective was a worrisome view that more disaster, 
confusion and crisis would come in the 21st century.

As the world has entered more fully into the 21st century, we have been 
experiencing both outcomes simultaneousl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human life more convenient. But at the same time, the world is stained by 
more terror, wars, natural disasters, and all kinds of unprecedented problems. The 
current political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escalated as that of the 
Cuban crisis was in 1960s. As seen in recent Europe, terrorism has become routine, and 
as we note in the daily papers, crimes are becoming much crueler.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disaster are threatening the life of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Natural 
disasters of all kinds, tsunamis, hurricanes, earthquakes, desertification, wild fi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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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dusts, created by human industrial civilization, are becoming more frequent, larger 
and stronger. Nowadays it is said that ecological end could be imminent.

Behind the optimistic view of the future and the view of concern,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One is that human development is ‘infinite' and 'human capability 
is limitless' and the other, 'human development has limitations’, and should be limited. It 
seems that two discourses are in conflict.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is?

The guideline implied in Genesis 3 is the following: You “may eat of the fruit 
of the trees in the garden;” but “You shall not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nor shall you touch it, or you shall die.” The serpent's counter 
guideline was “You will not die;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But the choice human 
beings made was this: They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and then 
they “took of its fruit and ate.”

The consequence is noteworthy. Bacon interpreted this passage as follows: 
Human knowledge prior to eating this fruit was pure knowledge, but this has been lost. 
If this is restored through scientific knowledge, human beings can build a new Atlantis 
with the restored knowledge. Transhumanists and post-humanists wh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em to aiming at the realization of this by fusion technology.

God told us to eat all the fruits in the gard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could be included in this category and many mor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ies could 
also be included here. However, the limitation that God granted was development up to 
the tree in the middle of garden. What would be the borderline between 'before the tree 
of the garden' and 'after the tree of the garden'?

The borderline could be related to the consequence of having eaten the fruit. 
The Biblical report is negative. Rather than becoming like God, all relationships were 
broken. The relationships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among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with nature have been broken. The relationship was the bor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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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we could set up one criter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Relationship is the criterion. Not merely relationship, but organic relationship. The 
convergence technology leading civilization into the future should be evaluated and 
adjusted based on whether all life networks in the universe would be well maintained 
organically as a result of the new technology.

We must measure the work of the transhumanists, post-humanists, and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kes to see whether it is ‘so good for food (enhancement of 
life),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Is the fruit of the tre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ganically sustaining all life networks in the universe? Where are they now? Is it still 
before the borderline, that is, the tree in the garden? Or have they already passed it? 

The criterion for evaluating it is not a vague fusing relationship, a mechanically 
connecte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 big data association, a mechanical relationship 
between editing and copying, or a technical relationship, but an organic relationship, 
reciprocity, mutual relationship ensuring peace, justice and good life for all.

Many peopl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enomena that 
emerge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going to be fragile. For example, Yuval 
Harari predicted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 split humankind into a small 
class of ‘superhuman’ and a huge underclass of 'useless' people. Once the useless class 
lose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inequality levels could spiral alarmingly.8) We are 
warned that consolidation of new-classism and economic polarization might take place.

Economic polarization is predicted by many scholars. As peace in Chinese 
character is a sign of economic equality, economic inequality breaks not only the 
economy but also all relations including peace. In view of the fact that human conflicts 
come from both causes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economic inequali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seen to begin with inequality of economic 

8)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7/may/24/are-we-about-to-witness-the-most-unequal-societies-in-history- 
yuval-noah-ha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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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and inequality of human dignity. In addition, we are now witnessing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reatures on Earth and the ecosystems are already being 
twisted and the negative consequence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ranshumanists, Post-humanists, those who are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gue that the limits of life could be overcome completely, self-driving vehicles can reduce the 
traffic accidents, and biotechnology can control human nature and human behavioral maladies 
through moral engineering. However, we are now witnessing socioeconomic, global political, and 
human spiritual situations becoming more and more out of control, even though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y be progressing. The ecological destruction that human developmentalism 
has been producing is already becoming an ecological catastrophe. Will technology be able to turn 
all these chaotic situations into order again?

A Way Forwards

What should we do? It is a task to be studied for a long time, but at least two overall 
areas need to be addressed:

The first area is developing relational epistemology and its connections with 
spirituality.

To ameliorate the human anthropocene, capitalocene, nekrocene, and technocene eras 
on earth, we need a relational epistemology, “I am because we are”, which understands that 
all living and non-living beings in the cosmos are connected for mutual life.

Dualism, or a dichotomous epistemology, has created hierarchical and mechanical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ature, God and nature, heaven and earth - all of 
which have led to a controlled structural understanding that one dominates and controls 
another:  the ecological crisis, the ever-worsening geo-political, geo-economic, geo-social 
and geo-cultural crises. Convergence science is adopting convergence technology, which 
seems to be an integrated approach at first glance, but everything is still understood as 
separate, needing to be mechanically combined. This epistemology is lea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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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ruction on the large scale, although it may fix small things.

Ubuntu of Africa, Sumac Kawsay and Suma qamaña of South America, and the 
Sangsaeng of Asia offer us this connectional way of thinking and building common life, 
and we need to create new research and educational systems built on those 
epistemological bases.

The second is a new perception of the earth and her connections with 
spirituality. 

In Asia one thinks that the universe consists of heaven (God, the divine, Spirit), 
the earth and human beings. According to this framework, until medieval times, God 
was the only focus. Human beings and nature were invisible. Certainly, they also 
existed, but they were not regarded as existing in reality. Since the Reformation and the 
Renaissance, however, human beings have become the focus, to the exclusion of God 
and the earth. In a sense, heaven (God) was slowly pushed to the back, the earth 
became the object human beings manipulated freely, and human beings became the 
center of the universe.

In fa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human civilization should 
focus on the earth where life is experienced. We should not divide heaven, earth and 
human beings. Rather, we should regard the earth relationally, where heaven, the earth 
and human beings are organically connected, as in Ubuntu, Sangsaeng, Suma qamaña 
and Sumak Kawsai.

An earth-friendly perspective is not just a vague abstract viewpoint, but rather a 
revolution that sets the earth and her entire ecosystem back into the center of life and 
civilization.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soil itself. To overcome the present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crises, we need revolutionary ideas to bring agriculture back to future 
civilization, which needs to be shaped on the axis of agriculture. Diarmuid O’Murchu 
speaks of spiritual homecoming, and the specific place of this spiritual homecoming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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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civilizational homecoming, returning to the earth.9)

In conclusion

Even though we are based on an aposteriori theory that human beings’ evilness 
is acquired in a post-natal way, the reality is that the evilness of human beings is 
getting worse and worse, and almost the last device under which human beings could 
be controlled would be morality, ethics, spirituality, and faith etc. Eventually, spirituality 
will become the final control tower of human beings. But the spirituality is never easy 
to function on its own.

Vaclav Havel(1936-2011), who led the labor movement under the socialist 
system and became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Eastern 
Bloc in 1989, suggested a concept of “Existential Revolution” for a possible way to 
find humanity again in the time of human identity crisis in Europe.

“I think that the present crisis of the world... is directly related to the spiritual 
state of modern civilization. The spiritual state can be expressed as a loss, which 
is the loss of metaphysical certainty, the loss of experience of transcendental 
existence, the loss of supernatural moral authority, and the loss of higher value. 
This may sound paradoxical, but only when we turn ourselves towards absolute 
existence, towards the order of nature or universe based on extramundane 
authority, towards the moral order and its superhuman source, we can truly return 
to human dimension, and our life could escape from the threat of 'massive 
suicide' or withstand it. This direction, only this direction, can lead us to the 
creation of a social structure that can once again be a human being, a truly 
unique personal human being.”10)

He also said “Above all, any existential revolution should provide hope of a moral 

9) http://spiritualpractice.ca/welcome/how-can-my-dying-become-a-spiritual-practice/contemporary-reflections-on-death/a- 
theology-of-afterlife-according-to-diarmuid-omurchu/

10)�Vaclav Havel, Disturbing the Peace, Knopf, New York 1990. 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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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itution of society, which means a radical renewal of the relationship of human 
beings to what I have called the ‘human order,’ which no political order can replace. A 
new experience of being, a renewed rootedness in the universe, a newly grasped sense of 
‘higher responsibility,’ a new-found inner relationship to other people and to the human 
community—these factors clearly indicate the direction in which we must go.”11)

When you purchase electronic devices or machines, you will find a sheet of 
Instructions on how to use it. If the purchased product does not work properly, as a 
non-manufacturer you are advised to take some self-care measures. And if it does not 
work, the instruction warns you not to open the product, but contact the place of 
purchase or manufacturer for advice. When creatures in the crisis of a break down such 
as the one we face today in relation to ecological catastrophe, we need to turn to God, 
the Creator, who created the cosmos in God’s eco logos(ecology) to ask for advice for 
fixing the human-made disorder. Partial repair could be done by human beings, but 
should not the whole restoration return to the Creator? Thus, a revolving, religious 
revolution is needed.

Here again, we need to be reminded that the Reformers rejected any human 
manipulation or artificial truth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y decisively 
rejected capitalization of spiritual issues like sin or salvation, which was the greatest 
concern of that day. We need a theological discernment process to look at the hidden 
agend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by 
which not only human beings but all creatures could be manipulated for the sake of 
other’s benefit.

-No citation/publication without author’s permission-

11)� http://www.religiousleftlaw.com/2011/12/v%C3%A1clav-havel-the-existential-revolu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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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인간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다

박성원(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인간과 말이 경주를 하면 인간은 절대 말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이 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

에 올라타고 말을 모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좌지우지할 주요 기술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상적 관계를 묘사한 말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질문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올라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

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요소가 인공지능을 올라타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인가? 넓은 의미에서 인성

과 영성 혹은 인문주의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간의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걸으면 이런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돌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을 닦아라!” 유교의 가르침과 문화에서 ‘마음 닦음“은 지혜가 충만하고 도덕적으로 완

벽한 덕성 깊은 성인에 이르는 길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인격적 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 ’마음 닦음‘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 남북 회담에서 김정은은 3분 27초 동안 발표한 533단

어의 짧은 모두발언에서 “마음”이란 말을 무려 일곱 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마음’이란 말을 길이 5

미터 높이 50 센티미터를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이 첫 악수를 나눌 때도 했다. 그가 모두발언에서 

쓴 말은 “마음가짐”이란 말인데 이것은 영어의 mind 로는 충분히 묘사하지 못하는 ‘단단한 결심, 

굳은 의지 같은 것을 뜻한다. 나라가 비극적으로 분단된 이래로 처음 만나는 이 역사적 회동에서 

그가 이 말을 거듭 거듭 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카이로스적 회담에서 그는 왜 이 ‘마음가짐“이란 

말을 무려 일곱 번이나 했을까? 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마음가짐“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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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홉킨스 대학교 물리, 천체학 교수 리챠드 헨리 박사는 <마음의 우주 The Mental Universe> 

(Nature, 436:29, 2005)에서 마음이 머리로 보내는 정보가 머리가 마음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많다

고 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체학자이며 수학자인 제임스 진스 경(1877-1946)은 “인간 지식의 

흐름은 비 기계적 현실로 향하여 흐른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는 거대한 생각같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마음은 더 이상 물질의 영역에 개입하는 비본질적인 침입자가 

아니라 물질의 영역의 창조자 혹은 통치자로 존중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 (The Misterious 

Universe, 1930, 137) (https://todayinsci.com/J/Jeans_James/JeansJames-Quotations.htm)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는 2017년 11월 안동시와 스위스 개신교재단(Foundation Pour L’Aide 

Protestantisme Reforme) 후원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성과 영성”이란 주제로 제1차 세계 정

신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보고서에서 ”관계적 인식론 relational epitemology“과 ”땅

과, 땅과 연결된 영성 land and its relationship with spirituality“문제를 계속 과제로 설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 두 분야에 관한 연구에 앞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 

전반, 및 인공지능과 관계해야 할 인간의 중요한 요소인 마음, 마음가짐 혹은 마음 닦는 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저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

의 마음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고 마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일이며 둘째는 2018

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생명, 삶의 가치를 품다.”는 주제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참여

하는 것이다.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창시자이자 상임회장인 클라우

스 슈밥 Klaus Schwab이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사회의 시스

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혁명적 과정으로 처음 제기함으로서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 철도를 기반으로 하여 기계화혁명을 이룬 제1차 산업

혁명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량생산혁명을 가져온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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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1960년대부터 90년대에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정보혁명을 가져온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가 21세기 진입하면서 모바일, 슈퍼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유전공학, 신경기술, 뇌과학 등 다양한 학문, 기술, 전문 영역을 서로 융합해 모든 분

야의 경계를 허물고 거대한 융합을 이루어 기존의 시스템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혁신시키는 새

로운 문명의 문을 열고 있다. 미국은 이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래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시대가 끝나고 융합기슬 Convergence Technology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연구를 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의 단순 개념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 두 개가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과학자들은 오

프라인 off line이라고 일컫는 현실의 세계, 혹은 원자 atom의 세계와 온라인on-line이라 부르는 가

상세계, 혹은 비트 bit의 세계가 지금은 따로 존재하지만 4차 산업 시스템이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충격적으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상 속에서 상상해 왔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문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분적 혜택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네비게이션, 센서

에 의한 작동장치, 인공지능이 탑재된 밥솥, 로봇서비스, 컴퓨터 문서를 작성하여 클라우드에 저장

하면 어디에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사무환경, 사무실 없이 실시간 재택근무로 세계를 상대로 사업

을 하는 새로운 기업형태, 구글 같은 것으로 세계의 정보가 순식간에 내 핸드폰에 나타나는 새로운 

정보공유 등인데 이들 기술들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계는 일하고 인간은 일하지 않는 시대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4

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인간이 하는 일의 47%가 기계로 대체되고 직종 700만개 이상이 사라진

다고 한다.1) 

그래서 흔히들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기계에 빼앗기게 되면 인간

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인간의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412123251675&outlink=1&ref=%3A%2F%2F� Jobs� that�

will� fall� in� 10� years� are� simple� repetition� jobs� such� as� call� center� counselors,� professors,� taxi� drivers,�

tax� accountants,� accountants,� simple� assemblers,� doctors,� pharmacists� and� lawyers.� Ten� years� later,�

promising� career� groups� include� data� analysts,� SW� developers,� Workers,� robotics� engineers,� artists,�

security� experts,� and� bio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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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든가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간을 재미있게 활용하는 새

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임으로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든가 교육도 지식축적의 교육에서 기계도 인간

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는 창조자 Maker교육을 해야 한다고들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줄 피해에 대한 대응, 내지는 적응할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주 관심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불 때 문제는 그 차원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 화두를 던졌던 클라우스 슈

밥도 그랬듯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변화차원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달

라질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기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보조수단이며 인간의 하위 개념

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이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와 공존

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고 인간이 기계를 통해 확장되며 인간의 능력이 기계를 통해 

더욱 향상되는, 즉 기계가 인간의 진보를 견인하는 차원이 된다. 이것이 트랜스휴머니즘이 지향하

는 방향이며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나노기술 Nano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Bio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인지신경과학 Cognitive science을 섞은 융합과학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등을 포함하

여 융합과학기술로 미래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대과학은 자연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연에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자연

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효율적으로 얻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융합과학은 자연

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심지어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인간의 몸도 변형과 재설계, 창조가 가능하고 몸

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정신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품목으로 보는 것이다.2) 

근대과학은 종의 경계를 전제하지만 융합과학은 이를 뛰어넘고 서로 다른 종을 융합한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동물과 식물, 동식물의 종과 종,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넘어 변형 및 재구

성, 심지어 새로운 자연의 창조라는 목표를 위해 기술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융합을 도모하여 창조

가 가능한 과학으로 진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이 나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만

나 탄생한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은 말 그대로 생명체의 구성요소 혹은 생명체 자체를 합성

2)� ibid.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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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성생물학에서 합성의 일차적 의미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의 구성요소를 재설계하거나 재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몸과 정신의 편집, 복제도 포함하며 편의에 의한 성의 전

환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내 몸과 기계가 융합되는 것이 정 불편하고 마음에 거리끼면 체외에 설

치할 수도 있다. 뇌 과학은 인공 칩을 인간의 머리에 심어 인간이 사고하는 패턴을 데이터화해 그 

인간의 뇌가 사망하면 칩이 그 뒤를 이어 작동하는 존재의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융합과학이 영

생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버드대학의 분자유전학자 조지 처치 George Church나 덴마크의 물리학

자 라스무센 Steen Rasmussen같은 사람은 존재하는 것을 융합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 속에 존재하

지 않는 생물학적 구성요소들을 창조하고 궁극적으로 한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창조해내는 것을 꿈

꾸는 이들도 있다.

뇌를 제외한 신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개조생명체인 사이보그 Cyborg나 융합과학으로 인간이

란 종 자체를 뛰어넘는 것을 지향하는 트랜스 휴먼, 아니 아예 없는 것들도 과학적으로 합성해 창

조를 이룰 수 있다는 포스트 휴먼 차원이 되면 인간의 삶뿐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

른 차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이라 한다. 포스트 휴먼은 곧 창조주 인간 

human, the creator이다.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 휴먼3)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먼’의 정의는 아직도 모호하다. 어떤 학자는 트랜스-휴먼은 인간이라는 현상을 

횡단하여 넘어가는 의미 즉 인간의 새로운 존재의 형식들과 융합해 나아가는 과정에 방점이 있고 ‘포스

트-휴먼’은 탈-인간 혹은 인간-이후라는 의미에 방점이 있다4) 고 간결하게 구분하기도 한다. 

3)� This� section� is� based� on� Kang� Young-aan� and� Lee� Sang-heon's� essay,�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Post-Humanism”

4)� Park� Il-Joon,� Theolog� in� the� Post� Human� Era� (1)� :� The� Coming� and� Challenge� of� the� Post-Human� Era�

<Daegu� and� Curry� -� Post� Human� and� Theology>�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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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으로서 인류가 과학기술의 수단을 이용하여 진화에 의해 주어진 생물학적 운명 혹은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현재 인간 종의 모습이 종 발전의 궁극적인 형

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트랜스휴머니즘을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성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함으로써 인간 조건을 근

본적으로 향상 enhancement시키는 것의 가능성과 그 바람직함을 긍정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5) 

이라고 학자들은 전의한다.

정보과학, 인지과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의 힘을 빌려 기술이 인간의 

몸 안으로 삽입되거나 혹은 정신이 생물학적 몸을 대신하여 기계적 혹은 인공적 몸을 입는 차원을 

가리킨다. 그래서 포스트휴먼은 기술을 통해 기계와 결합된 인간을 가리킨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

를 논의에서 현실로 옮기게 하는 산업이다.

포스트휴먼은 우리보다 월등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무병장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심지

어 불쾌감과 같은 감정까지도 제거하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6) 이들은 신경약리학, 유전공

학, 뇌자극술, 나노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 통제와 조절을 통해 인간의 야수성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도덕공학 virtueengineering같은 것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 윤리적 기준도 기술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기술이 그런 책임감 

내지는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트랜스휴머니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는 프란

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은 이제 아주 소수의 수퍼 인간과 

대다수의 무용인간 계급으로 갈라지며 다수의 대중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잃게 되면 불평등의 상

황은 급속도로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유발 하라리 Yuval Harari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인

류의 획기적인 진보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5)� Bostrom,� Transhumanist� FAQ� http://www.nickbostrom.com/� The�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

29,� May.� 2012,� pp.189-217

6)� N. Bostrom, “What is transhumanism?”, P. 5 http: //www.transhumanism. org / resources / faq.html, 
requoted from op.cit., 159

7)� Ibid,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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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은 마침내 하나님을 강제 은퇴시키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의자에 앉

아 자신이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신념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고 있다.

무엇이 생태세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느냐는 논쟁이 많다. 약 1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현

세 Holocene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지질학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이 시대를 인류세 Anthropocene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 아니다, 사실 

이 시대는 자본이 이끌어 온 시대라며 이 인류세를 자본세 Capitalocene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주

장도 있다. 울리히 두크로는 이 자본세의 종말은 결국 생태계가 파멸하는 자멸세 Nekrocene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보는 것 같다. 나는 정보기술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기술이 모든 생명존재를 다른 차원으로 변형시킨다면 이 시대를 기술세 Technocene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런 세상이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은 과연 무엇이며 인간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거듭 말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도 이 혁명은 “우리가 ‘무엇’

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즉 인간 자체에 대

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지성, 감성, 심지어 영성까지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돈 상태가 될 것이며 인간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혹과 혼돈의 상황을 맞

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정신과 정서의 활동을 넘어 편집, 변형, 

재창조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할 것이며 그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세상은 어떤 세

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난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제4의 산업혁명,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상황은 교회와 신학으로 하여금 제4의 종교

개혁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등을 민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히 대답될 수 있는 주

제가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떤 양산을 띨지도 

모르며 산업혁명도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철학사상이나 신학 사조도 수십 년을 걸쳐 변천하

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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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준점이 무엇이냐이다. 종교개혁 때처럼 판단기준 reference point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뿌리 radix는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이 주제와 가장 연관이 있는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는 21세기에 접어들 즈음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다. 많은 예견

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전망이었다. 하나는 21세기에는 획기적

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고 다른 시

각은 21세기에는 더 많은 재앙과 혼란과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다. 

세계는 21세기에 들어서자 양면을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더 

편리해지는 면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는 더 많은 테러, 전쟁, 자연재해, 온갖 재앙으로 얼룩지

고 있다. 지금 한반도 위에서 핵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지구정치적인 갈등은 쿠바 위기 때 이

상으로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에서 보듯이 테러는 일상화되고 범죄의 양상도 훨씬 더 잔혹해

졌다. 기후변화, 생태위기는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산업문명이 만들어내

는 자연재해와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사막화, 미세먼지 등 그것이 영향을 미쳐 더 강력해진 자연

재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요즘 심심찮게 생태적 종말이 올 수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과 우려의 시각 뒤에는 이 세상과 ‘인간의 개발은 무한하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란 생각과 ‘인간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두 교훈이 대립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에 암시된 가이드라인은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나무

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라!’이다. 이에 대한 뱀의 반론은 ‘그

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경은 ‘인간은 그 선악과

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았다. 그래서 먹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결과이다. 베이컨은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인간의 지식이 순수한 지식인데 그 

순수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그 지식을 통해 새로운 아틀란

티스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람들과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융합과학기

술로 이의 실현이 목전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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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실과는 모두 다 먹으라고 했다. 종교개혁 당시의 인문주의의 발전은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적 진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

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기술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허용선은 그 진보가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지식의 상징인 선

악과까지란 점이다. 그럼 선악과 이전과 선악과 사이의 경계선 borderline은 무엇인가?

그 경계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와 관련이 있다. 성경이 보고하는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하나

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가 경계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

한 판단기준 하나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관계이다. 이 기술이 주도하는 문명은 과연 우주의 모

든 생명망의 관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

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다. 그들은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가? 아직 선악과 이전인가? 이

미 넘어섰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막연히 융합하는 관계, 서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빅 데이터로 모이는 관계, 편집과 복사의 기계적 관계, 혹은 기술적 관계가 아니라 우주 생명체의 

유기적 관계, 생명적 관계, 모든 생명의 정의와 평화의 관계, 인공적인 흐름이 아닌 원천적인 흐름

의 관계가 그 기준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이미 태생적으로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

가 많다. 이를테면 유발 하라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은 극소수의 수퍼인간 superhumans과 

절대다수의 쓸모없는 인간 useless people으로 갈라질 것이며 대중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상실하게 되면 불평등 정도가 소용돌이치듯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8)  신 계급주의, 경제적 

양극화의 고착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평화(平和)란 한자가 경제적 평등을 암

8)�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7/may/24/are-we-about-to-witness-the-most-unequal-
  societies-in-history-yuval-noah-ha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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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듯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뿐 아니라 평화를 비롯한 모든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온다. 인간의 갈

등이 자존감의 침해와 경제적 불평등, 두 원인에서 많이 나옴을 볼 때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적 불

평등, 인간자존감의 불평등을 태생적으로 안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사회, 

지구생태계는 이미 모든 관계가 뒤틀린 차원이고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 제4차 산업혁명은 생명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율주행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의 행위적 과실, 심지어 도덕공학처럼 인간의 본성

과 윤리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단언하지만 현재의 지구 현실을 보면 과학기술의 역사는 진보하

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경제적, 지구정치적, 인간정신적 상황은 더욱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들어가

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인간의 개발주의가 낳고 있는 생태파괴는 이미 생태파멸로 들어

서고 있는데 과연 기술이 이 모든 문명적 혼돈을 다시 생명질서로 돌릴 수 있을까?

앞으로의 갈길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길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세 가지 큰 방향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는 영성의 새로운 임무발견이다.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인성과 영성

의 문제로 다시 물음이 돌아올 것 같다. 이와 관련되어 인간의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새로운 성

찰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전제한다면 기계를 통한 인간의 향상 enhancement은 가능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향상된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고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이

다. 인간의 영성도 이러한 영생불사의 인간과 그가 이루는 포스트휴먼 문화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본래 악하다면 기계를 통해 향상되는 인간은 훨씬 더 악해질 것이며 위험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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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 포스트휴머니스틀은 융합과학과 합성생물학등이 인간의 악한 면을 도

덕공학 같은 것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영성이 최종

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기계가 인성을 수정, 향상시킬 수 없다면 영성의 역할은 결정적

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기술적 문제가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다. 많은 기술과학자들은 해킹을 우려한다. 자율주

행자동차, 로봇 등 작동기계가 해킹을 당한다면 그 여파는 가늠할 수 없게 된다. 해킹의 여파는 단

순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모든 인간이 기계적 향상을 통해 완전히 선하게 되든지 해킹

의 의도를 가진 기계화된 인간을 악한 바이러스를 박멸하듯이 완전박멸을 하든지 아니면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관계적 인식론이다. 

인류세 anthropocene, 자본세 capitalocene, 자멸세 nekrocene, 기술세 technocene의 시대를 극

복하려면 휴머니즘을 포함하여 오늘의 서구문명과 근대사상이 형성해 놓은 세계관을 넘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의 생명을 위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계적, 유기적 인식론이 필요하다. 아프리

카의 우분투 ubuntu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we are.), 남미의 수막 카우사이 

sumak kausai, 동양의 상생 相生 같은 유기적이고 관계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세계관으로 우주를 새

롭게 볼 관계적 인식론 epistemology의 탐구가 필요하고 그 위에 새로운 학문체계를 형성해야 한

다고 본다. 교육도 이 인식론에 근거해 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원론, 혹은 이분법적 인식론은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 하늘과 땅 등 모든 것을 분리해서 

계층화하고 기계적 관계로 보고 하나가 다른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식의 지배 내지 통제구조적

인 인식을 낳았고 이것이 경제위기, 생태위기,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구정치적, 지구경제적, 지구사

회적, 지구문화적 위기를 몰고 온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융합과학은 융합이란 기술을 도입하

고 있어 얼른 보면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식론은 작은 것을 고치지

만 더 큰 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세 번째는 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동양에서는 우주가 천天 - 지地 - 인人 의 구조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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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았다. 이 틀을 빌어 역사적 과정을 정리한다면 중세까지는 천天 - 지地 - 인人 중에서 오

로지 천, 즉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과 자연은 존재했으나 투명존재였다. 존재하나 존

재하지 않은 존재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천天 - 지地 - 인人 중에서 인人에 줄 곳 초점을 

맞추었다. 어떤 의미에서 천天은 배경으로 돌리고 지地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하는 대상이고 인人

은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문명이 천天 - 지地 - 인人 중에서 생명의 보고인 지地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천天 - 지地 - 인人을 상호 대립적 관점에서 보지 말아

야 한다. 천天과 인人을 둘러리로 세우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천天 - 지地 - 인人이 우분투처럼, 상

생처럼, 수막 카우사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지地를 보아야 한다.

지地 친화적인 관점은 막연한 추상적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흙을 생명존재와 문명

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혁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크게는 흙이란 단순히 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 전체를 말한다. 

그러나 좁게는 흙 자체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기후변화, 생태위기 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문명의 발전에 있어 농업이 다시 중심에 두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회기논법이 아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신 문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을 축으로 생명문명이 형성되

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오 머츄는 영적귀향 spiritual homecoming을 말했는데 그 영적 귀향의 구

체적인 자리는 흙에로 돌아오는 문명적 귀향 civilizational homecoming이어야 할 지 모른다.9)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학자로서 결론을 대신해 남기는 여운...

그러나 문제는 성악설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은 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제어하는 장치가 도덕, 윤리, 영성, 신앙 등이다. 결국 영성은 인간의 최종적 컨트롤 

9) http://spiritualpractice.ca/welcome/how-can-my-dying-become-a-spiritual-practice/contemporary-�

reflections-on-death/a-theology-of-afterlife-according-to-diarmuid-omur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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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성은 독자적으로 기능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며 89년 동구권 해체 이후 체코 대통령이 되었던 바츠라

브 하벨 Vaclav Havel은 박해받고 있던 당시에 쓴 자서전에서 인간됨을 찾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논술 하며 ‘실존혁명' Existential Revolution이라고 명명한 영적갱신을 제안했다.

“나는 현재 세계의 위기가... 현대문명의 영적 상태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영적 상

태는 한 마디로 상실 loss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형이상학적 확실성에 대한 상실, 초월적 존

재에 대한 경험의 상실, 초인간적인 도덕적 권위에 대한 상실, 보다 지고한 가치의 상실 등이다. 

이것은 역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초세상적인 권위 extramundane authority에 근거하여 자

연이나 우주의 질서를 향하여, 도덕적 질서와 그 초인간적인 근원을 향하여, 절대적 존재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할 때에만이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이 더 이상 '거대집단자살' megasuicide의 위협에

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으로 인간적 차원이 될 수 있다. 

이 방향, 이 방향만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인간, 정말 독특한 인격적 인간이 될 수 있는 사회구조

의 창조로 우리로 이끌 수 있다.”10) 

그는 또한 “무엇보다 실존 혁명은 사회의 도덕적 재구성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재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정치적 질서가 대체 할 수없

는 ‘인간질서’라 부른다. 새로운 존재의 경험, 우주에 새롭게 뿌리내림, '더 높은 책임감'에 대한 새

로운 감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간 공동체와의 사이에 새롭게 발견된 내적인 관계 - 이러한 요

인들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나타낸다.”11)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사면 안내문이 들어있다. 구입한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작자

가 아닌 사용자로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자가 조치를 해보고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함부로 뜯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

조하신 세계의 고장과 수리를 피조물이 시도했을 때 부분적인 수리는 인간이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적인 회복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혁명, 종교혁명

10)� Vaclav� Havel,� Disturbing� the� Peace,� Knopf,� New� York� 1990.� p.� 10-12.

11)� http://www.religiousleftlaw.com/2011/12/v%C3%A1clav-havel-the-existential-revolu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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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여기에 또 다시 의미심장하게 상기해야 할 종교개혁자들의 신념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아래 어

떤 인간의 조작도 인위적인 진리도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은 당대에 최고의 관심이었던 죄나 구원

을 두고 자본화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내가 

이해하고 알기 intelligibility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번역했다. 제4차 산업혁명,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신학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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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ing Humanity in Confucianism and 

Transhumanism

Heup Young Kim

(Korea Forum and Science and Life, Kangnam University)

Although both transhumanism and Confucianism pursue the perfection of humanity, their 
goals and methods are profoundly different. While transhumanism advocates external 
me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humans’ evolutionary progress, Confucianism 
instructs internal means of education and self-cultivation for humanization. Consisting of 
three sections, this paper examines this subject. The first two sections are to describe 
briefly the basic anthropological insights of Confucianism and transhumanism on perfect 
humanity and the ways of reaching to this goal. The final session is to compare and 
contrast these two proposals toward the human perfection.  

Ⅰ.� Perfecting�Humanity� in� Confucianism:� Cultivating� the�Mind-and-Heart

What Heaven imparts to human is called human nature. 
To follow our nature is called the Way [Dao 道]. 

Cultivating the Way is called education.1) 

Perfecting humanity is an immodest phrase for Confucianism that regards reverence and 
humility as the foundation of virtuous living.2) Nevertheless, it has explicit notions about 

1) Chan Wing-tsit, trans.,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98
2) Like Christianity, Confucianism which has a longer history consists in diverse schools. For the sake of comparison, 

however, this short paper does not deal with those complex subjects, nor make a distinction between Confucianism 
and Neo-Confucianism (a Reformed Confucianism). And it focuses on the Neo-Confucian understanding of T’oegye 
Yi Hwang (1501-1570), a giant in the history of Korean (and East Asian) Confucianism. For an introduc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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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ect humanity, as its most crucial project is to attain an ideal personhood; 
namely, profound person, great person, or Sage. Hence, Confucianism is also called Sage 
Learning. Similarly to Christian theology, Confucian anthropology consists in a threefold 
structure of human states; original humanity(the mind of Dao 道心), existential humanity 
(the human mind 人心), and the restoration of original humanity (via self-cultivation 修
身).3) 

Original Humanity: Tiān mìng 天命

The Doctrine of the Mean states, “What Heaven imparts [Tiān mìng] to man is 
called human nature.”4) Just as the doctrine of imago Dei is the center of Christian 
theological anthropology, the teaching of Tiān mìng is the heart of Confucian 
anthropology. It states explicitly that humanity is relational to and inseparably 
intertwined with its transcendent ontological ground. Confucianism presupposes that 
human nature--original humanity (xìng 性)--as a heavenly endowment, was perfect. This 
perfect condition includes four “constant characteristics” of the Dao of Heaven;” namely, 
origination, flourishing, benefiting, and firmness ( ).5) 

The school of Hsing-li (性理學), to which Korean Neo-Confucianism faithfully 
attached, identified original humanity with meta-cosmic principle (li 理). Since Heavenly 
endowment is identified with li, humanity is viewed in unity with Heaven through the 
same li. In correspondence to the four constant characteristics of the Dao of Heaven, 
Confucianism designates four attributes of original humanity as benevolence (rén 仁), 
righteousness (yì ), propriety (lǐ 禮), and wisdom (zhī 智). Although rén, the cardinal 
virtue of Confucianism, is generally translated as benevolence, its etymological meaning 

his life and thought, see Michael C. Kalton, trans., To Become a Sage: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y 
Yi T’oegy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3) For more on this subject, see Heup Young Kim, A Theology of Dao (Maryknoll, NY: Orbis Books, 2017), 115-46. 
Also, idem, Wang Yang-ming and Karl Barth: a Confucian-Christian Dialogu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6).

4) Chan, A Source Book, 98.
5) See Kalton, To Become a Sage, 66-69, 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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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humanity (literally, two humans) or being-in-togetherness.6) Thus, mutuality and 
reciprocity is a consistent principle of Confucianism. By the endowment-relation, a 
person could participate in the principle of Heaven, and in this context to be fully or 
perfectly human means recovering the whole human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meta-cosmicprinciple(li). 

Existential Humanity: the Human Mind

Confucianism convinces that the locus of human’s transcendental relationship lies 
not in the mind (one of whose attributes is intelligence) alone, differentiated from the 
body, but in the mind-and-heart, a psychosomatic totality. The mind-and-heart (xīn ) is 
a unique East Asian notion that transcends the body-and-soul dualism. The 
mind-and-heart as the master of the self is the nucleus of humanity, and cultivating the 
mind-and-heart that is ambivalent and vulnerable in a real life situation was a central 
issue of Korean Neo-Confucianism. 7) To explain this ambiguity, Neo-Confucianism 
made subtle distinctions between the mind of Dao and the human mind, before it is 
aroused and after it has been aroused, principle (li 理) and material force (or 
meta-cosmic energy; qì 氣), and original humanity (xìng 性) and feelings (qíng 情).  

In the unity with the body, the mind-and-heart functions freely in the universe 
with no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However, this (ontological) capacity before it is 
aroused can be disturbed after it has been aroused (existentially). The substance (tǐ 體) of 
the mind-and-heart before aroused is called original humanity, and its function (yòng 用) 
after aroused is recognized as feelings.8) Feelings are the function that issue from the 
substance of original humanity in the mind-and-heart.9) Since the mind-and-heart is also 
a unity of li and qì, the issued feelings consist in two kinds. One which exposes purely 
the li of original humanity is called the four beginnings (四端); namely, commiseration 

6) Karl Barth also interpreted imago Dei in this way, based on Gen. 1:28. See Kim, Wang Yang-ming and Karl 
Barth, 43-46, 86-90, 158-60.

7) See Kalton, To Become Sage, 9-19.

8) For the relationship of tǐ (subject) and yòng (function), see ibid, 211-12. 
9) For this view, see ibid, 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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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惻隱), modesty and deference (辭讓), shame and dislike (羞惡), and approving and 
disapproving (是非). The other in which the li of original humanity is perturbed by the 
physical disposition is called the seven feelings; namely, joy, anger, grief, fear, love, 
hate, and desire (喜怒哀懼愛惡欲).  

Especially, the polarity of the human mind and the mind of Dao is important. It 
uncovers the original source of the mind-and-heart and entails the foundation of human 
morality and the practice of self-cultivation. Whereas the human mind issues from the 
form of material force, the mind of Dao is based on the natural endowment, though 
they are mutually interrelated rather than clearly divided. While the human mind consists 
in the impartiality of one’s body, the mind of Dao reveals the mandate of Heaven (天
命). The former can be united with the latter only after a hearing of the mandate of 
the latter. Nevertheless, since sages also possess the human mind, it must be 
distinguished between the human mind before fallen into evil and human desires that 
reveal the state of evil.10)

 Restoration of Original Humanity: Self-cultivation 

The basic methodology of sage learning is the ‘dwelling in the mindfulness (敬 

kyŏng [jìng])’ and the ‘investigating the principle (li)’ (居敬窮理). The ‘investigating the 
principle’ is to know and perceive li in everything and every event in one’s life. It 
means a realization of li that is immanent in things as their order and principle by the 
ability of the knowing and perceiving, a function of the mind-and-heart. The Great 
Learning suggests a specific method to investigate the principle of things, i.e., the 
‘investigation of things’ (格物) and the ‘extension of knowledge’ (致知). The 
investigation of things is a process of learning in which investigating li in depth, the 
mind-and-heart grows to attain knowledge. 

Kyŏng (reverence ormindfulness) as the center of self-cultivation is the nucleus 
by which the mind-and-heart is regulated and converged. The “focusing on one thing 
without departing from it” bespeaks of the state when the mind-and-heart is so 

10) T’oegye chǒnsǒ [T’oegye’s Complete Works] (Seoul: Songgyungwan Taehakkyo, 1985), 39. 24; 4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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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d and attentive as to be fully mindful. In the polarity of the mind of Dao 
and the human mind, T’oegye summed up the Neo-Confucian method of self-cultivation 
in terms of the ‘blocking human desires and preserving Heavenly principle’ (去人慾 存

天理): “All the matters that are involved in blocking human desires should be 
categorized on the side of the human mind, and all that pertain to preserving the 
principle of Heaven should be categorized on the side of the mind of the [D]ao.”11) 
Thepurposeofkyŏng lies in attaining harmoniously correspon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nd Heaven in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his learning leads us finally to 
obtain sagehood in the (anthropocosmic) unity of Heaven and humanity, transcending the 
polarity of the mind of Dao and the human mind. From the Confucian perspective, 
hence, humans are not expansive conquerors of the universe, but interdependent 
co-spectators to witness the glorious cosmic drama of Dao or ecological keepers to 
harmonizing the wonderful trajectory of Heaven in this anthropocosmic theatre.

2.� Human�Perfection� in� Transhumanism:�Manufacturing� Superintelligenece

We are the analog prelude to the digital main event.12)

Nick Bostrom, a leader of transhumanist movement, defined transhumanism as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movement that affirms the possibility and desirability of 
fundamentally improving the human condition through applied reason, especially by 
developing and making widely available technologies to eliminate aging and to greatly 
enhance human intellectu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pacities.”13) He insisted that 
transhumanism is “an extension of humanism.” However, humanism here means first and 
foremost as an individual matter, as “Transhumanism place a high value on autonomy: 

11)  Kalton, To Become a Sage, 169.
12) Tad Friends, “Superior Intelligence,” The New Yorker, May 14,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8/05/14/how-frightened-should-we-be-of-ai, accessed on May 15, 2018.
13)� Nick Bostrom, “Introduction—the Transhumanism FAQ: a General Introduction,” in Mercer and Derek F. Maher, 

eds, Transhumanism and the Body: the World Religions Speak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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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ility and right of individuals to plan and choose their own lives.” Furthermore, he 
emphasized, “Just as we use rational mean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and the 
external world, we can also use such means to improve ourselves, the human organism. 
In doing so, we are not limited to traditional humanistic methods, such as educ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We can also use technological means that will eventually enable 
us to move beyond what some would think of as ‘human.’”14) Yet, it is unclear what 
the human perfection in trans-humanism really means, except naming the state as 
‘posthuman.’ ‘Transhuman’ refers to a “transitional human” or “the earliest manifestation 
of new evolutionary being” in “an intermediary form between the human and the 
posthuman.”15)

Posthuman

‘Posthuman’ is a hypothetical term still in construction. Bostrom identified it as 
“Possible future beings whose basic capacities so radically exceed those of present 
humans as to be no longer unambiguously human by our current standards.” Yet, it 
seems to be at the stage of imagination; “posthuman persons…yearn to reach intellectual 
heights as far above any human genius…to be resistant to disease and impervious to 
aging; to have unlimited youth and vigor.” He mentions dealing with something related 
to the mind; “to exercise control over their own desires, moods, and mental states; to 
be able to avoid feeling tired, hateful, or irritated about petting things; to have an 
increased capacity for pleasure, love, artistic appreciation, and serenity; to experience 
novel states of consciousness that current human brains cannot access.” However, it does 
not mean to attain theses states through internal self-cultivation of the mind (such as 
blocking selfish desires), but rather by external means such as medicines and 
technologies. “The changes required to make us posthuman are too profound to be 
achievable by merely altering some aspect of psychological theory or the way we think 
about ourselves. Radical modifications to our brains and bodies are needed.” However, 

14) Ibid, 1-2.
15) Ibi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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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humanism focuses on the functionally cognitive side. “Posthumans could be 
completely synthetic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y could be enhanced uploads, or they 
could… jettison their bodies altogether and live as information patterns on vast superfast 
computer networks.”16)   

Superintelligence

The central goal for perfecting humanity in transhumanism is to acquire 
superintelligence. Bostrom described a superintelligent intellect as “one that has the 
capacity to radically outperform the best human brains in practically every field, 
including scientific creativity, general wisdom, and social skills.” He divided weak and 
strong superintelligences. A weak superintelligence refers to a faster (e.g., a thousand 
times) intellect “at an accelerated clock speed, such as by uploading it to a fast 
computer.” And a strong superintelligence designates “an intellect that is not only faster 
than a human brain but also smarter, in a qualitative sense.” Then, “Creating 
superintelligences may the last invention that humans will ever need to make, since 
superintelligences could themselves take care of furthe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y would do so more effectively than humans. Biological humanity 
would no longer be the smartest life form on the block.” Furthermore, “Many 
transhumanists would like to become superintelligent themselves. This is obviously a 
long-term and uncertain goal, but it might be achievable either through uploading and 
subsequent enhancement or though the gradual augmentation of our biological brains, by 
means of future nootropics (cognitive enhancement drugs), cognitive techniques, IT tools 
(e.g., wearable computer, smart agents, information filtering systems, visualization 
software, etc.), neural-computer interfaces, or brain implants.”17) 

16) Ibid, 3-4
17) Ibid,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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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ty

Another foremost goal is to extend life span and get freedom from aging and 
death. Bostrom declared, “Ideally everybody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when and 
how to die—or not to die.” Rejecting a traditional prejudice that natural is good, he 
argued, “Changing nature for the better is a noble and glorious thing for humans to 
do.”18) And “something is natural or not is irrelevant to whether it is good or 
desirable.” Thus, ‘deathism’ and death apologists that admit “dying of old age is a fine 
thing” are “dangerous, indeed fatal, since they teach hopelessness and encourage 
passivity.” He declared, “The transhumanist position on the ethics of death is crystal 
clear: death should be voluntary. This means that everybody should be free to extend 
their lives and to arrange for cryonic suspension of their deanimated bodies. It also 
means that voluntary euthanasia, under conditions of informed consent is a basic human 
right.”19)  Furthermore, a transhumanist scientist said, “immortality is mathematical not 
mystical.”20) 

Uploading

As a paramount means for expediting posthumanity, transhumanism proposes 
‘uploading’ (or whole brain emulation), a “process of transferring and intellect from a 
biological brain to a computer.”21) Bostromsummarizeditsadvantages:  

- Uploads would not subject to biological senescence.
- Back-up copies of uploads could be created regularly so that you could be 

rebooted if something bad happened. (Thus your life-span would be potentially 
be as long as the universe.)

18) Ibid, 12.
19) Ibid, 14-15.
20) Raffi Khatchadourian, “The Doomsday Invention: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 us utopia or destruction?” The 

New Yorker, Nov. 23, 2015, 67.
21) Bostrom, “Introduc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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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ould potentially live much more economically as an upload since you 
wouldn’t need physical food, housing, transportation, etc.

- If you were running on a fast computer, you would think faster than in a 
biological implementation… You would thus get to experience more subjective 
time, and live more, during any given day.

- You could travel at the speed of light as an information pattern, which could 
be convenient in a future age of large-scale space settlements.

- Radical cognitive enhancements would likely be easier to implement in an 
upload than in an organic brain.22)  

 

3.� Perfecting� Humanity� in� Confucianism� and� Transhumanism:

� � � To� Become� a� Sage� or� a� Cyborg?�

Perfect Humanity:

Both Confucianism and transhumanism envision the perfect humanity, but their 
goals and means are very different. Confucianism clearly specifies the ideal person, as a 
complete embodiment of the mind of Dao (ontological morality), with a full recovery of 
the original humanity as the heavenly endowment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by means of self-cultivation. However, it is unclear what exactly transhumanism 
visualizes the perfect humanity, except that they want to functionally go beyond humans’ 
biological limitations including aging and death by an aggressive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ing it post-human, they seek to become a mighty and amortal 
post-human with super-intelligence who can govern even the entire universe. In short, 
whereas Confucianism pursues the perfection of humanity in terms of virtue and 
morality (Sage), transhumanism chases the utmost enhancement of humanity in terms of 
intelligence and power (Cyborg). 

22) Ibid,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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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ltimate goal of the post-human vision seems to acquire an omnipresence, 
omniscience, and omnipotence, parallel to divine attributes in traditional Christian 
theologies. The final objective of transhumanism seems to be more than ‘playing God’ 
in a Judea-Christian sense. Thus, the directions of perfecting humanity in Confucianism and 

transhumanism are entirely in opposite: Whereas Confucianism aims at a profoundly 
virtuous human pers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the mind to recover the ontological 
state of humanity, transhumanism targets at a powerful post-humanity with 
superintelligence daring a mechanical transformation (such as mind-uploading into 
supercomputer) in accordance with the hopefully coming singularity to techno-divinization 
(apotheosis). In a nutshell, while the Confucian project is to return to the original 
humanity as it was endowed by Heaven (the ultimate ground of being), the transhuman 
project is to break the biological bondage of the present, fragile human condition to 
move to further evolutions with radic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terventions.

Existential Humanity

From a Confucian point of view, transhumanism shows naïve anthropology, 
particularly in analysis of existential humanity and the human mind. Among their 
discourses, it is hardly to find serious concerns on ambiguous and susceptible human 
desires and will what Christian theology calls concupiscence (in the sinful nature) and 
Confucianism identifies as selfish desires (in the human mind). Taking the mind as a 
primary locus of self-cultivation, Confucianism rigorously investigates the complex 
dynamics of the human mind in relation to desires and will associated with delicate 
human feelings, not to mention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li and qi, that 
disturb the mind away from the mind of Dao to become dysfunctional. However, 
transhumanism does not take seriously such ambiguities and vulnerabilities of the human 
mind, but understands the mind functionally as intelligence even reducible to an 
information pattern.  

The human mind, more precisely the mind-and-heart in Confucianism, is by and 
large foreign to Western thought under the dominant legacy of a mind-and-body 
dualism. However, Confucianism in general and Korean Neo-Confucianism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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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ully occupied with studies on this subject. Existentially, the human mind-and-heart 
is exceedingly vulnerable to selfish desires and so subject to serious scrutiny that should 
be exercised in real everyday life situations. Transhumanism may regard, “the mind as 
immaculate-code, the body as inefficient hardware—able to accommodate limited hacks 
but probably destined for replacement.”23)  From a Confucian point view, however, a 
technologically engineered enhancement and mechanical transformation of humanity 
without rigorous self-cultivation is not only naïve ignorance about the dark side of 
humanity but also a most perilous idea (of a ‘small person’ with the uncultivated mind) 
that could bring fatal disasters in the world. 

Perfecting Humanity

The transhumanist method for perfecting humanity is essentially technological in 
hope of a posthuman transformation with superintelligence. Transhumanism shows no 
clear notion that the cultivation of the mind is a precondition for humans to pursue 
perfection as in Confucianism, but a confidence that it could be done through external 
means of medical and technical engineering of intelligence. For Confucianism, however, 
intelligence is only one attribute of humanity which is epistemic and most susceptible, 
and so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regulated by the right mind and the righteous 
will under the frame of reference of the prime virtue, benevolence (ren). Moreover, 
knowing and reasoning in Confucianism does not refer only to functional intelligence (or 
a mathematical reasoning), but rather wisdom, an awakened and holistic knowing in 
accordance with the mind of Dao, capable of prudent judgment and with profound 
spiritual dimensions. Confucian wisdom does not mean simply an epistemic intelligence 
(or information) but an ontological knowledge in unity of the transcendent ground of 
being.

In transhumanism, it is hardly to find an ontological ground for human 
perfection, beyond a techno-version of the Enlightenment’s optimistic belief in historical 
progress and the power of autonomous reason. However, humans’ experiences in the 

23) Khatchadourian, “The Doomsday Invention,”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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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era since the Enlightenment, such as global warfare, ecological destructions, and 
bloody killings, manifest that the historical progress is rather suspicious and tragic and 
that the power of human reason is manipulated more often for the sake of evil 
purposes. Furthermore, the modern history unveiled the dreadful realism of structural evil 
that is much more ruthless and formidable, even foretelling that the eschaton of human 
race is near! Both Confucianism and those historical experiences caution that the 
transhumanist hope for a singularity of techno-human transcendence is based on naïve 
understanding of human realities. Without awareness of and capabilities to dealing with 
the complexities of human evilness and structural wickedness which are not just 
neuro-chemical, mathematical, digital, nor information, transhumanism would be “one of 
the most dangerous ideas which the West has ever produced.”24)  

Confucianism sees a human being as a network of relationship that should be 
expanded in ever-widening circles of relatedness; from self, through family and society, 
to the world (修身齊家治國平天下). If an important gateway to the posthuman goal for 
transhumanism i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gate to be authentically human for 
Confucianism is filial piety (virtue), the beginning of reverence and humility and so a 
clue to achieve peace in the world through harmonious human relationship. So is 
ancestor veneration an indispensable ritual for Confucianism to practice filial piety, the 
beginning of moral living. With an excessive reliance on individual autonomy, from this 
perspective, transhumanism does violate a “tyranny of presence,” forgetting both 
descendents (the future) and ancestors (the past) and ignoring collective identities that 
entail a collective immortality rather than an individual amortality.25)  While 
transhumanism is extremely individualistic (as autonomy is a supreme value), 
Confucianism is meticulously communal in pursuit of benevolent living in propriety (as 
family is the concrete starting point and genealogy is essential as a documented 
historical proof of such a collective living). Whereas transhumanism sees human body as 

24) Francis Fukuyama, "The world's most dangerous ideas: transhumanism," Foreign Policy 144 (2009): 42–43.  For 
my initial reflection on transhumanism, see Heup Young Kim, “Cyborg, Sage, and Saint: Transhumanism seen 
from an East Asian Theological Setting,” in Religion and Transhumanism: the Unknown Future of Human 
Enhancement, edited by Calvin Mercer and Tracy J. Trothen (Santa Barbara, CA: Praeger, 2015), 97-114. 

25) Brent Waters, “Flesh Made Data: The Posthuman Project in Light of the Incarnation,” ibid, 297-301. For my East 
Asian religious reflection on death and immortality with reference to transhumanism, see “Death and Immortality: 
Biological and East Asian Religious Reflections on Transhumanism,” Madang: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 28 
(Dec. 2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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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erfect thing (object) that must be further developed b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Confucianism regards it as an inseparable part of human self (so 
mind-and-heart) to be fully human. Confucianism pursues in harmony with body as 
given from the Heaven through ancestors, whereas transhumanism to engineer and 
manipulate it as an insufficient hardware. In sum, ideal humans in Confucianism are 
prudent ‘players’ or moral agents (sages) who humbly participate in the anthropocosmic 
drama of the Dao, while post-humans in the transhumanist vision are technical 
‘managers’ or cold conquerors who control this planet and conquest the universe, 
possibly to be homo dei.

4.� Conclusion

Although perfecting humanity is a main theme of both Confucianism and transhumanism, 
their goals and methods are very different. Confucianism seeks a recovery of ontological 
human goodness by the cultivation of the mind-and-heart and education (sage learning): 
Transhumanism wants to transcend natural human limitations to become a post-human 
with superintelligence through a radical adapt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ies. Although 
transhumanists argue their position as “an extension of humanism,” it in fact denotes an 
“exclusive humanism” which Confucian scholars criticized as the root-cause of all crises 
arising from the West since the Enlightenment. Whereas exclusive humanism “exalts the 
human species, placing it in a position of mastery of and domination over the universe” 
(a conquest paradigm), Confucianism advocates an “inclusive humanism” that “stresses 
the coordinating powers of humanity as the very reason for its existence” (a harmony 
paradigm). Cheng Chung-ying, a Chinese-American Confucian scholar, stated. 

In this sense, humanism in the modern West is nothing more than a secular will 
for power or a striving for domination, with rationalistic science at its disposal. 
In fact, the fascination with power leads to a Faustian trade-off of knowledge 
and power (pleasure and self-glorification) for value and truth, a trade-off which 
can lead to the final destruction of the meaning of the human self and human 
freedom…. Humanism in this exclusive sense is a disguise for the individu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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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of modern man arm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as tools of 
conquest and devastation.26)

Perhaps, transhumanism is a ‘smartest’ (?) and most radical descendent of this 
exclusive humanism. The fundamental issue is “what is to be human after all?” Bostrom 
argued,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be human but to be humane.”27) From a 
Confucian point of view, however, it is meaningless to be functionally humane(yòng) 
without being a particular person (as a subject [tǐ]) at a specific context, struggling with 
seemingly ambiguous and unintelligent realities and so always in search of the Way 
with original virtues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keeping 
mindfulness (kyŏng) and blocking selfish desires. To be a humane human or a 
profound/virtuous person in an age of technology, further, we may need to hear a 
proposal of Ted Peters, a leading American theologian in this field, for a techno-ethics 
of “middle axioms” that sounds very Confucian (the Doctrine of Mean); “face the 
ambiguities, invoke wisdom [zhì], think prudently, and render the best judgment that 
finite considerations can produce.”More precisely, I propose a techno-dao, cultivating 
technology with the insights of Neo-Confucian dao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26) Cheng Chung-ying, “The Trinity of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Confucian Personhood,” in 
Confucianism and Ecology: The Interrel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s, edited by Mary Evelyn Tucker and 
John Berthro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213-14. Also, see Tu Wei-ming, “Beyond the 
Enlightenment Mentality,” ibid, 3-22.

27) Bostrom, “Introduc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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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트랜스휴머니즘이 보는 완전한 인간화

김흡영(한국과학생명포럼 대표)

1.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도전은 인간(homosapiens)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문제라 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유전자를 조작하는 생명과학기술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 라, 아날

로그를 벗어나 서로 소통하는 디지털의 새로운 신세계를 창조했고, 그 아날로그와 디 지털 세계를 

넘나들며 가공할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계와 연합하여 기계인간(cyborg)화 하 는 기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경기에서 던 져 준 인공지능(AI)

의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딥런닝 분 야는 21세기 중반에 인

류에게 새로운 기계적 진화를 가져오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올 것으 로 굳게 믿고 있는 쿠르쯔베

일(Ray Kurzweil)의 지도아래 인간의 수명연장 및 기계적 영생을 향한 새로운 시도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말에는 구글이 캐나다 토론토시 내에 ‘포스트휴먼도시실험실’ 부지를 결정

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그야말로 아프지 않고 죽지 않 는 초능력의 수퍼휴먼과 그들이 통치하

는 도시, 헉슬리 형제가 꿈꿨던 ‘신나는 신세계(Brave New World)’가 막강한 자본가들을 등에 없

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염려하던 컴퓨 터신의 출현은 실제화 되어 구글에 근무했던 한 

엔지니어는 인공지능 신(AI God)을 내놓고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 운

동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오래전 미국의 정치학자 후크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랜

스휴머니즘을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했고, 심지어 미래 과학 발전의 기수

들이었던, 호킹(Steve Hocking) 캠브릿지 대학교수와 머스크(Elon Musk) 테슬러 창시자조차도 AI

의 발전을 규제하 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에 관한 토론이 이 러

한 세계적 논쟁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트랜스휴머니 스트나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은 극에 이른 인간중심주의을 극복하는 포스트인간중심적 휴머니즘에 관

련된 포스트모던 또는 포스트포스트모던적 철학적 논의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맥 락에서 이루어지

는 첨단과학 특히 엔지니어링의 사용과 윤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트랜 스휴머니스트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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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인간 스스로 다음단계의 진화를 만 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과학기술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떨 어진 막연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인간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과 그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

한 윤리적이고 신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 실천적인 문제에 있다. 20세기 글로벌 신학에 가장 

큰 도전을 준 것은 카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해방신학을 비롯하여 성, 계급, 인종 등 각종의 해방 모티브가 20세기 신학혁명을 일으켰고, 급기

야는 로만 가톨릭교는 해방신학적 성향을 가진 교 황을 추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찍이 칼 바르

트는 20세기 신학인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21세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과학기술이 인류와 지구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옛날

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남는 다고 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남는다.”할 정도다. 그래서 21세기 

신학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한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그것이 신학과 과학의 대화 또는 과학신

학이 21세기 신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제 신학인들이 “한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과학기술의 발 전에 관한 뉴스”를 들고 읽을 때가 된 것이다.  

3. 현대과학기술은 이미 인류를 종말론적 정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핵위협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군사용 드론이 날고 있고, 곧 슈퍼솔저 로벗이 인간의 전쟁을 대신할 것이다. 또한 강 대국

의 최고설비를 갖춘 실험실에서는 슈퍼맨과 원더우먼같은 포스트휴먼과 인류전체를 통제 할 수 있

는 AI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 있는 자들 이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그들은 나아가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영생하려하고 그들의 세계 지배를 영속화하려 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소중히 여기는 힘없는 자(소자)들은 지상 에서의 지옥인 디스토피아

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호모사피엔스 가 호머데우스(Homo Deus)를 

꿈꾸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이때 신학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필자는 종교와 과학의 세계담론을 이끌고 있는 세계 과학종교학술원(ISSR) 창립회원 및 펠로우

로서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천착하여 미국종교학회 (AAR)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 신학자, 종

교학자, 과학자들과 더불어 토론해 왔다. 서구는 그나마 유대-기독교 전통이 강하여 아직 매우 부

족하지만 교회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도전을 이해하고 대응할 자정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

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미 황우석에 관계된 일련의 사태에서 명백해졌다. 한국교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편승하여 오히려 

소비자가 될 뿐 필요한 자정능력 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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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과학의 대화는 더 이상 창조냐 진화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신학논의나 몇 서양 과학신학자

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뒤따라가는 정도로 기존의 신학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학자

와 신학도들도 이제는 과학과 엔지리어링을 공부해야 한다. 이제 과학신학은 과학기술 안에 뛰어 

들어가 그들 의 실험을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그들과 논쟁하는 치열함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청되

고 있다.

4. 결국 트랜스휴머니즘 논쟁의 핵심은 신론과 인간론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신과 인간의 분 리

를 넘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론을 해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 다. 이

것은 인간이 그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바벨탑 이상의 교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

한 근본적인 도전인 것이다. 로마교황청은 이러한 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술지배적 사고

(technocratic mentality)에 대해 맹비판하고 극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회칙 「찬미받으 소서」

참조). 트랜스휴머니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꿈꾸는 포스트휴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인

간론에 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성화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죄와 탐욕에 이글 거리는 인간

들이 초능력을 가진 불멸의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까? 그런 포스트

휴먼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암세포처럼 이 지구 촌을 멸망케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신학도들은 깨어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해가는 과학자와 엔지

니어들의 연구와 실험을 살펴보는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도 자체적 문제 해결을 넘

어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는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기독 교 과학자들과 엔지니어에게 필요

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정능력이라 도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장신대 같은 곳에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 래를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이 매우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Heup Young Kim, “Cyborg, Sage, and Transhumanism as 

Seen from an East Asian Theological Setting,” in Religion and Transhumanism: The Unkown 

Future of Human Enhancement [Praeger, 2015]; 

김흡영, 『현대과학과 그리스도교』 [기독교서회,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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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stors are the leaves, Children are the Roots:

Inviting Pasifika-tion of minds and hearts

Jione Havea

Conventional thinking around the parts of a tree (cf. arbre in Saussure) as 
metaphors for human generations takes the roots, because they are older and they 
provide stability for the tree, as representing the ancestors. Without roots (ancestors), the 
tree (family, community) cannot stand. The tree-trunk represents the parents while the 
branches, which grow in many directions, represent the current generation. The fruits 
and leaves, which are younger, delicate and in need of gentle care, represent the 
children. In this way of thinking, the leaves and the fruits (next generation) represent 
the future. This logic is reflected in the words of Jesus –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abide in me and I in them bear much fruit, because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5, NRSV). The branches (current generation) cannot 
exist without the vine or tree-trunk (parents, teachers) and the roots (ancestors, 
traditions), and this complementary relation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vine to bear 
fruits (read: next generation).

The late Papuan activist and artist Donatus Moiwend (aka Donet) 
overturns this conventional way of thinking with his works on the 
subjects of leaves and roots. In Donet’s thinking, the leaves represent 
the ancestors (see figure 1). His daughter Rosa Moiwend explained that 
Donet associated the ancestors with leaves because, in his world, leaves 
give air for breathing and sap for medication and healing. The leaves / 
ancestors give the current generation life, sustenance and healing. The 
days of the leaves are numbered. They are there one day, and fall away the next. They 
are delicate. And vulnerable. Similarly, the ancestors are transient. Their day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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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ed, but they are not gone. They are present in their healing powers (in green 
leaves) and in the rattling of dry (brown) leaves when wind blow them around and 
when creatures step on them.

For Donet, the trunk (body) and the branches represent the 
current (that is, our) generation. They provide the base and veins 
for and from the leaves (ancestors), but the trunk and the 
branches are not the “nub” (or heart) of the tree (generations). 
Rather, the roots are the “main attraction” in and of the tree 
(generations). The roots represent the children (future generation) 
because it is out of the roots that shoots (new life) start. In 
figure 2, the roots are also green and new shoots come out from 
them. Even when new plants spring from dried seeds, the roots unfold first before 
shoots rise. In this connection, the roots represent new beginnings and the life that wait 
in the future. Life comes out and up from the roots, and it is thus appropriate to speak 
of the roots as the nub and main attraction of the tree (generations). While there are 
different root systems, the ends (tips) of roots are hair-like and easily breakable. These 
ends feed and anchor, and are therefore crucial for the existence and endurance of, the 
tree (generations).

Donet’s way of thinking has support from two 
corners: First, from a literary culture, the “stump of 
Jesse” metaphor in the Bible proposes that “a branch 
from its roots will bear fruit” (Isa 11:1). Without 
entering the debate about who could appropriate this 
metaphor, what is helpful for my reflection is the certainty in the voice that new life 
comes from the roots. The stump is dead, but life is in the roots. The hope for the 
“about to be exiled” Israelite community is therefore in the roots (instead of the stump). 
And second, from oral cultures, the mapping of ancestral lines or whakapapa (Māori) 
are commonly identified as “family tree” and because of the top-to-bottom reading 
orientation of most cultures the roots are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see figure 3). 
The family tree grows down, and the source of life is underneath … there som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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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ifika-tion of minds and hearts” that i invite in this short paper requires 
embracing Pasifika wisdom such as that which we learn in the works of Donet, a 
self-taught visionary West Papuan artist who influenced many students and his paintings 
and sculptures adorn churches and some parts of Papua’s landscape. For Donet, “the 
role of the artists is to help us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ture of what we see” 
(Angels, 1-2). In the fa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invite Pasifika-tion in 
response to Donet’s wisdom concerning leaves (ancestors) and roots (children) in the 
following areas:

1. That we breath-in the “inspiration” and healing of our ancestors (leaves);
2. That we search for the future and solution under the surface, below (roots);
3. That we enable our children (roots) to take charge (sprout) sooner rather than later.

I briefly unpack these points of Pasifika-tion within the spheres of biblical and 
cultural criticisms, my areas of familiarity.

Ancestors’ inspiration and healing

Pasifika natives usually blame two movements for denouncing and prohibiting our 
connection with the ancestors: Christian mission (in the names of salvation and “light”) 
and Western civilization (in the names of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ur ancestors 
were said to be pagan (by the Christians) and primitive (by the settlers), and their 
customs and practices were judged as the backward ways of dark and unenlightened 
people. To the contrary, Donet’s insights discussed above have a lot of wisdom to be 
learned and engaged. The problem is not on account of our ancestors, but one of the 
offshoots of Western civilization name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cern 
of this and the previous conference).

In Pasifika, one of our painful struggles is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hile all human communities contribute to the poisoning of the environment, it is the 
carbon civilization that developed out of Western enlightenment that cause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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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and leaves the biggest footprints. The carbon civilization burns both leaves and 
roots (for example, by tailings from mining operations), and the current generation are 
left to face the consequences. Coal, gas, gold and nickel mean more to the 
market-and-energy driven economy, than leaves and roots. Donet’s wisdom, on the other 
hand, invites reengaging actual and metaphorical leaves and roots.

In biblical criticism, Pasifika-tion invites rereading popular stories to find the leaves 
and roots of, for example, the “tree of life” (Gen 3), the sheaves in Joseph’s dream 
(Gen 37), the bush behind which Moses’ sister hid (Exo 2), the healing branch in the 
wilderness (Exo 15), the field of Boas where Ruth gleaned (Ruth 2), and so forth. How 
might those stories receive new life when the leaves and fruits are understood as the 
ancestors, and the roots as pointing to the future?

Solution/answer are rooted below

Pasifika-tion also invites looking for solutions and answers at alternative places. In 
other words, the (satisfying) answers do not always come from above. In this 
Pasifika-tion shift, “above” may be taken in a faith and/or an imperial sense. The 
answer from above (read: God) does not always resolve the struggle, and the imperial 
powers have caused a lot of damage in Pasifika and our neighbor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 out of 
progress that are oriented forward and upward; Pasifika-tion, on the other hand, seek 
and embrace what is down and behind. In theological terms, Pasifika-tion comes in the 
heels of liberation criticism.

This point of Pasifika-tion requires that we shift our hermeneutical orientation. We 
might find value and meaning in, for instance, the wilderness (Numbers) and [post]exile 
(Ezra-Nehemiah) narratives, in the big fish that took Jonah to Nineveh, in the narratives 
that relate the rituals of and opportunities in death, and so forth. Pasifika-tion is 
oriented to the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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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s now

Because of the kau mātua (Māori: elders) cultures prevalent in Pasifika, there is 
general reluctance among the leaders to recognize and give authority to the next 
generation to lead, make decisions and be in charge. This reluctance is in part due to 
the conventional thinking discussed at the opening of this paper, which gives more 
significance to the ancestors over against the next generation.

Donet’s works give a different orientation: our current generation depend on the 
ancestors (leaves) as well as the next generation (roots). In this regard, the sooner that 
we make space for the next generation to lead the better it will be. This requires trust 
and faith in our roots (children).

In Christian scripture, the stories of Jesus are exemplary in the trust given to 
children and the next generation (roots). One finds similar trust in the stories of other 
younger characters like Esther, Daniel, Miriam, Mary, Stephen, Theophilus and others. 
There are of course arrogant young characters, like Joseph/Yusuf and Samson, but their 
stories could help us think through how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sifika-tion

Feeling the urgency to make changes is not popular among Pasifika natives, who 
tend to be laid back and nonchalance about “stuff.” But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ritical and we need to respond both culturally and 
hermeneutically.

What we have learned from Donet are not artificial intelligence, but native wisdom. 
The Pasifika-tion that in invite in this paper requires engaging the customs and wisdom 
of natives. There is an important caveat: what works for the natives of Pasifika may not 
work for natives of other lands. This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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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point of this paper is clear: one way to fa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to 
rekindle native intelligence and wisdom. When we affirm native intelligence and wisdom, 
we allow our roots to shape our future. Going native is less costly and eco-friendlier, 
as well as more achievable, in the face of the virtual world created by the information 
age at the daw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going native, simply, is 
Pasifika-tion. For this insight, i am grateful to the wisdom of the late Donatus 
Moiw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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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잎이고 자녀는 뿌리이다:

마음의 태평양화에의 초대

지오네 하베아

인간 세대를 은유하는 나무의 일부분(Saussure의 arbre 참조)을 둘러싼 관례적 사고는 뿌리를 가

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무가 고령이며 조상을 대표하는 나무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뿌리

(조상)가 없으면 나무(가족, 공동체)가 견딜 수 없다. 나무 줄기는 부모를 나타내는 반면, 여러 방

향으로 성장하는 가지는 현재 세대를 나타낸다. 젊고 섬세하며 온화한 보살핌이 필요한 과일과 잎

은 아이들을 대표한다. 이 사고 방식에서 나뭇잎과 과일(차세대)은 미래를 대표한다. 이 논리는 예

수님의 말씀에도 반영되어 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다”(요한 복음 

15:5). 포도 나무 또는 나무 줄기(부모, 교사)와 뿌리(조상, 전통) 없이는 가지(현세대)가 존재할 수 

없으며, 포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다음 세대 참조).

늦은 파푸아 운동가이자 예술가인 Donatus Moiwend (일명 Donet)는 잎과 뿌리의 주제에 대한 

그의 작품으로 이 관습적 사고를 뒤집는다. Donet의 생각에서 잎은 조상을 대표한다(그림 1 참조). 

그의 딸 Rosa Moiwend는 도네트가 조상들과 나뭇잎을 관련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의 세계에서 나

뭇잎이 숨을 쉬게 하고 약물과 치유를 위해 수액을 주기 때문이다. 잎 / 조상은 현재 세대의 삶과 

생계와 치유를 준다. 잎의 일은 여러 가지이다. 그들은 한 날 거기에 있고, 다음에 떨어진다. 그들

은 섬세하다. 그리고 취약하다. 유사하게, 조상은 일시적이다. 그들의 시절은 만료되었지만 사라지

지는 않았다. 그들은 치유의 힘(녹색 잎 안에)과 건조한(갈색) 잎이 바람에 일렁일 때, 그리고 생물

들이 그들을 밟을 때 떨림에 빠져 있다.

도네트에게, 몸통과 가지들은 현재(즉, 우리의) 세대를 나타낸다. 그들은 잎(조상)에 기초와 정맥

을 제공하지만 트렁크와 가지는 나무의 “멍”(또는 심장)이 아니다(세대). 오히려, 뿌리는 나무(및 세

대)의 “주요 매력”이다. 뿌리는 자식(미래 세대)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것이 뿌리에서 벗어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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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뿌리는 초록색으로 새우가 나온다. 말린 씨앗에서 새로운 

식물이 생겨도 뿌리가 싹을 틔우기 전에 펼쳐진다. 이와 관련하여 뿌리는 새로운 시작과 미래의 삶

을 상징한다. 인생은 뿌리에서 나오고 올라간다. 뿌리를 나무의 주된 매력(세대)으로 말하면 적절하

다. 다른 뿌리 체계가 있는 동안, 뿌리의 끝(팁)은 모발 모양이고 쉽게 부서지기 쉽다. 이 끝은 먹

이를 주고 고정시키므로 나무(세대)의 존재와 지구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도네트의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코너에서 지지된다: 첫째, 문헌문화에서 “이새의 그루터기” 즉, 

“그 뿌리로부터 하나의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이사야 11:1)” 성경제안의 은유이다. 이 은유

에 누가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감이 없이,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그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목소리 속의 확실성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배에 대한” 것의 희망은 

그러므로 뿌리(그루터기 대신)에 있다. 그리고 둘째, 구술문화에서, 조상의 가계도 혹은 화카파파

(마오리) 그리기는 주로 “가족 나무”로 확인되고, 대부분 문화의 위에서 아래로 읽는 지향 탓으로 

그 뿌리는 아이들과 손자녀들(그림 3 참조)이다. 가족 나무는 아래로 자라고, 생명의 원천은 아래로

부터, 그 어딘가에서 온다.

이 짧은 논문에서 내가 초청한 “마음과 정신의 Pasifika-tion”는 많은 학생들과 그의 그림과 조각

에 영향을 끼친 독학적인 몽상가 West Papuan 예술가 Donet의 작품 즉, 교회와 파푸아의 일부 풍

경을 장식한 데에서 배운 것과 같은 Pasifika 지혜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Donet에게 “예술가의 역할

은 우리가 보는 것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천사, 1-2)이다. 제 4차 산업 혁명에 직

면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잎(조상)과 뿌리 (어린이)에 관한 도네트의 지혜에 대한 응답으

로 파시피카화(Pasifika-tion)에로 초대한다:

1. 우리의 호흡 - 우리의 조상 (나뭇잎)의 “영감”과 치유;

2. 우리는 표면 아래에서 미래와 해결책을 찾는다. (뿌리);

3.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뿌리)이 나중에 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새싹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성경적, 문화적 비판의 분야, 즉 친숙한 영역에서 Pasifika화의 요점들을 간단히 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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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영감과 치유

파시피카 원주민은 일반적으로 선조와의 관계를 규탄하고 금지하는 두 가지 움직임, 즉 기독교 

선교(구원과 “빛”의 이름으로)와 서구 문명(개발과 근대화의 이름으로)을 비난한다. 우리의 조상은 

이교도(기독교인)와 원시인(이주민)이라고 불렸으며, 그들의 습관과 관습은 어둡고도 모르는 사람들

의 후진적인 방식으로 판단되었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Donet의 통찰력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의 파생물 중 하나인 제 4차 산업 혁명(이 글

로벌 심포지엄과 작년 심포지엄의 우려)이다.

파시피카에서 우리의 고통스런 투쟁 중 하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모든 인간 공동체가 환경 

오염에 기여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서구 계몽에서 발전한 

탄소 문명이다. 탄소 문명은 잎과 뿌리 둘 다 태운다(예를 들어, 채굴 작업으로 인한 찌끼에 의해). 

현재 세대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석탄, 가스, 금, 니켈은 잎과 뿌리보다는 시장 및 에너지 중심 

경제에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Donet의 지혜는 실제적이고 은유적인 나뭇잎과 뿌리를 재

조명한다.

성경적 비평에서 파시피카니즘은 “생명의 나무”(창 3장), 요셉 꿈의 장(창 37장), 모세의 여동생 

뒤에 숨겨진 덤불과 같은 뿌리를 발견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읽도록 권유한다(출 

2). 광야의 치유 지점 (출 15), 룻이 의지한 보아스의 들(룻 2) 등이 있다. 잎과 열매가 조상으로, 

뿌리가 미래로 향할 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을까?

해결책 / 대답은 아래 뿌리에 두고 있다.

Pasifika-tion은 또한 대체 장소에서 해결책과 답을 구한다. 다시 말해, (만족하는) 대답이 항상 

위에서 오는 것은 아다. 이 Pasifika-tion 교대에서 “위”는 신앙 및 / 또는 제국의 의미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위의 대답(읽기: 하나님)은 항상 투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국의 힘은 파시피카와 이웃

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제 4차 산업 혁명과 인공 지능은 진보적이며 상향 지향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70

Pasifika-tion은 아래쪽과 뒤쪽을 찾고 포용한다. 신학적 측면에서, 파시피카니즘은 해방 비판의 발

자국이 된다.

Pasifika의 이 요점은 우리가 해석학적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요나를 니느웨로 

데려 간 큰 물고기, 죽음의 의식과 기회에 관한 서술에서 광야(숫자)와 망명(에스라 - 느헤미야) 서

술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 기타 등등. Pasifika-tion은 깊이를 지향한다.

지금 뿌리들

Pasifika에서 널리 보 된 kaumātua (마오리 : 연장자)문화 때문에 지도자들 사이에서 차세대를 

이끌어 내고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지는 권한을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꺼려

진다. 이러한 주저함은 부분적으로는 이 논문의 시작에서 논의된 재래식 사고에 기인하며, 이는 차

세대에 대항하여 조상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Donet의 작품은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세대는 조상(나뭇잎)뿐만 아니라 차세대(뿌리)에 달

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수록 

좋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자녀)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요구한다.

크리스천 경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녀와 다음 세대(뿌리)에게 주어진 신뢰에서 모범적이다. 

에스더, 다니엘, 미리암, 마리아, 스데반, 테오필루스 등 다른 젊은 인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비

슷한 신뢰가 있다. Joseph / Yusuf와 Samson과 같은 오만한 젊은 캐릭터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제 4차 산업 혁명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파스피카화

변화를 위한 긴급성을 느끼는 것은 Pasifika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다. Pasifika 원주민들

은 “물건”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 4차 산업 혁명의 과제는 중요하며 문화

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모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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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Donet으로부터 배운 것은 인공 지능이 아니라 원시 지혜이다. 이 논문에서 초청 하는 

Pasifika-tion은 원주민의 관습과 지혜를 끌어 들이기를 요구한다.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다. 

Pasifika의 원주민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원주민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글의 요지는 명확하다. 인공 지능에 직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원시 지능과 지혜를 다

시 불태우는 것이다. 우리가 원시 지성과 지혜를 확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게 한다. 네 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정보화 시대에 창안된 가상 세계에 직면하면서, 원

주민이 덜 비싸고 환경 친화적이며 더 달성 가능하다. 이 원주민은 간단히 Pasifika이다. 이 통찰력

을 위해 나는 고인이 된 Donatus Moiwend의 지혜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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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ied by AI: Ethical challenges in AI with 

special emphasis on care settings

Drea Fröchtling 

Western philosophy has, for centuries, been deeply impacted by Immanuel Kant’s 
(1724-1804) three classical and often-cited questions, posed in his ‘Critique of pure 
reason’: “What can I know? What should I do? What may I hope?”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dds another core question to these: What is the human being?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experiencing the first consequences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many industrializing countries are collaterally affected. Intelligent 
machine systems are bringing automated labour to a new level; pattern detection are 
used in broad ranges of technology, covering as diverse ground as security systems and 
care work; bots are socializing or, as the chatbot ‘Eugene Goostman’ did, are winning 
the Turing Challenge for the first time; ‘Sophia’ is awarded citizenship and prizes for 
contributing to disputes; AI in the biomedical arena is promising to re-think the human 
being altogether and the war industry is more and more banking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The human singularity debate has taken a turn. 

Ethical challenges brought about in general by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manifold. For the sake of brevity, I will only briefly mention the most debated areas:  

1. Human singularity: In what ways would an expected emergence of a humanoid 
super-intelligent machine-learning entity, endowed with consciousness and 
self-awareness, impact on the self-understanding as well as on the life worlds of 
humans? How ‘friendly’ is such an entity likely to remain? What does human 
autonomy mean in the face of strong AI? And, in turn, what does the no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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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dignity, translate to in emerging juridical and other debates on the rights 
to recognition of AI entities? 

2. Responsibility: Who is, in juridical terms, liable for decisions made by AI 
entities? Will autonomous systems become a subject of ethical decision-making? 
And who gets the credit and the financial gain from AI creativity in e.g. lyrics 
and creative arts?

3. Employment: What would be the consequences of massive replacement of 
humans by robots in production and service? How would and how could 
post-labour societies cope with a tremendous amount of surplus people in the 
labour market? Would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grant and the 
re-evaluation of the notion of work and voluntary civil engagement be a 
solution? How about the millions of migrant labourers and their 
remittances-depending extended families in shrinking dual-labour economies and a 
petering out of ‘classical’ blue-collar jobs? 

4. Wealth creation: The wealth creation in AI-based companies, specifically the 
GAFA-economy, is tremendous. The question how to regulate and re-distribute 
such wealth accumulation is currently part of a heated debate. On top, new 
questions and challenges are arising with regard to platform economies where 
data possession and economic power position are in sync.

5. AI bias: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machine learning and risk 
assessment algorithms can, to a substantial degree, (re-)produce biases imported 
into the system, starting from picture captures to confirmation bias. Bots can be 
trained to turn racist, crime-prediction software often comes with an in-build bias 
to people of colour. Inter alia Microsoft’s AI Captionbot was severely criticized 
for its identifying people of colour as ‘gorillas’. Also, AI bias has been 
discussed as a threat to democracy when it comes to fake news and echo 
chambers,

6. Warfare: Autonomous drone weapons are on the rise globally as are self-firing 
devices attached to war-robots and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robot-assisted weaponry. AI in warfare raises numerous ethical challenges and 
poses new questions of global stability. 

7. Privacy and cybersecurity: Meta-data and data storage regulations,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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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ivacy rights as well as issues of cybersecurity are of major concern in 
current AIrelated discourses. 

The list of challenges and emerging areas for concern could be extended as all the 
classical areas of AI, i.e. machine learning, pattern recognition, predic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knowledge, robotics and planning and optimization, come with ethical 
challenges attached. Thus, ethical debates and the need for it have, by far, exceeded the 
classical ‘trolley problem’ and its application for self-driving cars by e.g. research websites 
on machine ethics like the Moral Machine (http://moralmachine.mit.edu/).  

Ethical challenges and questions are intensified once we take issues of heart and mind 
into specific consideration. At its very core, ‘heart’ and ‘mind’ are relationship issues: 
on the inward-looking side questions of spirituality, self-perception and purpose, on the 
exterior-side questions of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Thus, what does it mean 
that, e.g. Tinder provides ghoostbots who will dump unwanted relationships for us or 
that Google Brain is fed with romance novels in order to develop a more emotional 
language? What does it mean that dur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in 
2017 the world’s first ‘Blessing robot’, ‘BlessU-2’ has been stationed in the reformation 
exhibition in Wittenberg, Germany, to elicit a debate on spirituality and digitalization? 
And what does it mean that robots play an increasing role in relationship-based 
professions such as nursing and health care?  

Joseph Weizenbaum, in 1976, demanded that AI should not replace humans in positions 
where respect and care where needed. For Weizenbaum these included areas and 
positions such as customer care, therapy, nursing support, soldiers, judges and police. 
The authentic feeling of empathy was essential for Weizenbaum in all these areas and 
positions. This authentic feeling of empathy is now partly introduced via 
assistance/human support robot and service robots, and prothetic technology.   

In Germany,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EmoRobot, research funded by the German 
Ministry for Education and Research1) looked at emotion stimulating assistance robots in 
care and accompaniment of people with dementia in long-term care facilities. Debat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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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means to partly replace emotional and empathetic human-to-human-interaction by 
machineto-human-interaction have just started in Germany. Pilots with robotic-assisted 
care technology involved mostly Paro, Care-o-bot, Casero and Pepper. Paro, a baby seal 
developed by Takanori Shibata in 1993 is used as robotic animal assisted therapy, 
aiming at eliciting positive emotional reactions in e.g. people living with dementia. First 
research has shown that the introduction of Paro reduced the need for medication by 
30% and has led to higher levels of interaction (e.g. speaking, smiling, cuddling) of 
previously non-communicating persons with dementia. Care-o-bot, a butler-like device 
with an arm to handle light items, a tablet to serve beverages and provide entertainment, 
with face and object recognition, has mostly been used for offering beverages, 
encouraging patients in nursing homes to drink, record the liquid intake and provide 
entertainment (games on tablet, singing with a group). Casero is designed for heavy 
duty, it transports weights, e.g. laundry or bottle boxes from A to B, moves 
independently, is operated via a touch-interface and was further developed by 
scenario-based design to double as a night patrol to report on patients found in the 
corridors. A large-scale study carried out by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 released in 2017, showed that large numbers of care workers felt 
the more uneasy about robotics in care settings the close robots came to 
relationship-based activities, including care on the person and accompanying services.2) 
Pepper, a humanoid robot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as a pilot into a Diakonia-run 
care-setting in a day care setting and a residential setting for people with dementia. 
Pepper is developed to recognize language, mimics and gestures of humans and respond 
accordingly.   

Digitalization and robotics in care settings raise quite a number of questions, including 
the ones phrased by Agaplesion, an association of Christian faith-based health-service 
providers. They entitled their Annual Report 2016/17 ‘#Digitalisierung #Spiritualität’ and 
asked the questions: “How does digitalization impact on our employees? How do the 
patients perceive digitalization? How will traditional professions look like in future? Will 

1)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 2017. Pflege 4.0: Einsatz moderner Technologien 

aus der Sicht professionell Pflegender – Forschungsbricht. Hamburg: B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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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ional ethos change? Are we allowed to do things simply because we can?”3) 

The Arbeitskreis Evangelischer Unternehmer in Deutschland has, in January 2018, called 
the Protestant Church to devote as much energy to the challenges emerging from 
digitalization as it did during the reformation decade.4)  It is a matter of urgency to 
address the above mentioned concerns, plus a great many others, such as: What about 
core issues of respect and dignity for the imago Dei when heart- and mindless-machines 
simulating human empathy are encroaching on relationship- and spirituality-based areas 
such as health and assisted living? What about the human, spiritual needs of a person 
who, for the sake of time-constraints, gets a squeaking baby seal for comfort, interaction 
and companionship? What about the person who gladly shares her life story with 
‘Pepper’ because, as she acknowledged, no one else had time and patience to listen to 
it? 

The emergence of artificial companions in care settings challenges us to strongly 
rediscover what spiritual accompaniment, God-given dignity, care as relationship based 
on the encounter of hearts and minds, and the role of the church entails in AI 
environments. 
                                                          

3) Agaplesion gAG 2018. #Digitalisierung #Spiritualität. Geschäftsbericht 2016/2017, 14.  (Translation DF)
4) Arbeitskreis Evangelischer Unternehmer in Deutschland e.V. 2018. Die digitale Revolution gestalten – eine 

evangelische Perspektive. Karlsruhe: AEU,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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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함께 하며: 인공지능 안에 배려조정에 대한 

특별 강조를 반영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도전

드레아 프레흐트링

서양 철학은 수세기 동안 Immanuel Kant (1724-1804)의 고전적이며 자주 인용되는 세 가지 질

문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기되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

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인공 지능(AI)의 부상은 이것들에 또 하나의 핵

심 질문을 추가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많은 선진국들이 제 4차 산업 혁명의 첫 번째 결과를 겪고있다. 많은 산업화 국가들이 부수적으

로 영향을 받고 있다. 지능형 기계 시스템은 자동화된 노동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

다. 패턴 탐지는 보안 시스템 및 관리 작업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술 분야에

서 사용된다. 봇들이 사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쳇트봇 유진 구스트맨Eugene Goostman)이 

처음으로 튜링 챌린지에서 우승하고 있다. ‘소피아’는 분쟁에 기여한 시민권과 상을 수상했다. 생물 

의학 분야의 인공 지능은 인간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유망 산업은 자율 무기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은 뱅킹을 제공 할 것을 약속한다. 인간 특이성 논쟁이 번지고있다.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야기된 윤리적 도전은 다양하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나

는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1. 인간 특이성: 의식과 자아 인식이 부 된 인간형 초 지능 기계 학습 주체의 예상되는 출현

은 인간의 생명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호적인’사람들

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강한 인공 지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은 인공 지능 단체의 인정에 관한 법적 및 여타의 논쟁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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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 AI 단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자율 시스템이 윤리

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 AI 창의성에서 신용과 재정적 이

득을 얻는가? 가사 및 창조적인 예술? 

3.  고 : 생산과 서비스에서 로봇에 의한 인간의 대량 교체의 결과는 무엇인가? 노동 시장 이

후 노동계는 노동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흑자를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까? 기본 소득 

교부금의 도입과 노동 및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개념에 대한 재평가가 해결책이 될 것인

가?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송금 - 이중 노동 경제의 축소에 따른 확대 가족

과 ‘클래식’블루 칼라 일자리의 파기로 인해? 

4.  부(富) 창 : AI 기반 기업, 특히 GAFA 경제에서 부의 창출은 엄청난다. 그러한 부의 축

적을 규제하고 재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현재 열띤 논쟁의 일부이다. 또한 데이터 

보유와 경제적 힘의 위치가 일치하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질문과 과제가 발

생한다.

5.  AI 편견: 많은 연구에 의하면 기계 학습 및 위험 평가 알고리즘이 그림 캡처에서부터 확

인 편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으로 시스템에 도입된 편향을 (재) 생성할 수 있음이 나

타났다. 봇은 인종 차별 주의자로 변모하도록 훈련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예측 소프트웨

어는 종종 색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한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소프트의 AI 

캡션 봇 (AI Captionbot)은 ‘고릴라 (gorillas)’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기 때문에 

심하게 비난 받았다. 또한 AI 편견은 뉴스와 에코 챔버를 가짜로 만들 때 민주주의에 대

한 위협으로 논의되었다. 

6.  전쟁: 전쟁 로봇과 자율 및 반자동 로봇에 부착된 자가 발사 장치처럼 자율 무인기 무기

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율 로봇 보조 무기. 전쟁에서의 인공 지능은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지구적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7.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메타 데이터 및 데이터 저장 규정,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침해 및 사이버 보안 문제는 현재 AI 관련 담론에서 주요 관심사이다.

AI의 모든 고전적 영역, 즉 기계 학습, 패턴 인식, 예측, 자연어 처리, 지식, 로봇 공학 및 계획 

및 최적화와 같은 윤리적 과제가 첨부되어 도전 과제 및 부상 영역의 목록을 확장 할 수 있다. 따

라서 윤리적 논쟁과 그 필요성은 고전적인 ‘트롤리 문제’와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위한 자동차 

운전의 적용을 훨씬 초과했다. 도덕 기계 같은 기계 윤리에 관한 웹 사이트 참조Moral Machine 

(http://moralmachine.mit.edu/).



80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문제를 특정한 고려에 넣으면 윤리적인 도전과 질문이 심화된다. 매우 핵

심적인 ‘마음’과 ‘마음’은 관계 문제이다: 영성, 자기 지각과 목적에 대한 내적 측면의 질문,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대한 외부 측면의 질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Tinder는 우리를 위해 원치 않는 관계를 버리거나 Google 뇌에 로맨스 소설을 제공하여 더 감정적

인 언어를 개발하는 ghoostbots를 제공한다. 2017년 개혁 500주년을 맞아 세계 최초의 축복 로봇 

Blessu-2가 독일 비텐베르그(Wittenberg) 개혁 전시회에 영성과 디지털화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냈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봇이 간호 및 건강 관리와 같은 관계 기반 직업에서 점점 더 많

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Joseph Weizenbaum은 1976년에 AI가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위치에서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Weizenbaum에게는 고객 관리, 치료, 간호 지원, 병사, 판사 및 경찰과 같은 

분야와 직책이 포함되었다. 공감의 확실한 느낌은 이 모든 분야와 직책에서 Weizenbaum에게는 필

수적이었다. 감정 이입의 진정한 느낌은 부분적으로 도움 / 인간 지원 로봇 및 서비스 로봇 및 정

교한 기술을 통해 소개된다.

독일의 Education and Research Ministry (독일 교육 연구부)1)가 기금을 지원 한 Project 

EmoRobot과 같은 프로젝트는 요양 보호 시설에서 치매를 가진 사람의 보살핌과 동행에 도움이 되

는 로봇을 자극하는 감정을 살펴 봤습니다. 독일에서 막 인간 - 상호 작용에 의한 정서적이고 공감

적인 인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부분적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에 관한 토론이 막 시작되었다. 로봇 

보조 치료를 받는 조종사 기술은 주로 Paro, Care-o-bot, Casero 및 Pepper와 관련이 있다. Paro는 

1993년 Takanori Shibata가 개발 한 아기 인감을 로봇 동물 보조 요법으로 사용하여 아기의 시선

과 같은 긍정적 인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치매가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연구는 Paro의 도입으

로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30% 줄였으며 이전에는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치매 환자의 대화 (예 : 

말하기, 미소, 껴안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물건을 다루는 팔이 있는 버틀러 형 

장치인 Care-o-bot과 얼굴 및 물건 인식 기능이 있는 음료를 제공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태

블릿은 대부분 음료를 제공하고 요양원의 환자를 마시게하고, 액체 섭취를 기록하고 오락(타블렛 

게임, 그룹과 함께 노래하기)을 제공한다. Casero는 중부 하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무게를 운반한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세탁물 또는 병 상자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동되며 회랑에서 발견된 

1) Bundesministerium and 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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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보고하기 위해 야간 순찰로 두 배로 확대되는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 2017

년에 발표 된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에 의해 수행된 대

규모 연구에 따르면 많은 수의 간병인이 간호 환경에서 로봇에 대해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로봇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관계 기반 활동에 왔다.2)  Pepper는 최근 휴

머노이드 로봇이 Diakonia가 운영하는 보육 환경에서 조종사로 소개되었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사

람들을 위한 주거 환경과 보육 환경에서 도입되었다. Pepper는 인간의 언어, 모방 및 제스처를 인

식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보살핌 환경에서의 디지털화와 로봇 공학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협회 인 

Agaplesion이 말한 것을 포함하여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연례 보고서 2016/17 ‘# Digitalisierung # 

Spiritualität’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디지털화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환자가 디지털

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미래에 전통적인 직업은 어떻게 될까? 직업 정신이 바뀔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가?”3)

독일의 Arbeitskreis Evangelischer Unternehmer는 2018년 1월 종교 개혁 교회가 디지털 시대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로 인한 도전에 많은 힘을 기 이도록 촉구했다.4) 위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시급하다. 인간의 공감을 모방하는 마음이 없는 사고방식의 기계가 건강과 보조 생활과 같

은 관계 및 영성에 기반한 영역을 침범 할 때, imago Dei의 존중과 존엄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편안함, 상호 작용 및 동반자 관계를 위해 삐걱거리는 아기 표증을 얻는 사

람의 인간적, 영적 요구는 어떠한가? 그녀가 인정한 것처럼 그 누구도 듣고자 할 시간과 인내가 없

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Pepper’와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은 어떨까?

보살핌 환경에서 인공 동반자가 출현하면 우리는 영적 부수물, 하느님께서 주신 존엄성,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서의 돌보심, AI 환경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하게 재발견하게 된

다.

2)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 2017. Pflege 4.0: Einsatz moderner Technologien 
aus der Sicht professionell Pflegender – Forschungsbricht. Hamburg: BGW

3) Agaplesion gAG 2018. #Digitalisierung #Spiritualität. Geschäftsbericht 2016/2017, 14.  (Translation DF)
4) Arbeitskreis Evangelischer Unternehmer in Deutschland e.V. 2018. Die digitale Revolution gestalten–eine 

evangelische Perspektive. Karlsruhe: AEU,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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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Mind and Hear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 African perspective

Dr. Rogate R. Mshana
ECOLIFE Centre Director

This brief African perspective on Human Mind and Heart (HMH) is presented with a 
view of rai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as follows:

1. How is the concept of Heart and Mind understood from the African perspective?
2. How is this concept different from the envisaged Heart and Mind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African understanding “Heart and Mind”

If we go back to African antiquity we see the heart represented by Egyptians as (jb). It 
was seen as the special part of the body, the essence of life, seat of the mind with 
emotions, intelligence and moral sense. At the outset, the Heart and Mind are not seen 
as separate from each other in the African context. In Western cultures, Heart and Mind 
are seen as separate and independent constructs. So, while the Western understanding 
has a concept called Heart and Mind, Africa has a concept of heart-mind. The Egyptian 
word/jb/ “heart” is a combination of mind, understanding, intelligence, will, desire, mood 
and wish. So we are made to understand that “Heart and Mind” are brought together 
under one term.

The Egyptian understanding of heart-mind is also cognate with Kiswahili word /Moyo/ 
Pare word /Mo/ or the ciLuba Bantu word /Mwoyo/ which is life, mind, soul,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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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desire, inclination, sense, mood, thought, salvation and greeting. In the West Africa 
zone, the Yoruba from Nigeria call it /Moye/meaning to have power of perception, to 
be prudent, discreet, sagacious, judicious and skilled. So, in Yoruba culture when an 
elder says, “think” they essentially point to their /Moye/ that is their heart and not their 
head. It can be noted that this understanding of heart-mind in African contest is also 
biblical as we read Proverbs 4:23 (Holy Bible NIV),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Biblical scriptures also make a vital distinction between living life from the heart versus 
living life from the head. The former is explicitly encouraged and the latter is firmly 
discouraged. Consider the contrast between thoughts that flow from the ‘contrite heart’ 
(Psalm 51:17) versus thinking that is guided by ‘high minded head’ (2 Tim.3:4)

Thinking from the Heart

Africans believe that thinking flows from the heart. We think from  the heart or 
through the heart  while the contemporary cognitive Psychology have made the ‘mind’ 
supreme. The truth in the African context is, the heart is the fountain from which 
thoughts, words and deeds flow. Here again, the African concept resonates with what 
Jesus said in Luke 6:45, “ A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an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the mouth speaks what the heart is full of.”(NIV).

We note that the source of thought is the heart as established by scriptures not the 
pervasive rhetoric of the cognitive psychology that, directional flow is of Heard to Heart 
not vice versa. According to thinking from the heart, which is both Biblical and 
African, we learn that we cannot directly choose to be happy or to love. Happiness is 
not something we can create within the cognitive realms of mental will. One cannot 
wake up in the morning and say, “I am going to be happy”. And just as we cannot 
conjure up happiness within our heads, neither can we directly change the conditions of 
our heart through mental machinations alone. Here we also learn from Jesus in Matt 
6:27 (NIV), “ Can any one of you by worrying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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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earn that using mind-power only, we cannot fundamentally change to the core of 
our characters. We can only change by receiving a new heart from God. In Ezekiel we 
read, “A new heart also will I give you… and I will take away the stony heart out of 
your flesh.” We also learn here that the only change that matters is the change of 
heart, while every other change alters us cosmetically but not fundamentally, modifies 
how we appear, what we do or what we say, but does not change who we are.

In African context the “Heart” is also a metaphor that represents our relational harmony 
with spirit realities that exist outside us. The Pare community sums this relational 
harmony in what is called “Mpungi” symbolized by two stones; one white and one 
black. The white one symbolizes peace, the black one harmony. The two stones are 
then put inside a pot full of water, the source of life under are Banana tree that feed 
the community with food. All these elements are expected to be embedded in the hearts 
of the people to bring relational harmony in the community. From this a life-giving 
communication is asserted. With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two questions are 
raised as to how this life-giving communication enhancing relational harmony in creation 
going to be developed? Is it really possible in AI to develop the concept of African 
heart-mind algorithms that will bring happiness for all in life?

The African Concept of heart-min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1. We now know that research in AI is almost 30 years old but Africa is lagging very 
far behind as usual. Yet, AI is the hear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now inevitable. It is contended that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bout 
empowering people, not the rise of the machines. Still the question is how this 
empowering will be in Africa where the knowledge of AI is minimal.

2. Billions of people and countless machin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groundbreaking technology, unprecedented processing power and speed, and massive 
storage capacity, data is being collected and harnessed like never before.

Automation, machine learning, mobile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thes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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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nger futuristic concepts, they are our reality. To many people, these changes are 
scary.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have shown us that if companies and industries 
don’t adapt with new technology, they struggle. Worse, they fail. Soon we shall witness 
a global AI divide. At the moment the US and China are leading in AI. Certainly 
global corporations who will be on the top in AI will control the world. The People of 
Africa will not be empowered but controlled and exploited as they were in the previous 
3 industrial revolutions. 

Africans were made the “robots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when they made 
America and Europe great, through their slave labour. Slavery was then abolished when 
the steam engine was invented. This abolition was not motivated by compassion from 
the heart but from the mind when it was realized that their labour was no more needed. 
The three revolutions have resulted in the current economic power of a few where 8 
men control half of the world’s wealth. So the upcoming Industrial revolution will 
marginalize many communities further and wide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f they will not be part of this process.

In order for Africa to be part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I in particular, a 
new education curriculum will have to be in place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intensified in Africa. Workers will have to learn new skills. Africans researchers should 
bring in the concept of heart-mind in AI by developing new algorithms that will 
enhance the Heart as the source of thinking. The current AI has emulated the Heart and 
Mind differentiated constructs. It has begun with logic followed by now attempts to 
inject emotional algorithms. This should be vice versa.

AI Benefit for Africa

Africa can also benefit from AI. AI can also protect workers. Robots such as South 
Korea’s DRC-Hubo help safeguard employees by going into dangerous spaces in mines 
and nuclear plants, where they perform tasks such as scouting, operating drills, and 
capturing detail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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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ould also alleviate Nigeria’s 1:4,000 doctor-to-patient ratio. Aajoh, a Nigerian health 
tech company, uses AI for fast, remote medical diagnoses. Patients input their symptoms 
in the app using a range of communication options, and receive an instant diagnosis 
and, if prescribed, information about where to purchase medication. Technologies like 
this boost health care efficiency, freeing doctors to treat those who actually need 
in-person care and providing increased access for all. In cases like these, AI ultimately 
can help overcome a lack of physical infrastructure.

We should know that behind AI are those people that will wield global power and 
hence whether AI is either inserted heart-mind constructs or the western heart and mind 
constructs, the result will still be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inequalit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is driven by human beings who are expected to bring global 
harmony taking care of God’s creation. If AI is aimed at this goal and not only 
everlasting growth without limits, humanity will be advanced to a level great s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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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심층 탐구,

제 4차 산업 혁명에 직면하여“

로가테 므샤나

(ECOLIFE 센터 책임자)

Human Mind and Heart(HMH)에 대한 이 간단한 아프리카 관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본적

인 질문을 제기하는 견해와 함께 제시된다.

1. 아프리카 관점에서 정신과 마음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2. 이 개념은 인공 지능 (AI)의 정신과 마음과 어떻게 다른가?

“정신과 마음” 아프리카적 이해

우리가 아프리카 고대로 돌아가면 이집트인이 나타내는 마음이 (jb)로 간주된다. 그것은 신체의 특

별한 부분, 삶의 본질, 감정, 지성 및 도덕 감각을 가진 마음의 자리로 간주되었다. 처음에는 아프리

카의 맥락에서 가슴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Heart and Mind가 별

개의 독립적인 구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서양의 이해에는 Heart and Mind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프

리카에는 마음의 개념이 있다. 이집트어 / jb / “마음”은 마음, 이해력, 지성, 의지, 욕망, 분위기 및 

소원의 조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로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의 이집트 이해는 또한 Kiswahili 낱말 / Moyo / Pare 낱말 또는 Mo / 또는 생활, 마음, 

넋, 용기, 의지, 욕망, 성향, 감각, 정취, 생각인 ciLuba, Bantu 낱말 또는 Mwoyo /에 동족이다, 구

원과 인사. 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요루바 (Yoruba)가 지혜의 힘을 지니고 신

중하고 현명하며 사려 깊고 숙련된 인물이라는 의미의 Moye라고 부른다. 그래서 Yoruba 문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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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가 말하길, “생각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 Moye /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들의 머리

가 아닌 그들의 마음이다. 우리가 잠언 4:23 (Holly Bible NIV)에서 “무엇보다도 그대의 마음을 지

키시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그로부터 흘러 나옵니다.”라고 읽는 동안, 아프리카 대회에서 마음

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성경적이다.

성서 경전은 또한 머리에서 살아가는 삶과 살아 있는 삶을 구분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

는 명시적으로 권장되며 후자는 단호히 낙담된다. ‘통회하는 마음’(시편 51:17)에서 ‘고뇌하는 머리’

(딤후 3 : 4)에 의해 인도되는 사고와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 사이의 대조를 생각해보라.

정신에서 생각하기

아프리카인들은 사고가 심장에서 흘러나온다고 믿는다. 현대 의인지 심리학이 ‘마음’을 최고로 만

든 반면 우리는 마음에서 또는 정신을 통해 생각한다. 아프리카의 맥락에서 진실은 생각, 말, 행동

이 흐르는 샘이다. 여기서 아프리카의 개념은 예수님이 누가 복음 6장 45절에서 말한 것과 공감한

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

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다.”(NIV).

우리는 생각의 근원이 경전에 의해 확립된 마음이며, 방향 흐름은 마음을 듣는 것의 인지 심리학

의 보편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목한다. 성경과 아프리카의 마음에서 

생각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행복하거나 사랑하기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운다. 행복은 

정신적 의지의 인지적 영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 속에서 행복을 불러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정신 혼

란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직접 바꿀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마 6:27에서 예수님에

게서 배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마력

만을 사용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핵심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의 성격.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음으로써만 변화 될 수 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너를 줄 것이고, 나는 너의 육체에서 돌덩어리 심장을 빼앗을 것이

다.”우리는 또한 중요한 변화는 가슴의 변화이며 다른 모든 변화는 변화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방식, 우리가 하는 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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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을 수정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아프리카의 맥락에서 “심장”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영의 실체와의 관계적인 조화를 나타내는 

은유이기도 하다. 파레(Pare) 공동체는 두 개의 돌로 상징되는 “음풍기(Mpungi)”에서 이 관계적인 

조화를 요약한다. 하나의 흰색과 하나의 검정. 흰색은 평화와 검은 하나의 조화를 상징한다. 두 개

의 돌은 물이 가득한 냄비에 넣어지며 아래의 삶의 원천은 지역 사회에 식량을 공급하는 바나나 

나무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지역 사회에서 관계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묻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대화가 주장된다. 현재의 인공 지능과 함께 생명을 주

는 커뮤니케이션은 창조에서의 관계의 조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이 제

기된다. 인공 지능에서 실제로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할 아프리카 심장 마인드 알고리즘의 개념을 개

발할 수 있을까?

인공 지능 (AI)에서의 마음 - 심장의 아프리카 개념

우리는 이제 AI에서의 연구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아프리카는 평소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공 지능은 이제 불가피한 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다. 이 제 4차 산업 

혁명은 기계의 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AI의 지식이 최소한 

아프리카에서 이것이 힘을 얻는 방법은 여전히 문제이다.

수십억의 사람과 수많은 기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획기적인 기술, 전례 없는 처리 능력 및 속

도, 방대한 저장 용량을 통해 데이터가 이전과 같이 수집되고 활용된다.

자동화, 기계 학습, 모바일 컴퓨팅 및 인공 지능 - 이들은 더 이상 미래 개념이 아니며,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무서운 것이다. 이전의 산업 혁명은 기업과 산업이 신기

술에 적응하지 못하면 투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쁜 것은 실패한다. 곧 우리는 글로벌 AI 

격차를 목격 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인공 지능을 선도하고 있다. 인공 지능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할 글로벌 기업은 분명 세계를 지배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이전의 3 가지 산

업 혁명에서처럼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고 통제되고 착취당할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은 노예 노동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위대하게 만들었을 때 최초의 산업 혁명의 “로

봇”이 되었다. 노예 제도는 증기 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폐지되었다. 이 폐지는 그들의 노동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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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부터의 동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동정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았다. 세 번의 혁명은 현재 8명의 남성이 세계 부의 절반을 통제하는 

소수의 경제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 혁명은 많은 공동체를 더욱 소외시키고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가 특히 제 4차 산업 혁명과 AI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야 하고 아프리카의 기술 혁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아프리

카 연구원은 AI를 사고의 원천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AI의 개념을 도입

해야 한다. 현재 AI는 Heart and Mind 차별 된 구성을 에뮬레이션했다. 그것은 논리에 이어 감정

적인 알고리즘을 주입하려는 시도도 시작되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를 위한 AI 혜택

아프리카도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은 또한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다. 한국의 

DRC-Hubo와 같은 로봇은 광산과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정찰, 운전 연습 및 

자세한 정보 수집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직원을 보호한다.

AI는 또한 나이지리아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을 1 : 4,000으로 완화 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보

건 기술 회사인 Aajoh는 신속하고 원격 의료 진단을 위해 AI를 사용한다. 환자는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옵션을 사용하여 증상을 앱에 입력하고 즉각적인 진단을 받으며,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약물

을 구입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와 같은 기술은 건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가 실

제적으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접근을 제공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경우 AI는 궁극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인공 지능 뒤에 세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공 지능

이 심령 구조나 서양의 마음과 정신 구조를 삽입했는지 여부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네 번째 산업 

혁명에서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인공 지능은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며 세계 조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 인간에 의해 주도된다. 인공 지능이 목표로 하고 제한 없이 영원한 성장을 목

표로 한다면, 인류는 수준 높은 위생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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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개혁

                    

                                       정원범(대전신학대학교 교수)

Ⅰ.�들어가는 말

롤랜드 버거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부터 시작되었다.1)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때부터였다. 그 때의 핵심 주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의제로 채택되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에서는 “무의미한 구호”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단계를 3차 산업혁명의 B국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레미 리프킨같은 사람은 3차 디지털 혁명

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2) 이렇게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클라

우스 슈밥 회장은 WEF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

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

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3)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일하는 방법, 관계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혁명이 열리고 있다. 규모와 범위 복잡도의 정도에 있어서 인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변혁이 이루어질 것이다”4)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모든 산업이 변화하고, 생산, 관리, 

지배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며,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혁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슈밥은 심지어 디지털혁명과 과학기술의 혁신이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완전

1) Roland Berge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정희, 조원영 역, 『제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파
주: 파주, 2017.)

2) 「STEPI Insight」 VOL. 215, (서울: 과학정책연구원, 2017), 10.
3) 박상천,「4차 산업혁명과 문화산업」, 13. 
   https://www.inu.ac.kr/common/downLoad.do?siteId=cul&fileSeq=430002
4) www.weforum.org,2016.01;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 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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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바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가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맞

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교

회개혁의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2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3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키는 변화들은 어

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배경 하에 4장에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을 찾아보

면서 그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교회개혁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산업혁명의 변천사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본

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초연결사회, 초지능사

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

문에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 아직은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를 내

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의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출  처 정   의

위키피디아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이며, 그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

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세계경제포럼

(WEF)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계, 디지털계, 바이오계 기술의 융합”

클라우스 슈밥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물리학적, 생물학적

인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5)

이민화

“제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한 현실과 가상의 연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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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년도 기술 변화의 모습

1차산업혁명 1784 증기터빈기술 증기터빈과 기계로 사람을 대체

2차산업혁명 1870  전기기술 전기의 등장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3차산업혁명 1969 전자정보기술 전자정보 기술로 생산의 자동화가 가능해짐

4차산업혁명 ? 사이버물리시스템 물리, 디지털, 바이오 기술계의 융합

구분 내용

1차 산업혁명

(1784)

-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영국의 섬유공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석탄기반의 철도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확산

- 1784년 영국의 Henry Cort가 교반법(Puddling Process; 액체상태의 철을 쇠막대기

로 저어 탄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법)을 수행하는 기계를 발명한 것이 자동화의 

단초로 여겨짐

-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에너지 연료의 사용을 통해 증기기관 및 증기기관차의 시대

가 시작됨

- 기계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동화의 도입과 다리 항만 등을 통한 국가내의 연결성 

촉진함

2차 산업혁명

(1870)

- 전기에너지 활용 및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 기업-기업 및 국가-국가 간 노동부문 연

결성 강화와 대량생산 산업구조의 세계적인 전개

-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 등의 표준화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 수준

에서 국가 수준으로 넓혔고 이로써 대량생산이 실현됨

-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은 노동부문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결성을  촉진하였음

3차 산업혁명

(1969)

-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지식정보혁명이 촉발되어 정교한 자동화가 진행되었고 사람, 

환경, 기계를 아우르는 연결성을 강화

-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개발되며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시대의 서막을 알림

-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2년에 트랜지스터 집적용량이 2배 증가하다는 무어의 법칙

(Moore’s law)을 실현함

- 디지털시대의 향상된 계산능력은 보다 정교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 사

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기계간의 연결성을 증가시켰음

2.� 산업혁명의 변천사

산업혁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단계별 산업혁명의 모습들을 다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7) 

5) 조은환, 「ICT 관점에서 바라본 제4차 산업혁명」, 11.

6)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 연구」 (2016. 10.), 8. 
7)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 연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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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4차 산업혁명

(2016년 현재)

-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함

- 극단적인 자동화는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을 크게 넓혀서 저급수준의 및 중급

수준의 기술에 모두 적용될 것임

-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동화의 최전선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를 분석 및 처리해 인간만이 수행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 중 상당부분도 로봇

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 저급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시 부가합리

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될 것임(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이러한 산업혁명의 변화 역사에 대해 슈밥은 이렇게 말한다. 

1760-1840년 경에 걸쳐 발생한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

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

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말한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도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8)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생산을 기계화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

용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3차 산업혁명은 전기 및 정보기술을 통해 생산을 자동화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디지털혁명(3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과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 사이에 놓인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융합이 특징이  

다.9)

8)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
운현재, 2017), 25. 

9) Klaus Schwab 외, 김진희 외 역,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2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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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에 연결시켜 산업혁명의 변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0)  

1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양적 생산성을 증대했다. 80%의 농업 인구가 하던 일을 기술혁신으로 

2% 농업 인구로 대체하고 78% 인구는 산업 인력이 되었다. 2차 산업 혁명은 자동차, 냉장고 등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물질 욕망을 충족시켰다. 2차 산업혁명 시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제조업 일

자리의 3분의 2가 서비스 업종으로 이동했고, 노동 시간 당 생산성은 108%, 급여는 85%가 증가되

었고 노동 시간은 감소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SNS 등 인간의 사회적 연결 욕구를 만족시켰

다.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생산성 증가로 사라진 직업들을 새롭게 부상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

족시키는 일자리로 대체했다. …이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많은 이론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매슬

로우의 욕구 5 단계설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생존, 

안정, 사회성, 자기표현, 자아실현이라는 매슬로우의 욕구 5 단계는 각각 1,2차 산업혁명은 매슬로

우의 1,2 단계인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 욕구를, 3차 산업혁명은 매슬로우의 3 단계

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연결의 혁명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 

혁명은 매슬로우의 4,5 단계인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명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에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위탁한 인간은  ‘나’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인문의 혁명에 돌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은 우선 인간의 자기표현 욕구에서 비롯될 것이다. 

 

Ⅲ.�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과 영향력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11)

10)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26605&pageIndex=24
1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36-50; 테크

노베이션파트너스, 「4차 산업혁명 정의 및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 연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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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 기술 내용

물리학 기술

무인운송수단 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를 포함한 다양한 무인운동수단이 있다.

3D 프린팅 3D 설계 및 모델링에 소재를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

첨단 로봇공학

- 로봇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하여 초정밀분야에서 활용.

- 오늘날 로봇의 역할은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봇

공학의 급속한 진보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일상적인 현실

로 만들 것이다.

신소재

-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강하며 재생가능하고 적응성이 높아

졌다. 자가 치유와 세척이 가능한 소재, 형상기억합금, 압전세

라믹과 수정 등 스마트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이 있다.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all 

things)

- 4차 산업혁명으로 실물과 디지털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 주요 

기술 중의 하나이고, 상호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

반으로 한 사물(제품, 서비스, 장소 등)과 인간과의 관계로 설

명할 수 있다. 

-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

- 증가한 데이터의 양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이 가능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 기존 임베디드 세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서 

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 등의 복잡한 인프라 등

에 널리 적용이 가능

인공지능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

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

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하고, 그보다 더욱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가능

약인공지능

자의식이 없이 주어진 조건 아래서만 작동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주어진 문제 해결 위주이며 특정 방면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짐

강인공지능

자의식을 지니고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과 

거의 유사한 지능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방면에서 인

간과 같이 능숙함, 인간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 추론, 판단이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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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공지능

자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보다 뛰어난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

능, 경제, 사회, 과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류보다 훨씬 총

명한 지능을 가짐, 지능에서만큼은 초월적 존재

머신러닝

컴퓨터에게 사람이 직접 조건을 지시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사용해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술

딥러닝
인공신경망에 기반하여 컴퓨터에게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방법(머신 러닝기술방법 중의 하나)

생물학 기술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

게놈 시퀀싱 작업

합성생물학 이 기술로 DNA 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를 제작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동식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인간에게 이식할 돼

지의 몸 안에서 기르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연구가 진행됨. 

3D 제조업

(바이오프린팅 또

는 생체조직 프린

팅 기술)

- 조직복구와 재생을 위한 생체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한 것. 

- 이 기술을 이용해 피부와 뼈, 심장과 혈관조직을 만들어냈다.

뇌과학, 

신경과학

맞춤형아기
미래에는 특정 유전 특질을 지니거나 특정 질병에 저항력이 있

도록 설계된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2.�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고 있는 변화, 즉 향

후 10년 안(2025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 슈밥은 이렇게 말한다12): *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

결된 의류를 입는다. * 인구의 90%라 (광고로 운영되는)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요한다. * 1

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 10%의 인구가 인터넷이 

12)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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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안경을 쓴다. *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 *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다. * 인구조사를 위해 인구 센서스 대신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

부가 등장한다. * 상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폰이 등장한다. * 소비자 제품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된다. *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 인구의 90%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

넷 접속이 가능하다. *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자동차다. *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한다. * 블로체인을 통해 세금

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 가정용 기기에 50% 이상의 인터넷 트래픽이 몰리게 된다. 

* 전 세계적으로 자가용보다 카셰어링을 통한 여행이 더욱 많아진다. *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나 신

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최초로 등장한다. *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 저장된다. 

*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Ⅳ.�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교회개혁의 과제

 

1.� 파괴적 혁신의 시대와 교회개혁

첫째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파괴와 혁신)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강력하게 기존질서를 파괴한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구글, 아마존, 마

이크로소프트, 우버, 에어비엔비, 이베이 등이다. 이들 기업이 거둔 성공의 토대는 바로 플랫폼 모

델이다. 플랫폼이란 “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조직, 자원을 인터액티브한 생태계에 연결하여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할 수 있게”13) 해주는 환경 또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들 플랫폼 기업들 가

운데서도 “우버는 과학기술 플랫폼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다. 이러한 플랫폼 비

즈니스는 세탁, 쇼핑, 집안일, 주차, 홈스테이에서 장거리 합승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사업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수준에서 공급과 수요를 성사시키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공급과 수요 양

측이 교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14) 미디어 전략가인 톰 

13) Geoffrey G. Parker, Marshall W. Van Alstyne, Sangeet Paul Choudary, Platform Revolution, 이현경 역, 『플랫
폼 레볼루션』 (서울: 부키, 2017), 32.

14)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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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윈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

는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튼 숙박 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15)

이러한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동일한 시장에 진출하면 거의 언제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긴다. 왜

냐하면 “디지털 플랫폼은 개인이나 조직이 자산을 활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

생하던 거래비용과 마찰비용을 대폭 감소”16)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쇄형 비즈니스 모델(파이프

라인 비즈니스 모델17))에 기반을 둔 월마트, 나이키, 제너럴일렉트릭, 디즈니 같은 거대기업들도 자

신들의 비즈니스에 플랫폼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자. “①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

고 상품과 서비스, 또는 사회적 통화를 교환하게 해줌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게 하는데 있다. ②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

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드니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③ 플랫폼은 대부분의 가

치를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커뮤니티로부터 창출한다. ④ 플랫폼은 기업을 안팎으로 뒤집으

며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으로 내부지향적이던 기업들이 외부로 초점을 이동시키도록 

한다. ⑤ 플랫폼의 출현은 이미 주요 산업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수준

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18)

이러한 기업 세계에서의 파괴와 혁신의 현상은 미국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쪽에

서는 전통적인 교회 패러다임을 가진 미국의 주류교회들이 쇠락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와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교회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맥클라

렌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시대에 구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흔들려 반은 멸종상태가 되고, 일부는 

겨우 살아남고, 드물게는 번성하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19)고 말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15)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44; 
Geoffrey G. Parker, Marshall W. Van Alstyne, Sangeet Paul Choudary, Platform Revolution, 이현경 역, 『플랫
폼 레볼루션』, 31-32.

16)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44.
17) 파이프라인은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이때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있다. 회사는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그런 다음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등장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런 
단선적 형태로 인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선형적 가치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Geoffrey G. Parker, 
Marshall W. Van Alstyne, Sangeet Paul Choudary, Platform Revolution, 이현경 역, 『플랫폼 레볼루션』, 36.)

18) Geoffrey G. Parker, Marshall W. Van Alstyne, Sangeet Paul Choudary, Platform Revolution, 이현경 역, 『플랫
폼 레볼루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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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이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의 교회가 새로운 세

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종류의 교회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

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

다. 피터 브라이얼 리가 말한 대로 “만약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하고 싶어

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20) 어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존재하는 

주류 교회의 반 이상이 향후 20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21)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새로이 출

현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이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

런 허쉬는 선교적 교회들의 특징을 세 가지 원리로 소개하는데 “① 교회론의 측면에서 선교적 교

회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하지 않고 성육신적이고자 한다.… ② 선교적 교회는 영성의 측면에서 

이원론적이 아니라 메시아적이다.… ③ 선교적 교회는 리더십 형태의 측면에서 계급적이기보다는 

사도적인 형태를 채택한다.”22) 

여기서 선교적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철저하게 크리스텐돔 방식의 교회, 즉 국가(세상문화)와 

결탁된, 제도화된 기성교회의 방식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다. 크리스텐돔 방식의 기존 교회는 

끌어모으기식(‘와 보라’)이고, 이원론적이며, 계층질서(위계구조)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편안히 지내면서 문화 속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스며드는 변혁적 공동

체가 되려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적(‘세상을 향해 가라’)이고, 예수님처럼 문화와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메시아적이며, 목회자 중심의 위계적인 리더십 모델을 버리고, 수평적인 

리더십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도적이다.23) 

� 2.� 융합과 초연결성의 시대와 교회개혁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특징은 융합(fusion)과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다. 4차 산업혁명

19) Brian McLaren, 이순영 역 『저 건너편의 교회』 (서울: 나낮은 울타리, 2002), 15.
20) Eddie Gibbs, 임신희 역, 『Next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20.
21) Philip Clayton, 이세형 역,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2), 116.

22)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33-34.
23) 정원범, 『새로운 교회운동: 교회패러다임의 혁명』 (대전: 대장간, 2016), 214-215.
    참고: “성공하는 기업이 되려면 계층적 구조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력적 모델로 점차 바뀌어야 한다.”

고 슈밥은 말한다.(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
혁명』,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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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의 융합과 초연결성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가 열

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영향력의 규모와 변화의 속도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은 역사상 어떤 

산업혁명과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며 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빅 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안보, 3D 프린팅,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이 주요 기술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영

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만들어낸 제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24)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의 기술 결합(융

합)”이라고 말하듯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경계의 파괴이고, 융합이고, 연결이다. 슈밥은 

“디지털 기술이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파괴적 혁신을 실현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

른 산업 분야 간에 존재하던 경계 역시 허물었다.”25)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융합이란 곧 경계를 

파괴하는 일이고, 동시에 그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 융합과 연결성에 

대해 김용진은 이렇게 말한다. “협의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

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관점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

스 시장 전체를 의미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사업에서의 혁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소비-제조-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연결시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

환하는 소비, 제조 및 서비스 혁명을 말한다.”26) 

4차 산업의 융합은 우선 기술들의 융합이다. 동시에 이 융합은 프로세스간의 융합이고, 영역 간

의 융합이고, 사물간의 융합이며, 인간과 사물(기술)간의 융합이고, 뇌와 컴퓨터간의 융합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의 융합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융합은 다른 융합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런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어 내고 있고, 이런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은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계 파괴의 시대, 융합과 초연결성의 시대에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교회개혁의 

과제는 무엇일까? 융합의 시대, 초연결성의 시대에 수행해야 하는 교회개혁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계를 파괴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가 경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엡 2:14)이

24)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1.

25)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105.
2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7683&ref=da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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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경계파괴의 시대에 교회는 그동안 담을 높이 쌓아 왔던 것들, 곧 성속을 구분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고,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백인과 흑인을 구

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고, 문명과 자연, 문화인과 야만인을 

구분하고 난 후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을 파괴하

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27) 

아울러 우리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 교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되 특히 이 시대

의 강도만난 사람들, 아파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눅 4:18-19, 눅28-37, 마

25: 10)  앞으로는 더욱 더 불평등이 심화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

에 교회는 이들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체제가 확보되도록 하는 일과 교회가 

직접 구제하는 일 외에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음공동체 만들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선교

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개교회가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지역

교회들 간의 연합과 지역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융합과 연결을 생각하면서 교회개혁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신앙은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립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

회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실천, 신학과 영성, 영성과 윤리, 관상과 

행동, 기도와 정치,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신비와 예언의 결합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본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할 그 두 가지 요소들이 거의 분리되

고 말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의 특성(온라인 세상과의 지나친 연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점들 즉, 타인과 면대면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현상과 인지능력의 퇴

화, 기억력 감퇴, 집중력의 결핍, 주의력 산만 등의 문제점들28)과 관련하여 교회개혁의 과제를 생

각해본다면 우선 그것은 동시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일과 인지능력의 약화나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관상적 영성(침묵, 명상 등)을 회복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동시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며, 통성기도 

이외에 침묵기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7) 정원범, 『교회다운 교회: 참된 기독교 영성의 회복』 (서울: 동연, 2016), 305-306.
28)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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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유경제 시대와 교회개혁

4차 산업혁명의 세 번째 특징은 공유경제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017년 공유경제 시대가 열

린다고 예측하고 있다. 공유란 사전적으로 보면,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란 의미를 가진다. 유럽의회는 ‘공유경제를 디지털 플랫폼 또는 포털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시장

에서의 거래와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활용되지 않던 자산들을 생산자 생산자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고,29) 보츠먼은 공유경제의 개념을 ‘개인의 재화와 서비스를 IT기술

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및 관련 현상’이라고 

정의한다.30) 

사실 공유경제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인류는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공유경제를 실천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방식과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이 있는 개인과 이를 필

요로 하는 개인을 매개시켜주는 플랫폼 형태로 발전해왔는데 초기에는 교통(우버), 숙박(에어비앤

비), 자동차(쏘카), 자전거(따릉이) 등으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지식공유 (위키피디아 제로, 자야 

에듀케이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모바일워크스)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최초로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나눔카, 따릉이, 공유서가, 공구대여소, 아이

옷�장난감 공유,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한 지붕 세대공감, 공공데이터개방, 공유

기업 지원 등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네델란드 나이메헨시의 경우 시민들이 자원해 교육, 

교통, 지속가능성, 노동, 식량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일주일 

동안 2000명의 주민들이 모여 물품, 노동력, 기술 등을 공유해 집을 짓는 등 137개 프로젝트를 진

행했다. 물품에 대한 공유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공유하는 셈이다.”31)

그러면 이러한 공유경제 시대에 교회개혁의 과제는 무엇일까? 에어비앤비의 창업 포인트는 “나누

면 돈이 된다.”는 나눔(공유)의 경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를 생각한다면 우선

적으로 그것은 믿음을 단지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사사화와 교회의 관

심이 오로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개교회주의와 교회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성장주

29) 박건철, 이상돈,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26.
30) 박건철, 이상돈,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36.
3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509362659204&outlink=1&ref=https%3A%2F%
    2F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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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공유의 정신을 발휘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는 본래부터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종교가 아니라 만백성

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종교이다. 말하자면 구원받

은 기독교인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즉 지역사회와 우리나

라와 세계교회와 인류사회의 공동선이나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개교회의 이익만을 위한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책임

을 수행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이다.32) 그런데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공적인 성격(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나

눔과 공유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주차 공간 등을 할 수 있는 대로 지

역주민들에게 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인적 자원의 나

눔(재능기부, 지식이나 시간의 나눔 등)과 교회재정의 나눔도 기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나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에서 기술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영역간의 경

계가 파괴되고, 다양한 영역 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거 패러다임의 기업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은 쇠락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들은 교회 위기의 시대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활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 즉 경계의 파괴와 새로운 융합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파괴

적 혁신의 시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회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혁명적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혁명적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 즉 성직주의적이고, 교회성장주의적이고, 개교회 중심

적인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구현해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과제

32) 정원범, 『교회다운 교회: 참된 기독교 영성의 회복』,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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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둘째로, 성과 속을 분리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는 데카

르트적인 주객도식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상, 신앙과 실천, 신

학과 영성, 영성과 윤리, 관상과 행동, 기도와 정치 등 이러한 양극적 요소간의 상호의존성, 초연결

성, 그리고 통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이며, 셋째로, 교회 울타리 안

에 갇힌 사사화된 교회에서 기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제이

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이 시대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의와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 안고 이 땅위에 하나님나라를 구

현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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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Post-Biological” Human Race?

Human Enhancement and Our Future

by Fr Dr K M George

“You can't put a limit on anything .The more you dream, the farther you get”
- Michael Phelps, Olympian Swimmer -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the hard task of ensuring the screening of 
athletes for “doping” or the use of prohibited drugs and other artificial stimulants in 
sports and games. Very strict policy measures and sophisticated screening methods are 
afoot for preventing it since doping is considered to be a highly unethical practice. The 
principle is that natural human physical abilities and not artificially augmented ones 
should be put to the comparative test in competitions. Any artificial enhancement will 
violate the principle of equity and fairness, and will destroy the fundamental rule of 
competition in sports and games. This is the classic stand in all competitive games 
throughout history. It is silently assumed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ed range for natural 
human capacity, and competitive tests should be judged within that range. It may seem 
interesting, however, to note that the Olympic motto Citius, Altius, Fortius - Faster, 
Higher, Stronger- does not set any limit for human excellence.

It is likely that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will have to face a lot of 
questioning from the newly emerging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 (HET) are increasingly becoming a major ethical 
question for humanity since a rather large chunk of human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 today goes into such technologies, and they open seemingly un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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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human physical and mental capabilities. Enhancement in our ordinary 
language simply means increasing, improving, expanding, empowering, strengthening and 
so on. In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 we try to overcome the natural limitations 
of the human body and mind, and expand the range of capability far beyond what is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normal health of human beings. The assumption here 
seems to be that human growth and expansion have no fixed ceiling and that our 
present physical and mental capability is only a stage in the evolutionary process. Now 
we have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cal means to take the human capacities far 
beyond their natural limits to superhuman powers.

The newly emerging technologies like nan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sciences, genetic engineering and other related 
disciplines can converge to augment our senses and perception, our limbs and muscles 
and our brain and cognition. Robots and Cyborgs are leaving the pages of science 
fiction to become a daily reality in human life. The idea of a Robot surgeon performing 
very complex operations on a human body and brain will be hard to swallow for many 
people, but it can be a reality soon. The new technological chimeras like Cyborgs (from 
cyber+organism) may overthrow all our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what a human being 
is since a Cyborgs can effectively fuse together living organic parts with powerful 
mechanical elements. We are already aware of what genetic engineering can accomplish 
in terms of eugenics and designer babies. Suppose the living brain is extended to an 
external hard disk, amazing feats of memory, calculation and coordination becomes 
possible in no time. Uploading a functioning brain to a computer and working on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Experts begin to speak of Metamind and Deep Learning in this 
context. The mind-machine interface is getting thinner and ever more transparent. 
Artificial intelligence is going to make a radical breakthrough in our digital age.

Anything New? In fact, human enhancement or augmentation is nothing new. The 
tool-making man from very primitive times used various natural instruments to increase 
his physical power like when he used a stick or a stone to kill animals for his food. 
Elderly people used a cane to support their weak bodies. In modern times we invented 
devices to increase the power of our eyes by the use of eyeglasses and the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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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r ears through hearing aids. Then we have pacemakers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our hearts and built-in devices for artificial insulin supply. We have come to smart 
watches which can give information to the medical personnel about our blood pressure, 
sugar level, heartbeat and saw so on. We take in capsules to boost our energy, 
antidepressants to lift us out of lethargy. The market is teeming with food supplements 
for children to improve their memory and physical and mental performance. Even a cup 
of coffee or tea in the morning is an artificial device to boost our energy. We do not 
attribute any ethical issues at this level. Taken in moderation even “wine gladdens the 
heart of man” as the Bible says though the use of alcohol and drugs particular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s certainly another area deserving serious ethical reflection 
concerning our future. We will soon have driverless cars, designer babies, body organ 
nurseries., anti-senescence drugs, mind to mind communication and a host of other 
amazing  enhancers. In fact, all scientific technological inventions for the last 300 years 
or so have the major goal of increasing human utility, convenience, comfort and 
pleasure. Now technology dreams far out of immediate human needs, and wanders in 
search of an incredible universe where enhanced superior intelligence would completely 
change the paradigm of our living, thinking and imagination. 

The conceptually infinite potential of the human being and its manifold realisation 
are admissible and legitimate from a Christian theological point of view because 
the Scripture teaches that human beings are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 
and are endowed with a freedom and creativity for which no limit is set. Created 
human beings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God's own infinite nature and glory. 

Naturally a lot of ethical questions arise. Human Enhancement for what purpose? 
Who decides it? Who benefits from it? What would be the ultimate consequence? 
What are the possible misuse and distortion of enhancement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vil purpose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in the secular world about who controls, who owns, 
what would happen to employment, finance, political structures etc? They are all 
important, but our focus is primarily the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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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ethical-theological considerations may be in order:

First, there is the perennial difficulty that human freedom is always haunted by 
evil that may hijack our exercise of freedom of choice and all our creative 
imagination and action. The Tempter was present at the initial test of Jesus in the 
desert while he fasted and prayed for 40 days. The Evil One tried to persuade the 
Son of Man to exercise his freedom in a very vast range of choice, from 
converting all the stones of the desert to food to becoming the emperor of all the 
universe. But Jesus refused to be persuaded, and he turned away from the 
magnificent avenues that were opened to him. The tempter was present at the 
concluding point of his earthly life as well when Jesus, in excruciating pain, 
prayed to God the Father to remove from him the cup of suffering and a cruel 
death. He overcame the power of evil throughout his earthly life.

We cannot deny the ambiguity surrounding all freedom and creativity as exercised 
by human beings. There is no good unmixed with evil in our vyavaharika world 
(ie., day to day world as distinguished from the paramarthika world or the 
ultimately real reality in Indian Vedanta thought). The horrible German Nazi 
concentration camps, the genocide of Armenians, atomic bombings and other 
atrocities of the World Wars, chemical and nuclear warfare and innumerable ways 
of inflicting violence on human life are all exercises of human freedom. 
Unfortunately they turn out to be demonic expressions of human creativity and 
freedom. An IS army or a neo-Nazi regime will be able to use the most 
sophisticated enhancement technology available to us to destroy the whole human 
civilisation.

The irony is that all major inventions in areas like information technology, nuclear 
technology and space technology have been manipulated for destructive purposes. 
They can eliminate all life on earth when wrongly used. In fact, any great, good 
and hermetically secure technology in our cyber age can be hacked by an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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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ore powerful evil technology. The presence of evil in the world along with 
the good constantly demonstrates the ambiguity of all human creativity. 

We know that all realisation of the present human potential will still be within the 
material realm. It all boils down to matter whatever be the achievement 

Here we may consider the spiritual dimension. The border between brain and 
consciousness is not yet tackled. But from the spiritual side this had been done 
ages ago by great spiritual masters in history .

Second, the Christian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reation by God includes 
everything visible and invisible, cognizable and non-cognizable, material and 
spiritual. Therefore, humanity and all its physical and mental augmentations, 
however exalted, remain within the created realm. Mortality is the inevitable 
character of created reality however cosmic and subtle. Thus any technological 
enhancement will have to share this destiny of matter.

This is not to discourage authentic human research and explorations, but simply 
reminds us that the dimension of wisdom is essential to discern the genuine human 
growth and the increasing elimination of evil in the form of injustice, poverty, 
oppression, conflicts, violence and war that keeps humanity under its sway. The 
wisdom dimension opens the spiritual path for us.

Third, the potential for a spiritual breakthrough is crucial in any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person and human nature. The infinite spiritual 
potential can be realised notwithstanding all limitations of our body and its 
ultimate mortality. This is demonstrated by the life of Christ whose “conquering of 
death by death” is the sublime example of human enhancement. Christ has 
promised that those who believe in him would overcome death. Transfiguration of 
our present reality, purging it of all evil in order to help it participate in God's 
glory is the hope of enhancement for those who believe in the perfecting work of 
the Holy Spirit. For Christians the life of Christ is normative for the position they 



114

take in the difficult debate on human enhancement today.

This is where Christians need to enter into serious and genuine dialogue with all 
ancient wisdom traditions of our world like the Confucian thought. As my mentor 
Paulos Mar Gregorios once said: “There is one humanity for all religions, not one 
religion for all humanity”. 

(written on 9 August remembering Hiroshima and Nag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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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생물학적” 인간 질주를 향하여?

인간의 향상과 우리의 미래

콘도트라 조지 박사

“너는 어떤 것에도 한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너는 꿈을 많이 꿀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 수영선수 -

국제 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스포츠 및 게임에서 금지 약물 및 기타 

인공 자극제의 사용에 대한 선수 탐색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도핑은 비윤리적인 행위

로 간주되므로 매우 엄격한 정책 수단과 정교한 심사 방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증가된 것은 경쟁에서 비교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다. 어떤 인공적인 증진이라도 공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스포츠와 게임에서의 경쟁의 근

본적인 원칙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모든 경쟁 게임의 고전이다. 자연스러운 인간 능력을 

위한 일정한 제한된 범위가 있다고 조용히 가정하고, 경쟁 테스트는 그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

다. 그러나 올림픽 주제인 Citius, Altius, Fortius –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세게가 인간의 우수성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새롭게 떠오르는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많은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HET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인간향상기술)는 오늘날 인류 과학 연구 및 실험의 상

당 부분이 그러한 기술에 접목되어 인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무제한으로 확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주요 윤리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의 평범한 언어의 향상은 단순히 증가, 향

상, 확대, 권한 부여, 강화 등을 의미한다. 인간 향상 기술에서는 인체와 정신의 자연적 한계를 극

복하고 인류의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능력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

한다. 여기서 가정은 인간의 성장과 확장이 정해진 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진화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자연적 한계를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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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인적인 능력으로 끌어 들이기위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나노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 생명 공학, 인공 지능, 신경 과학, 유전 공학 및 기타 관련 분야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은 우리의 감각과 지각, 팔다리와 근육 및 우리의 두뇌와 인식을 향상시

키기 위해 수렴 할 수 있다. 로봇과 사이보그는 과학 소설의 페이지를 인간의 일상에서 매일 현실

로 남겨두고 있다. 인체와 뇌에서 매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외과 의사의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곧 현실화 될 수 있다. 싸이 보그 (cyborgs)와 같은 새로운 기술 키메

라 (cyborgs) (사이버 + 유기체에서 유래 한 것)는 사이보그가 살아있는 유기체 부품을 강력한 기

계적 요소와 효과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해를 뒤

집을 수 있다. 우리는 우생학과 디자이너 아기의 관점에서 유전 공학이 달성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살아있는 두뇌가 외장 하드 디스크로 확장되었다고 가정하면 놀랄만한 기억, 계산 및 

조정이 곧 가능해진다. 기능하는 뇌를 컴퓨터에 올려 놓고 작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전

문가들은 이 맥락에서 Metamind와 Deep Learning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음 - 기계 인터

페이스는 점점 더 투명 해지고 있다. 인공 지능은 디지털 시대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 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있는가? 사실, 인간의 증진 또는 증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매우 원시 시대의 도

구 제작자는 음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기 위해 막대기나 돌을 사용했을 때와 같이 다양한 자연 악

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힘을 향상 시켰다. 노인들은 약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했다. 

현대에 우리는 보청기를 통해, 안경의 사용과 귀의 감도를 통해 눈의 힘을 키우는 장치를 발명했

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공 심장 박동기와 인공 인슐린 공급 장치를 내

장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진에게 혈압, 설탕 수준, 심장 박동수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스마

트시계에 왔다. 우리는 무기력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키우는 

캡슐을 섭취한다. 시장은 아이들이 기억력과 육체적, 정신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충

제를 보급하고 있다. 아침에 커피나 홍차 한 잔조차도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인공 장

치이다. 우리는 이 수준의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비록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술과 마약

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의 미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윤리적 반향을 가질 가치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절제된 시각에서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곧 운

전자 없는 자동차, 디자이너 아기, 신체 기관 보육원, 노화 방지 마약, 마음과 의사 소통을 위한 마

인드 (mind to mind communication) 및 다른 놀라운 증강 인자를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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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동안의 모든 과학 기술 발명은 인간의 유용성, 편의성, 편안함 및 쾌락을 증진한다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기술은 즉각적인 인간의 욕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뛰어난 인공 지

능이 우리의 살아있는 생각과 상상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우주를 찾아 헤매

고 있다.

인간이 개념적으로 무한한 잠재력과 그 다양성 실현은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인정되고 합법적

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으로 창조되고 자유롭고 창의성이 부여되어 아

무 제한도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본성과 영광에 참여하

도록 부름 받았다.

당연히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목적을 위한 인간의 향상?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누가 혜택을 보는가?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악의적 목적으로 인공 지능을 포함하여 향상 기술

의 오용과 왜곡이 될 수 있는가?

세속적인 세계에서 누가 통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고용, 금융, 정치 구조 등에 어떤 일이 일

어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가?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주로 신학적이

다.

몇 가지 윤리적 신학적 고려 사항이 다음처럼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선택의 자유와 모든 창조적인 상상력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자유가 언제나 악에 의

해 유린당하는 다년간의 어려움이 있다. 유혹자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사막에 있는 

예수님의 초기 시험에 참석했다. 악마는 인간의 아들을 설득하여 사막의 모든 돌을 식량으로 바꾸

어 모든 우주의 황제가 되는 것에서부터 엄청난 범위의 선택으로 자유를 행사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설득을 거부하셨고, 그는 그에게 열렸던 장엄한 길을 떠나갔다. 유혹은 고

통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과 잔혹한 죽음의 잔을 그에게서 제거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지상 생활의 결론적인 시점에 있었다. 그는 지상 생활을 통해 악의 세력을 

이겼다.

우리는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자유와 창의력을 둘러싼 애매모호함을 부정 할 수 없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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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avaharika세계 (즉, paramarthika 세계 또는 인도 Vedanta 사상의 궁극적 실재와 구별되는 일상 

세계)에는 악과 섞이지 않은 좋은 것이 없다. 끔찍한 독일 나찌 수용소, 아르메니아 인들의 대량 

학살, 세계 폭탄의 원자 폭탄 및 기타 극악, 화학 및 핵전쟁,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폭력을 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은 모두 인간의 자유의 행사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인간의 창조성과 자유

에 대한 악마적인 표현으로 판명된다. IS 군대 또는 신 나치 정권은 인간 문명 전체를 파괴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강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러니는 정보 기술, 핵 기술 및 우주 기술과 같은 영역의 모든 주요 발명품이 파괴적인 목적

으로 조작 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잘못 사용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 할 수 있다. 실제

로 우리 사이버 시대의 위대하고 우수하며 밀접하게 안전한 기술은 똑같이 또는 더 강력한 악 기

술로 해킹 당할 수 있다. 선과 더불어 세상에 악의 존재가 끊임없이 모든 인간의 창조성의 애매함

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의 인간 잠재력의 모든 실현이 여전히 물질적 영역 내에 있다는 것을 안다. 업적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종결된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뇌와 의식 사이의 경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러나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역사상 위대한 영적 거장들에 의해 오래 전에 행해졌다.

둘째로, 하나님에 의한 창조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이해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으며, 인식 할 

수 있고 인식 할 수 없는, 물질적이며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류와 그 모든 육체

적, 정신적 증강은 고귀한 반면 창조된 영역 내에 남아 있다. 그러나 죽을 운명인 것은 우주적이고 

미묘하지만 창조된 현실의 필연적 인 특성이다. 따라서 모든 기술 향상은 이 물질의 운명을 공유해

야 한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 연구와 탐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성장과 불의, 빈곤, 억압, 

갈등, 폭력 및 전쟁의 형태로 악의 제거를 식별하는 데 지혜의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상

기시켜준다. 인류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나가야 한다. 지혜 차원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길을 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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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적 돌파구의 잠재력은 인간과 인간 본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결정적이다. 무한한 영적 

잠재력은 우리 몸의 모든 한계와 궁극적인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실현 될 수 있다. 이것은 “죽음에 

의한 죽음의 정복”이 인간 증진의 숭고한 본보기인 그리스도의 생애에 의해 입증된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고 현재의 현실을 변형하는 것은 성령의 완전함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소망

의 증진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날 인간의 향상에 관한 어려운 논쟁에서 그들

이 취하는 입장에 대한 규범이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유교 사상과 같이 우리 세계의 모든 고대 지혜 전통과 진지하고 진정한 대

화를 나눌 필요가 있는 곳이다. 나의 멘토인 Paulos Mar Gregorios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의 종

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위해 하나의 인류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기억하는 8월 9일에 쓰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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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in Unity is DNA of Indonesia

Carla Natan*

In movie title Alien Convenant (2017), there are two Artificial Intelligents being created. 
The first was David, which was made into human being, who hope he will become a 
creator, the ruler of another human being and become a perfect man who can't die 
(immortality). While Walter is an AI that was created to help humans find a new 
colony. David became the occupant of a planet where he created aliens that can live 
after getting human blood by killing human. The movie showed David like Walter. He 
attempted to kiss him but rejected. 

The second movie titled Singularity, the dream of a man – the owner of one of the 
giant company's AI, who created a robot similar to human. The movie begin with year 
2017 where the AI robot already created to help human beings in war with the goal of 
keeping the war diminished. As it turns out, the war increasingly escalated and human 
evil and should be eradicated from the world. This man created the AI named kronos, 
which purpose is to make the human body from a destroyed Earth. He also created 
another robot called big brother. The brother is in charge of creating a human-like robot 
with his intelligence include kronos. This robot named Andrew, a young boy that his 
brain cloned from a real boy, man, named Andrew Davis. Andrew is allowed to hang 
out with humans so it's time the code will be active in his body and he'll become a 
man “full of it”. The year 2020, kronos is activated and in the blink of an 8 billion 
human beings destroyed. But the task of kronos does not end, he keeps searching for 
the man because of his duty to destroy them.

In the year 2109 where Earth is overgrown with plants and animals, Andrew met with 
Calia, a girl from Nexus planet, which is searching for the Aurora Planet. Their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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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onitored by the man and his brother that makes Andrew. Calia initially didn't know 
if Andrew is the engine until Andrew was injured and knowing it. They fall in love 
like a human. Calia found that Andrew has a kindness that go beyond the human. They 
both finally arrived in Aurora 

Yuval Harari Noah, when asked the question of progress and the ability of the AI on 
two other films i.e. WestWorld and Black Mirror touched the dark side of AI and 
technology, should we go that way said that“if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solve a 
problem, consciousness is the ability to feel things – like love and hate and pain and 
pleasure. In humans, they go together. We solve problems by having feelings. But 
computers work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and there is absolutely no indication that 
computes are on the way to becoming consciousness. They are on the way to becoming 
more intelligent than us, but not conscious. The same things are with the airplanes and 
birds. Airplanes are now flying faster than birds but airplanes never develop feathers – 
they just fly in the different way.

What really frightens me about AI is not robots gaining consciousness, it is robots 
taking over jobs and governments are being unable to provide social solutions and 
retrain the people to protect them against the economic crisis. I'm worried about AI 
being used to create a dictatorial regime that constantly follows people.”

Related to the theme of the Symposium, in-depth Exploration into the Human Heart and 
Mind in the f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quite challenging to reflect it in 
the Indonesia culture. Understand what that culture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complex. As the spirit and soul of a community or a nation. Robot or AI is a 
machine created by man – who wants to be the same as humans. So does man of iron 
that can rival the human flesh and blood are so complex in their everyday life. If AI 
can ill as humans too?

Indonesia is so diverse in terms of ethnic, religion, language, culture, geographic. It 
composed of 262 million by 2017, with 400 ethnic groups and 700 languages, 4th 
largest world population and the largest moslem population in the world. Each tribe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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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ltural background, norms, laws and traditions built centuries to give birth to a 
nation named Indonesia in 1945.

The nation of Indonesia before its independence from the Netherlands has a long history 
of colonization and the greatness of Indonesia has been known in the world in harmony 
together with the triumph of the nation of China and India. The greatness of the nation 
of Indonesia in the past proven by artifacts include Borobudur, Prambanan and other 
temple sites. The Majesty of it can also be seen in the system of Government, 
agriculture and irrigation systems, and values used in the tribes that existed in Indonesia. 
The bravery and the success of Indonesia in the past sailors abroad with Phinisi ship is 
the evidence of a strong cognitive ability to create ships, high spirits, the ability of 
controlling fear, desire, and the desire to excel to explore. Two reality shows that the 
nation of Indonesia in the past is a nation that can unite when facing a threat or a 
common enemy that threatens the independence and the existence of a nation. The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that in the past the nation of Indonesia has a feeling of 
togetherness, the power of thought and the desire to become a great nation and is 
respected by other Nations. In a sporting sense and aesthetics, the nation of Indonesia 
also has a diverse culture, art and local values of which formed Bhinneka Tunggal Ika 
(unity in diversity). Indonesia proven human grouping between science and physical 
science studies that develop character, the Eastern values together in harmony.

Unity of Indonesia is only realized through mutual, an attitude of togetherness and 
tolerance, both in grief as well as love, family life, community, nation and State.

Mansur Muslich in his paper titled the meaning of emotion and cultural norms in the 
language of Indonesia explained that popular culture Indonesia very polite behavior is 
paying attention. How to speak politely to this arguably is one of the norms of behavior 
of communicating them regardless of social status. As part of the norm, someone talking 
disrespectful will be seen “brash or not civilized”.  The norms of politeness is also true 
in the realm of non verbal people of Indonesia for example use the right hand when 
eating or give something, take off shoes or slippers before entering the House, eat a 
little food on offer (though hungry) when drop by, being looked down when pa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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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who was sitting. If anyone's offended, then that talk should apologize. The Act of 
apologizing is a form of acknowledgment of guilt and as an expression of gratitude and 
politeness of a person's height.

Communica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speaking, there is a phrase, think first, before 
speak or you will regret later. This expression shows how important it is to think 
before acting, including speaking for the people of Indonesia. His goal was to avoid 
opponents talk feel something bad like mad, sad, embarrassed, offended. In addition 
should not be aloud to talk mainly to the elderly, people who are known and respected 
people.

The community became an important key for the Indonesia. Since their birth to died, 
family, clan and community residence being the important things. There are five things 
in life of Javanese people who cannot know with certainty the role and fate of the 
journey of her life; die, love match, grateful, fate and fortune. For the love affair, at 
least three fundamental things that will so consideration namely seeds, weights, 
dignity/prestige.

WEIGHTS are the qualities themselves either born or inner. Include faith (familiarity 
with his religion), education, employment, skills, and behaviors. The concept of these 
WEIGHTS are applied in order to give protection, love and honour to women. SEED is 
the origin/descent, whether inherited physical traits and characters from his parents, 
grandmother and grandfather, or also genetically. So that it can maintain and preserve 
offspring as both a moral responsibility towards mental health – a spiritual generation 
next.

Social status (dignity, dignity, prestige). 

Speaking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where humans will become like God, who 
created another human being. Whether the man will have thoughts and feelings as 
human beings are capable of generating a culture so diverse and not something 
homogenous. From the discussion with a friend who works in the IT, it is probably 



| 인문가치 실천 4 |
인공지능(AI), 인간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다 

125

easy to transfer “mind” to the robot/machine because  the ‘mind’ to AI ‘more sensible’ 
compared to ‘heart’. Because that will be moved are in one ‘environment’, i.e. both in 
the public mindset. 

The science or knowledge that is the mother of language (language) instead of 
mathematics and physics.  Language is the basis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all 
things. There is more complicated to have “insight or understanding towards” number 2, 
symbol = symbol +, and number 4 before being able to translate or understand 2 + 2 = 
4. Mind only operates in the area of logically that 2 plus 2 equals 4. While the heart 
operate in perception (for simplification), in which the Affairs of the 2 + 2 above is the 
basic logic of perception, yet more complex perception of affairs such as feelings of 
anger, sadness, etc.

Heart can never be transferred to AI, unless researchers “getting supplemental results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the Mind to the AI that can be used by the AI to do” 
learning, perception and emotions. Because it is essentially the definition of thinking 
between humans and AI is not the same. When AI is called think, he just did the 
job-related logic. When people think, he not only put the logic but also the present and 
historical perception against the logic of the Middle he faced.  And in term of creating 
something very diverse like what already existing in the world now, probably machine 
or robot never compete with what God has created.

If after the Revolution 5 will make God became man and the revolution were left are 
human and “human” or “human – machine” with “human-machine”. The story matter of 
clones

*Consultant for migrant workers, conflict and peace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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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안에서 다양성은 인도네시아의 DNA이다

칼라 나탄 *

영화 제목 Alien Convenant (2017)에는 인공 지능이 두 개 만들어졌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만

들어진 데이빗이었다. 데이빗은 다른 인간의 통치자인 창조자가 되어 죽을 수 없는(불멸의)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Walter는 인간이 새로운 식민지를 찾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AI이다. 데

이빗은 인간을 죽임으로써 인간의 피를 얻은 후에 살 수 있는 외계인을 창조한 행성의 거주자가 

되었다. 영화는 데이빗이 월터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는 키스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두 번째 영화는 Singularity라는 제목으로,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만든 거대한 회사의 AI 하나를 

소유한 남자의 꿈이다. 이 영화는 AI 로봇이 전쟁에서 인간을 돕기 위해 이미 창조한 전쟁이 계속

되는 것을 목표로 2017 년부터 시작된다. 결국 전쟁은 점차 확대되고 인간의 악이 세계에서 박멸

되어야한다. 이 사람은 kronos라는 인공 지능을 만들었다. 이 목적은 파괴된 지구에서 인체를 만드

는 것이다. 그는 또 큰 형제라는 다른 로봇을 만들었다. 형제는 그의 지능으로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일을 맡고 있다. 크로노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로봇은 Andrew Davis라는 진짜 소년에게

서 뇌가 복제된 어린 소년 Andrew라고 불린다. 앤드류는 인간과 어울려지기 때문에 코드가 그의 

몸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되면 그는 “그것으로 가득 차있는” 남자가 될 것이다. 2020 년 크로

노스가 활성화되어 80억 명의 인간이 파멸된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그는 그

들을 파멸시킬 자신의 의무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다.

지구가 식물과 동물로 자란 2109년, 앤드류는 오로라 행성을 찾고 있는 넥서스 행성의 한 소녀 

인 칼리아를 만났다. 그들의 여행은 앤드류를 만드는 그의 형제와 남자에 의해 감시된다. 칼리아는 

앤드류가 부상당하고 그걸 알기 전까지 앤드류가 엔진인지 여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처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칼리아는 앤드류가 인간을 초월한 친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

다. 그들은 둘 다 마침내 오로라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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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val Harari Noah는 WestWorld와 Black Mirror같은 AI와 기술의 어두운 면을 접한 두 가지 다

른 영화에서 AI의 진보와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만일 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의식은 사랑과 증오, 고통과 즐거움 같은 사물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하는가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에게서 그 둘은 함께 간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의식이 되는 방식으로 있다는 표시는 전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지성적이 되는 방식에 있지만 의식하지는 않는다. 비행기와 새들도 마찬가지이다. 비행기

는 이제 새보다 빠르게 날지만 비행기는 결코 깃털을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비행기는 다른 방식으

로 날아간다.

AI에 대해 나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로봇이 의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찾는 로봇이며 

정부는 사회적인 해결책을 제공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을 경제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훈련 할 

수 없다. 나는 AI가 사람을 끊임없이 뒤쫓는 독재 정권을 창출하는데 사용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제 4차 산업 혁명에 맞아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과 관

련하여, 인도네시아 문화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문화란 여러 분야의 접근법

과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자. 공동체 또는 국가의 영혼으로서. 로봇이나 인공 지능은 인간과 같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살과 피와 경쟁 할 수 있는 

철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복잡하다. 만일 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아프면?

인도네시아는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지리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2017년까지 2억 6 

천 2백만명, 400개의 인종집단과 700개의 언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및 가장 큰 이슬람 

인구로 구성되었다. 각 부족은 1945년에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수세기를 세운 문

화적 배경, 규범, 법률 및 전통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로부터 그 독립 이전에 인도네시아 국가는 오랫동안 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의 위대함은 중국과 인도 국가의 승리와 함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과거 인도네

시아 유물로 입증 된 위대함은 보로부두르 (Borobudur), 프람바난 (Prambanan) 및 다른 사원 사

이트를 포함한다. 그 장엄함은 또한 정부, 농업 및 관개 시스템과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부족에서 

사용된 가치에서 볼 수 있다. 피니시 선박을 보유한 과거 선원들에게서 인도네시아의 용감성과 성

공은 배를 만드는 강한 인지 능력, 높은 영혼, 두려움, 욕망, 탐구에 대한 열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이다. 두 가지 현실은 과거 인도네시아 국가가 국가의 독립과 존재를 위협하는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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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의 적을 대면할 때 연합 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준다. 과거 인도네시아 국민은 과거에 공

생의 감정, 사상의 힘, 위대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중을 받

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스포츠 감각과 미학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예

술 및 지역 가치가 있어 Bhinneka Tunggal Ika (다양성의 통일성)가 형성된다. 인도네시아는 인성을 

개발하는 과학과 물리 과학 연구 사이의 인간 집단을 증명했으며, 동양의 가치와 조화를 이룬다.

인도네시아의 일치는 사랑과 가족 생활, 지역 사회, 민족 및 국가뿐만 아니라 상호성, 공생과 관

용의 태도로 실현된다.

Mansur Muslich는 그의 논문에서 감정의 의미와 인도네시아 언어의 문화적 규범이라는 제목을 

통해 대중 문화인 인도네시아의 예의 바른 행동이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손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의사소통의 행동 규범 중 하나이다. 규범의 일부로서,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뻔뻔스럽거나 문명화되지 않은”것으로 보일 것이다. 공손의 규범은 인도네시아의 

비언어적인 사람들의 영역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먹거나 무언가를 줄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집

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이나 슬리퍼를 벗고, 먹을 때 배가 고플지라도 음식을 조금 먹는다. 앉아있

는 남자를 지나칠 때 내려다보는 일도 삼간다.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끼면 그 말에 사과해야 한다. 

사과 행위는 죄책감을 인정하고 사람의 높이에 대한 감사와 공손한 표현의 한 형태이다.

의사소통, 특히 말하기와 관련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표현은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발언을 포함하여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의 목표는 상대방이 미친, 슬픈, 창피한, 불쾌한 것 같은 

나쁜 것을 느낀다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 알려진 사람들과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야기하기 위해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 사회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출생과 죽음, 가족, 씨족 및 지역 사회 거주지

는 중요한 것이다. 자기 삶의 여정의 역할과 운명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바 사람들의 삶에는 다

섯 가지가 있다. 죽음, 사랑의 일치, 감사, 운명과 재산. 사랑하는 일을 위해 고려해야 할 최소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 즉 씨, 무게, 존엄 혹은 명성.

무게는 그 자체가 태어날 때 지니거나 내면의 자질들이다. 신앙(자기 종교에 대한 친숙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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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술 및 행동이 포함된다. 이 무게의 개념은 여성에게 보호, 사랑과 존경을 주기 위해 적용

된다. 씨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유전적으로 유전된 육체적 특성과 특성에 관계없이 기원 

되거나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정신 건강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다음에 영적 세대 둘 다

로서 자손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 (존엄, 명성).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 다른 인간을 창조한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

서의 생각과 감정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다양하고 동질적인 것이 아닌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IT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와의 토론을 통해 로봇과 기계에 “마음”을 옮기기는 쉽다는 것을 들었다. 왜

냐하면 AI는 “심장”에 비해 “마음”이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환경’에 있다.

과학이나 지식은 수학과 물리 대신 언어의 어머니이다. 언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

초이다. 2 + 2 = 4를 번역하거나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숫자 2, 기호 = 기호 + 및 숫자 4에 대한 

“통찰력 또는 이해력”이 더 복잡하다. 논리적으로 2 + 2 = 4 인 영역에서만 작동한다. 심장은 지각 

(단순화를 위해)에서 작용하지만, 상기 2 + 2의 문제는 지각의 기본 논리이고, 분노, 슬픔 등의 감

정과 같은 더 복잡한 지각이다.

연구자가 “AI가 학습, 인식 및 감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AI에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완적인 결과를 얻지 않는 한 심장을 AI로 전송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AI 사이

의 사고의 정의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AI가 사고 할 때, 그는 단지 작업과 관련된 논리를 폈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직면한 중도의 논리에 대한 논리뿐만 아니라 현재와 역사적인 

인식을 넣을 뿐이다. 그리고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것을 창조할 때 기계 또

는 로봇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경쟁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혁명 5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혁명이 남긴 것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 – 기계”와 

함께 하는 “인간 – 기계”가 남는다. 클론의 이야기 문제.

*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분쟁 및 평화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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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as humans experience the world, 

think and relate to technology?

William Stanley

In the contex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need to focus on profound questions 
concerning how we as humans experience the world, think and relate to technology. 
Prima faci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never replace human (natur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n area of computer science that emphasizes the creation of 
intelligent machines that work and react like humans. Some of the activities computer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esigned to include:-speech recognition, learning, planning, 
problem s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branch of computer science that aims to 
create intelligent machines. It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e technology industry. 
Knowledge engineering is a core part of AI research. Machines can often act and react 
like humans only if they have abunda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ing to a data center near you, and it will likely start performing 
many of the tasks that human operators spend the bulk of their time doing.

There is an interesting dilemma to consider. Prehistory for modern humans lasted about 
200,000 years, agricultural civilization a few thousand years, industrial civilization 
hundreds of years, and information civilization only decades. This acceleration is 
combined with greater life expectancy for most humans today. We will likely live 
through the next several revolutions in human labor.

Jeff Colombe, discussed a theory of human history based on how majorities of people 
engage in particular forms of labor at different times, in a succession from 
hunter-gatherer societies, to agricultural, industrial, and information societies. T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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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s that each ‘wave’ of activity produces a surplus that sets up the next ‘wave.’ 
Once we have collectively made the satisfaction of some human need efficient enough, 
we go on to the next most important need.

First came steam and water power; then electricity and assembly lines; then 
computerization… So what comes next? Some call i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industry 4.0, but whatever you call it, it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cyber-physical 
systems,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Internet of Systems.

AI has roots dating back to the 1950s but only started to gather steam earlier this 
decade with the concept of “narrow AI.” This is where technology is focused on 
completing specific tasks like image classification and facial recognition but lacks the 
ability to evolve its processes using experience and other data input the way a human 
brain does. 

Scherz cautioned against the threats posed by AI to social justice through such 
phenomena as the replacement of imperfect humans (Robots) in the workplace with 
maximally efficient and profitable machines. Juan David Romero, shares that with 
appropriate policies in place, robots should become our “best friends,” not our “worst 
nightmare”.

What will be most economically precious in the next ten years will be the ability of 
humans and machines to make sense of all of that knowledge, and to know how to use 
it most effectively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is boils down to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skills, or in popular speak, ‘becoming smarter.’ As we build rich, smart, and 
intelligent systems, we’re dealing with systems in the open world that will always be 
grappling with uncertainty in their ability to see and to act under that uncertainty. 
“When humans are faced with new tasks, we read books on the subject, research sites 
online or talk to experts, in the process gathering information that will help us solve 
our problems quicker. It doesn't make us behave crazy, says Levesque. Our brains don't 
crash like computers. One has to care a lot about making people smarter and also care 
about making machines sm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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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leaders need a level of facility with science in order to address a whole range 
of issues engaging people in communities of faith, and the voices of spiritually-trained 
and scientifically-aware leaders are needed in broader public conversations about a whole 
range of issues as the society faces.” Cross-community dialogue of all types can be 
challenging. When it comes to communication between scientists and religious 
communities, numerous studies of the public indicate that this interface can be among 
the most difficult. The automation of more and more work once done by humans is the 
central theme of Race Against the Machine. “Many workers, in short, are losing the 
race against the machine,”.

Professor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has published a book entit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he 
describes how this fourth revolu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hree, 
which were characterized mainly by advances in technology. In this fourth revolution, 
we are facing a range of new technologies that combine the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worlds. These new technologies will impact all disciplines, economies and 
industries, and even challenge our ideas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Many experts suggest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nefit the rich much 
more than the poor, especially as low-skill, low-wage jobs disappear in favor of 
automation. But this isn’t new. Historically, industrial revolutions have always begun 
with greater inequality followed by periods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began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originally led to a 
huge polarization of wealth and power, before being followed by nearly 100 years of 
change including the spread of democracy, trade unions, progressive tax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afety nets.

Technology per say is governed by individuals supported by capitalist for their benefits 
– it has become a commodity for sale. These capitalists or corporates invest money in 
political realm of policy changes. Corporates and Capitalist are investing in billions and 
trillions to control media through advertisements by established media linked with 
market. There are so many challenges of these invented technologies be it be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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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 you will have Siri, Alexa and Sophia who will assist you in your 
knowledge, behavior and action.

Sixty years back at home we did not have electricity, we were use to kerosene lamps 
and in the evening study under street lamps lit on Kerosene. We encountered with 
watch which was manual to be adjusted. At the kitchen my Mom took the help of 
domestic helps to make different curries which was made by hands in making a paste 
as well cooking with mud pots with fire woods. I still remember how tasty the food 
use to be. There were many people around serving the needs of an individual as well 
as a family – washer-men, barber, house keeping, cooking, cleaning all were physical 
labour. Today most of them are replaced with machines.

To recall those days when there was no electricity everything was organised on a day 
to day basis. As there was no electricity there was no fridge, no radio, no phone. 
Forget about television – black and white or color. There was no Auto’s, no cars to be 
afforded. My father use to have a BSA bicycle who cycled to market for vegetables 
and non-vegetarian – fish or mutton. Everything was bought on a daily basis. I use to 
visit rural areas – the villages and there was no electricity in these villages and hence 
no technologies to be operational. Regarding transport and communication everything was 
public – bus, postal, telegram, telephones. There was no TVs. Everything became topsey 
turvey with new innovations replacing labour. Today most of the work done by labour 
is replaced by machines. From the gender and labour perspective we need changes from 
drudgery and harmful work. 

Today all the products are sold under one roof calling the Malls. Currency is getting 
replaced with credit and debit cards. Electronic online transactions. We use to have road 
side shops, hawkers, shandies, bazzars and millions of small enterprises from farming to 
skill based rural industries, lives of the poor are under constant threat.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etting displaced. Once the blue collar jobs and white 
collar jobs are turned to be grey jobs. We have online markets such as amazon, flipkart 
and so on. Every thing is getting digitized. One wonders who ultimately contro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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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business and marke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xploiters. Exploitation has 
become virtual. 

We have also witnessed political, cultur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s in the name of 
freedom and independence but succumbed to technological changes. There are many 
areas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se revolutions did in the areas of agriculture, 
industries,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political 
governance – be it be oligarchy, dictatorship, military, socialism, communism and 
democracy. All these have to face the market – full or perfect capitalism, a political 
economy that sustains the undemocratic and dominant ideologies of exploitation of 
people and natural resources. The goods once was luxury, became comfort and further it 
became a need. The poor people’s aspirations and dreams are governed by media 
constantly hammering the mind to have a product of luxury followed by indebtedness 
leading to growing poverty.

Nothing is Permanent in this Life including technology. Computer killed Typewriter, 
WhatsApp killed BBM, Youtube killed DVD, Bluetooth killed Infrared, Xender killed 
Bluetooth, CDs killed Cassettes, Android killed Windows phone, Uber killed Yellow 
Cab, Phone killed Post Office, SMS killed Letter Writing, Email killed Fax, E-card 
killed Hallmark Card, Maggi killed Dawa Dawa,  Internet  killed Library, Google killed 
Dictionary, Wikipedia killed Encyclopedia, Money killed True Love, technological 
civilization killed Culture, “AI will kill whom – be careful”,  No condition is permanent 
in this world. Be h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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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며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윌리엄 스탠리

(Facilitator, IRDWSI

Convener, 공동 투쟁 실무 그룹, Oikotree.)

인공 지능의 맥락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기술과 관

련되는지에 관한 심오한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얼른 보더라도 인공지능은 인간(자연)지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인공지능(AI)은 인간처럼 작동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기계의 생성을 강조하는 컴퓨터 과학 영역이

다. 인공지능이 있는 활동 컴퓨터 중 일부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 음성 인식, 학습, 계

획, 문제 해결. 인공 지능은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것은 기술 산업의 필수 부분이 되었다. 지식 공학은 AI연구의 핵심 부분이다. 기계는 종종 세계

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인간처럼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오고 있으며, 인간 작업자가 자신의 시간 중 대부분을 소비하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흥미로운 딜레마가 있다. 현대 인간에 대한 선사 시대는 약 20만년, 농업 문명은 수

천 년, 산업 문명은 수백 년, 정보 문명은 수십 년을 지속했다. 이 가속은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에

게 더 큰 평균 수명과 결합된다. 우리는 인간 노동의 다음 몇 가지 혁명을 통해 살아갈 것이다.

제프 콜롬 (Jeff Colombe)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냥터에서부터 농업, 산업 및 정보 사회에 이르

기까지 여러 시간에 특정한 형태의 노동에 어떻게 종사하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 이론을 논의했다. 

이 견해는 활동의 각 '파동'이 다음 '파동'을 구성하는 잉여를 생산한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공동으

로 인간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들었으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필요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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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증기와 수력이 왔다. 다음 전기 및 조립 라인; 컴퓨터화 ... 그럼 다음은 무엇인가? 일부

는 네 번째 산업 혁명 또는 산업 4.0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엇이든 그것을 부르면 사이버 - 물리

적 시스템, 사물의 인터넷 및 시스템의 인터넷의 조합을 나타낸다.

인공 지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좁은 인공 지능 (AI)"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10 년 초에 스팀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술이 이미지 분류 및 얼굴 인식과 같은 특정 작

업을 완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프로세스를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곳이다. 경험

과 다른 데이터 입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두뇌가 하는 방식이다.

Scherz는 직장에서 불완전한 인간(로봇)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기계로 대체하는 등의 

현상을 통해 AI가 사회 정의에 제기한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Juan David Romero는 적절한 정책

을 통해 로봇이 "최악의 악몽"이 아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10 년 동안 가장 경제적으로 귀중한 것은 인간과 기계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이다. 이것은 인지 능력의 발달로 

이어지고, 또는 대중적으로 말해서, '더 똑똑해진다.' 우리가 풍부하고 지능적이며 지능적인 시스템

을 구축함에 따라, 우리는 개방된 세계에서 항상 그 불확실성을 보거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있

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인간이 새로운 업무에 직면할 때 우리는 문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조사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은 우리가 미친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Levesque는 말한다. 우

리의 두뇌는 컴퓨터처럼 충돌하지 않는다.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시설을 

필요로 하며, 정신적으로 훈련되고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은 광

범위한 주제에 관한 사회가 직면한 공개 대화에서 필요하다. "모든 유형의 커뮤니티 간 대화는 어

려울 수 있다. 과학자와 종교 공동체 사이의 의사 소통에 관해서는 대중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인터페이스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한 번 더 많은 작

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기계에 대하는 인류의 핵심 주제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상대로 경쟁

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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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는 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다. 이 혁명은 네 번째 혁명이 이전의 기술 발전과 어떻게 근본적으

로 다른지 기술하고 있다. 이 네 번째 혁명에서 우리는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를 결합하

는 다양한 신기술에 직면해 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모든 분야, 경제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심

지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에 도전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 4차 산업 혁명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자동화에 유리하게 사라지면 더욱 그렇다. 그러

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산업 혁명은 항상 정치적 및 제도적 변화의 시기에 뒤

이어 더 큰 불평등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초반에 시작된 산업 혁명은 원래 부와 권력의 거대한 

양극화를 낳았고, 민주주의, 노동조합, 진보적 세제의 확산, 사회 안전망의 개발 등 거의 100 년 동

안 변화가 뒤따랐다.

말에 대한 기술은 이익을 위해 자본가가 지원하는 개인의 통치를 받는다. 이는 판매용 제품이 되

었다. 이 자본가들 또는 기업들은 정책 변화의 정치적 영역에 돈을 투자한다. 기업 및 자본가들은 

시장과 연계된 언론 매체와 광고를 통해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투자하고 있다. 인

공 지능이 될 때 이러한 발명된 기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Siri, Alexa 및 Sophia가 여러분의 

지식, 행동 및 행위에 도움을 줄 것이다.

60년 전 우리는 전기가 없었고, 우리는 등유 램프에 익숙했고 등유에 불을 밝힌 가로등 아래에서 

저녁을 공부했다. 조정할 설명서인 시계로 만났다. 부엌에서 나는 엄마가 가정에서 도움을 받아 여

러 가지 카레를 만들었는데, 이 카레는 손으로 소나무로 진흙 냄비로 요리를 만들었다. 나는 아직

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기억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

었다 - 세탁기 - 남성, 이발사, 집안일, 요리, 청소는 모두 육체 노동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은 기계

로 대체된다.

전기가 없을 때 그 당시를 회상하기 위해 모든 일은 하루 단위로 조직되었다. 전기가 없기 때문

에 냉장고, 라디오, 전화기가 없었다. 흑백이나 컬러 텔레비전은 잊어 버려라. 어떤 자동차도 없었

다. 차를 마련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야채와 비 채식주의자인지라 물고기 또는 양고기

를 시장에 내놓은 BSA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매일 구매되었다. 나는 시골 지역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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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자전거를 사용한다. 마을에는 전기가 없으므로 이 기술은 작동하지 않는다. 운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것은 공공 버스, 우편, 전보, 전화였다. TV가 없었다. 모든 것이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으로 topsey turvey가 되었다. 오늘날 노동의 대부분은 기계로 대체된다. 성별과 노동의 관점에

서 우리는 고역과 유해한 작업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모든 제품은 한 지붕 아래 몰에서 판매된다. 통화가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전자 온라

인으로 바뀐다. 우리는 농업에서 기술 기반 농촌 산업에 이르기까지 길가의 상점, 행상인, 촌뜨기, 

bazzars 및 수백만 개의 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 받고 있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고 있다. 일단 블루칼라 작업과 화이트칼라 작업은 회색 

작업으로 바뀐다. 우리는 아마존, 플립 카트와 같은 온라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

화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 비즈니스 및 시장을 누가 통제하는지 궁금하다. 착취자를 찾는 것은 

어렵 다. 착취가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또한 자유와 독립의 이름으로 정치, 문화 및 기술 혁명을 목격했지만 기술 변화에 굴복했

다. 과두 정치, 독재, 군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농업, 산업, 통신, 정보 및 인공 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혁명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영역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시장

에 직면해야 한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자본주의, 사람들과 천연 자원의 착취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정치 경제, 상품은 한때 사치였고 편안함을 느끼고 더 나아졌다. 

가난한 사람들의 열망과 꿈은 끊임없이 마음에 호화로운 제품을 갖기 위해 부채가 뒤따른 언론의 

지배를 받아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기술을 포함하여 이 생에서 영구적인 것은 없다. 컴퓨터 죽인 타자기, WhatsApp 살해 BBM, 유

튜브 죽인 DVD, 블루투스 죽인 적외선, Xender 죽인 블루투스, CD 죽인 카세트, 안드로이드 죽인 

윈도우 폰, 우버 죽인 노란 택시, 전화 죽인 우체국, SMS 죽인 편지 쓰기, 이메일 죽인 팩스, 카드 

죽인 Hallmark 카드, Maggi 죽인 Dawa Dawa, 인터넷 죽인 도서관, Google 살해 사전, 위키피디

아 죽인 진정한 사랑, 기술 문명 살해 문화, “AI는 누구를 죽일 것인가 – 조심하자.”이 세상에 영구

적 인 조건은 없다. 겸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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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Obligations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R. Christopher Rajkumar*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is the fourth major industrial era since the 
initial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t is characterised by a fusion of 
technologies that is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physica’, ‘digita’ and ‘biological’ 
spheres said the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at the recent BRICS Summit 
held on July 26 - 27, 2018 at Johannesburg. Further, he sai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help to enhance better service delivery, productivity levels. The 
“High-skill but temporary work will be the new face of employment. There will be 
radical changes in industrial ‘production’, ‘design’, and ‘manufacturing’,”1)

Professor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has been at the centre of global affairs for over four decades. He is convinced 
that we are at the beginning of a revolution that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we 
live, work and relate to one another, which he explores in his new boo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roduction: 

Technology, as an ‘abstract entity’, disregarding the society’s proficiency of coping with 
the technological and technical advancements progresses unsteady and irrational headed 

* R. Christopher Rajkumar serves as the Executive secretary of Unity and Miss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and he also serves as the Convener of th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of the Oikotree , 
<christoprajkumar@gmail.com>. 

1)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65151988.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
medium=text&utm_ campaign=cp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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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tremendous growth. Such remarkabl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advancements in the fields of medicine, chemistry, aviation, electronics, atomic energy, 
space exploration, and genetic engineering mark the modern era. Modern era accredits 
towards the pervasive despair to the reputed means of achieving all those advances. 
Accordingly the disastrous element of these developments to the entire creation like 
Hiroshima, the nuclear arm race, Chernobyl, Bhopal, Exxon oil spill, acid rain,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nd ozone depletion is the crucial concern of the 
environmentalists and earth-justice activists.

Humanism and Modernism from its vision gave birth to the society which established 
itself in the flexible realities of post-modernism. Nevertheless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societies are in the chaotic condition. Modern era’s predicament of utopia is 
comprehend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ace of the mandate competence 
in entertaining to provide the means to transcend the nature’s limitations, society 
evermore directed its attention to technology re-captivating its cynical world. Today’s 
society that is packed with technology enclos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information systems, virtual realities, communication superhighways and ubiquitous 
computing. As an outstanding technology of today with the mobile phones, technology 
becomes identical with the emerging global, networked society, which challenges whether 
to discard the technological influence or acknowledge its presence. In this milieu of the 
technological world, rather than withdrawing from the issues around it, one could find 
and suggest possible means to uphold humanism. This presentation will mostly deal with 
the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oncepts upholding and promoting humanism. 

Post-Modernism :

As Tarnas (1991) says ‘the postmodern mind may be viewed as an open-ended, 
indeterminate set of attitudes that has been shaped by a great diversity of intellectual 
and cultural currents’ Despite the fact that the philosophy of postmodernism has been 
endorsed as a solution for the society, many humanists and traditional school of 
thoughts confronts it saying that the post-modernism, which is filled with contra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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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n extremely complex philosophy difficult to conceptualize. They claim that 
postmodernism rejects the truth while in the same breath proposes truth. It rejects 
religion / faith while still longing for a Saviour or Messiah. 
 
As postmodernism is characterised by the rejection of traditional structures and cultures, 
it repudiates the accuracy of knowledge for being subjective and open to deconstruction 
and it also enforces the individual to self explanatory reality. Remodelling the out-dated 
morals and ethics of the past age that have failed in the postmodern era suiting to the 
present situation is extensively possible.   

Ethics: 

The ethical natur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ntradictory in its points of view as 
follows: ‘technology is just a tool’ to be used and ‘technology has socio-political- 
economical consequences and effects and is not neutral’.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he essential ability to modify the society in its usages as well as in the process of its 
use. Capurro (2003) states, with the misunderstanding that technologies are completely 
free of social, political or economic biases, today’s society is struggling. Condella (2001) 
supports this by stating ‘the essence of technology is nothing technologic. Heidegger 
rejects what he calls the instrumental or anthropological definition of technology, which 
reduces technology as a whole to a particular instantiation’. The scholars believe that 
even though technology is just a tool, it is possibly dangerous as it extends the society 
to the influences and impacts that technology has on their life which can result in 
unrestrained or even unnoticed technological determinism. 

Technological Determinism:

Technological determinism as defined by Robins & Webster (1999: 73), is the 
philosophy in which the technological novelty and advancement determines the social 
progress and cultural change, which results in faster technological advancemen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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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raises the spirit that the benefits of technology make possible increasing 
accessibility to new ideas and new implementations, which aggressively adapt and 
implement newer and better technologies. Besides the technological, all other methods of 
problem solving are nullified (Condella, 2001). Hence, the newer technologies will be 
required to support solving societal problems of the earth communities rather than 
enhancing the mechanisms of whose ineffectiveness of trained and skilled. 

The ‘deterministic influence’ with the affirmation of the modern and post-modern 
technological relationships rather history, tradition, culture and politics, contributes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other than the human-development. Accordingly 
technological determinism has a two-fold effec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societal change’. The society that becomes ‘technologically dependent’ in turn vigour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the society further down the path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creasing its dependence is the end effect. Condella (2001) notes that 
there is a certain inevitability with regard to technological being. 

Technological Pessimism:

Technological pessimism is a philosophy that makes the societies which upholds the 
roles of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as the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societies’ 
development. Since the relationships are ‘techno-centric’ rather ‘humane-centric’ it 
undergo a sense of stress, disappointments, apprehensions, anxiety and threat over 
‘technology assumed societies’ that, it would harm the very life of every individual and 
communities. This social pessimism over the idea of technology is growing among the 
day today life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each move of life. 

As the effects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s unexpected positive or negative 
consequences, though the past experiences of the societies are disapproving, the 
successes are narrated and romanticiz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ore of 
non-human advancements like space-research, atomic-power, and so on.  Even the GMO 
and such are again life-killing-capitalist effort. Therefore the technology i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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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entire earth communities in order to force them to believe the non-human, 
dream-based developments and advancements as essential. 

Secondly, these advancements are found expensive and only rich could afford.  So, the 
question arises here is, are people owners of these advancements or consumers? If 
consumers, it is not a capitalistic ideology when the globe is assumed, attracted, 
influenced, experienced and tasted the philosophy of ‘democracy’ where the governance 
is ‘BY’, ‘OF’ and ‘FOR’ people. These have been found as sufficient reasons to 
account for much of ‘technological pessimism’ of today. 

Rise of Fundamentalism (Right-wing):

The rise of right-wing fundamentalism with its characteristics of suppressing and 
oppressing the minorities, oppressed, marginalised and the people who life in the edges 
of the societies wrecks the entire globe. The increasing and aggressive proselytization 
processes towar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the pro-technological States are 
forcing their citizens to become ‘netizens’ asking to adopt and get adapted to the 
so-called technological (Industrial) revolution without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 
people to be familiar such as virtual cash transactions instead of physical transactions 
and several such. Here human rights, right to live is challenged since the States expect 
the citizens to live as the State expects. And they out-source the ‘Techies’ to promote 
such ideologies through social media to justify and influence the citizens.

At this instant understanding of the word technology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nlightenment era's understanding of technology. Even the following next century of 
enlightenment also had an understanding of objects, the knowledge and the practices to 
be included by technology later as a special branch of the arts like mechanic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ield of arts and humanistic that has a base of ‘intellectualism’ as 
medium learning and life. In short, the usage of the word technology as verb has 
become nou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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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Obligations

Considering the above the following components shall be considered as influences and 
need for a moral and ethical interventions:

• The dispersion of society with information 
• The primacy of representation over reality 
• The displacement of space and time 
• The facilitation of consumerism 
• The disarticulation and rejection of cultural heritage 
• The redefinition of traditional societal forms  
• The potential for techno-transcendence 
• The inadequacies of traditional value and ethics 
• The redefinition or loss of identity  

These interdependent components, which are not mutually exclusive, penetrate into every 
other and cause a complex and powerful net of influences with major impact on the 
life-world of the individual. The parallels between the influences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various facets of Post-Modernism provide evidences to the fact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agent of Post-modernism. 

Conclusion:

Technology can be both a liberator and tyran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However, 
one is also presented with a view of complete liberation, self-expression and the struggle 
for authenticity. Bringing together the visions of the futur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one can predict with the range from technological ‘utopias’ to dehumanized ‘cybernetic 
organism’, society’s rebirth or apocalyptic visions of its inevitable degeneration and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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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lso forcefully promotes and inculcates the ‘ideological inheritance’ instead of 
‘socio-historical inheritance’ reducing the faith in the human capacity and promoting a 
‘timeless’ and ‘context-free’ knowledge. The stunning advanc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practicalities seem to confirm the ‘epistemological faith’ with the 
‘corresponding belief’ of the context-free contexts, because theology is nothing but a 
‘critical’ faith expression of one's own contexts. It shall never be static indeed!

The humanistic stance of the humankind diminishing the powers of technology could 
shape the future of the society and such could be the moral obligation. Through its 
implementation, society is enclosed with the metaphorical cybernetic organism and unable 
to exist without technological assistance.  Hence, the other moral obligation shall be: the  
leaders and citizens to “together shape a future that works for all by putting people 
first, empowering them and constantly reminding ourselves that all of these new 
technologies are first and foremost tools made by people for people.” 

As an explanatory model, neither social nor technological determinism is sufficient. And 
yet, the real lesson here is an epistemological one; network culture often understands 
itself as technologically determined. We are obsessed with technology as perhaps never 
before and thus more prone to think of it as a historical cause. If theories of the 
network are latent in postmodernism, they are still unformed. The network's future role 
is unclear. 

Most current views of Postmodernity and postmodernism may be positioned between 
these two visions, between the ‘justice of the heterogeneous’ and the “cultural logic” 
and unbridled power of global capitalism.  If, however, we combine these views of  
cultural postmodern ism embodies two competing and conflicting drives arising from 
capital‘ism’ and democracy defining postmodern‘ity’. 

Readings:

Alan Liu, The Laws of Cool: Knowledge Work and the Culture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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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도덕적 의무

- R. 크리스토퍼 라지쿠마르*

제 4차 산업혁명(4IR)은 18 세기 초기 산업 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그것은 

요하네스버그에서 2018년 7월 26-27일에 개최된 최근의 BRICS 정상 회담에서 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말했듯이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구역 사이의 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기술의 융합으

로 특징 지워진다. 또한 기술 혁신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도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임시직은 고용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다. 산업 ‘생산’, 

‘디자인’, ‘제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1)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창설자 겸 집행위원장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

계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삶, 일 및 서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시작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그의 새로운 저서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탐구한다.

입 론: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기술은 기술 및 기술적 진보에 대처하는 사회의 숙련도를 무시하고 비정상

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엄청난 성장을 이끈다. 의학, 화학, 항공, 전자, 원자력, 우주 탐사, 

유전 공학 등의 현저한 과학 기술 혁신과 발전은 현대 시대를 상징한다. 현대 시대는 모든 발전을 

이룩한 평판이 좋은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절망에 대해 인정한다. 따라서 히로시마, 핵 군비 경쟁, 

체르노빌, 보팔, 엑손 유출, 산성비,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오존 붕괴와 같은 전체 창조에 대한 

* R. Christopher Rajkumar serves as the Executive secretary of Unity and Miss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and he also serves as the Convener of th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of the Oikotree,<christoprajkumar@gmail.com>. 

1)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65151988.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 campaign=cp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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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극적인 요소는 환경론자들과 활동가들의 지구의 정의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휴머니즘과 모더니즘은 그 비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융통성 있는 현실 속에 자리 잡은 사회를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혼란 상태에 처해 있다. 현대 

시대의 유토피아에 대한 곤경은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이해된다.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즐거움을 부여하는 권한에 직면하여 사회는 냉소적인 세계를 다시 사로잡는 기술에 

관심을 집중했다. 복잡한 정보 시스템, 가상 현실, 통신 초고속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징으로 

둘러싸인 기술로 포장된 오늘날의 사회, 오늘날 휴대폰의 탁월한 기술로서, 기술은 신흥 글로벌 네

트워크 사회와 동일해진다. 이 사회는 기술적 영향을 버리거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도전

한다. 기술 세계의 이런 환경에서, 주변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인본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가

능한 방법을 찾아 제시할 수 있다. 이 발표는 대부분 휴머니즘을 지지하고 증진하는 철학적, 신학

적 개념을 다룰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

Tarnas(1991)는 ‘포스트모던 정신은 다양한 지적, 문화적 조류에 의해 형성된 개방적이고 불확실

한 태도로 볼 수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많은 인본주의자들과 전통적인 생각, 학교들은 모순

으로 가득 찬 포스트모더니즘이 개념화하기가 매우 복잡한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포스트모더

니즘이 진리를 거절하고 동일한 호흡에서 진리를 제안한다고 주장한다. 구주나 메시아를 간절히 바

라면서 종교 / 신앙을 거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구조와 문화에 대한 거부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해체가 

가능한 지식의 정확성을 부정하며 또한 개인에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을 강요한다.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는 포스트 던 시대에 실패한 구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개혁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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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제 4차 산업혁명의 윤리적 본질은 ‘기술은 단지 도구 일 뿐이며’ ‘기술은 회 정치적 경제적 결과

와 효과를 가지며 중립적이지 않다’는 관점에서 모순된다. 제 4차 산업 혁명은 그 사용법뿐만 아니

라 사용과정에서 사회를 수정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카푸로 (Capurro, 2003)는 기

술이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오해와 함께 오늘날의 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Condella(2001)는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이지 않다. 하이데거

(Heidegger)는 기술적 또는 인류학적으로 기술을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며 기술을 전체적으로 특정 

사례로 축소한다.’ 학자들은 비록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 만, 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

도 있다.

기술적 결정론:

Robins & Webster(1999 : 73)가 정의한 기술적 결정론은 기술적 진취와 진보가 사회적 진보와 

문화적 변화를 결정하여 더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룩한다는 철학이다. 이 철학은 기술의 이점을 통해 

새롭고 더 나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구현에 대한 접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기술적인 것 외에도 다른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무효화 된다(Condella, 2001). 따라서 최신 기술은 훈련되고 숙련된 사람들의 비효율적인 메커니즘

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지구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역사, 전통, 문화 및 정치보다는 오히려 현대와 포스트모더니즘 기술 관계의 확인과 함께 ‘결정론

적 영향’은 인간 발달 이외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기술적 결정론은 ‘기술적 진보’

와 ‘사회 변화’의 두 가지 효과를 갖는다. ‘기술적으로 의존적이 되는’ 사회는 기술 진보의 길로 나

아가서 그 의존성을 높이는 사회 개발 과정을 활기차게 만든다. Condella (2001)는 기술적 존재와 

관련하여 어떤 불가피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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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비관론:

기술적 비관주의는 역사, 전통 및 문화의 역할을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로 유지하는 사회

를 만드는 철학이다. 관계는 ‘테크노중심적’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중심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실

망, 불안, 불안,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 기술 아이디

어에 대한 이 사회적 비관주의는 인생의 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닌 오늘날의 삶 가운데 성장하

고 있다.

기술 발전의 효과가 예기치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의 과거 경험이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성공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주 연구, 원자력, 등등, GMO조차도 다시 생

명을 죽이는 자본주의적 노력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비인간적이고 꿈에 기반한 발전과 발전을 필

수적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전 지구 공동체를 대상으로 작업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발전은 값이 비싸고 부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

람들이 이러한 발전에서 소비자인가? 소비자라면 ‘지구’가 ‘BY’, ‘OF’ 및 ‘FOR’ 사람들인 ‘민주주의’의 

철학을 추측하고, 끌고, 영향을 주며, 경험하고 맛보았을 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것들

은 오늘날의 많은 기술적 비관론을 설명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근본주의의 부상(우익):

소수 민족,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

를 난파하는 사람들의 억압과 억압이라는 우익 근본주의의 등장. 친 술 국가들에 의한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증대되고 적극적인 개종 과정은 시민들에게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소

위 기술 (산업) 혁명을 채택하고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네티즌’이되 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리적 거

래 대신에 가상 현금 거래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권, 권리는 국가가 

기대하는 대로 시민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도전된다. 그리고 그들은 시민들을 정당화하

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장려하기 위해 ‘Techies’를 아웃소

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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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 기술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계몽 시대의 기술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 다음의 깨달

음의 다음 세기에도 기술과 인본주의의 영역과는 다른 정비사와 같이 예술의 특수한 부분으로 나

중에 기술에 포함될 대상, 지식 및 관행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지적 학습’을 매개 학습과 삶으로 

간단히 말해, 동사라는 기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오늘날 명사가 되었다.

도덕적 의무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는 도덕적, 윤리적 개입의 필요성 및 영향으로 간주

된다.

∙ 정보가 포함된 사회의 분산

∙ 현실에 대한 대표권의 우선

∙ 공간과 시간의 환치

∙ 소비주의의 촉진

∙ 문화유산의 분열과 거부

∙ 전통적인 사회 형태의 재정의

∙ 테크노 – 초월에의 잠재성

∙ 전통적 가치와 윤리의 부적절함

∙ 정체성의 재정의 또는 상실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구성 요소는 다른 모든 구성 요소에 침투하여 복잡하

고 강력한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삶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 4차 산업 혁명의 영향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측면 사이의 유사점은 제 4차 산업혁명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결 론:

기술은 해방자도 폭군도 될 수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으며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154

해방, 자기표현, 진실성을 위한 투쟁에 대한 견해도 제시된다. 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전

망을 한데 모으면 기술적인 ‘유토피아’에서부터 비인간화된 ‘사이버 네틱 유기체’, 사회의 재생 또는 

피할 수 없는 퇴보와 붕괴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사회 - 역사적 유산’ 대신에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강력하게 조장하고 주입하여 인간 역량

에 대한 신념을 줄이고 ‘시대를 초월한’ 맥락 없는 지식을 증진시킨다. 제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진보와 실용성은 신학이 자신의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신앙 표현일 뿐이므로 맥락 없는 문맥에 

대한 ‘상응하는 신념’과 ‘인식론적 신앙’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술의 힘을 약화시키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은 사회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은 도

덕적 의무일 수 있다. 구현을 통해 사회는 은유적 cybnetic 유기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술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도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지도자와 시민은 "사람들을 우

선적으로 배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첫 번째이자 도구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미래를 함께 

구성 할 것". 

설명 모델로서, 사회적 결정적 결정론이나 기술적 결정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기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인식론적인 교훈이다. 네트워크 문화는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이해한다.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기술에 집착하여 이를 역사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만약 네트워크의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잠복했다면 여전히 이론이 없다. 네트워

크의 미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포스트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대부분 현재의 견해는 ‘이질성의 정의’와 ‘문화적 논리’ 

사이와, 세계 자본주의의 자유롭지 않은 힘 사이의 두 비전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결합한다면 포스트모던 시대를 정의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두 개의 경쟁적이고 상충하는 추동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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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ASI: AN EXPLORATON OF THE COSMIC S(S)PIRIT 

THAT BINDS THE COMMUNITY OF LIFE IN AFRICAN 

THOUGHT

Kuzipa Nalwamba1)

Introduction

I came across the following quote in my tweeter feed:
For a few centuries man has tried to make himself like a machine. He's learned to 
arrive on time. He~s learned to repeat after teacher. He~s learned to do repetitious 
tasks reliably. Machines are now better at being machines than man is. Man must 
now relearn how to be (hu)man.2) 

The implication is that humans create beyond their own capacity as this witty 
interpretat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illustrat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re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particular, is bound to surpass past 
revolutions by far, in its creation of capacities that transcend human potential. That is 
the context in which the question about what is to be human is raised. As AI and 
human capacities intersect in ever more complex ways, we need to find ways of 
learning our humanity. 

In this reflection, I attempt to retrieve of African thought that present human life as an 

1) Kuzipa Nalwamba is an ordained minister of the United Church of Zambia and a research associate at the Faculty 
of Theology, University of Pretoria. She currents serves the Council for World Mission as Project Consultant 
(Strategic Planning). knalwamba@gmail.com 

2)�@TheStoicEmperor, https://twitter.com/TheStoicEmperor/status/1028831254119161856, (Accessed 13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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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l part of the community of life, emphasising relational categor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S) in the African worldview and how that intersects with 
understanding of the Spirit in Christian tradition.  

An African Conception of s(S)pirit

The cosmic s(S)pirit) is the seamless inseparable bond that makes reality one whole, and 
lends kinship to all creatures (Asante 1985). The African notion of the life principle 
(cosmic spirit) is the centre of the universe, which keeps the cosmic totality as a whole.  
For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 use a word from my own mother tongue as a 
referent for cosmic spirit in African. Mupasi3)  is the creator spirit, the life principle 
that brings about the web of life, sustaining and inhabiting all that is.

The retrieval of this African understanding of the life principle stands to informs 
Christian theology and call it back to its originating intuitions about creation. The 
historical transmission of global Christianity includes translation of the faith in term of 
the cultural lenses of the ‘host’ (Andrew Walls 1984). This contribution purports African 
cultural lenses to be that ‘host’, among other hosts, that must bear an imprint on 
Christian thought. 
 
African Christianity is a factor among the peculiarities that are conditioning and 
informing Christian theology in our time. By virtue of its exponential spread, African 
Christianity should provide a hermeneutical lenses that could potentially shape a 
Christian mind for understanding human identity inspired by an understanding of the 
cosmic creator-s(S)pirit. 

The telling of the story of the universe is not confined to one view. We need to “tell 
the story of the universe in such a way that […] It is a message that should, in our 

3)� Mupasi is a Mambwe (Zambian language) word that is used to denote the s(S)pirit, the principle of life that 
interweaves reality and inhabits the divine and the (organic and inorganic) creaturely life. It is the ontological 
realm that connects all reality in African thinking. Ubuntu derives upon that conception of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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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inspire resistance against capitalist exploitation, consumerist greed, cultural 
alienation and domination in the name of differences of gender, race, class, species and 
kind” (Conradie, 2014:12). This an affirmation celebrates the gift of cultures and 
disciplines bringing their unique gifting to theological reflection. 

Mupasi is akin to vitalism, a philosophical concept that has its origins in life-oriented 
movements. Vitalism sought to challenge a civilisation that had become intellectualistic 
and anti-life. The contestation about life led to sharp and intricate contrasts what it 
means to be living as opposed to dead or non-living. The distinction between what was 
living and what was dead became a criterion for cultural criticism among cultural 
theorists such as Friedrich Nietzsche, Henri Bergson and George Simmel. Traditional 
ways of thinking were examined in terms of whether they represented authentic life or 
they denied life. 
 
Jones (2012) argues that life cannot be understood in reductionist terms, rather as 
‘something … both biologistic and spiritualist, naturalist and theological’ and that it 
‘may not have an essence but only be the name for the set of multiple doctrines and 
movements premised on life variously understood’ (Jones, 2012:7). Mupasi as the 
African notion of the cosmic s(S)pirit is premised on the positive appraisal of vitalism 
that can be applied to the critique and celebration of life. The concept of Mupasi 
advances an anti-reductionist view of nature, which can be postulated as a critique of 
the reductionist and mechanistic approaches to nature and could contribute to the 
challenges posed by the alienation of mind and spirit.

Trinitarian theology is founded on the personhood of the persona of th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Such notions of personhood that have characterised Christian theology 
were especially brought into sharp focus by Aristotelean and Hegelian thought which 
conceptually identified the Spirit as nous4) emphasising cognitive self-referential rather 
than co-operative relational attributes. Non-reductionist renderings of the Spirit take 
seriously each manifestation and relationship while grounding them in, and allowing for 

4) Identified in Aristotle as spirit, reason or thought (see Ross,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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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Jesus Christ the Redeemer and God the Creator within a Trinitarian 
framework. It is within that tension-laden framework that a notion of the universal 
cosmic S(s)pirit that is constitutive of human identity emerges.  

Ramose (1999:51) articulates the underpinnings of African philosophical thought 
grounded in the notion of Ubuntu, understood ‘as a whole-ness and a constant flow of 
be-ing’ to the extent the ntu (life principle) flows through the entire universe, Mupasi 
enfolds organic and inorganic forms of life and all modes of being. Africanist 
theologians, thinkers and philosophers have explored these themes from various angles.

The African worldview portrays human life as inseparably bound to nature. In the same 
way human beings are defined by their connection to the totality of the community of 
life (Gitau, 2000). The African inhabits a bio-centric theology and philosophy that 
celebrates the kinship of all creatures. Sindima (1990:137-138)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n underlying belief that “How we think about the world affects the way we live in 
it. In particular, our understanding of nature – our cosmology – affects the way we 
understand ourselves, the way we relate to other people…” 

Mulago’s union vitale and participation vitale nuances the same concept recalling the 
African understanding that God (in whatever way God is understood in various African 
cultures) is essentially spirit. Mulago(1962) speaks of the union- of-life-in-participation, 
which recalls the pneumatological category of 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that echoes 
the biblical tradition. Ghanaian, Emmanuel Asante, has coined the term pan-vitalism that 
highlights that, “The African is kin to all creatures – gods, spirits and nature … The 
whole of nature […] as sacred because it derives its being from the Supreme Being 
who is the Creator-Animator of the Universe” (Asante, 1985:290, 292  Nkemnkia 
(1999:165) offers that ‘African thought has a unified vision of reality in which there is 
no room for irreducible dichotomies of matter and spirit, religious tension and daily life 
between soul and body.’ African ontology and metaphysics renders its universe sacred 
and bio-centric. It is suffused with life so much that even inanimate objects exist in a 
world ‘charged’ with the potency of the principl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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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life is a fundamental value in African thought and all things, animate 
and inanimate, are grounded in it. It ‘is the creative force behind all human and 
non-human action’ (Nel, 2008:40). According to Setiloane (1998b:80), it is an 
‘interpenetrating and permeating’ influence that saturates the community of life. Setiloane 
(1998b:79) asserts that in African thought all of creation emanates from a single source, 
therefore: 

[T]he term community is inclusive of all life (bios): animals, the habitat (the 
land), flora, and even the elements. The success of life is found in the ability to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all. 

 
The inclusivity suggested by this interpenetrative and permeating power of Mupasi or 
S(s)pirit in the universe recalls the imbedded and embodied nature of life. The 
implication is that this should engender moral responsibility. The convergence between 
African thought and Christian tradition, in critical relationship, nurtures a spirituality 
from which ensues an ethic that resists abuse of life. 
 

Echoes of Mupasi in Biblical Tradition

The biblical account makes it clear that all of creation, not only Christian people, are 
endowed with God’s Spirit (Gen. 2:7; Acts 2:17). Proverbs 8:22-31 captures the 
expansiveness of the Spirit, depicted as Wisdom that is the very principle present from 
the beginning and as realm of existence of all things.
 
Fear of syncretism has traditionally tended to temper such dialogue. The Brazilian 
liberation theologian, Leonardo Boff (1982; 2012) takes a positive view of syncretism5)  
by suggesting that it is by digesting some aspects of alien systems of thought that 
religion nourishes itself. The ‘substantial nucleus’ of Christian tradition upholds the 
belief that human beings and all of creation have life because the Creator-Spirit lives in 

5) Boff’s ideas and theologising is born from his own South American context of comunidades eclesiales de base (or 
base communities), where participation challenges hierarchy and creates instead a community based on 
commonality and equality not a utopian aspiration but as an outflow of the Christian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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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queaths life to all. When God’s Spirit is taken away, there can be no life. The 
biblical account does not indicate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Spirit who is 
life in, and who bequeaths life to all, and the sanctifying Spirit.

Conclusion

A recovery of the idea of the cosmic Spirit as the power of God that gives life 
(ruach), who is the indwelling Spirit - giver, sustainer of life - is a layered and 
co-existent way of being that is not limited to binaries or the concrete material world. 
The Spirit makes possible a unity of reality in which immanence and transcendence are 
inextricably bound as the realm of reality in which the presence of God may be 
discerned and the human may thrive and flourish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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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ASI : 아프리카의 사유에서의 삶의 공동체를 묶는 

우주영(영)혼의 한 탐색

쿠지파 닐왐바1)

입 론

트위터 피드에서 다음 인용문을 발견했다.

몇 세기 동안 사람은 스스로를 기계처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법을 배

웠다. 그는 선생님을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반복적인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방

법을 배웠다. 기계는 이제 인간보다 기계가 되는 것이 더 좋다. 인간은 지금 (휴)맨이 되는 법

을 다시 배워야 한다.2) 

그 함의는 인간이 제 3의 산업 혁명에 대한 이 재치 있는 해석이 보여 주듯이 자신의 역량 밖에

서 창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 4차 산업 혁명과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창설은 인

간의 잠재력을 초월한 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과거 혁명을 훨씬 뛰어 넘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

간이 되어야 할 것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이다. 인공 지능과 인간 역량이 점점 더 복잡한 방

식으로 교차함에 따라 우리는 인간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반성에서, 나는 아프리카 공동체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인간의 삶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세계

관에서 s (S)의 이해에 기초한 관계 범주와 그것이 영의 이해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강조하는 아

프리카 사상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1) Kuzipa Nalwamba is an ordained minister of the United Church of Zambia and a research associate at the Faculty 
of Theology, University of Pretoria. She currents serves the Council for World Mission as Project Consultant 
(Strategic Planning). knalwamba@gmail.com

2) @TheStoicEmperor, https://twitter.com/TheStoicEmperor/status/1028831254119161856, (Accessed 13 August 2018).



164

s (S)pirit에 대한 한 아프리카 관점

우주 s(S)pirit)은 현실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모든 생물에게 친밀감을 부여하는 끊김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채권이다(Asante 1985). 삶의 원리(우주의 정신)에 대한 아프리카의 관점은 전체 우주의 

총체성을 유지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 토론의 목적을 위해, 나는 아프리카에서 우주 정신에 대한 

지시자로서 나의 모국어에서 한 단어를 사용한다. Mupasi3)는 창조자 정신, 즉 생명의 근원을 가져

오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거주하는 삶의 원리이다.

생명 원리에 대한 이 아프리카 이해의 회복은 기독교 신학을 알려주고 그것을 창조에 관한 근원

적인 직관으로 되돌린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적 전승에는 ‘주인’의 문화적 렌즈에 대한 신앙의 번역

이 포함된 (Andrew Walls 1984). 이 기고문은 아프리카 문화의 렌즈가 다른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사상에 대한 흔적’을 가져야만하는 ‘주인’임을 암시한다.

 

아프리카 기독교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학을 조절하고 알려주는 특성들 중 하나의 요소이다. 

그것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으로 인해, 아프리카 기독교는 우주 창조자 (S) 숭배자의 이해에 영감을

받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을 잠재적으로 형성 할 수 있는 해석학적 렌즈

를 제공해야 한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견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맥락에서 자본주의 착취, 

소비주의 욕심, 문화적 소외와 지배에 대한 저항을 고무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성(gender)의 차이, 

인종, 계급, 종 및 종류”(Conradie, 2014 : 12). 이 긍정은 문화적 재능과 신학적 재능을 가져 오는 

독특한 선물을 기념한다.

Mupasi는 삶 중심 운동에 기원을 둔 철학적 개념인 생동력과 유사하다. 생기론(Vitalism)은 지적

이 되고 반(反)생명적 문명에 도전하려고 했다. 삶에 대한 논란은 죽음과 비생산에 반대되는 삶의 

의미를 예리하고 복잡하게 대조한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의 구별은 프리드리히 니체, 앙리 

베르그송, 게오르그 짐멜과 같은 문화 이론가들 사이의 문화 비판의 기준이 되었다. 전통적인 사고 

3) Mupasi is a Mambwe (Zambian language) word that is used to denote the s(S)pirit, the principle of life that 
interweaves reality and inhabits the divine and the (organic and inorganic) creaturely life. It is the ontological 
realm that connects all reality in African thinking. Ubuntu derives upon that conception of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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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그들이 진정한 삶을 대표했는지 아니면 인생을 부정했는지에 따라 탐구되었다.

 

Jones(2012)는 삶이 환원주의적 용어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정신주의적, 자연 

주의적, 신학적"이라는 것,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 다중 교리와 운동의 이름일 수 있다. (Jones, 

2012 : 7). Mupasi가 우주의 (S) pirit의 아프리카 관점으로서 삶의 비판과 축하에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평가에 전제된다. Mupasi의 관점은 자연에 대한 환원주의자와 기계론적 접근에 대

한 비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반환원 주의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정신과 정신의 소외

로 인한 도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삼위일체적 신학은 신격 안에 있는 세 인물의 인격에 기초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특징 짓는 이

러한 인격성의 개념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사상(Aristotelean)과 헤겔사상 (Hegelian thought)에 의

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개념적으로 성령은4) 협동적 관계 속성보다는 인지적 자기 참조적 성

격을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非)환원주의적인 성령의 표현은 삼위일체 적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삼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에 접근 시키도록 허용하면서 각 표현과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우주 영혼<S(s)pirit>의 관념이 드러나는 

것은 긴장감 넘치는 틀 안에서 이다.

Ramos(1999 : 51)는 우분투 개념에 근거한 아프리카 철학적 사고의 토대를 명시하며, 전체 우주

를 통과하는 ntu (삶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온전함과 끊임없는 존재의 흐름’으로 이해했다. Mupasi

는 유기 및 무기 형태의 생명과 모든 형태의 존재를 결합시킨다. 아프리카주의 신학자, 사상가 및 

철학자는 이러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했다.

아프리카의 세계관은 인간의 삶을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로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삶의 공

동체 전체에 대한 연결에 의해 정의된다(Gitau, 2000). 아프리카인은 모든 생물의 친족 관계를 기

념하는 생물 중심의 신학과 철학에 거주한다. 신디마 (Sindima, 1990 : 137-138)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본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특히, 우리의 우주론인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 ”

4) Identified in Aristotle as spirit, reason or thought (see Ross,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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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ago의 sunion vitale과 참여 vitale은 아프리카(다양한 아프리카 문화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

로든 이해될 수 있음)가 본질적으로 영이라는 사실을 아프리카가 상기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Mulago(1962)는 성서적 전통을 되풀이하는 관계와 참여의 공기학적 범주를 떠올리는 참여형의 노

동 조합에 대해 말한다. 가나인 에마누엘 아산테(Emmanuel Asante)는 “아프리카는 모든 생물, 즉 

신과 영혼에 대한 친족이다. 자연의 전체는 신의 존재로부터 존재를 끌어 내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

로 [...] 우주의 창조자 – 애니메이터이다.”(Asante, 1985 : 290, 292 Nkemnkia (1999 : 165)는 '아프

리카의 사상은 물질과 정신, 종교적 긴장감의 환원할 수 없는 이분법을 위한 공간이 없는 현실에 

대한 통일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영혼과 육체 사이의 일상 생활을 포함한다. 아프리카 존재론과 

형이상학은 우주를 신성하고 생물 중심적으로 만든다. 삶의 원리에 힘을 실어주는 세계에서 생명이 

없는 대상 조차도 존재한다.

“삶의 원칙은 아프리카 사상의 근본 가치이며, 생동감 있고 무생물인 모든 것들은 그것에 기초를 둔

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인간이 아닌 행동 뒤에 있는 창조적인 힘이다.”(Nel, 2008 : 40). Setiloane 

(1998b : 80)에 따르면, 그것은 삶의 공동체를 포화시키는 ‘상호 침투하고 침투하는’ 영향력이다. 

Setiloane (1998b : 79)은 아프리카의 사상에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

그는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는 동물, 서식지 (땅), 식물, 심지어 요소까지 모든 생명(바이오스)

을 포함한다. 삶의 성공은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발견된다.

 

우주에서 Mupasi 또는 S (s) pirit의 이 상호 침투력과 투과력에 의해 제안된 포괄성은 삶의 내재

적이며 구현된 본질을 상기시킨다. 이 의미는 이것이 도덕적 책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비판적인 

관계에 있는 아프리카 사상과 기독교 전통 사이의 수렴은 삶의 남용에 저항하는 윤리를 초래하는 

영성을 길러준다.

 

Mupasi의 성서적 전통의 메아리

성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창 2:7, 행 2:17). 잠언 8장 22-31절은 지혜로 묘사된 성령의 확장성을 나타낸다. 이 지혜는 처음

부터 존재하며 모든 사물의 존재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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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조롱하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 해방 신학

자 인 Leonardo Boff(1982; 2012)는 종교가 자체적으로 영양을 얻는다는 생각의 외계인 체계의 일

부 측면을 소화함으로써 혼합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취한다.5)  크리스천 전통의 '실질적인 

핵심'은 창조주 - 성령이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창조물

이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을 지지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옮겨지면 아무런 삶도 없을 수 있다. 성서

에 기록된 말씀은 삶 속에 계신 성령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과 성결케하는 성령 

사이에는 구별이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결 론

내주하는 성령을 주시는 삶의 지지자인 생명(루아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주의 영의 

생각을 회복하는 것은 이항관계나 구체적인 물질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계층적이며 공존하는 방식

이다. 영은 내재와 초월이 신의 존재가 분별될 수 있는 현실의 영역으로서 불가분하게 묶여 있으며 

인간은 삶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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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ng Working Mutually:

Gotong Royong As A Tool to Fa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us Kriswanto

Introductio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dominated by industrialization, 
people tend to think that working is only an effort to earn money. There are 
transactions in the case of work. Working is recognized to be a kind of commodity to 
be sold. How long one does something, or how expert one is, translates into 
earnings/money. So, working is as a kind of economic equation; work equals money. 
Since employees have economic consequences, todays employers want to manage how 
working can be more efficient in order to have more profit. Therefore, when the human 
resource is thought no more efficient, an effort is made to find a substitute for him/her. 
For this effor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nswers. This is called the era of Industry 
4.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 agents are designed to substitute for human 
thinking and working.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 agents to industry, 
working is supposed to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nfortunately, that way of 
thinking has big risks for human beings. It can decrease the value of human beings and 
of working itself. The human resource is being devalued as a commodity.  When there 
is a subtitute for them, humans are not needed. Thus, humans are being thought of as 
“homo economicus” and “homo laborans”. The spiritual and social dimensions are 
eliminated from working life. 

To counter the contemporary way of thinking which devalues human be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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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I will propose Indonesian local wisdom called gotong royong.

Gotong Royong

Definition 

Gotong royong is a single phrase which can be translated “mutual assistance.” 
The root of the expression is  the Javanese verb nggotong (cognate to the Sundanese 
ngagotong), meaning "several people carrying something together.” And a pleasantly 
rhyming royong, which means “together”, as an emphasis of the “togetherness” in  
nggotong. Indonesian people never use the word royong by itself. It is always used with 
gotong. Probably, gotong royong can be translated as “mutual assistance”, but there are 
deep philosophical and cultural values behind it. There are also elements of celebration, 
mutuality, encountering, and communality in the act of gotong royong.

Forms of Gotong Royong

Gotong royong in some village in Indonesia (mainly Java and Sumatera) can be 
manifest in several forms as below.

a. In agriculture, gotong royong is done by helping each other to cultivate 
the land and gather the harvest.

b. In the case of death, sickness, or accident, in which a family having 
these difficulties is helped by their neighbors. 

c. In the case of household bussiness, e.g. building a house, digging a well, 
etc. The owner of the house receives aid (including material) from his/her 
neighbors. 

d. Gotong royong is also done in the case of a wedding party and other 
parties related to life cycle events and tradition. In those parties, the 
neighbors will prepare and organize the event.

e. In the public sphere, in the village, gotong royong helps to accomp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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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such as village security, fixing roads, bridges, and public facilities, 
etc. The chief of the village will mobilize the villagers to do gotong 
royong.

Elements of Gotong Royong

Gotong Royong is not only about working per se. There are many elements which 
are included in the acts of gotong royong.  I will explore them below.

i. Celebration
There are elements of celebration in the process of  gotong royong. When villagers 
come together to work (in agriculture, household business, or public works), they are 
not only thinking about working, but also thinking about enjoying their togetherness. 
They are feeling happy when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come together, eating, 
working, and talking with each other.

ii. Mutuality

There are elements of labor exchange in the act of gotong royong.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will be helped by other members when they need help to do their work 
in agriculture and household business. So, they do not worry about how to accomplish 
their work. The comfort of this assurance can not be under rated. The crops will be 
planted even if the householder is sick. The children will have a wedding celebration 
even if the family is poor. 

iii. Encountering

Gotong royong provides a space for each person to encounter others. In a culture with 
otherwise strict levels, they can meet each other in equality, working side by side. 
Every act of participation is appreciated.   Through gotong royong, an individual will 
know himself better and his neighbors, including their character, attitudes and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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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mmunality

Communality is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 act of gotong royong. People who 
participate in it do not think individually when they help each other. They look for and 
promote common good. They think about how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can 
grow better i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F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Gotong Royo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era in which high technology of digitalization is 
being applied to industry.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signed to provide a subtitute for 
human thought and skill. In this new world, people are being led to think individually 
and economically. The interactions among people are characterized with transactional 
motives – work equals money. People are being pushed to survive in the face of 
digitalization. There is an increase in the feelings of needing to compete. Several 
teenagers in Indonesia have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the difficulties they had in 
overcoming their struggle to compete. They feel alone to fight by themselves.

Perhaps the spirit of gotong royong can overcome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human minds and hearts. When gotong royong is applied to the 
community and working activity, warm hearts and good feelings for others are 
promoted. Working is being celebrated a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ommunity. 
Working is not only to gain money or material needs, but also to gain togetherness and 
appreciation. So, the individual struggle will become a communal struggle to grow 
together. Using the principles of gotong royong, probably whole communities can come 
around those people who are feeling the stress of competition. They could help with 
retraining and equipping workers, their neighbors, who have been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Perhaps the current move in industry to work as teams can become the new 
gotong royong of the work place. As we move into the future with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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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and robots, it will be more successful if the humans in control, work as 
teams, embracing the values of gotong royong – celebration, mutuality,  encountering, 
and communality. These values are life-giving to humans. The machines are here and 
multiplying.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what makes us human/different from 
machines. Hopefully, the machines will give us more time and opportunity to be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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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노동 축하하기:

제4차 산업혁명에 맞설 하나의 도구로서 

‘고통 로용’(Gotong Royong)

아구스 크리스완토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신학대학교 총장)

들어가기

산업화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사람들은 노동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고일 뿐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에는 거래가 있다. 노동은 팔리는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된다.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했는지 또는 누가 얼마나 전문적인가는 돈으로 치환된다. 따라서 노동은 

일종의 경제와 등식이다. 일은 돈과 같다. 피고용자는 경제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늘날 고용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관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인적 자원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대용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과학과 기술이 해답을 갖고 있다. 이것이 산업 4.0의 시대라 불려 지는 바

로 그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대행자는 인간의 생각과 노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및 로봇 대행자를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노동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

다. 불행히도 그러한 사고 방식은 인류에게 큰 위험을 안겨준다. 그것은 인간과 노동자체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인적 자원이 상품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인간의 대체물이 있을 때, 인간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인(homo economicus)"과 "노동인(homo laborans)"으로 간주된

다. 영적 및 사회적 차원은 노동의 삶에서 배제된다.

인간 존재와 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일하는 현 시대의 사고 방식에 맞서기 위해 나는 ‘고통 로

용’(Gotong royong)이라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지혜를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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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로용(Gotong Royong)

정 의

Gotong royong은 “상부상조”로 번역 될 수 있는 단일 구절이다. 표현의 뿌리는 “여러 사람이 함

께 어떤 일을 수행함”을 의미하는 자바어 동사 nggotong (‘순다족’에서는 ngagotong과 동의어)이다. 

즐겁게 운율이 되는 ‘로용’은 “함께”라는 뜻이고 ‘nggotong’에서는 그 “함께”가 강조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결코 ‘로용’ royong 하나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고통’ Gotong 과 함

께 사용된다. 아마도 ‘고통 로용’은 "상부상조"로 번역 될 수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철학적이고 문

화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고통 로용’의 행위 안에는 축하, 상호성, 만남, 공동성의 요소들이 있다.

Gotong Royong의 형태

인도네시아의 어떤 마을(주로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고통 로용’(Gotong royong)은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A. 농사에서는, Gotong royong은 서로를 도와 땅을 경작하고 수확을 모으는 일을 통해 이

루어진다.

B. 사망,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

C. 가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택 건축, 우물 파기 등. 주택 소유주는 이웃으로부터 지원

이나 도움(자재 포함)을 받는다.

D. Gotong royong은 결혼파티와 생애주기 행사 및 전통과 관련된 다른 경우에도 이루어진

다. 그 파티에서는 이웃이 행사를 준비하고 조직할 것이다.

E. 마을의 공공 영역에서는 Gotong royong은 마을 보안, 도로와 교량, 공공시설 보수 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을의 장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Gotong royong을 행할 

것이다.

Gotong Royong의 요소

Gotong royong은 다만 노동만이 아니다. Gotong royong의 행위에는 많은 요소가 포함된다. 나

는 그것들을 아래에서 탐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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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하 행사

Gotong royong의 과정에서는 축하의 요소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농업, 가사 또

는 공공 사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함께함을 즐기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먹고 일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면 행복해한다.

2. 상호성

Gotong royong의 행동에는 노동 교환의 요소들이 있다.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농업 및 가

사 업무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구성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일을 완

성할 것인가에 하는 방법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이 (상부상조의) 보장이 주는 안도감은 무시될 

수 없다. 집주인이 아플지라도 농작물은 재배된다. 가족이 가난하더라도 아이들은 결혼 축하연을 

한다.

3. 만남

Gotong royong은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엄격한 수준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평등하게 서로를 만날 수 있고 함께 일한다. 모든 참여 행위가 인정된다. Gotong 

royong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성격, 태도 및 기술을 포함하여 자신과 이웃을 더 잘 알게 된다.

4. 공생

공생은 Gotong royong의 행동을 위한 기본 토대이다. 서로 참여할 때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

는다. 그들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떻

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고통 로용(Gotong Royong)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제4차 산업혁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와 기

술에 대한 대체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나 경제적

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은 거래 동기를 특징으로 한다. 즉 일은 돈과 같다. 사

람들은 디지털화에 직면하여 생존하도록 압력 받고 있다.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감정이 증가한다. 

인도네시아의 몇몇 청소년들은 경쟁하려는 투쟁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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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스스로 혼자서 싸운다고 느낀다.

아마도 Gotong royong의 정신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마음과 마음에 미친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Gotong royong이 공동체와 일에 적용되면, 따뜻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좋

은 감정이 촉진된다. 일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축하 받고 있는 것이다. 일

은 돈이나 물질적인 필요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공생과 감사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투쟁은 

함께 하는 공동의 투쟁이 될 것이다. Gotong royong의 원칙을 사용하면 아마도 전체 커뮤니티가 

경쟁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

체된 노동자, 이웃 사람을 재교육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산업계에서 팀으로서 일하는 현재 움직임은 일터의 새로운 Gotong royong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미래로 나아감에 따라, 인간이 통제하면서 팀으로 일하고, 축

하, 상호성, 만남, 공동성 등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더욱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기계가 여기에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용한다. 우리 인간을 기계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희망적으로, 기계는 우리에게 인간이 될 더 많

은 시간과 기회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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