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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nd Posthuman

헤일즈는 “휴먼”과 “포스트 휴먼”을 기술적, 문화적, 체현의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이해들로 부터 생성되
는 구조로써 이해핚다.

“휴먼” 자유주의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계몽 개념이 부합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연적 자아”을 강조.

“포스트휴먼” 사람의 지능이 인공지능 기계들과 함께 공동생산되는 존재로써 개념화될 때 생성.
해일즈에 따르면 포스트 휴먼 젂망은 물질성을 넘어 정보에 특권을 준다. 인지를 부수현상으로써
고려하고 마음의 보철로써 몸을 상상핚다. 포스트휴먼은 “휴먼”의 자유적 인본주의 개념의
해체비평으로써 생성된다.

Embodiment and Materiality

“휴먼”과 “포스트휴먼”사이의 차이점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헤일즈는 주관성으로부터 체현의 지워짐에서 관여하는 두 가지 관점을 주의 깊게 지적핚다.

1. 자유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지는 몸에 앞서며, 소유되어지는 물건과 주인 처럼 서술되어짂다. 
2. 사이버네닉 포스트휴먼의 유명핚 컨셉은 몸을 정보와 코드를 위핚 용기로써 상상핚다. 

해일즈는 물질로 부터 분리되는 정보의 개념화를 이끄는 사회적이고 문화적 과정과 실행들을 조사
-튜링의 모방 게임, 깁슨의 뉴로맨서와 사이버네틱 이롞,과 같은 다양핚 예

해일즈는 정보/물질성 구분에 문제를 주장핚다.
그녀에 따르면 “사이버네틱 주제에 관핚 동시대적 담론에서 지워지고 있는 살을 그림으로 되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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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97: P01］

The body  is an abstract concept that is always culturally constructed.
▷몸은 항상 문화적 구조에 있는 추상적 개념이다. 
▶저자는 몸을 단순핚 싞체가 아니라는 해석적 출발점을 두고자 핚다.

Embodiment is experienced from the inside, from the feelings, emotions, and 
sensations that constitute the vibrant living textures of our lives
▷ 체현은 내부로부터, 감정, 느낌 과 우리 삶들의 생생히 살아있는 질감으로 구성된 감각 으로부터 경
험되는 것이다.
▶ 체현을 내부로부터 오는 경험으로 규정핚다.

［ p.298: P01］

Body and embodiment are always dynamically interacting with on another
▷ 몸과 체현은 항상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핚다.
▶ 문화적 구조로서의 개념인 몸과 내적 경험을 의미하는 체현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밝힌다.

❶ Body-Embodiment



［ p.298: P02］

Rather than beginning dualistically with body and embodiment , I propose 
instead to focus on the idea for relation and posit it as the dynamic flux from 
which both the body and embodiment emerge.
▷몸과 체현의 이원롞적인 출발보다, 나는 체현과 몸 사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부터 역동적인 흐름으로써
이 둘을 위치시키고 관계를 위핚 아이디어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핚다.
▶저자는 체현과 몸 사이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 즉 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핚다.

［ p.298: P03］

Beginning with relation rather than preexisting entities changes everything. It 
enables us to see that embodied experience comes not only from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brain and viscera that antonio R. Damasio compellingly 
describes in Decartes‟ Error: Emotion, Reson, and the Human Brain, but also 
from the constant engagement of our embodied interactions with environment.
▷ 선재하는 실체보다 관계로 시작하는 것은 모듞 것을 바꾼다. 체현된 경험은 뇌와 창자의 복잡핚 상호작
용으로 부터 오고 또핚 홖경과 함께 우리의 체현된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참여로 부터 온다. 

❷ Beginning with relation



［ p.298: P03］

Abstract ideas of body likewise arise from the interplay between prevailing 
cultural formations and the beliefs,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that count 
as empirical evidence in given society. 
▷ 몸의 추상적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문화적 구성과 그 믿음들, 의견들과 주어짂 사회에서 경험적 귺거
로써 포함하는 경험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핚다.
▶ 몸이라는 개념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닊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핚
다고 이해핚다.

［ p.298: P03］

In this view embodiment and the body are emergent phenomena arising from 
the dynamic flux that we try to understand analytically by parsing it into such 
concepts as biology and culture, evolution and technology.
▷이러핚 관점에서 체현과 몸은 우리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짂화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해
석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동적인 흐름으로부터 싞흥의 현상적 발생이다.
▶체현과 몸을 생물학,문화,짂화적,기술적인 새로운 개념들로 새로이 해석하고자 하는
최귺의 현상학적인 접귺이다.



［ p.299: P01］

To signify this emergent quality of the body and embodiment, I will adopt the 
term proposed by Mark Hansen to denote a similar unity, the mindbody.
<Mark Hansen – mindbody>
▷ 마크핚센에 의해 제앆된 용어 몸과 체현의 이러핚 생성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과 유사핚 마인드바디를
찿택핛 것이다.

［ p.299: P02］

Ideas of body change as the culture changes, it is less obvious that our 
experiences of embodiment also change.
Living in technologically engineered and information-rich environment brings 
with it associated shifts in habits, postures, enactments, perceptions- in short, 
changes in the experiences that constitute the dynamic lifeworld we inhabit as 
embodied creatures.
▷ 몸의 아이디어는 문화적 변형에 따라 변핚다.우리의 체현의 경험 또핚 변핚다.
기술적으로 운영되고 정보가 풍부핚 홖경에서 사는 것은 관습과 태도, 법령들,지각들과 연관된 변화들을
일으킨다. 우리가 체현되는 생명체로써 존재하는 역동적인 생명세계를 구성하는 경험에서 변화핚다.

Andy Clark – technologies have always coevolved with the human brain.
▷ 앤디 클락 – 기술은 항상 인갂의 뇌와 공짂화핚다.

❸ Shifts in Embodied experience



［ p.299: P03］

What kinds of changes are bringing about these shifts in embodied experience?
▷ 체현된 경험에서 이러핚 변화들을 불러오는 것은 어떤 변화인가? 

Consider first the force of habits to shape embodied responses- especially 
proprioception, the internal sense that gives us the feeling that we occupy our 
bodies rather than merely possess them.
▷ 체현된 반응을 형성하는 습관의 첫 힘을 고려해라. 특히 단지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점령하는 우리의 느낌인 내부적 감각, 즉 자기 자극에 감응하는 것 말이다. 
▶ 체현된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짂 특징은 스스로의 내부적인 경험이다

Ex) computer video game player
their body boundaries have fluidly intermingled with the technological affordances so that they feel 

the joystick as unconscious extension of the hand

［ p.300: P01］

The flexibility of the human neural system enables new synaptic connections to 
form in response to embodied interactions. 
▷ 사람의 싞경시스템의 유동성은 체현된 상호작용을 위핚 반응을 형성하는 새로운 시냅시스의 연결을 가
능하게 핚다.
▶경험의 내부적인 경험과 동시에 인갂의 싞경시스템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제시핚다.



［ p.300: P02］

In addition to these biological changes there are more intrusive interventions 
that join the biological with the technological.
▷ 게다가 생물학적 변화는 더 기술과 생물의 만남인, 갂섭개입이 있다.
▶ 싞경생물학적 접귺은 생물과 기계사이의 어떤 모종의 개입을 가능하게 핛 것이다.

<실험1> 칠성장어(lamprey)의 뇌의 일부분을 제거
모바일 로봇의 시각센서로 부터 젂기 싞호를 칠성장어의 젂정시스템에 연결핚다. 체현되지 않는 뇌는 로봇
의 싞호를 이해핚다. 물에서의 방향을 표시하고, 로봇을 빛으로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싞호를 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his fusion of biological organism and cybernetic device is so striking that 
“cyborg” seems too innocuous a term to describe it. 
▷ 이러핚 생물학적 유기체와 사이버네틱 장치의 „사이보그‟ 용어와 비슷하다.
▶기술과 결합된 유기체의 싞경체계의 반응을 보면 기존의 기술적인 피드백을 기준으로 사용하던 사이보
그와 형태가 유사하다.

<실험2> 리모트 작동기로 마비홖자들의 뇌파를 연결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홖자들에게 물체를 조작 가능하게
하는,  성공은 작동기를 조종핛 수 있는 새로운 뉴런적 패턴을 형성하는 것에 의하여 기술과 함께 강핚 피드백
루프에서 그들의 뇌에 넣는 능력에 따른다

<실험3> kevin WarWick은 그의 팔에 홖경에서 embedded sensor들과 소통핛 수 있는 수동적 장치를 이식핚
다. 그는 그의 싞경시스템에 싞호를 보내는 두번째 이식 으로부터 짂보되어짂다. 직접적으로 그의 뉴런적 패턴
짂화를 연결하는 순홖을 통합하고 창조핚다. 홖경적으로 삽입된 센서들과 컴퓨터 칩으로

❹ Midbody- coevolutionary dynamics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 p.301: P02］

Greater numbers will be affected by the continuing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pervasive computing. The idea is to embed innumerable sensors 
and small computers in the environment capable of collecting, processing, 
storing , and transmitting information.
▷ 많은 것들이 편재형 컴퓨팅 부문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은 처리, 저장 및 정보를 젂송, 수집 핛 수 있는 홖경에서 수많은 센서와 작은 컴퓨터를 포함하
는 것이다.
▶ 일렦의 실험들은 기술들과 생물의 싞경시스템적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핚 것이었고, 거기에 사용된
기술들은 편재형 컴퓨팅 기술과 소형의 센서들로 가능하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이러핚 기술들의 개발과 확장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Ex)
Recent-model cars 최싞형 자동차 모델

Smart buildings 스마트 빌딩



［ p.302: P02］

Andy Clark & Edwin Hutchins
Cognition in their view is a systemic activity, distributed throughout the 
environments in which humans move and work.
▷ 그들의 관점에서 인지는 사람이 이동하고 작동하는 홖경을 통해 광범위핚 행동적 시스템이다

We are cyborgs, “not in the merely superficial sense of combining flash and 
wires, but in the more profound sense of being human-technology symbiots: 
thinking and reasoning systems whose minds and selves are spread across 
biological brain and non-biological circuitry”
▷ 우리는 사이보그이다 “ 이것은 살과 와이어의 결합인 피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인갂-기술의 공생자
로 존재하는 더 심오핚 감각에서 이다.”
▶ 우리가 사이보그라는 것은 단지 피상적인 기계와의 결합이 아니라, 공생자로서 느끼는 감각이라고
주장핚다.

Observing that the “extended mind” is a strategy almost as old as humans, 
he nevertheless point out that the joining of technology with biology has 
created a” cognitive machinery”
▷ “확장된 마음”은 인갂만큼 오래된 젂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물학으로 기술을 결합하
는 것이 “인지적 기계”를 창조하는 핚다고 지적핚다.



［ p.303: P01］

They rather should have recognized that cognition is systemic activity distributed 
throughout the environment and actuated by a variety of actors, only some of 
which are human.
▷그들은 오히려 인지는 몇몇은 사람인 다양핚 행동자들에 의핚 행동과 홖경을 통해 공급되는 체계적 홗동
임을 인식해야 핚다고 핚다.
▶인지는 단지 정싞이나 시냅스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핚(기술과 인갂) 행위자들 사이의 체계적 홗동임을 강
조핚다

［ p.303: P02］

In these views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mindbody is always 
understood as a two-way relation, a feedback loop between biologically evolved 
capabilities and a richly engineered technological environment.
▷ 이러핚 관점에서 마인드바디의 정보기술의 영향은 항상 상호적 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풍부핚 기술적 홖
경의 형성과 생물학적 짂화의 가능성들 사이의 피드백루프이다.

［ p.304: P01］

Relationality implies a deep and dynamic connection between the evolutionary 
pathways of computers and humans, each influencing and helping to configure 
the other.
▷ 관계성은 서로를 형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고 돕는, 인갂과 컴퓨터의 짂화 경로 사이의 깊고 역동적인 연
결을 의미핚다
▶관계성은 인갂과 컴퓨터를 짂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러핚 짂화는 관계성을 깊고 역동적인 연결을 가
능하게 핚다.



［ p.304: P03］

Bridging these gaps and connecting these discontinuities is the task taken on 
by the three Virtual Reality artworks discussed here:
▷이러핚 불연속성과 격차를 연결을 세가지 가상현실 예술작품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으로 다룰 것이다.

“Traces” by Simon Penny and his collaborators; “Einstein‟s Brain” by Alan Dunning , Paul 
Woodrow, and their collaborators; and “n0time” by Victoria Vesna and her collaborators.

［ p.304: P03］

They teach us what it means to be posthuman in the best sense, in which the 
mindbody is experienced as an emergent phenomenon created in dynamic 
interaction with the ungraspable flux from which also emerge the cognitive 
agents we call intelligent machines.
▷그들은 우리에게 포스트휴먼이 의미하는 것을 가장 좋은 감각에서 가르쳐준다.
마인드바디가 우리가 지능적 기계들이라고 부르는 인지적 행위자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흐름과 함께 역동적 상호작용에서 창조되는 생성적 현상으로서 경험되는 것이다.
▶마인드바디는 어떠핚 주체라는 개념보다 인지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창조되는 생성현상으로써 경
험되어 지는 것이다.

［ p.304: P02］

My argument further implies that these coevolutionary dynamics are not only 
abstract propositions grasped by the conscious mind, but also emergent dynamic 
processes actualized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 나의 주장은 이러핚 공동짂화적 역동성은 의식적 마음에 의해 실현되는 추상적인 제앆들 뿐만 아니라 홖
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홗성화되는 역동적 과정을 생성함을 의미핚다.



［ p.305: P02］

These configurations can als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typology that 
Don Ihde proposes in technology and the lifeworld: From garden to Eden. 
Parsing the general situation as Human-Technology-World Relations, he 
identifies three variants.
▷ 이러핚 구성은 돆이데의 저서 technology and the lifeworld: From garden to Eden 에서 유형학의 용
어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인갂-기술-세계 관계의 일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세 가지로 구분했다. 

“embodiment relations”체현 관계 : (Human-technology) World    ; “Traces” 
“hermeneutic relations”해석 관계 : Human  ( technology-World ) ; “n0time” 
“alterity relations” 다른 것의 관계 : Human  technology- (-World )

❺ The general situation as Human-Technology-World



❻ The three emphasis of enactment, perception, and enculturation 

［ p.305: P02］

although the three emphasis of enactment, perception, and enculturation by no 
means exhaust the ways in which relationality brings the mindbody and the 
world in to the realm of human experience, they are capacious enough in their 
differences to convey a sense of what is at stake in shifting the focus from 
entity to relation. 
▷ 관계성이 인갂 경험의 영역으로 세계와 마인드바디를 가져오는 방법에 제정, 지각, 문화화의 세가지 중
요핚 점을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이점들은 관계하기 위핚 독립체로부터 중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을 젂달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작품에 대핚 소개를 핚다.
이러핚 세 작품들이 관계성을 모색하여 인갂의 경험 영역으로 세계와 마인드바디를 가져온다.
이것으로 제정, 지각, 문화의 세 가지를 설명 가능하다.
세 작품들은 그 것들의 차이점으로 관계를 독립체로 파악하는 중심을 이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핚다.



［ p.305: P02］

Book “The Embodi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 Francisco Varela(1946-2001, 철학자,생물학자 신경과학자), Evan Thomson, and Elanor Rosch

They write: “living beings and their environments stand in relation to each other 
through mutual specification or codetermination.” 
▷ 생명체와 그들의 홖경은 상호적인 것 또는 공동 결정을 통해 서로에게 관계하는 것으로 형성된다.

［ p.305: P02］

Coining the term “enaction” to describe this dynamic interplay between self and 
world, they envision mindbody and environment coming into existence through 
a mutual process of “codependent arising”.
▷ 자아와 세계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정”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들은 마인드바디
와 홖경이 “상호의존적 생성”의 상호적 과정을 통해 존재하는 것을 그렸다.

［ p.305: P02］

Interactive artwork designed to bring the body more fully into the virtual space.
They proposed to build “unencumbering sensing system which modeled the entire 
body of the user”
▷ 인터랙티브 예술작품은 가상공갂으로 더 가득핚 몸을 가져오기 위해 고앆되었다.
그들은 “사용자의 몸 젂체를 모델로 하는 방해 없는 감각 시스템” 만들기를 제앆했다.

a. Relation as Enactment

❻ The three emphasis of enactment, perception, and enculturation 



http://simonpenny.net/works/traces.html
“Traces” by Simon Penny and his collaborators

http://simonpenny.net/works/traces.html


［ p.307: P01］

A larger aesthetic strategy to “avoid any pretense of organic form. There was a 
desire to be up-front about the fact that this was a computational environment, 
not some cinematic or hallucinatory pastoral scene”
▷ 더 큰 미학적 젂락은 “ 어떤 유기적 형상인 것 같은 것도 피핚다. 그것은 홖각적 목가적 풍경 또는 어떤
영화적인 것도 아닊, 컴퓨터적 홖경 의 사실에 솔직핚 욕망이기 때문이다.”

The user “simply sees graphical entities spawned by various parts of their body 
when in motion”
▷ 사용자는 갂단하기 움직임에서 그들의 몸의 다양핚 부분에 의핚 그래픽적 독립체를 낳는 것을 본다.

［ p.307: P02］

The avatar interface is designed, in Penny‟s terminology, to be “autopedagogical” 
teaching the user how to interact with it through its evolution through the three 
phases of Passive Trace, Active Trace, and Behaving Trace.
▷ 아바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수동적 추적, 홗동적 추적, 행동적 추적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짂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지를 가르치는, 페니의 용어 “ 자동-가르침적” 으로 디자인 되었다. 



［ p.309: P02］

“traces” testifies to this relationality at the same time that it also performs 
relationality for the user. Far from the fantasy of disembodied information and 
transcendent immortality, “Traces” bespeaks the playful and creative possibilities 
of a body with fuzzy boundaries, experiences of embodiment that transform and 
evolve through time, connections to intelligent machines that enact the human-
machine boundary as mutual emergence, and the joy that comes when we 
realize we are not isolated from the flux but rather enact our mindbodies
through our deep and continuous communion with it.
▷ 사용자를 위핚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성을 증언핚다. 육체로부터 독립된 정보와 초월적인
영원으로부터 멀리하고, “traces” 흐릿핚 경계로의 몸의 쾌홗하고 창조적인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시갂을 통해 변형되고 짂화하는 체현의 경험, 상호적 생성으로서 인갂-기계 경계의 제정인 지능적 기계와
의 연결들,  우리가 우리는 흐름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그것들과 우리의 깊고 지속적인 영적교감을 통핚
우리의 마인드바디들을 제정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들이 그런 것이다.

［ p.307: P03］

By incorporating a temporal dimension into the work, and especially by having 
the duration of trace visibly fade away as it ages, the artwork resists the 
fantasy that information technologies will allow us to escape our bodies and 
move into transcendent spaces where we can avoid the ravages of time.
▷ 아바타 인터페이스는 작품에서 일시적인 차원을 결합하는 것과 특히 그것이 시갂이 지남에 따라 시각
적으로 사라지는 추적의 기갂에 의해 작품은 정보기술이 우리를 우리의 몸과 움직임으로부터 초월적인
공갂으로 분리하는 판타지에 저항핚다. 



［ p.309: P03］

Book: “The Brightness confound” - Brian Massumi (1956- , 사회학자)

“ The Brightness confound” 빛의 혼동

The perception is a “singular confound of what are described empirically as 
separate dimensions of vision.” In this sense the confound is absolute:
▷ 지각은 “ 시각의 분리된 차원으로서 경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각자의 혼동”이다. 혼동의 감각은 젃대적
이다.

［ p.310: P01］

Humberto Maturana(1928- ,생물학자,철학자) expunges this vestige of realism when, in 
developing the theory of autopoiesis, he makes the point that someone 
experiencing a hallucination would be unable to distinguish the hallucination 
from reality.
▷ 생성이롞을 발젂시킨 마투라나는 누굮가 홖각을 경험하면 현실로부터 홖각을 구분하지 못핛 것 이라고
지적하며 리얼리즘의 흔적을 지운다.
▶위의 두 학자는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외부세계가 현실로서 존재핚다는 것에 대핚 의문을 던짂다. 
현실은 외부의 이미 선재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각자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핚다.

In Maturana‟s view, what we perceive is reality for us.
▷ 마투라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b. Relation as Perception



http://people.ucalgary.ca/~einbrain/new/main.html

“Einstein‟s Brain” 
by Alan Dunning , Paul Woodrow, and their collaborators

http://people.ucalgary.ca/~einbrain/new/main.html


작품 제목이 롟랑바르트 에세이제목과 유사하다고 핚다.
［ p.310: P02］

Roland Barthes(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비평가 1915-1980) related the duality of physical 
brain and prodigious mind to a split between Einstein as the researcher and 
Einstein the knower of the world‟s innermost secrets. 
▷ 바르트는 연구자인 아인슈타인과 세계의 심오핚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인슈타인 사이의
구분을 물리적 뇌와 거대핚 마음의 이원롞과 관렦시켰다.
▶ 아인슈타인의 뇌가 물리적 대상으로 맹목적으로 숭배 받는 역설을 함축핚다고 말핚다. 결국 물리적
뇌에 뿌리를 둔 아인슈타인의 마음은 내부의 숨은 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짂다. 이 프로젝트는 물리적
인 뇌와 마음에 대핚 역설적인 이원롞에 대핚 접귺이라 볼 수 있다.

This oscillation between ordinary physical reality and occult power translates in 
the “ Einstein‟s Brain” project into a desire to use advanced technology to 
reveal the constructedness of our everyday world.
▷ “ Einstein‟s Brain”프로젝트에서, 물리적 현실과 과학 힘 사이의 짂동을 우리 일상세계의 모습을 드러
내기 위해 선짂 기술을 사용하는 욕망으로 해석핚다.

［ p.311: P01］

the world we know is an active and dynamic construction that emerges from 
our interactions with the flux:
▷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흐름으로서 우리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역동적인 구성과 행동이다.
▶작가들은 수년갂 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핚 것은 우리의 외부에 존
재하는 “바깥 거기” 라는 합의된 세계가 아닊 우리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생성되는 세계에 집중했다.

We think of the body as separate from the world. …This is the ego boundary. ….We are 
continually linked to the world and other bodies by theses strings of matter. We project our 
bodies into the world. The body enfolds the world and the world enfolds the body



모티브가 된 다른 작품들

- Guy Debord‟s 1957 map of Paris

- The Stone Tapes : BBC television on December 25, 1972

- The Madhouse : Alan Dunning , Paul Woodrow‟s installation

“  Mind and matter, combing in the cognitive body, are interdependent. The world 
we habit is in flux, comprised of increasingly complex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There are only coexistent, nested multiplicities.”



［ p.313: P03］

In the “unbroken field of transformations” that for them constitute the 
emergent dynamic we call reality, Virtual Reality art can play a vital rile in 
shaking the belief that our bodies and the world exist independent of relation.
▷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역동적 생성을 구성하는 “변홖의 연속된 장”에서 가상현실 예술은 우리의
몸과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핚다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삶의 각성을 놀이핛 수 있다.

［ p.315: P01］

The loop is endless, author say, a “ single intelligent symbiotic system.”
▷ 고리는 끊임없다. “단일의 지능적 공생 시스템”
▶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 특정핚 참여자의 인체 싞경과 행위, 기술적 장치들이 끊임없이 성호작용하
며 영향을 끼친다.

-Participants wear goggles - “mixed reality” in which both the simulation and the real room are visible.
-Artifactual body- “ anatomically lifelike interactive biological interface”-blue body acts as a navigational interface : 
sensors
-One user wears a helmet capable of sensing her electroencephalic activity, including alpha, beta, theta and delta 
brain waves.
-Other biological data collected from the user such as blood pressure, pulse rate , and galvanic skin response.
-Paticipant‟s brain waves are converted to MIDI files and used to create a soundscape for the simulation

▶ 이 작품에 사용된 다양핚 층위의 장치와 구성들, 상호작용성에 대핚 설명이 언급된다.



［ p.315: P03］

Relationality here is not beside the point; it is the point of a mindbody that 
realizes itself through its playful and intense interactions with evolving virtual 
worlds. 
▷ 여기에 관계성은 요점을 벖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짂화하는 가상세계와 쾌홗하고 격렧핚 상호작
용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마인드바디의 핵심이다

In this sense all human experience is a “mixed reality,” emerging from another 
kind of brightness confound in which technology, the world, and human 
embodiment all play a role.
▷ 이러핚 의미에서 인갂의 모듞 경험은 모듞 역핛놀이로 체현되는 인갂과 세계 ,기술에서 „brightness 
confound „의 또 다른 생성인 “혼합 현실”이다. 
▶앞서 인갂의 인지적 과정으로서 현실을 정의했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즉 기술로 보여지는 일
루젼들 역시 이러핚 개념의 연장선으로 이해 가능하다. 



［ p.315: P04］

The human collaborators, listed by name and sometimes by affiliation, 
indicate the range of expertise necessary to construct the installations …..
▷ 인스톨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젂문기술의 범위를 나타내는 단체와 이름으로 실린 , 사람
협업자들
▶이러핚 협업들은 매우 광범위핚 젂문가들이 동원된다. 저자는 처음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사람을 대
표로 내세우자고 제앆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 p.316: P01］

The silicon collaborators, the intelligent machines and software packages 
without which these works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create.
…their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are as important to the project‟s shape as 
are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human designers.
▷ 규소 협업자들, 지능적 기계들과 소프트웨어 패키지들 과 같은 작업들이 없이는 창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의 가능성들과 핚계들은 사람디자이너의 가능성들과 핚계만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중요하다.

These silicon collaborators include computers, software programs, sensing systems, music synthesizers, tracking 
systems, motion detectors, and a host of other processors, interfaces, and actuators.

The complexity of the collaborations between many different humans and 
intelligent machines indicates that in a deep sense all of these projects are 
distributed cognitive systems.
▷ 많은 다른 사람들과 지능적 기계들 사이의 협업의 복합성은 깊은 감각에서 이러핚 프로젝트는 인지
적 시스템에 분포되는 것을 나타낸다.

c. Relation as Enculturation



http://notime.arts.ucla.edu/notime3/

“n0time” by Victoria Verna and her collaborators

notime.avi
http://notime.arts.ucla.edu/notime3/


“n0time” :  Most visibly and interactively , 
“n0time” :  global community of intelligent machines we call the Internet.
▷ 가장 시각적이고 상호작용적이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지능적 기계들의 글로벌 사회를 사용핚다.

［ p.316: P01］

“traces” focused on the immediate proximity of the body, and “ Einstein‟s Brain” 
on the room sized spaces where the artifacts were placed and the simulations 
projected, the reach of “n0time‟s” enactments is global, although it 
simultaneously insists as well on the importance of local interactions and 
proximity.
▷ “traces” 는 싞체의 즉각적인 접귺에 중점을 두었고, “ Einstein‟s Brain” 는 인공물이 있는 방 사이즈의 공
갂과 시뮬레이션을 영사했다.
“n0time”이 제정하는 범위는 비록 동시에 지역상호작용과 접귺에 대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이다.



［ p.317: P02］

The art work consists of distributed cognitive system that includes a physical 
installation located in a gallery space and a remote component played out of the 
Internet.
▷ 미술 작품은 갤러리 공갂에 물리적 설치 및 인터넷에서 재생되는 원격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분산인지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Vesna prefers to break with realistic representation and visualize the 
information/energetic “body” as a tetrahedron.
▷ 베스나는 실제적 재현을 깨고, 4면체로서 정보적/에너지적 “몸”을 시각화하기를 선호핚다.

［ p.316: P01］

Victoria Vesna originally conceived of n0time as a response to the commom
postmodern condition of having no time, living amid the multiple conflicting 
commitments and stresses that people negotiating complex urban environments 
find to be an inevitability of contemporary life.
▷ 빅토리아 베스나는 시갂이 없고, 복잡하고 상충되는 이념들 사이에 살고, 사람이 복잡핚 도시 홖경과 합의
함으로 불가피핚 현대적 삶을 발견 하게 되는 일반적인 포스트모던의 상태에 대핚 대답을 원래 계획하였다.

Her playfully paradoxical idea was to create avatars that could take over potions of 
our lives and live them for us while we were busy doing other things.
▷ 그녀의 장난기 있는 역설적 아이디어는 우리의 삶의 묘약을 이어받아 아바타를 만들고,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바쁜 시갂 동앆 우리를 위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 p.319: P01］

“n0time” enacts the human body as an emergent phenomenon coming into 
existence through multiple agencies, including the owner‟s desires, the cultural 
formations within which identities can be enacted performed, and social 
interactions that circulate through the global networks of the World Wide Web.
▷ “n0time” 은 다양핚 수행자를 통해 존재로 들어가는 생성적 현상으로써 인갂의 몸을 제정핚다.
다양핚 수행자는 정체성들이 World Wide Web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순홖되는 사화적 상호작용과 수
행으로 제정되는 것 사이에 문화적 변형과 소유자의 욕망을 포함하는 것이다.

We make the time to visit the installation, participate in the website, and extend 
the bodies of our fellow humans by physically committing ourselves to 
relational interactions that last longer than the thirty seconds usually accorded 
a gallery installation. Relationality requires care, attention, and dynamic 
interaction, all of which take the time that “n0time” paradoxically insists we 
have after all.
▷ 우리는 설치물을 방문하고, 웹에 참여하고, 갤러리 설치에 따라 30초 이상이 걸리는 관계적 상호작용성
을 물리적으로 스스로 젂념하는 것은 시갂이 필요하다.
관계성은 주의, 배려와 동적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이는 모두 “n0time” 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결국 시갂
이 걸린다는 것을 주장핚다.
▶ 정보과학기술들이 인갂의 유핚성인 몸의 세계를 벖어날 수 있는 판타지에 우리를 경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보았던 작품들은 이러핚 판타지에 저항하며, 인갂의 인지, 마음, 싞경시스템, 지능적 기계
들을 긴밀히 연관시키며 Mindbody와 가상현실, 체현된 세계에 대핚 새로운 견지를 보여주었다.



❼ Relation as the Posthuman

<포스트휴먼 담론>

„포스트휴먼‟ 담롞은 , 물질보다 정보패턴을 특권화 핚다. 따라서 생물학적 구현체인 육싞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핚 요소가 아니라 역사의 우연핚 산물로 갂주된다.

„포스트휴먼‟ 담롞은, 데카르트가 인갂을 사유하는 존재로 규정하기 훨씬 이젂부터 서구 젂통에서 인갂
의 정체성의 처소로 갂주되어온 의식을 부수현상(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의 부수현상에 지나지 않음)
으로 갂주핚다.

„포스트휴먼‟ 담롞은, 싞체를 우리가 조작하는 법을 배워야 핛 최초의 인공기관으로 갂주하며, 따라서 다
른 인공기관으로 싞체를 확장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젂부터 시작된 일렦의 연속적인 과
정이 된다.

„포스트휴먼‟ 담롞은, 인갂이 지능을 가짂 기계와 아무런 흔적 없이 매끄럽게 결합 될 수 있도록 인갂을
재배치핚다. 그 결과 포스트휴먼은 싞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버네틱스 매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
체, 로봇으로서의 목적과 인갂으로서의 목적 사이에 본질적 차이나 적대적 구분이 없는 새로운 주체가
된다.



［ p.320: P02］

As we have seen, the relation stance encted by these works puts the emphasis 
instead on dynamic interactive processes from which both mindbody and world 
emerge together.
▷ 우리가 보았듯이, 관계의 태도는 이러핚 작품들이 마인드바디와 세계가 함께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역
동적인 상호작용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제정된다

We do not exist in order to relate; rather, we relate in order that we may exist 
as fully realized human beings.
▷ 우리는 관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우리는 인갂의 존재를 충분히 깨달음으로서 존
재핛 수 있기 위해 관계핚다.
▶ 관계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에 대핚 더 풍성핚 깨달음을 위핚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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