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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Human Moving East : New Materialist and Taoist Convergence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human, which took place under the influence of
Deleuze and related new materialist thinking, is motivated mainly by what we have
witnessed as the lamentable consequences caused by modernity with its hubris
centering on the absolute superiority of the human being to other animate and
inanimate beings. As a result of this anthropocentrism, the world has become
“resources” for the human being,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on the environment.
New materialism sets out to redress this abused humanism by bringing to light the
long-neglected agency of things and the mutual implication of human beings and
things, treating all things, being constantly becoming, as participating in matter (or
“eternal life”), which is swarming with vibrancy and replete with multiplicity. The goal
is to create a posthumanist relational ontology informed by a transversal ethics. But
such an alternative vision of the human already exists in Chinese Taoist philosophy.
In Taoism, all things, be they animate or inanimate, sublime or trivial, are considered
equal (qi-wu) as they all participate in the Tao, which is constantly becoming and
makes everything become. This materialist recognizance of the world reveals the
emergent agency of things and the mutual implication of the human and the
non-human both of which are grounded in the same qi (vital force) which ultimately
is derived from the Tao. Thus, connecting the new materialist reconceptualization of
the human, not least its relationship with the non-human, with Taoist philosophy
helps

contemporary

philosophy

to

establish

an

affinity

with

and

seek

further

inspirations from an important but neglected cultural asset, a connection which may
be able to revolutionize the concept of the human and the way we negot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he non-human as well as that between people
and people, thereby creating a sympathetic democracy of all things.
인간의 동쪽으로의 이동 개념 : 신 유물론자(New Materialist)와 도교신자의 융합
들뢰즈와 유물론적 관련 사고의 영향아래 일어난 인간의 재개념화는 다른 생물 및 무생물보

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현대성에 의해 야기된 통탄할만한 결
과로서 우리가 목격한 것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결과로, 세상은 인간
의 “자원”이 되었으며 이는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신 유물론은 오랫동안 무시되
어 왔던 사물에 대한 섭리를 폭로하며, 인간과 사물 사이의 상호 영향을 밝히고, 모든 것을
활기와 다양성으로 가득 차있는 물질 (혹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지속적인 ‘됨
(Becoming, 생성)’으로의 존재로 여김을 통해 이 남용되고 있는 휴머니즘을 바로잡고자 한
다. 목표는 횡단적 윤리에 영향 받은 포스트휴머니즘 관계적 존재론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에 대한 대안적 관점은 중국 도교 철학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도교에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숭고하거나 하찮거나,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됨’이며, 모든 것을 생
성(become)하게 하는 도(Tao)에 참여하는 한 동등(qi-wu)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섭리와 도에서 파생된 ‘기(qi, 생명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의 상호영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신 유물론
적 재개념화, 특히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도교 철학과 연결하는 것은 중요하
지만 도외시되어 온 문화자산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는데 도움
이 된다. 이러한 연결은 인간에 대한 개념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방식에 커다
란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모든 것들과 교감적 평등을 이루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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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rd Lonergan's notion of intellectual conversion as a foundational reality in the
origin of Korean Catholicism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18th century Korean Confucian scholars by books
written by Peking Jesuits, especially Mateo Ricci. When the genius Confucian scholar,
Byok Yi, deeply studied these Catholic catechism books with his young companions,
they began to practice an almost normal Catholic community life. This particular
community, however, was not founded by or involved any foreign missionary. This
unique foundation of Korean Catholicism was intrinsically rooted in Byok Yi’s religious,
moral, and intellectual conversions. Many recent Korean scholars have studied these
foundational realities, which Lonergan identifies as conversions. Yet most of the
research still remains abstract and without deeper study and practical application to
Korean culture. Byok Yi, experienced, understood and embraced Catholicism, which
opened to him and his followers a new horizon and vision of the Christian world. The
most influential 18th-century Korean scholar, Yak Yong Cheong had developed
creative and adaptive understanding of religious, moral, and intellectual aspects of
this new horizon with 503 books. However, these nascent

developments and

movements of the Korean Catholicism were condemned by the strict right-wing
Confucian scholars and the government that resulted in harsh persecution. Both
Confucians and Catholics mutually repudiated these two different world views. Yi’s
teachings on conversion, although not directly expressed in Cheong’s works, were
indirectly given an intellectual framework. Thus, my presentation would begin with
Master Yi’s intellectual conversion as found in the writings of Cheong. Focusing on
Bernard Lonergan’s notion of intellectual conversion, I shall center my attention to the
dialectical situation between Confucian and Christianity as found in Yi’s conversion.
My paper would be guided by methodology. Lonergan’s transcendental method deals
appropriately with the transcultural and normative character of doing theology in a
Korean cultural matrix. Intellectual, moral, and religious conversions all have much to
do with self-transcendence in the process of self-appropriation.
한국 가톨릭 기원의 토대적 실재로서 버나드 로너간의 지적 회심 개념

그리스도교는 북경의 예수회, 특히 마테오 리치가 쓴 책들을 통해 18세기 한국 유학자들에
게 전해졌다. 천재 유학자 이벽이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교 교리문답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던 때, 그들은 거의 전형적인 가톨릭 공동체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공동체는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세우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 가톨릭의
이처럼 독특한 토대는 본질적으로 이벽의 종교적, 도덕적, 지적 회심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많은 한국 학자들은 로너건이 회심과 동일시하는 이 토대적 실재들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전히 추상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용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벽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세계의 새로운 지평
과 비전을 열어준 가톨릭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18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한
국 학자인 정약용은 503권의 저서를 통해 종교적, 도덕적, 지적 관점에서 이 새로운 지평에
대한 창조적이고 수용적인 이해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한국 가톨릭 초기의 이러한 성장과
활동은 엄격한 보수 유학자들과 조정의 비난을 받았고 가혹한 박해로 이어졌다. 유학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양자간의 다른 세계관을 상호 부정했다. 정약용의 저작에 직접적으로 드러
나지는 않지만, 회심에 대한 이벽의 가르침은 간접적으로 그의 지적 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발표는 정약용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벽의 지적 회심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버나드 로너간의 지적 회심 개념에 초점을 두고, 필자는 이벽의 회심에 나타나는
유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변증법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본고는 방법론의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은 한국의 문화적 기반에서 신학을 하는 데 초문화적
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지적, 도덕적, 종교적 회심은 모두 자기-전유
의 과정에서 자기-초월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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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rida, Buddhism, and the Future of Human Dignity”
In an article on postmodernism, French philosopher Jean-François Lyotard noted that
a limitation of the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was already inscribed in the French
constitution, which refers to “We, the French people.” By limiting “we” to people in a
certain nation state, Lyotard argued, the revolution had already incubated the failure
of the new world it envisioned, which eventually became the historical reality of
colonialism, imperialism, and holocaust. What would be the image of us, we the
people, if this “we” were not subject to an ideology dedicated to a specific
nationality, gender identity, or socially privileged group? In this paper, I draw both
from French philosopher Jacques Derrida and on Korean Buddhist philosophy to
outline a new image of human beings. Derrida’s philosophy has revealed th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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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his philosophy of de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law,
politics, ethics, and animal welfare, Derrida proposed how we could move beyond a
life centered on the privileged few to one that is more humane. Buddhism’s sensitivity
to suffering can help us identify the source of suffering and foster a life in which
living beings share life together. Bringing together the socio-political dimensions of
Derrida’s deconstruction and Buddhist compassion, I discuss the possibility of a new
image of human beings as beings who are sensitive to the violence and suffering
imposed on both human and non-human animals and who have the courage to
ameliorate this condition.
데리다, 불교,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미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한 논문에서,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우리, 프랑스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프랑스 헌법 속에 프랑스 혁명 정신의 한계가 이미 새겨져 있다
고 지적했다. 리오타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를 특정 국가의 국민들로 제한함으로써, 프
랑스 혁명은 혁명으로 꿈꾸었던 새 세상의 실패, 마침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홀로코스트
라는 역사적 현실이 되고 만 그 실패를 이미 배태하고 있었다. 만일 이 “우리”가 특정 국민
이나 젠더 정체성, 사회적 특권 계층에 헌신하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즉 우리 인간의 이미지는 어떨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 존재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와 한국 불교 철학을 끌어온다. 데리다의 철학은 형이
상학의 전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계적 사고방식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데리다는 이민과
법률, 정치학, 윤리학, 동물 복지의 맥락 속에 자신의 해체 철학을 적용하여, 우리가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삶을 넘어 더욱 인간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고통에 대한 불교의 감수성은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과 함께
하는 삶을 일굴 수 있게끔 도와준다. 필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불교의 자비가 가진 사회
정치적 차원들을 종합하여,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 모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고통에 예
민한 존재, 이러한 조건을 개선할 용기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새로운 이미지가 가능
한지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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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istotelian Account of Yulgok’s Theory of Human Beings
Without reference to their philosophical or educational background, a large number of
philosophers not only in the East but also in the West commonly have endeavored to
understand human beings, but the question has been taken in different forms: what
human beings are, what they are capable of, what they are composed of, what their
final goal is, whether they have such a goal at all, and whether their nature is good
or bad. All of these questions are primarily to inquire after human nature.
In this paper, I intend to compare Yi I’s (Yulgok, 1536-1584) theory of human beings
with Aristotle’s (384-322 BC). I have chosen the two philosophers because, although
it is a matter of further discussion whether and how far their conceptual schemes or
frameworks of understanding human beings are the same, it is at least clear that
both of them appear to have many similar views on different grounds. Above all, both
of them appear to be not material reductionists, but to have a hylomorphic view of
human beings. That is, they do not think that human beings can be reduced and
explained in terms only of matter or ki, but that they are composed of both form and
matter or li and ki.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Aristotle regards the formal
side as the ground of distinguishing different classes of ‘living beings’, whereas
Yulgok lays emphasis on the material side ki in the account of different classes of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Aristotle views happiness to be the final end of human beings,
but Yulgok thinks that human beings have the natural tendency for self-cultivation to
become a sage. In what follows, I shall compare their views on the conception of
nature in general and, also,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explained in terms
of such constituents as form and matter or li and ki. At the end of our discussion,
we shall conclude that they ascribe different implications to human nature and that
the conception of sage in Yulgok is not to be identified with that of happy man in
Aristotle. In doing this, I shall first discuss Yi I’s views and try to understand them
from Aristotle’s perspective.
율곡의 인간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철학적 또는 교육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양과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
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질문은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
는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목적을 갖기는 하는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또는 악한가? 이 모든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
문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이이(율곡, 1536-1584)의 인간관과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의 인

간관을 비교한다.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비록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들의 개념적 구조가
동일한가 또는 얼마나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서도 다른
근거에 의존하는 많은 유사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인간에 대한 물질적 환원론자들이 아니라 질료형상론적 견해를 가졌다. 즉, 그들은 인간이
물질 또는 기만으로 환원되거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형상과 질료 또는 리와
기의 측면을 모두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의 종들을 구분하는
근거로서 형상적인 측면을 사용하는 반면에, 율곡은 ‘인간’의 계층을 설명하는데 기의 측면
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지만, 율곡은 인간이
성인이 되기 위해 수양하는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나는 본성 개념 일
반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형상과 질료 또는 리와 기라는 구성요소들을 통해 설명된 그들의
인간관을 비교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
해를 가졌고, 따라서 율곡의 성인이란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한 사람이란 개념이 동
일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이 논의에서 나는 율곡의 견해를 먼저 논의하고 그것을 아
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제어: 이이(율곡),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 인간학(인간관), 인간의 본성, 질료형상론, 환원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