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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T’oegye (1501-1570) on the Ideal Human Image: A Modern Confucian and Global
Perspective
For many centuries in East Asia, Confucianism has taken a leading role in influencing
or representing the ideal of “human perfectibility” intellectually, morally, and socially. It
is essentially a way of “learning to be human.” So we need to renew

its modern

“humanistic” mission by discussing YI Hwang 李滉 (T’oegye 退溪; 1501-1570), the
most eminent thinker, scholar and teacher in Korean Confucianism. T’oegye is highly
respected as a magnificent source of inspiration for creative thinking, superb
scholarship, exemplary teaching, and public service.
This paper presents T’oegye’s philosophy of “self-cultivation” and ideal humanity
according

to

his

famous

writings,

including

the

自省錄

(Record

of

self-reflectionSŏnghak sipdo 聖學十圖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It explores
T’oegye’s ideas and insights in the context of sharing our collective search for “the
ideal human image” in our 21st century, the era of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internet. The paper discusses how T’oegye developed a system of ethics and
spirituality

by

emphasizing

kyŏng/jing

(敬

reverence,

respect,

attentiveness,

or

mindfulness) in the cultivation and practice of wisdom through learning, mind control,
virtuous life, and spiritual practice.
I conclude that at the heart of T’oegye’s Neo-Confucian thought is a holistic model
of self-transformation in harmony with the human, natural and spiritual world: the
wise person transcends selfishness and thereby extends reverential compassion
toward all living beings. What we discover through T’oegye’s 16th-century experience
and insights is an engaging way of wisdom and wellbeing, which also pertains to the
general theme of our 5th World Humanities Forum. This modern Confucian vision has
a vital implication for our interdisciplinary discussion and promotion of “the ideal
human image” in today’s Korea and around the world.
퇴계 이황의 이상적 인간상: 현대 유교의 범세계적 관점

동아시아에서 유교는 수세기 동안 “인간 완전성”의 이상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표현하는 데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므로 한국 유교의 가장 걸출한 사
상가이자 학자이며 교육자인 이황(퇴계, 1501-1570)에 대해 논함으로써 유교가 지닌 현대
적 인본주의의 상징을 되찾는 일은 중요하다. 퇴계의 삶은 창조적 사고, 최상의 학문, 모범
적 가르침, 고결한 삶, 공공 봉사를 위한 영감의 훌륭한 원천으로 높이 평가된다. 본고는
<자성록(自省錄)>과 <성학십도((聖學十圖)> 등 퇴계의 유명 저작들에 나타나는 “자기 수양”
의 철학과 정신을 소개한다. 본고는 궁극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탐구와 공유되는 지점에서
이상적 인간에 대한 퇴계의 신유학적 해석을 연결 짓는다. 필자는 퇴계가 왜 육신의 통제와
마음 수양, 도덕적 실천을 통한 경(敬)의 수양을 강조했는지 논한다. 퇴계는 시와 서예, 풍
경화를 즐기기도 했다. 퇴계 사상의 핵심에는 이렇게 자연 및 정신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일
어나는 자기 변화라는 총체적 경험이 자리한다. 현자는 이기심을 초월하고, 그리하여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에 경건한 연민을 베푼다. 결론적으로, 유교와 다른 정신적 전통들은 인간
존재의 도덕적‧초월적 실재에 대한 헌신에서 수렴 지점을 갖는다. 퇴계의 통찰은 지혜와 보
편적 복지를 고무하는 인간의 선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교적 비전의 현대적 함의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우리의 WHF 논의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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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of the Ideal Human in Canadian Dakota (Sioux) and Ojibwe Thought
and Worldview
The

Dakota

concept

Mitakuye

Owasį

(“All

my

Relations”)

is

a

profound

religious/spiritual expression of the inter-relatedness of all living things. It represents a
human image ideal that forms the basis of how human beings should think, act, and
interact with other living beings (human and non-human) and, ultimately, all of
creation. The fundamental value in this model of relationship is respect. It underlies
other cultural values such as reciprocity, sharing, caring, love, generosity, and
compassion. Living in concert with the values inherent in the Mitakuye Owasį
philosophy is a means to having Wic̨ozani Wašte (Good Life), health, happiness, and
prosperity for oneself and one’s relatives. A similar concept in Ojibwe thought is
related to Gagige Inaakonige (the Eternal Natural Laws). These law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Seven Teachings, Seven Sacred Teachings, or Seven Grandfather
Teachings, are wisdom, love, respect, bravery, honesty, humility, and truth. If one is
able to incorporate these teachings in one’s life and live them, then one can reach a
state of Mino Bimadiziwin (“good life”). The ceremonies, teachings, and sacred
narratives, are intended to help individuals reach the ideal human image expressed in
the value systems found in Dakota and Ojibwe thought and worldview. These value
systems will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Human Image in a global context.
They are also being examined with an awareness that contemporary Dakota and
Ojibwe people continue to strive to reach Wic̨ozani Wašte and Mino Bimadiziwin
despite a sometimes daily struggle against racism, the impacts of colonization, and
injustice in their own homelands in the continent that has come to be known as
North America.
캐나다 다코타 수(Sioux)족과 오지브와 족의 사상과 세계관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인간 이미
지
다코타족의 생각인 Mitakuye Owas (나의 모든 관계 "All My Relations")는 모든 생물의 상
호 관련성에 대한 심오한 종교적/ 영적 표현이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

있는 다른 존재들(인간과 비인간), 궁극적으로 만물과 관계맺는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
이미지의 이상을 나타낸다. 이 관계 모델의 기본 가치는 존중이다. 그것은 상호성, 나눔, 보
살핌, 사랑, 너그러움, 연민과 같은 다른 문화적 가치의 기초가 된다. Mitakuye Owas 철학
에 내재된 가치들에 따라 사는 것은 자신과 친족들의 Wicozani Wašte (좋은 삶), 건강, 행
복 및 번영을 위한 길이 된다. Ojibwe 사상에서 비슷한 개념은 Gagige Inaakonige (영원한
자연 법칙)와 관련이 있다. 보통 일곱 가지 가르침, 일곱 가지 신성한 가르침 또는 일곱 가
지 할아버지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들에는 지혜와 사랑, 존중, 용기, 정직, 겸손, 진
리가 있다. 인생에서 이 가르침들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Mino Bimadiziwin
(“좋은 삶”)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의식과 가르침, 신성한 이야기들은 개인이 다코타와 오지브웨의 사상과 세계관에서 발견되
는 가치 체계에서 표현된 이상적인 인간 이미지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
치 체계는 전 세계적 맥락에서 인간 이미지의 맥락으로 고찰될 것이다. 또 현대의 다코타족
과 오지브와 사람들이 인종 차별주의, 식민화의 충격, 그리고 북미로 알려지게 된 대륙의
보호구역에서 겪는 불의에 대항하여 때로는 매일매일의 투쟁을 하면서도, 좋은 삶(Wicozani
Wašte)과 좋은 삶(Mino Bimadiziwin)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 가
치 쳬계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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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Perfection
One idea tha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deas and images of the human
(across times and cultures) is the idea of perfection. The idea of perfection I want to
discuss is the idea of maximal goodness. Contrary to a long tradition I want to argue
that this idea is not a good one and should be rejected. One major problem with
ideas of maximal goodness is the claim that there is a maximum. Even though we
often talk a lot about, for instance, “the perfect performance”, “the perfect dinner”,
or “the perfect painting”, a closer look reveals that this is highly problematic and that
we should, in the end, reject the idea of a maximum. We should reject it in particular
in application to human beings. It is very problematic, also ethically, to think that
there could be, for instance, something like a perfect friend, or a perfect child, or a
perfect spouse. It is also very problematic to assume that humans can be morally
perfect or have a perfect life: This denies, for instance, the irreducibility of moral and
ethical conflicts in our lives. Apart from that, failure and negative things more
generally do play some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lives we consider to be good.
One might think that even if the idea of perfection is problematic, striving after it
might still make sense; however, I think that this claim, too, has to be rejected. I will
also touch upon recent discussions about human enhancement as well as trans- or
post-humanism. The overall conclusion I draw is that we should not just give up but
reject the idea of perfection.
완벽에 반하여
완벽이라는 관념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사고와 이미지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완벽이라는 관념은 최대선이라는 관념을 말한다. 오랜 전
통과 달리 나는 이 관념이 좋지 않으며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최대선
관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대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완벽한
공연”이나 “완벽한 저녁식사”, “완벽한 그림”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
기에 큰 문제가 있으며 결국엔 최대라는 관념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관념
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특히 거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완벽한 친구나 완벽한 아이, 완벽한

배우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인간이 도덕
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거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가정 때문에 우리 삶에서 도덕적, 윤리적 갈등의 축소가능성이 부인된다.
그와는 별개로, 실패와 부정적인 것들은 특히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삶에서 보다 큰 중요성
을 갖는다. 완벽이라는 관념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 주장 역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트랜
스휴머니즘이나 포스트휴머니즘뿐 아니라 인간 고양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다루려 한다. 내
가 그리는 대략적 결론은 우리가 환벽이라는 관념을 단순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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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Self in the Zhuangzi: Upside-down image of Human beings
The human image is upside-down in the Zhuangzi. Differing from the common image
of human beings as the exclusive source of all values, it speaks of unsecured and
unstable self that cannot claim any superior value to other things. Such attempt has
been regarded as extremely harmful to understand humans in traditional Asian
societies. However, today, in the age when we may soon be faced with an
unprecedented change in human understanding, Zhuangzi’s attempt could shed light
on our understanding of humanity. In the Zhuangzi, human beings are to pursue their
own transformation and realization as a part of nature without presupposing the
absolute dominance of human beings over other beings. This idea can be compared
to the “ecological self,” a claim of environmental philosophy today, in that it also
considers

human

value

in

continuity

with

other

beings

in

nature.

If

today’s

eco-philosophy presents the concept of eco-self that is extensible to others, as
criticism of the modern ego-self, the Zhuangzian “ecological self” shows a model of
self that communicates with the others by fully exercising its own sensual, cognitive,
and spiritual capacity. This model allows us to understand human values not through
mere intelligence but through the entire human experience encompassing sense,
cognition, and spirituality.
장자의 생태적 자기: 전도된 인간 이미지
장자에서는 인간 이미지가 전도되어 있다. 모든 가치의 독점적 원천으로서 보통의 인간 이
미지와 달리, 장자는 다른 존재들에 대해 어떤 우월적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자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통적 아시아 사회에서 이런 시도는 인간 이해에 극도
로 해롭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어쩌면 조만간 인간 이해에 전례 없는 변화를 직면할지
모르는 시대인 오늘날, 장자의 시도는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밝혀줄 수 있다. 장자에
서, 인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전제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서 변
화와 깨달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환경철학에서 주장하는 “생태적 자기”
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환경철학에서는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인간의 가
치를 생각한다. 오늘날의 생태철학이 현대의 자아중심적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타인에게 확

장 가능한 생태적 자기의 개념을 제시한다면, 장자의 “생태적 자기”는 스스로의 감각적, 인
지적, 영적 능력을 완전히 행사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자아 모델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우리가 단순히 지능만이 아니라 감각, 인식, 영성을 아우르는 전적인 인간 경험을 통해 인
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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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mages in a Tumultuous World: Images of Eminent Monks During the Late
Joseon and Early Modern Periods
Steles are the ultimate medium for touting the illustrious life of eminent monks. The
engraved biographies of these monks on these steles are a record of the most
prestigious monks and thus are representations of ideal images held at the highest
esteem. In the case of Korean Buddhism, steles were important, if not central, in
forming ideal images and identities. Interestingly though, the method of constructing
ideal images was by way of secular acclaims such as highlighting the official titles
bestowed by the state or the great deeds in service of the state. The images of
these monks were also the result of adopting the current ideal Confucian images and
virtues. Expressed differently, the claims etched on the steles of eminent monks while
advancing idealistic notions were an amalgamation with situational conditions. It is
clear that the mundane claims were integral as a form of buttressing the claims of
ideals—a tight balance of idealism and realism during tumultuous times of enormous
socio-political change. The conditions were such that while it was important that
uniquely ideal Buddhist images were claimed, it also had to adopt images from the
dominant ideology at the time, Confucianism. In the en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bridge the ideal and pragmatic facets of Buddhism at a time of turbid change which
will contribute to a more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the ideal human images set
with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of the late Joseon period (1600-1910). Indeed, it
was a difficult period for Buddhism, to say the least. While this paper will focus on
epigraphical texts for the espoused images of eminent monks, changing images over
this time will also be gleaned and examined.
혼란스러운 세상에서의 인간상: 조선 후기와 근대 초기시대의 고승의 이미지
비문은 고승들의 뛰어난 삶을 탐색하는 최고의 매체이다. 비문에 새겨진 승려들의 전기는
가장 유명한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며, 고승들에 대한 최고의 평가를 담은 이상적 모습을 그
리고 있다. 한국불교의 경우, 비문은 고승의 이상적 모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심
자료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했다. 흥미롭게도, 이상적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비문에서는

국가가 수여한 공식직함이나 또는 국가를 위해 남긴 위대한 업적 같은 세속적 평판을 기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고승들의 이미지에는 유교의 이상적 모습과 덕목들도 반
영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고승들의 비문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이상적 개념들을 향하고 있지만, 상황적
조건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고승들의 이상적 모습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소로서 세간의
평가들이 사용되어- 사회/정치적으로 변화가 큰 혼돈의 시대에 맞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가 균형 있게 접목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적 조건이란, 비문들이 이상적 불자의
모습을 주로 주장하면서도 당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유학으로부터 차용한 모습들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혼돈의 변환기 속에서 불교의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일면들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조선 후기 시대 (1600-1910)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
에서 세워진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시기는
적어도 불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 논문은 고승들에 대한 찬탄을 담은 비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고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모아 연
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