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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생태계의 반응하고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
영적 인본주의적 관점
왕 지안바오 (중국 북경대 고등인문연구소)

1. 유교의 3대 시대(epoch)와 그 시대 안의 3세대(generation)

유교에는 세 개의 시대가 존재한다. 주나라의 주공(기원전 1046년~기원전 256년)
이전부터 한 왕조(기원전 202년~ 220년)를 통하는 유교 초기, 송나라(960~1279
년)부터 명나라(1368~1644년)까지의 신유교(neo-confucianism)가 2기, 아편전쟁
(1840년)부터 현재까지의 유교 사상이 3기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대에 공자는 원시적인 의식과 음악을 바탕으로 도덕, 윤리 그리고 정치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제2기에는 도교와 불교의 성장과 도움 덕
분에 유교의 르네상스를 누렸고 형이상학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아시아로의 확장을
통해 유교문화권을 형성했다. 제3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교는 중국 문화의 일상 배
경으로 후퇴하면서 사상적인 리더십은 상실하고 만다.
유교 제3의 시대는 다시 세 세대(generations)로 분화된다. 슝스리(XIONG Shili),
마이푸(MA Yifu), 릭쓔밍(LIG Suming)으로 대표되는 제1세대는 서양 학문에서 언
급된 적이 거의 없는 불교와 도교의 영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교를 2세대 학자들
에게 계승했다. 제2세대는 헬레니즘 철학 전통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머우쭝산
(MOU Zongsan), 펑욜란(FUNG Yolan), 탕준(TANG June), 슈에펑위안(SHUE
Fuguan)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은 히브리 전통에 대한 지식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투웨이밍(Tu Weiming) 교수는 ‘신유교 (new counfucians)’ 즉, 제3세대의 쟁쟁한
멤버로서 헬레니즘 전통뿐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을 포함한 아브라함 전통까지 언
급하면서 서구 세계의 사상을 깊이 파고들었다. 영적 인본주의는 3대에 걸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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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이며, 유교의 생태적 전환을 암시한다.

2. 현대 신유교(neo-confucianism)의 생태학적 전환

투웨이밍 교수의 글 “새로운 유교 인본주의의 생태적 전환: 중국과 세계에 대한 시
사점”이 미국 예술과학협회의 저널, 대다루스(Daedalus) 2001년 가을호에 게재되었
다. 2002년 8월 5일, 베이징에서 중국 철학사 협회와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가 공
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투웨이밍 교수의 글을 토론
했다.
실질적으로 투웨이밍 교수는 에든버러 공작인 필립 공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종교생
태동맹의 분파인 국제유교생태동맹을 설립했다. 또한 그는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Summit of Climate Conscience”에서 유교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이 회담에는 다가오는 파리협정의 서명을 이끌 전세계 40명의 영적 지도
자들이 모였다. 끝으로 그는 청콩경영대학원에 비즈니스문명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새
로운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문명의 미래, 특히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관계를
탐구했다.

3. 계몽주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찰

후기산업화 이후 서구로부터 물려받은 ‘계몽주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 성장의
상당 부분에서 우세했다. 계몽주의는 실제로 인간의 진보와 이성적 과학을 장려하면
서 동시에 부의 불평등, 사회적 이동성의 감소, 생태학적 파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자유만 있고 정의가 없다면, 합리성만 있고 연민이
없다면, 혹은 공감 없는 규칙만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확률적(Pareto) 개선만 있고 유교적 개선이 없다면 전세계 국가의 공동 번영
은 없을 것이다. ‘권력으로서의 지식’이나 ‘소프트 파워’마저 권력만을 논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에 의존하면서 패권주의의 딜레마에 남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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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인의 합리성이 우세하면 동정심과 정의 없이 자본만이 살아남아 경계를 넘
나들 것이다.
우리는 유럽 중심주의의 오만은 물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주의
적 신념을 극복해야 한다. 지역적 지식과 지역적 신념도 지식이라는 것을 인식함으
로써 지적 오만함을 제거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계몽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계몽정신’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지
만 자유주의 존재의 연속성은 자유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합리성은 한계가 있지
만 세계화는 무한하다.

4. 영적 인본주의와 생태계

오늘날 사실상 모든 축의 시대(axial-age) 문명은 현대성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
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의 변혁을 겪고 있다. 그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점점 악화되는 환경 위기상황에서 인간발달 궤적을 재조정할 지혜를 제공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축의 시대 전통 중 유교가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조셉 레벤
슨 교수는 공자가 곧 미라가 되어 박물관에 들어갈까 봐 즉, 유교가 곧 사라질까 봐
걱정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인 유대교를 포함하여 모든 축의 전통의 비참한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공자의 장례가 가장 먼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유교를 포함한 모든 축의 시대 전통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번성
하고 있다. 오늘날, 유교 경제권(Confucian Economic Sphere; CES)에는 중국 본
토, 일본,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이 포함된다. 거의 2세기 동안 현대화된 서구 블
록에 뒤처져 있던 이 8개국의 총 GDP는 현재 미국을 추월했다.
유교적 영성은 5,000년의 연속성을 가진 불안한 지평선과 같다. 중국은 불교를 중국
실정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미얀마나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들의 운명을 넘어섰으
며 유교 그 자체는 이로 인해 더 풍요로워지고 발전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적 인본
주의는 헬레니즘과 히브리 영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르네상스를 맞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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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웨이밍 교수가 추구하는 영적 인본주의는 인류 번영의 가장 높은 발현을 정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인간 경험의 4차원(자신, 공동체, 지구, 천국)을 결합한
다. 그가 추구하는 근대성에 대한 유교적 접근법은 계몽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계몽주의 정신을 초월한다. 또한 21세기 자유주의를 재건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소통의 대화(Dialogical Dialogue)’를 실천하고 다른 문명과의 단합을 통해
문화 중국의 정체성을 재건한다. 지역적 가치로서의 유교는 인류 공동체를 위한 문
명 간의 대화를 통해 세계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영적 휴머니즘은 유교의 핵심가치 중 3단계 변화를 실현한다. 첫째, 유림은 합리성,
정의, 합법성, 인권, 계몽주의와 같은 최고의 가치로부터 배워야 한다. 둘째, 유교
문화 주체는 정의, 공감, 의식, 사회적 화합을 통해 ‘문화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
다. 셋째, 새로운 시대에 모든 인류는 생태적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 인본주의는 이 새로운 ‘삼위 일체’의 몇 부분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인간과
천국의 합체’라는 유교 사상은 ‘anthropocosmic’ 교리 또는 antropocosmicism를
통해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헬레니즘과 히브리 영성 둘 다 자신 안의 변화와
생태학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영적 인본주의를 이용하기도 한다.
영적 인본주의는 유교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촉진한다:
1. 문화적 정체성과 신탁 공동체를 위한 이론적 자원은 영적 휴머니즘에 의해 풍부
해진다. 신탁 공동체는 ‘미국 우선주의’, ‘독일 우선주의’, ‘프랑스 만세’와 같은
구호로 특징지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다른 나라를
경계하는 방식으로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 국제 평화
는 보장될 수 없다.
2. 영적 인본주의는 보편적 언어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어 보자. 마이크
로소프트 시스템은 애플 시스템과 다르다. 한 소프트웨어에서 쓰이는 파일의 형
식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읽히지 않고 각자 사용되는 코드도 다르다. 마찬가지
로 종교적 언어는 보편적 언어가 아니며 종교간 평화나 인류 평화도 보편적이지
않다. 영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편협한 전문성과 추상적인 포용주의의 위험을 극
복할 수 있는 학습 언어를 제공한다. 제24차 세계철학대회의 주제는 문명 간 공
통된 영적 인본주의 기반의 대화를 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배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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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적 인본주의는 생태학 이론을 제시한다. 이론적 틀로서 영적 휴머니즘은 인도
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자신, 공동체, 지구, 천국 등 모든 4차원이 모두 인
도주의라는 능동적인 생명력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지배의 논리를 넘어 인류와
자연 사이의 대응력과 책임감 있는 소통이 가능해진다. 유교적 자기 수행에서 중
요한 영적 실천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의 네트워크를 포
괄하기 위해 인간의 공감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4. 영적 인본주의는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인간을 포용한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 천
국의 창조적 생명력이 지구상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기존의 축의 문명을 새
로운 축의 문명으로 이끄는 대화를 통해 ‘문명의 충돌’을 해결하자.
앞으로 다가올 공유된 미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글로벌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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