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l1979 년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자연 생태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주보성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지정의 35 주년을 기해 우리
로마 VI 회원들은 이 묵상을 온 세상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로마 VI 는
정의평화창조환경보존을 위한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프란치스코를 생태의 주보성인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해를 심화시키고
프란치스코의 제자로서 우리가 상속받은 책임 즉 피조물을 집사의 마음으로 돌보는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세상에서 이미 이 사건이 함축하는
삶을 살고 있는 프란치스칸의 모범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Keith Warner, OFS,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의 글 (성 프란치스코 되찾기:
우리의 생태적 성소를 위한 전통과 창의성, 2011. In Tobias Wright, ed., Green
Discipleship: Catholic Theological Ethics and the Environment. Winona, Minnesota:
Anselm Academic, 114-127. http://webpages.scu.edu/ftp/kwarner/FranWarnerRetrieving.pdf ) 은 이 묵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작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생태 (Francis and Ecology)
우리의 설립자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에 대한 크리스천 돌봄의 출중한 모범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생태위기의 시대에 과학자, 다른 종교의 지도자, 무신론자,
다양한 학자, 일반 신자, 영국왕실까지도 프란치스코를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는 분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왜 프란치스코가 그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까요?
첫째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손수 작품인 모든 피조물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감하게
사랑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풍요로운 축복과 다양한 충만함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께
더욱 감사 드렸습니다.
둘째로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연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지향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하신 하느님께서 아직 그리고 항상
세상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프란치스코의 창조에 대한
비전은 성사적이고 육화적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원죄의 상처를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창조의 선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창조를 확인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창조의 선은 하느님의 생산적 사랑의 분출이며
본질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생각은 요한 바오로 2 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The
Gospel of Life (83 항)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83 항에서 요한 바오로 2 세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상적인 관점’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물에서 창조주의 모습을 발견하고 각 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상을 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프란치스코 자신의 체험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피조물의
찬가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도 피조물들을 “형제” 또는 “자매”로 부른 것일
것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가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는 태양과 즐기고 별들을 바라보고 공기와 춤을 추고 불에
	
  

1	
  

이끌리고 물에 감탄하고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찬가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고
피조물에 대한 찬양에서 또한 반향되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가는
피조물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프란치스코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곳에 신성의 표시를 남겨놓으시는 창조주의 표징이며
계시(성사)입니다. 그렇게 창조는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 가치는 인간이 느끼는
물질적 또는 도구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연생태적인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프란치스코의 사랑과
육화와 수난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신앙심과 떼어놓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하느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며 그 겸손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품격을 높이셨습니다.
셋째로 프란치스코는 관상적 삶의 모범입니다. 나환자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 프란치스코는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 받고 거부당하는
사람들 안에 “숨어서” 늘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중재하고 하느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프란치스코의 헌신은 피조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과 어울러져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연결시킨 종교적이고 생태적인 의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는 인간 사이의 의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짐승과 야생동물에게….순종하는” 선까지 (덕들의 인사 14) - 지구 자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매진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비전과 삶은 지속적인 생태학적 지혜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그것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서로와 그리고 지구와 형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생태학적 증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좀더 지속 가능한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응답하고)와
생태계 (“지구의 외침”에 응답하는)를 만드는 좀더 광범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생태에 대한 가톨릭의 최근 대응 (Recent Catholic Responses to Ecology)
환경에 대한 가톨릭의 관심은 1990 년의 세계평화의 날에 행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메시지에 의해 확고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해서 가톨릭이 환경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켰고, 피조물에 대한 가톨릭의 배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환경론자들이 마구잡이
경제성장과 잘못된 경제정책을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데 비해서 요한 바오로
2 세는 이 병폐의 더 깊은 원인들 - 우리의 죄, 이기주의와 생명에 대한 경시 등, 을
인식하도록 다그쳤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동료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 에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써
수많은 생태위기가 일어난다고 는 주장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 세는 생태학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복음적 가치에 훨씬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 개인과 기관들이 모든 등급에서
져야 할 윤리적 의무를 개략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즉 세계의 나라들은 지구의 자원 관리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 개별국가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할 것,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과 타인과 지구를 위해 생태학적인 책임감에 대해 교육을 받을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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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감에 힘입어 우리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물과 ‘형제애를’ 영원히 유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모든 피조물을 돌볼 진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 요한 바오로 2 세는 가톨릭 사회 교육의 원칙과 생태학적 배려를
더 명확하게 연결하였습니다. 인간 번영이 피조물의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학적 번영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구의 절규”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상호의존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연대”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필생의 신념이 프란치스코의 비전과 폭넓은 생태학적 의식과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생태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베네딕토 16 세의 가르침의 골자였습니다. 그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창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창조의 선물로서
지구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자멸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진리 안의 사랑 Caritas in Veritate, 51 항).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연의 생태와 나란히 ‘인간’ 생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회’ 생태를 요구합니다. 이 것이 뜻하는 것은 인간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인간
생태와 자연생태 또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의 연결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무시된 환경은 항상 인간의 공존을 해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평화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연결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2007 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8 항).
피조물에 대한 가톨릭의 돌봄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것은 단지 “역사의 새벽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맡기신”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또한 자신의 이름에서 지속되는 생태적인 영감을 발견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분은 나에게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경을 가르쳐 주었고 자연의 보호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자주 자연을 선을 위해 쓰기 보다는 탐욕스럽게 남에게 해를 끼칠 정도까지 착취합니다.”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와 교황 베네딕토와 함께 환경 위기의
중심에는 윤리적 실패가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적 무지를
고치지 않을 경우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우리의 형제자매를 보호하지 못할 때마다 파괴를 향한 길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생태 그리고 종교적 전통의 회수 (Ecology and the Retrieval of Religious
Traditions)
세계 유수의 종교에서 거의 모든 환경에 관련된 가르침은 인간이 현대의 환경문제를
일으킬 능력을 갖추기 전 즉 근대환경윤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훨씬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더욱이 종교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윤리적 입장 중에 어떤 것들은 환경론적 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얘를 들어서 다른 피조물에 비해 인간이 포괄적으로 우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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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든가 세상을 열등하거나 하느님과의 친교에 방해가 되는 무엇으로 당연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방어해야 할 정지된 보물이 아니고 세대 간에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에 더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기억과 가치 그리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전통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종교적
환경 윤리를 위해서 전통을 “끄집어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 수천 년에 걸친 종교적 전통의 여러 요소 중에 어느 것을 끄집어낼 것인가?
전통의 어느 요소는 과거에 묻어두어야 하는데 비해 어느 요소는 여전히 영감적인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선별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우리의 생태위기에 비추어 이 요소들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생태위기의
시대에 그 요소들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사랑하였지만 현대의 감각으로 “환경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프란치스코가 우리를 도와서 오늘날 생태학적인 의식을
조성하도록 하는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세인으로서의 프란치스코의 삶을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더 일반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가치가 우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엄격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거의 예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학과 같은 새로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합니다. 생태학적 과학 지식이 오늘날의 환경학적 윤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쇄신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현재의 지식과 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함께 엮는 것은 성소에 못지 않는 중요성을 갖는데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절실한 요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생태학적인 문제들은 개인이나
개별적인 행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성의 통합적인 재 조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끄집어낸 프란치스코의 비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성의 새로운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톨릭 그리고 크리스천 전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적 전통은 우리의 현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런 회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자료나 좋은 의도뿐만
아니라 생태적 통합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태학적 성소를” 충실히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톨릭 영성의 전통적인 용어 (성소)와 아주 새로운 용어
(생태학)을 융합하였습니다. 전통과 창의의 그러한 연결에서, 그는 우리의 지구에 대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위의 생태학적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톨릭 전통의 지혜원천과
오늘날의 과학적 도구를 통합하도록 청합니다.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의 가톨릭 전통의 예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서 우리가 지구의
외침에 사랑, 열정, 그리고 관대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전혀 다른 현대의
상황에 중세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를 흉내내기보다는 그의 예를 보고 우리의 현대 세계의
	
  

4	
  

환경적 위기에 대한 성소적 대응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성소적 대응은
프란치스코의 생태학적 의식의 모범에서 통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종교적 영감과 최적의 과학적 정보를 합하여 새로운 윤리비전을 만드는 새로운 합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수”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전통을 생태적
위기의 시대로 전송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생태학적 활동의 견본 추출 (A Sampling of Franciscan
Ecological Initiatives)
프란치스코의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희망을 갖도록 합니다. 그 희망은 성령에 의해 고무된 사람들이 지구의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큰 희망은 위기의
위협이 아니고 복음 메시지 입니다. 그 메시지는 수 많은 위기를 야기한 무지, 탐욕,
경쟁심에 대한 대체 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의 노력과
구체적인 실례에 힘을 실어주는 몇 가지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프란치스칸들은 현재 설립자의 생태학적 의식을 우리의 당면 생태학적인 위기를 다루는
활동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프란치스칸 가족과 이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게 하소서.
실질적인 고려 사항 (Practical Considerations):
우리의 환경적 위기를 다루는 노력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확신을
주고,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제적이 제안과 원칙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 지혜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칸들이 채용해야 할 3 가지의 기초적인 고려 사항은:

한계의 현실 (Reality of Limits): 오늘날 환경의 위기와 지구의 한계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에 비추어 가난부인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요? 진정한
“생태학적 회개”는 북과 남의 확연한 불평등 또는 지역 서식지의 파괴 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단의 피조물로부터 필수적인 삶의 조건과 또는 삶을 공간을
뺏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ies): 프란치스코에게 형제적인 삶이
필수적이었듯이, 프란치스코는 “공동체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오늘날 점점 더해가는 세계화된 경제의 반대되는 추세로 좀 더 분권화 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 공동체가 자치권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에서 오는 자원(특히 식품)과 서비스(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역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지역 농업을 북돋우는 정책을 수반할 것입니다.
전례 (Liturgy): 크리스천 삶의 원천과 정점으로서 (LG 11) 그리고 거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와 지니고 있는 단 하나의 접촉으로서 주일 미사는 특권적인 순간으로서
크리스천들이 생태학적 정의가 생과 사의 “이 시대의 징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대응의 구체적인 예 (Concrete Examples of the Francisca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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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전 세계의 프란치스칸 가족들은 생태와 환경 정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해왔습니다. 다음의 11 가지 예가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의 예입니다.
1. 유엔 리오+20 대회 참가: 2012 년 6 월에 여러 프란치스칸 가족을 대표한 60 명의
프란치스칸들이 유엔이 주최한 환경 회의 리오+20 에 참가하기 위해 브라질의
리이오데자네이로에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칸 대표는 로마 VI (프란치스칸 가족의
정평창보 담당들의 그룹)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FI (유엔에서 활동하는
프란치스칸 비정부 조직)가 이끄는 소 그룹은 공식적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표의 대 그룹은 사람들의 정상회의 (the People’s Summit) 에 참석했는데 그
정상회의는 공식회의에서 다룬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회의입니다. 프란치스칸 대표들은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많은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의 가치와 관심을 공유한 많은 참석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리오에서
마지막 이틀간 우리 대표들은 함께 모여서 미래의 공동활동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들은 현재 실행 중인 세 가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우리의 생활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필수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법을 찾는다.
• 전 세계의 프란치스칸들이 제기한 광산의 문제와 그의 충격을 다룬다;
로마의 정평창보 촉진자들과 협력하여 광산의 충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들을 다루는 활동을 펼친다.
• 녹색경제를 촉진하는 체하는 회사들의 전술과 프로젝트를 폭로하는
“녹색경제를 거부하자” 캠페인 에 참여한다.
(이 묵상의 부록으로 첨부한 프란치스칸 리오 참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보십시오.)
2. 리오+20 후속조치 (Rio +20 follow-up): 세계 개발 정책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세계의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미개발국의 소외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히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와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일반적으로 책임 있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얼 듯 보기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많은
토론을 요하는 개념입니다. 개발정책을 포괄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소위 개발의 뒤에는 어떤 구체적이 실체가 있는가? 개발계획의 혜택은 진정 누가
누리는가? 환경과 지역 공동체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 전문용어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환경친화적 개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를 FI 가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는 세계 수준의 중요한 결정과 결국 지역공동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현재의 논쟁을(리오+20 대회와 그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판독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http://franciscansinternational.org/fileadmin/docs/Environment/FI_20booklet_Develo
pment-Sustainable_20for_20whom_Nov_202013_final-EN.pdf 의 리오+20 후속조치에
관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FI 의 새로운 책자의 본문 전체를 참고하십시오.

3. 물에 대한 권리 (Right to Water): FI 는 사람들의,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는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책자의 발행입니다 (본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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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ranciscansinternational.org/fileadmin/docs/Water_manual/FI_WL_The_Right_t
o_Water_and_Sanitation_-_a_practical__guide.pdf ); 또 다른 활동은 나이로비와
제네바에서 열린 일련의 워크숍이고 남아프리카의 반데르빅에서 지난 2013 년 11 월에
거행된 심화 훈련 워크숍입니다. 반데르빅의 워크숍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프란치스칸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람들의, 특별히 촌락이나 도시의 빈민들과 같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남 아프리카
주교회의의 의회연락관과 정평창보 담당은 그들의 정책입안자들과의 활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다미에타 평화 운동은 평화와 물 확보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FI 의 제네바 팀은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절한 유엔인권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워크숍의 최종
서류는 발 물과 위생 선언(Vaal Water and Sanitation Declaration)으로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을 제시합니다. 몇몇
아프리카 정부의 이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에 관한 업적을 인정하면서 이 선포는
지역공동체의 자체 물 공급에 관련된 권한의 강화와 개입을 촉구하고 물 공급의 상업화를
막도록 요구합니다. 신자 공동체에게는 물에 대한 권리를 뺏긴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지지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본문 전체:
http://franciscansinternational.org/fileadmin/docs/Water_manual_/The_20Vaal_20Wat
er_20and_20Sanitation_20Declaration-2.pdf ).
4. 인도네시아의 햇빛 가옥 (Sunshine House of Indonesia): 프라친스코 카푸친 수도회의
사무엘 온톤 시딘 형제의 주도로 행해진 이 일은 (인도네시아의 최고 환경상인 칼파타루
상 시상) 특별히 카부 라야 지역의 관심 높은 재삼림화와 보존 프로그램을 촉진합니다. 키
큰 나무들의 식목과 “녹화” 활동이 이 지역에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의 집인 햇빛의 집이 개원하고 이 집에서는 크리스천 경배와 프란치스칸 영성을
제공하면서 환경의 보존을 위한 솔선 행위를 촉진합니다. 한 군데의 재삼림화 지역은
2000 년에 베누아 산맥의 퉁가이 산 지역으로서 90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은
의문의 대규모 산불로 파괴됐었습니다. 멸종 위기의 진귀한 원산지 나무들이 심어졌고
새들의 먹이를 주는 장소도 만들어졌습니다.
5. 프란치스칸 지구 부대 (미국)(Franciscan Earth Corps (USA)): 프란치스칸 활동
네트워크에 의해 2013 년에 설립된 이 조직은 젊은 성인들의(18-35 세) 네트워크로서
하느님의 피조물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과 관상을 통합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위한 민중의 관심과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칸 전통의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정의,
프란치스칸 영성, 공동체, 그리고 단순한 삶을 강조하는) 영적 양성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본당, 대학, 그리고 수도회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6. 미국, 퀴토, 에쿠아도르의 정평창보의 제 3 차 대륙 회의, 2011 년 11 월 (Third
Continental Meeting of JPIC of the Americas, Quito, Ecuador, November 2011):
“아마조니아 (아마존 강 유역 지대)의 환경정의와 도전”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79 명의
프란치스칸들이 (남녀 수도자와 재속프란치스칸) 모였습니다. 과학적 신학적 협의와 함께
아마조니아 투입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회의에서 아마조니아의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의 5 가지 중점 우선 과제들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투입을 통한 육화로 개인적 형제적 회개에 이르게 한다
	
  

7	
  

• 예언적 영성으로 자유롭게 하고 환경 정의를 조성한다
• 선교단 내의 현존과 형제적 증거
• 협력과 네트워킹
• 양성
이 우선과제들로부터 아마조니아 선교의 특정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7. 보스니아의 유프라는 “생태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젊은 프란치스칸들에게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1일 프로그램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호하였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매년
이 모임은 지역의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고, 유프라 회원들은 그 도시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아드리아 소사어티가 크로아티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까지 프란치스칸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건설을 원했지만 OFS와 유프라가 모두 “그린원스”라는 조직과 함께 그
계획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8. 2010년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보마의 재속프란치스코회 지구형제회는 피조물의 보호와
기아와의 싸움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지해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요한 보스코 노엘
코디아 OFM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여성 네트워크(FEFADD)의 생물 학자
팀이 주도한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콩고 강 어귀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서양
해변에 위치한 망그로브 해양 공원을 보존하는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는 또한
지역주민들의 무차별 사냥으로부터 바다소(해우)를 보호하는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련의 연못을 만듦으로써 가능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한 물고기와
나무가 자라서 망그로브를 자르거나 해우를 잡을 필요가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9. 아라코남의 (Arakonam) 성 데레사 교회의 본당은 남인도 체나이 (Chennai)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200,000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은
겨우 10,000 명입니다. 세속 그룹들과 협력을 해왔는데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시대에 우리의 본당 신자들은 지구를 보존하는데 힘을 합쳤는데
그 방법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모델이었습니다. 6 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영성모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모델들은 신자공동체나 세속공동체에 의해
쉽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개발한 그 모델들은 지역에서 먹기, 지역에서
쇼핑하기, 지역에서 결혼하기, 지역에서 기도하기, 지역에서 머물기, 그리고 채소를
섭취하기입니다. 이 모델들은 이미 우리 회원들간에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실천되고
있으며 공동체에서는 이미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성공담은 신자공동체가 세속의
그룹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의 손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0. 프란치스칸 인터내셔날은 (FI) 유엔에서 세계의 모든 프란치스칸들과 힘을 합쳐서
환경적 부 정의 또는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각 나라의 정책 개선을 다루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FI 는 또한 현재 유엔에서 행해지고 있는 리오+20 의 후속조치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리오+20 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193 개국이
새로운 글로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세우기
위한 국가간의 협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아직 토론 중인 지속 가능한
목표(SDG)는 2015 년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의 환경, 경제, 사회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엔에서의 공동대응으로써 세계의 프란치스칸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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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자들 앞에서 창조의 보존, 공동선의 추구, 그리고 불의한 정책과 환경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 공동체들과의 연대를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FI 는 국가대표들과 유엔기구들과 함께 일하고 정기적으로 제네바의 인권위원회와 뉴욕의
총회 SDG 과정과 얘기합니다. 모든 프란치스칸들은 FI 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대표들에게 프란치스칸 가치에 기초를 둔 세계안건을 설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일로서 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11. 우루과이의 OFS 국가형제회는 FI 와 다른 국가조직들과 나란히 2013 년 3 월의 위기
이후에 물 자매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3 년 3 월에 몬테비데오
(Montevideo) 지역에서 수도물이 담황색으로 변하고 역한 냄새와 맛을 냈습니다.
우루과이 인구의 50%가 의존하고 있는 주 수원인 산타루치아 강물 (Santa Lucía River)
이 오염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정부의 수도 물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FI 와 함께 우루과이 OFS 국가형제회는 그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제안서는 물 자원을 더 잘 보존하고
식용수와 산업용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은 이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6 월에 프란치스칸
연합은 유엔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안서를 몬테비데오의
외국사절들에게 전달하고, FI 를 통해서 형제회의 대표를 제네바에 보내서 다가오는
우루과이의 인권기록검토 기간에 이 제안을 옹호할 것입니다.
부록
리오+20 의 프란치스칸 대표의 최종 서류 (Final Document of Franciscan Delegation
to Rio + 20 Conference)
세계 각국에서 온 56 명의 프란치스칸 대표는 브라질에서 2012 년 6 월 15 일에서 23 일
까지 열린 리오 +20 유엔회의와 함께 열린 사람들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프란치스칸 가족의 공동 제안을 만들고, 이 제안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짧은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리오 + 20 에서의 우리의 활동 소식을 전하고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에 응답하는 일에 더 참여하는 것을 북돋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구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있다고 합니다. 사회, 환경,
경제 위기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 더 위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 후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의 지구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연 생태의 수호 성인인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모든 하느님의 창조를 위해서 생명을
충만하게 육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칸 가족들은 최근에 환경 정의 문제를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60 명의 프란치스칸 그룹이 사람들의 정상회의 기간 중에 그리고 유엔의
리오+20 회의 기간 중에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대표들은 FI 가
이끌었으며, 유엔의 공식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동시에 열렸던 사람들의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속가능성, 인권 및 환경 관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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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기아, 원주민, 녹색경제 등의 기초적인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란치스칸 유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모든 피조물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윤리적인 관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른 현실과 지역의 형편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의 지역
문제들이 지구의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제 프란치스칸 가족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그룹과 지구그룹이 각 기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일하면서 우리는 다음의 3 가지 제안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3 가지의 제안은 세계
프란치스칸 가족에 의해서 실행될 것입니다.
1. 생활양식의 진정성 촉진
2. 로마의 정평창보 촉진자들의 광산프로젝트에 참여
3. 녹색경제를 부정하고, 녹색경제가 문제들을 비난하고, 사회를 위한 대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캠페인의 계속
3 가지 제안 모두 다음을 추구합니다:
1. (기초적인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양성자료를 준비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성기회의 제공합니다.
2. 프란치스칸의 관점에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일련의 화재거리를
준비합니다.
3. 창조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우리의 프란치스칸 영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기도/ 예식을 마련하고 나눕니다.
4. 우리가 다루는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합니다.
5. 소외계층을 상대로 자행되는 폭력을 비난합니다.
6. 프란치스칸 가족들 간의, 그리고 시민 사회의 단체나 운동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시킵니다.
7. 세계의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공적인 정책의 옹호노력에 가담하도록 북돋웁니다.
8.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력합니다.
9.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3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의 작성을 각기 다른 그룹과 개인들에게 맡겼습니다.
번드 비어맨 OFS Cap (Bernd Beerman OFM Cap) 과 독일의 프란치스칸 가족들은
생활양식의 진정성에 대한 제안을 맡았고, 쉘라 킨지 FCJM(Sheila Kinsey FCJM)과 죠
로잔스키 OFM(Joe Rozansky OFM )은 광산에 관한 제안을 맡았습니다. 브라질
프란치스칸 가족의 JPIC 단체인 신프라주페(Sinfrajupe)가 녹색경제에 관한 제안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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