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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 Awareness and Its Practical Model of

Catholic Church in Korea

Chung, Hong Kyu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ervised by Professor Chun, Hun Ho)

(Abstract)

For this study, let's look into several signs of times which took place in the

last 20 years.

Firstly, during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in 2000 and 2002,

avian influenza or bird flu in 2004, and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nd mad cow disease in 2008, it was observed that Korean churches showed an

ambiguous attitude to burying groups of animals alive. There is no 'ethical

language' for the animals' wellbeing in our church.

Secondly, the on-line emergency news has continuously stated that the

Catholic priests have held masses to protes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at Gangjeong village in Jejudo and that people held united struggl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transmission towers in Milyang. A few

priests have devoted their lives so as not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in

Samcheok City and Yeongdeok County.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that

some other priests showed opposite attitudes about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of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Samcheok City and

Yeongdeok County.

Especially, thirdly, the episcopate announced its stance about 'Life and

4-Rivers Project' in 2010. However, different opinions from the episcopat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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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ed believers about what ecological justice is. In the same year, though 'A

Guide on the Environment from the Korean Catholic Episcopate' was announced,

the guidance didn't become effective on the church scene in the sense of

'ecological education and solidary practice.'

Lately, after the nuclear disaster caused by the earthquake in Fukusima,

Japan in May, 201I, countries in East Asia, especially Korea, feel scared of food

contaminated by radioactivity because of close location from Japan.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leadership from the episcopate of Korea and Japan' in

order to take a step towards solutions for alternative energy. From the several

cases mentioned above, the church does not take 'the ecological responsibility'

quickly.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about how ecological movements shaped up

and were embodied in 1990s, the daybreak of the Catholic movements for the

eco-evangelization. By looking for pioneer-activitists who devoted themselves to

our sustainable environment, our potential foundation for ecology will be

discussed and cases and tasks for the ecological movements will be explored.

There have been integrated instruction, ecological heritage and various voices

about ecology from Pope John Paul Ⅱ in 1990 to Pope Benedictus XⅥ in 2010

for 20 years. In spite of that, each diocese and each church was not able to

incorporate the above instructions into their religious life and did not practice

the instructions. This study intends to reflect on the reason why they were not

practiced.

The 20 years in this study is the same period of the dawn and reclamation

period of the Korean Catholic Eco-movement of which I took the initiative. I

was in charg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National Priests'

Environmental Associat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riests'

National Preservation of Creation Order. I also made several other attempts for

ecological evangelization.

I developed theology and spirituality to hav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farming through direct transactions between farmers and urban buyers and to

ground the basic foundation of eco-movements. I demonstrated that church can

have an eco-motif to Koreans by the effort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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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and the protest of the construction of 4-Rivers Project. I created a model

of an eco-church in Daegu and was evaluated to open up a new horizon of

eco-evangelization. I established a nature school and an alternative eco-school

for children for a sustainable future and I incorporated new and various

ecological thoughts into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In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our actions without reflection on the past

repeat the same trials and errors. If we retranslate the concentrational

movements, heritage of the church, and the hands-on experiences for the last 20

years and if we integrate them with modern eco-vision, our church will be able

to give shape to our hope for 'the Era of Peace-Ecology' of Pope Benedict

XVI.

Hopefully, this study will be dedicated to the 'great work' to preserve the

Earth and to find a new eco-gospelization model as Thomas Berry already

mentioned. In the 21st century, to change from the era of devastation to the

era of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s,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eco-

direction of the Catholic church and to create the alternative model for practice.

Thus, it will become 'the great work' to open up 'the ecozoic-era' as Thomas

Berr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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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의 ‘어릿광대와 불타는 마을’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는 세상의 위기와 문제를 예언자로서 지적하는 신학자와 보통 사람들

간 소통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이지만 그 지평을 확대하여 보면

유럽의 근대 사회의 불신이 자초한 상황을 빗댄, 즉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

태 위기 상황을 풍자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1)

덴마크를 순회하던 어느 곡예단에서 공연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단장은

관중 앞에 나설 차례 준비를 다 끝낸 광대를 이웃 마을에 지원을 청하러

보냈다. 추수가 끝난 전답에 불씨가 옮겨 번졌다가는 그 마을에도 불이 번

질 위험이 컸다. 광대는 바삐 그 마을로 뛰어가 마을사람들에게 곡예장의

진화작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광대의 이러한 호소를 구경꾼

을 끌어들이려는 기발한 수법으로만 생각하고 손뼉을 치며 요절(腰絶)하는

것이었다. 광대에게는 울 일이지 웃을 일은 아니었다. 제 말이 진담이지 장

난도 계교도 아니라고, 정말 불이 나고 있다고 애걸하듯 설득하여 보았으

나 모두가 헛사였다. 아니, 호소를 거듭할수록 웃어 대기만 했고, 연극 한

번 그럴싸하게 잘한다고 더욱 더 흥겨워할 뿐이었다. 결국 마을에까지 번

져서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곡예장, 마을 할 것 없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실제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해 온 급속한 산업화와 소비화

는 급기야 지구를 ‘불타는 마을’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생태 위기에 관한 소

통을 가능하게 할 어릿광대의 예언자 역할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기

대되고 있다.2)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회 밖에 외부적인 요인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부

1) 요셉 라칭어,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 장익 역, 분도출판사, 2009, 41-42.

2) 폴 호켄, 축복받은 불안, 유수아 역, 에이지 21, 2009. 이 책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구원

할 전 세계 풀뿌리 운동에 관한 희망 보고서이다.

에드 에이리드, 신의 마지막 제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김

용수 역, 문예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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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교회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구원 중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계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방식으로 복음 해석과 사목 실천이다. 대부분의 사목자

들이 본당 사목활동으로 환경운동에 참여는 하지만 여전히 신앙인과 합일체

로서 자연세계와의 관계 인식을 꺼려하는 것이 주류이다. 사목자 강론도 하

느님의 창조된 세계보다 구원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서에 맞추어져 있다

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적 지혜에 강하게

집착하면서, 오히려 우주 자체에 계시된 신적 지혜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

을 타자화(他者化)하고 소외시키는 아이러니가 사목현장에서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3)

김홍진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환경인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그 원

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의식의 내면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

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부재했으며, 더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몰

이해와 무관심 등도 팽만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교회 장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적․물적 자원, 투자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4)

이러한 진단보다는 보다 더 심층적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동

훈 신부는 20년 동안의 가톨릭 환경운동을 이렇게 진단한다.

“지난 20여 년 간의 환경운동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회운동의 부분운

동 정도로 인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느님의 창조물인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나 신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다. 환경보전의 임무가 신앙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의식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생활 속에 실천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으로 드러나는 운동이 없었다. 가톨

3)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황종렬 역, 바오로딸, 2011, 172.

4) 김홍진, 가톨릭교회의 환경인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교황청 문헌과 한국 가톨릭교회

운동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4. 이 논문은 교황청

문헌과 한 가톨릭 교회 운동사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환경의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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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을 신앙인의 본분으로 인식하는 창조영성, 생태영

성을 진작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고 사회 환경단체의 활동과 차별

성을 구현해 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부의 생태신학적 논의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하겠다.”5)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한국교회 문헌을 조사해 보면 인간생명운

동과 자연생명운동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인간 복제 허용

입법 반대, 안락사 합법화 반대, 사형제 폐지 운동, 모자 보건법 폐지 운동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가톨릭교회의 생명인식이 인간과 자연의 분리

된 패러다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6)

린 화이트(Lynn White, Jr.) 교수는 1967년에 쓴 그의 논문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환경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이원론적 윤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7) 한국 가톨

릭교회에서도 개인적인 십계명의 실천이나 레지오 신심은 열심인데 생태 사

도직이나 그 실천적 대안은 웰빙 먹을거리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4대강과 제주도 해군기지

같은 대규모 자연파괴나 부당한 개발에 맞선 투쟁이 소수의 뜻있는 종교인

과 시민단체가 공조하여 이벤트식 항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받기도 하

였다. 오히려 시민단체에 종속된 모습으로 보여져 가톨릭 생태운동의 정체

성은 무엇이고 그 활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물음들이 제기 되어

왔다. 바로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직면한 생태 복음화 사명을 돌

아보고자 하는 것이다.8)

5)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3년 천주교환경연대 제 1차 정기총회 자료집,

48.

6) 이연숙, 인간생명과 자연생명에 관한 한국천주교회의 인식 고찰과 통합적 접근 모색, 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72. 이 논문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한

국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한 논문이다. 이연숙은 그의 논문에서 1990년대의 환경운동

이 2000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인간생명과 자연생명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통합적 접

근의 결여로 인해 1990년의 활발했던 생태운동이 인간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7)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8)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 복음화, 두물머리 미디어, 20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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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의 통합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의 생태적 전망을 계승하면서 생태 복음화를 위한 복음적․신학적․사목적

으로 잘 응답해 왔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 지난 20여 년간 본

당과 교구 그리고 전국환경사제 모임에서 면밀히 기획하고 모색하고 투신한

경험과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가톨릭교회 안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연

대가 왜 일관성을 이루지 못했는지와 ‘생태의식 면’에서 본당 사목의 현장까

지 왜 내면화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0년 세계평화의 날 메시

지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하는 평화>를

발표한 이후에 교회는 생태의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적어도 20년 동

안 한국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태 운동의 여정을 성찰하고 그 생태

사목과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제를 밝혀내고, 가톨릭교회 생태의식

의 실천적 생활을 위한 패러다임9)과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생태위기

에 직면한 지구의 운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 패러다임(paradigm)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이며

마음의 틀이다. 미래학자 Willis Harman은 패더다임을 ‘현실의 특별한 비전과 관계하여

인식하고, 생각하고, 가치 평가하고 행하는 기본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Duane Elgin, Promise Ahead, N.Y: Harper Collins, 2000, 45-46.



- 5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본 연구자의 사목적 삶의 궤적에 대한 성찰이다. 사제의 삶은

개인적이면서 공적(公的)인 것으로 본 연구자는 30년 동안 사제로서의 삶의

대부분을 생태운동에 투신해 왔다. 1990년 연구자는 월배성당에서 푸른평화

운동을 시작하고 1991년 페놀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투신

하였으며, 1991년 12월 15일 종교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낙동강 살리기 운

동 협의회’를 조직하여 본당과 지역, 신앙과 지역의 환경문제를 통합하여 본

당의 테두리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에서 1999년

까지는 월배성당에서 상인성당 그리고 천주교 대구대교구 환경전담 신부로

서 가톨릭 생태운동를 본당에서 교구, 교구에서 지역, 지역에서 전국적인 연

대의 폭을 넓혀 갔다.10)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창조영성대학 매튜 폭스

신부와 뉴저지 주의 제니시스 농장의 미리암 매길리스 수녀에게서 수학을

하였고, 독일의 아이빙엔 힐데가르트 수녀원에서 빙엔의 힐데가르트 수녀를

연구하고 2002년 고산본당에서 그리고 2006년 경산성당에서 본당의 녹화를

위한 사목적 기획을 디자인하였다.11) 그리고 2003년에 오산자연학교를 설립

하고 2007년에 대안학교 산자연학교의 문을 열었다.12) 2010년 경산본당을

떠나 산자연학교에 정주하면서 지금까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

동조합을 컨설팅하는 작업을 통하여 간디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생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13)

10)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성바오로출판사, 1993.

정홍규, 신부님! 우리 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바오로출판사, 1995.

정홍규, 두레와 살림, 성바오로출판사, 1996.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가톨릭출판사, 1997.

이 4권의 내용은 1990년대 생태운동에 대한 체험, 칼럼, 청소년 생태교육, 생태신학에

대한 이야기이다.

11) 정홍규, 산처럼, 대건인쇄 출판사. 2003. 이 책은 창조영성대학과 제네시스 농장 체험 수

기이다.

12)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바오로딸, 2010. 오산자연학교에서 산자연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적, 신학적, 영성적 토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13) 마하트마 간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김태연 역, 녹색평론사, 2006. 연구자는 대구․경

북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컨설팅해 주는 사단법인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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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의 초창기 생태운동인 푸른평화에서부터 환경사제모임, 천주

교 환경연대 그리고 대안학교와 생활협동조합운동에 이르기까지로 그 운동

의 중심에서 연구자는 실천적 대안과 이론적 근거를 모색해 왔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운동의 시작에서부터 현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큰 흐

름에서 짚어보고 새로운 대안과 모색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9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평화생태 메시지에서부터 2010년 교황 베네딕도 16

세의 ‘평화를 이루려면 창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는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의 가톨릭 생태 운동사의 흐름과 여정을 먼저 살펴보면서 성찰한

다.

각 교구에서 추진해 왔던 작고 큰 생태운동과 전국의 본당에서 환경위원

회나 소공동체를 통하여 일구어낸 녹화의 사례들은 자세하게 소개하지 못한

다하더라도 현대 가톨릭교회의 생태 운동사를 큰 흐름에서 돌아봄으로써 가

톨릭교회의 생태운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던 그 요인들을 알아내 보고

자 한다.

한국 가톨릭 생태운동을 주도해 왔던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생태

운동을 분석해 보면 적어도 두 가지가 두드러졌다.

첫째, 연구자가 깊이 투신하였던 1990년대 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담

화문에 영향을 받았고 낙동강 페놀사건에 대한 외적 요인이 환경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하더라도 조직과 기본적 틀이 없이 운동이 먼저 시

작됨으로 실천적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둘째, 교황청의 생태담론의 변화와 교황의 담화문 그리고 각 교구의 생태

사목교서가 발표되었지만 그 생태의식을 옮길 기본적 조직과 틀은 있다하더

라도 본당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목자에게 생태신학에 대한 교육이 없거나 신

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생태교육이 없었기에 결국 운동과 교회의 가

르침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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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에서는 생태의식과 실천 모델 연구를 크게 4장으로 나누어 다루

고자 한다.

제 Ⅱ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생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연결고리와 교황청의 생태의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를 분

석하고, 성경과 교부 그리고 현대 생태의식의 패러다임에 깊이 영향을 끼친

실천가와 사상가를 추적한다.

제 Ⅲ장에서는 우선 큰 틀에서 한국 주교단의 문헌과 8개 교구의 조직과

실천사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4대강 사업에 대한 주교회의 담화문과 특히 대구대교구의 푸른평화의 녹화

사례에 집중하여 90년대 초기에 가톨릭 생태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가톨릭 생태운동사를 통해 소수의 헌신적인 운동과 교구의 사목교서

나 주교단의 성명서나 담화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본당의 현장에까지 뿌리내리지 못한 문제들을 식별하고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6가지로 제시한다.

제 Ⅳ장에서는 본당실천 사례(과거)와 생태 교육과 협동조합 사례(현재)

그리고 지역 공동체 모델(미래)을 소개함으로써 21세기 위기에 처한 행성지

구를 구할 생태적 상상력과 생활실천을 위한 교회의 예언적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자는 문헌적 방법을 택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30

년 동안의 가톨릭 생태운동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천사례에 대한

성찰과 평가 그리고 과제와 대안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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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흐름 세부 내용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



문헌을 통한
이론적 탐색

• 종교와 생태중심주의

• 가톨릭 생태의식의 변화와 특징

• 녹색 렉시오 디비나 

• 생태 성인

• 장일순과 토마스 베리



사례 연구
• 교구별 생태의식과 실천

• 성찰, 평가 그리고 과제



실천모델 구축
• 실천 사례 - 본당, 대안학교, 협동조합

• 실천 모델 - 생태마을 



결 론 • 성찰과 통합

<그림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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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톨릭 생태의식의 이해

1. 종교와 생태중심주의14)

생태학의 창시자 헥켈(Ernst Haeckel, 1834–1919)에 의해 생태학의 개념

이 정립된 이후 생물과 환경 그리고 생물 간의 관계 논의는 최근 인간을 자

연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생물계 내에서의 인간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15) 인간생태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먹이사슬에서 위상은 먹이사슬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16)로서 인식되고 이는 근대 이후에

유지된 인간과 자연 생태와의 관계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1907-1964)의 ‘침묵의 봄’17)의 출판으

로 환경운동이 확대되고 생태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고, 린

화이트의 자연을 도구화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되

고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인간중심적 태도와 사고를 전환시

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이 그리스

도교 안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생태신학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二元論) 확립 및

자연에 대한 합목적성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친 서구 그리스도교가 가장

‘인간중심적인 종교’라고 결론을 지었던 린 화이트의 사유에서 연유된다.

1979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화이트의 비판과 제안을 받아 들여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를 생태계의 주보성인으로 정하게 되었다.

14) 생태중심주의란 인간중심적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을 포함한 더 큰 생태계라는 틀

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나아가 생태계의 보전을 중심 가치로 삼는 시각과 신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체계를 포괄한다.

15) 전헌호, 가능성과 한계, 위즈앤 비즈, 2011, 60-61.

토마스 베리는 그의 저서 ‘지구의 꿈’에서 생태학적이라는 용어를 한 유기체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라는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할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계와 무

생물계의 상호 의존성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78.

16) 마이클 폴란, 잡식동물의 딜레마, 조윤정 역, 다른세상, 2008, 229-239.

17)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김은령 역, 에코 리브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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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의 논쟁 후 그리스도교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생태계 위기의 원인

으로 지목되면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서구 그리스도교를 대신 할 다른 종교, 녹색 세계관, 우주관의 정립을 주장

하는 심층생태학이 힘을 얻으면서 생태계 문제의 해결 중심에 종교의 역할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게 되었다.

인간과 생태 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부각된 생태중심

주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도 같은 주제로 적용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생태중심주의의 양대 산맥인 심층생태학18)과 사회생태

학의 입장에서 생태중심주의와 종교의 연관성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견해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심층생태학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세계관의 투영을 시도하면서 세계관 혹

은 우주론 형성의 기초가 되는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종교전통

에서 자아적 규범과 생물중심적 평등을 구현하는 문제로 접근하였다. 이들

은 불완전한 인간의 대자아(對自我) 실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생태적

규범과 생물적 평등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19)하고 다양한 종

교의 친(親)생태적 요소를 통하여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20)

생태계 위기의 극복을 위한 심층생태학 차원에서의 걸음은 ‘종교의 녹화’

로 나타나고 그 노력은 성경의 생태중심적 재해석과 교회역사의 친 생태적

실천 모형 발굴, 생태중심적 우주관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교 애니미즘의 부

활, 사회 변혁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동양의 사상과 종교의

18)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Vol.16, 1973, 95-100. 심층생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르네 네스는

‘생태학적 자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제러미 리프킨, 3차 산업혁명, 안진환 역, 민음

사, 2012, 346; John Seed, Thinking Like a Mountain, Gabriola Island: New Catalyst

Books, 2007, 20.

19)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Peregrine Smith Books,

1985, 65.

20) 같은 책,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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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지화 등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21) 노르웨이의 아른 네스(Arne

Naess, 1912-2009)가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심층생태학은 지구 생명권의 평

등성과 일치성을 너무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차이성을 간

과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을 중심으로 한 사회생태학에서는

사회가 직면한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자연적 존재나 하느님이 아닌

이성의 힘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다.22) 북친은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가면

이나 투사로 보았으며 생태학적 미신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북친의 사회생

태학은 이성과 진보라는 현대적 신화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비판받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친의 자연주의적 시각은 12세기 빙엔의 힐데가르트 수녀가

자연 안에서 발견하는 창조적인 에너지 비리디타스(Viriditas)는 매우 유사

하다.23)

2007년 1월 1일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평화생태학

(ecology of peace)’ 묘사를 통해 심층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의 통합을 시도하

고 있다. 생태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생태학(ecology of

nature)이고, 또 하나는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으로 인간생태학은 사회

생태학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평등, 정의를 함축한 인간생태학을

자연생태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하면서, 자연 환경을 무시하면 인간 공

동체가 무너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

21) 유기쁨, ‘생태주의와 종교연구: 흐름과 전망’, 종교문화연구 제9호, 2007, 59. 재인용.

22) 머레이 북친, 휴머니즘의 옹호: 반인간주의, 신비주의, 원시주의를 넘어서, 구승희 역, 민

음사, 2002, 183.

23) 힐데기르트가 사용한 이 단어는 그녀의 고유한 개념이고 이후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신학적 단어이다. viriditas, greeness에 대하여; 라틴어 viriditas는 생기있다 또는 푸르다

의 의미 virere에서 파생한 단어로, 영어로는 viridity 또는 greeness이다. 우리말로는 초

록이나 푸르름이다. viriditas의 의미는 greening power 푸르게 하는 힘이다. 힐데가르트

는 3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는 자연의 생기, 둘째는 덕의 실천에서 나오는 영혼의

생기, 셋째의 의미는 자연의 생기와 영혼의 생기를 연결하는 성령의 생기라고 할 수 있다.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푸른평화, 141-146.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푸른평화, 2004,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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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태양의 찬가’ 안에 있는 다층적 생태 관심이 우리 시대에 좋은 예가

된다고 표명한다.

생태운동 현장에서 뿐 아니라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와 같은 심층생태학과 사회생

태학의 종교관은 생태중심주의가 담고 있는 특정 신념을 개별 종교에 수용

하는 태도로 종교의 본질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종교적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향해온 종교학자들의 생태중심주

의 연구의 방향 및 특성 규명의 필요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1970년대 이후 크게 대두된 세계 종교와 생태학적 사유를

상호 연결 지으려는 학계의 노력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 북미종교

학회에 ‘종교와 생태학’ 그룹이 형성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례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세계 종교 연구소

에서 ‘하버드대학 종교와 생태학 포럼’을 10회 연속 시리즈로 개최하였다.24)

이 기획의 중심에는 지구 신학자 토마스 베리가 있었다. 이 포럼의 각 주제

는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들의 가르침을 다루면서 그 안에 특별히 들어

있는 윤리, 상징, 전례, 실천 등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말하자면 전체 주제

가 생태학과 세계 종교인 셈이다. 세계 종교 안에 들어있는 공통의 근거를

발견하려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유다이즘과 생태학, 창조신학,

그리스도교와 생태학, 유교와 생태학, 도교와 생태학 그리고 일본의 신토이

즘(神道主義)과 생태학이다. 무려 1,000명 이상의 활동가가 참여하였고 미래

를 위한 그물망도 조직하였다. 2000년대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종교와

생태학’ 전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최종 협의회가 개최

되는 등 좀 더 본격화된 종교와 생태학의 만남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25)

24) 정홍규, 산처럼, 148-151; Mary Evelyn Tucker and John Berthrong, Confucianism and

Ecology, U.S: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98; 토마스 베리, 위대

한 과업, 이영숙 역,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109, 248.

25) Bruce Monserud, ‘Religion and Ecology: Vision for an Emerging Academ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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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9월 29일 이탈리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불교, 개

신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섯 개의 종교가 함께 모여 종파를 초

월한 전례를 거행하였다. 지구축일 만들기. 지구를 위한 전례, 창조의 가득

함을 위한 명상안내. 각 종파의 축복기도, 땅과 물, 공기와 물로써 무지개를

다른 양식으로 말하기 등으로 지구의 운명에 종교적 책임을 공유한 대표적

인 사례였다.26)

또한 한 실례로 1992년 대구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종교 간의 대화모임에

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의 자연관의 6대 종단의 발제

가 있었다. 1993년 7월 16일에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6대 종단 생명윤리 종

교인 대구 선언이었다.27)

그리고 사랑의 시튼 수녀회에서 2007년 주제를 ‘생태 위기와 종교적 대안’

으로 잡고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등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도 하였다.28)

또한 생태중심주의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

장에서 그 이념을 보완하고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동양의 전통사상과 세계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과 자연 전체 즉 생태계를 아우르

는 개념인 기(氣)를 근거로 기(氣)생태주의를 주장하는 입장29)도 있으며 불

Consultation Report’, World views: Environment, Culture, Religion, Vol. 6, Issue 1,

2002, 81-93.

26) 수잔 클라크, 지구 축일 찬양하기, 정홍규 역, 푸른평화, 2006, 87.

27) 각 종단의 발제는 가톨릭의 자연관 - 전헌호신부, 개신교의 자연관 - 김희섭교수, 불교

의 자연관 - 문원각스님, 원불교의 자연관 - 정인성교무, 유교의 자연관 - 이완재교수,

천도교의 자연관 - 서영휘선도사, 사회는 정홍규신부.

생명윤리 종교인 대구선언

① 우리는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②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③ 우리는 한정된 지역적 사고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④ 우리는 세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후손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28) 그리스도교와의 대화를 선불교, 불교의 수도생활, 무교, 한국 신종교, 도교, 유교의 시중 등

29) 한면희, ‘동아시아 기(氣)-생태주의 문화와 생명 존중’, 생명문화포럼논문(200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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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생태철학의 체계로 재해석하려는 견해30)도 있다. 유교에서도 유학 사

상을 생태주의로 이해하려는 시도31)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 사상

과 생태중심주의 접목 성향은 생태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생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태중심주의적 이념에 주목

하면서 이를 전통적 사상 혹은 종교와 결합하여 생태철학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32) 반면에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바티칸은 심층생

태학이나 생태중심주의를 범신론과 뉴 에이지 그리고 유사종교로써 비판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한 예로 2010년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세계 평화

의 날 담화>에서 ‘인간 구원의 원천을 순전히 자연주의적 차원에서 이해된

자연에서만 찾는, 새로운 우상숭배에 물든 새로운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13항)

신화(神話)학자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영웅의 여정을 분리와 귀

향의 길이라고 묘사했다.33) 이 길을 다르게 표현하면 분리의 영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었던 때인 불교와 유교, 유일신교가 발생한 종교 중심의 제1

차 축의 시대와 자연과의 의식적인 일치와 연결의 영성을 지향하는 제2차

축의 시대(the second axial age)로 말할 수 있다.34)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교가 해야 할 위대한 과업은 다시 이 우주와 결합

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종교가 분화와 개성화의 길을 걸어 왔는데 종교

(religion)라는 단어는 라틴어 ‘religare’에 뿌리를 두며 ‘다시 연결하다’는 의

미이다. 제 2차의 축인 종교의 역할은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분리의 길에서

30) 김종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31) 유권종, ‘생태주의와 유교 생명주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5회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2011, 125-140.

32) 한면희, ‘현실 녹색정책의 이념과 생태주의 사상’, 동서사상 제8집(2010. 2),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161-184; 임도한, ‘인문학과 생태주의’, 인문과학연구 19('99.12), 성신여

자대학원, 2000, 23-38.

33) Duane Elgin, the Living Universe,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2009, 132.

34) 같은 책,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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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종(種)으로서 우주와의 재결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직

면한 도전과제는 자연과의 재연결을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이고 우주적인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35)

영국의 철학자 오언 바필드(Owen Barfield)는 인류 앞에 놓은 현재를 이

야기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개의 시

기를 거쳤다고 말했다.36) 첫째 시기는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자연에 원시적

으로 의존했던 수렵채집시기와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을 거쳐 산업혁명시기

를 거치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둘째 시기 즉 개발

과 정복의 시기이다.

바필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인류는 세 번째 시기의 시

작점에 와 있다고 썼다. 인간이 다시 자연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시기이

다. 수렵시기처럼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보다 큰 우주 공동체

혹은 생명 공동체의 긴밀한 일부가 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으로 자연과 동

행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생물권 의

식’이라고 표현한다.37) 토마스 베리는 ‘모태지구’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어

머니와 자녀의 관계성에서 의존에 관한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

나고 있다고 말한다.38) 최근까지는 자녀는 어머니에 의해서 돌봐졌다. 지금

은 자녀에 의해서 어머니가 폭넓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과정

에 필요한 것이 ‘지구영성’이라고 말한다.

35) 듀엔 엘긴은 인류의 영웅적 여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대략 3만 5천년 전에 여정의 시작

은 자연과의 무의식적인 일치에서 분리가 시작된 대략 1만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다시

300년 전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의식적인 분리가 절정에 달했

으며 현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생물학적, 우주적 종으로써 자연과의 재연결을 의

식적으로 시도한다고 보았다.

36) 제리미 리프킨, 3차 산업혁명, 343-345.

37) 같은 책. 338.

38) 수잔 클라크, 지구 축일 찬양하기, 76.



- 16 -

2. 가톨릭 생태의식의 변화와 특징

1891년 교황 레오 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발표 이후

70년이 지난 1961년 교황 요한 3세는 회칙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에서 하느님이 무진장한 자연과 인간은 그 욕구에 맞게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력을 부여하였고,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하여 자연

의 지배를 확대하여야 함을 선포하면서, 교황청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임을 보여주었다.39) 그 후 환경 문제가 교황청 문헌에

나타난 것은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팔십주년, Octogesima adveniens>에

서인데, 그 내용에서도 인류의 계층 간 물질적 불공평성의 심화와 자연 파

괴의 결과를 우려하고 있어 환경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로마 교황청의 생태의식은 제2차 바

티칸 공의회, 교황 바오로 6세의 1967년에서 1978년까지 <민족들의 발전 80

주년>, <스톡홀름 환경회의에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해서 이야

기 했고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1978년에서 2002년까지 여러 문헌

에서 환경문제를 언급했다. 생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교황 문

헌의 생태의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40)

첫째, 인간이 생태계의 다른 창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그리스도교적 인간

중심주의가 일관되게 고수되고 있다. 근본 시각은 지구를 인류를 위한 자원

으로 본다. 생태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주의적이다. 1964년에서 1972년까

지 교황청 문헌을 개관해 보면 ‘지상의 재화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세습자

산이다.’ 1972년에서 1987년까지의 개관은 ‘모든 인류의 공동 세습 자산인

창조’, 1978년에서 1989년까지의 개관도 ‘자연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와 맺은 계약을 반영하는 거울이다.’41)

39) 황종렬, ‘현대 가톨릭교회의 생태 포용 발전관’, 신학전망 173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

연구소, 2011, 96.

40) 전헌호, 가능성과 한계, 320-372.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회의 및 교황의 문헌들.

41)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2012, 383-384. 389-400.



- 17 -

둘째, 1990년 이후 생태적 시각이 바티칸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가장

우선적인 정의와 평화의 맥락 속에서 생태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태의식에서는 경제 정의의 문제가 생태계 파괴와 불가

분의 윤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42) 교회는 이미 교황 바오

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 반포 2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회적 관심(1987)>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제시된 ‘생태적 회심’의 신학

적․영성적․사목적 전망과 투신 방향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은 한

국 가톨릭 생태 운동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1978년 10월 5일에 자연보

호헌장을 발표한 정부도 1992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환경운동의 국가선언

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또 1990년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약칭 JPIC) 개신교 세계 교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한국 가톨릭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43)

1990년 1월 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창조물과 함께하는 평화’의 발표는 한국가톨

릭 평화 생태운동 원년의 이정표가 되었는데, 이는 추상적․관념적․철학

적․신학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일관하던 예전의 문헌들과는 달리 여기

서는 생태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토양부식, 화석연료의 붕괴 등을 명확하

게 열거하면서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참상의 근본원인들을 주시하였다.

산업의 발전, 거대한 도시집중화, 막대한 에너지의 수요 증대와 무절제한 동

식물의 남획과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개발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는 자체의 생활양식을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

는 한 생태계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잘못된 세

계관의 문제 및 도덕적 위기의 측면과 생태문제가 맥락을 함께 한다는 것으

42) 같은 책, 417-418.

43)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185-189. 개신교의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보전의

과정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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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태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생태운동은 신앙인의 하느님에 대한

의무라고 천명하였다.

셋째, 바티칸은 여전히 생태문제를 낙태, 배아실험, 동성애 반대 입장 등

생명의 소중함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포괄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교

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2009)> 51항에서 다음과 같이 분

명히 지적하고 있다.

“생명권과 자연사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인간의 수정과 임신, 출산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배아가 연구에 희생된다면, 사회의 양심은 결

국 인간 생태학의 개념과 더불어 자연 생태학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생태의식’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우리는 흔히 자연

보호, 환경보전, 환경생명이라는 용어에 친숙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1986년 바이젝커(Von Weizsacker)가 제시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

보전(JPIC)’ 용어를 활용한다.44) 환경위원회, 환경관리위원회, 생명과 환경위

원회, 창조보전위원회 등 교구나 본당에서는 통일되지 않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평화생태’라는 용어는 1891년 레오 13세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되

기 시작한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과

사회 관계, 그리고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 생태학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자연 생태학인 창조질서 보전까지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생태 지평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교황 베네딕도 16세 역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회

칙은 물론 세계 평화의 날 메세지를 통해서도 현대의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2007년 세계 평화의 날 메세지에서 ‘인간

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이라는 개념을 통합하여 세계 평화에서 인간과 자연

의 상호 지지 관계를 지향하여 ‘평화생태학’을 주창하였다. 또한 2010년 ‘평

44)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바오로딸, 2010, 233-252. 여기에서 이정배는 평

화생태신학에서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젝커의 JPIC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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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루려면 창조물을 보호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세계 평화의 날 메세

지를 발표하였다. 이 메세지는 교황청에서 현대 세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

난 생태 문제에 가장 체계적으로 응답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자연생태학과 인간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을 평화생태

학 안에 통합시키고 인간 중심이나 자연중심에 치우지지 않고 창조하신 하

느님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생태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그리고 생태를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소외시키지 않도록 ‘평화생태학’의

전망 속에서 구축해 놓았다.45)

45) 교황 베네딕도의 16세의 평화 생태학의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 평화 생태학에 대한 기본

적 이해는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두물머리 미디어, 2008,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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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 렉시오 디비나

지금까지 신학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 힐데가르트

수녀가 사용한 비리디타스(Viriditas)이다 . 즉 녹색 에너지, 녹화하는 힘, 녹

색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의 힘에 대한 표현으로써 빙엔

의 힐데가르트의 상징인 ‘비리디타스, 즉 축복의 녹색 생명력’을 통해서 발

견하게 된다.46)

수도자들이 오랜 수행의 방법으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선택

해 왔다.47) 이 방법이 이제는 성경읽기의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어떤 영성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진다. 감리교 신학자 이정배 교수는 하느님의 은총을 두 가

지 색으로 표현한다. 먼저는 녹색이고 다음은 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녹

색을 창조 중심의 영성이라면 적색은 죄와 구원중심의 영성’이라고 이해한

다. 녹색 은총이 삶의 토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적색은총은 인간을 인

간되게 하는 최상의 선물인 까닭이다. 그에게 있어서 적색은총을 해석하는

독특한 시각은 단연코 적색은총을 녹색은총의 빛에서 이해-창조물의 고통,

생태계의 위기-하는 것이다.48)

지금까지 우리는 적색은총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통독해 왔다면 이 축복

의 녹색 생명력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내는 것을 ‘녹색 렉시오 디비나

(Green Lectio Divina)’라고 부른다. 토마스 베리가 말하는 ‘제 3의 매개’49)

를 촉진하는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의 매개는 인간 공동체와 지구

사이의 매개이다. 이런 독서법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13세기

이래로 우선적으로 오로지 영혼 구원적 과제에 몰두 하면서 창조와 축복 과

46)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66-67.

47)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를 직역하면 ‘신적 독서’, ‘신성한 독서’ 또는 ‘거룩

한 독서’이다. 영어 표현은 Lexio Divina.

48) 이정배,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동연, 2010, 238.

49)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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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1967년 린 화이트는 그리스도교가

생태위기를 조장한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고백 선언

인 사도신경에서도 창조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초자연적인 세계에만

눈을 돌렸다. ‘첫째 매개’ 즉 하느님과 인간사이의 매개이며 ‘둘째 매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매개이다.50) 우리의 교리나 사목은 ‘자연적 세계에 실질

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신적 초월에 압도적으

로 몰입하여 첫째 매개와 둘째 매개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21세기 인

류는 만물의 영장이나 지구 최고의 영광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범죄자가 되고 만 것이다.

토마스 베리는 ‘해결책은 이전의 종교적․영적․윤리적․인본주의적 전통

을 단순히 회복하는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과 인간이 형성

하는 모든 관계에서 재질서화 하는데 있다.’51)고 말한다. 제3매개를 촉진하

는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을 토마스 베리는 지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로운 대안 종교의 창안이 아니라 행성과 지구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이다.52) 이 감수성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자는 동기

는 죄와 구원중심의 영성에서 창조와 축복중심의 영성으로 균형을 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베리는 우리에게 이런 파격적인 주문

을 한다.53)

“우리는 성경과 예수에 관해서는 산더미처럼 많은 책을 갖고 있지만, 자

연세계에 관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우주를 같이 보는 입장에 관해서는 별

로 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지구를 같이 보는 입장에 대해

서 사람들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구세주에 관해 관심

을 기울여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의

전체는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구원은 그리스도 이야기의 전체도 아니다.

50) 같은 책, 47.

51) 같은 책, 75.

52) 같은 책, 100.

53) 토마스 베리신부와 토마스 클락신부의 대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김준우 역, 에코조

익. 200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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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동안은, 대략 20년 동안은 성경책

을 서가에 꽂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당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느님의 계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능력이다.

프란츠 알트는 ‘생태주의자 예수’에서 예수는 결코 위계적 질서의 교회를

창안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은 생태계를 위한 평화와 치유 즉 힐링과 웰빙이

었다고 강조한다.54) 역사적으로 30년 전쟁, 십자군 전쟁, 9.11테러 등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었지만 자연의 웰빙 없이 인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은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간절한 외침인 ‘평화를 이루려면 창조물을 보호

하라.’에서 말해 준다. 자연의 평화 없이 지구 행성의 평화도 없다는 의미이

다. 단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동아시아 평화 뿐 만 아니라 밥상

의 생선까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만든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가장 짧지만 드라마틱하고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고 치유의 복음서인

마르꼬 복음을 녹색 렉시오 디바나를 통해서 한 번 찬찬히 통독해 보면 예

수의 생태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적색 은총의 고정관념을 벗고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 즉 녹색 감수성을 통해서 ‘녹색 성경’의 색인을 만들 수 있

다. 그리고 성경 귀절 하나 하나에 생태적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다.

2008년에 하퍼 콜린스 출판사에서 녹색 성경(green bible)을 출판하였

다.55) 종이 면은 린넨 커버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고 재활용된 종이다. 성경

안에는 녹색 편지 에디션이 있는데 녹색으로 성경 귀절을 강조하여 창조에

54) 프란츠 알트, 생태주의자 예수, 나무심는 사람, 2003, 8.

55) Tutu, Desmond, The Green Bible, New York: Harper Bible, 2008.

하늘 땅 물 벗 엮음, 녹색 성서, 가톨릭출판사, 1998.

칼라 반힐, 녹색성서 묵상,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역, 동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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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느님의 관심을 부각시켰다. 예수는 생태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의 녹색렌즈를 통해 신구약을 읽도록 녹색으로 포커스를 해 두었다. 즉 녹

색 창조 구절을 표시하고 녹색 성경 색인 및 개인 학습 가이드도 만들었다.

마르꼬 복음은 원래 16장 8절로 끝나지만 끝을 내지 않고 열린 채로 남겨

둔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미완성의 결말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과제

로 다가온다. 생태적 감수성으로 미완성을 완성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마르꼬 복음을 생태적 감수성으로 녹색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포착한 ‘생

태적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56)

하늘을 우러러․배불리․더럽다․깨끗하다․쉬어라․푸른․찬미․가엾은

마음․먹을 것․좀 쉬어라․구멍 한 몸․어린이․누룩․여행․놋그릇․무

릎․손을 내밀어․부대․뜯기․안식일․저절로․건강․살리다․먹을 것․나

누어 주도록․단지․잔․침․혀․한숨․두 귀․열두 광주리․전대․지팡

이․목수․등불․함지․음식․빵․포도주․헌 옷․나귀․닭․뱀․사자 털

옷․가죽 띠․신발 끈․그물․지붕․천 조각․강아지․포도․갈대․물고

기․양․돼지․들짐승․새․비둘기․메뚜기․낙타․소금․잎․가지․겨자

씨․풀․곡식․흙․돌․들꿀․이삭․씨․싹․뿌리․가시덤불․열매․줄

기․낟알․달․별․해․구름․돌풍․저녁․외딴곳․사방․고을․들․바

다․광야․강․하늘․호수․밀밭․산․뭍․돌밭․땅․비탈․풀밭․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56) ‘마르꼬 복음’을 생태적 이미지의 관점으로 통독해 보고 찾은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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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 성인

생태학자이면서 세균학자인 르네 뒤보(René Dubos)는 그의 저서 ‘안에 계

신 하느님(A God Within, 1972)’에서 ‘지구신학’을 말하면서, 지구신학을 창

시한 사람은 베네딕도 성인이라고 말했다.5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

년에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주보성인이라고 추천하였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

도 16세 교황은 자신이 독일 사람으로서 1,000년 만에 12세기의 수녀원장인

빙엔의 힐데가르트를 2012년에 교회박사로 호칭하고 또 비공식적이었던 성

녀를 공식적으로 성녀품에 올렸다. 이 세 성인의 공통점은 자연 또는 생태

적이다. 베네딕도 성인은 자연관리,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찬미, 그리고 힐

데가르트 성녀는 자연치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성인을 생태 성인

(Eco Saint), 녹색 교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세 성인 중에 누구보다도 힐

데가르트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물론 그녀가 작업한 저서에 대한 역

사적 실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58) 그녀의 자연치료법과 통합적

치료에 대한 재조명은 오늘날 현대의 새로운 의학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고 생각한다.59) 본 연구에서는 생태 성인으로 힐데가르트, 마이스터 엑카르

트, 떼이야르 드 샤르뎅, 토마스 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힐데가르트60)

스트렐로우 박사(Dr, Wighard Strehlow)는 2003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

까지 대구 고산성당에서 힐데가르트 통합적인 치료법을 강의 한 바가 있다.

스트렐로우는 ‘힐데가르트-의학이 서구 세계의 유일한 그리스도교적 자연요

57)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165.

58)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자필저서의 역사에 대해서는 194-205.

59) 같은 책, 281-352, 자연치료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힐데가르트 스트리커쉬미트, 빙엔의 힐데가르트 몸과 마음의 치유, 김영숙 역, 푸른평

화, 2006; Dr.Wighard Strehlow, Hildegard of Bingen's Spiritual Remedies,

Vermont: Healing Arts Press, 2002.

60) 서울 베네딕도 수녀원은 2006년부터 매년 9월 17일 힐데가르트 축일 전후로 힐데가르트

축제를 지내고 있다. 대구 베네딕도 수녀원에서는 2012년부터 영성관에서 힐데가르트 영

성을 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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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중국인들의 뛰어난 보편 의술, 인도인들의 아유르베다 의술, 그리고

일본인들의 장수법과 견줄만하다.’고 기술했다.

힐데가르트(Hildegard von Bingen, 1098-1179)는 고통을 따로 떼어 놓고

보지 않고, 관찰하고 치료하는 전체적인 방법을 지니고 있었다. 늘 사람의

온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그 고통의 원인과 출처를 물었던 것이다.

신성, 우주, 신체, 심리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전체적인 치료’가 동시에 일

어나기만 한다면, 힐데가르트의 사고방식에 따라 인간은 실제로 치유될 수

있다.61)

첫째, 신성한 영역으로 건강을 비롯해 모든 질병이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

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곧 힐데가르트의 생각이었던 만큼 그

관계가 잘못될 경우 그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병자가

자신의 병의 인과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느님은 그가 완쾌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병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양식이 건강치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할 의향이 있다면 하느님은 치유를 허락하시며

촉구하신다.

둘째, 우주적인 영역으로 자연에 대한 힐데가르트의 관점은 소우주 속에

있는 인간과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대우주가 일치한다는데 있다. 이는 주

위 환경이 인간에게 의존하듯 인간 또한 자신의 주위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힐데가르트는 인간들이 대우주를 침범하듯 불,

물, 흙, 공기 등의 4가지 요소의 힘이 똑같이 인간을 침범한다고 파악했는

데, 그 힘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아마도 신성한 에너지와 같은 그런 뭔가

로 이해되는 것 같다.

셋째, 신체적인 영역으로 힐데가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체액들이 인간 자

61) Hildegard von Bingen, 강미현 역, Renningen: Grant Verlag, 20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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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중요한 혼합 비율의 상태에 더 이상 있지 못할 때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체액들이 사실상 질병의 분비액, 환경에서 비롯

된 독소, 그리고 심각한 영양결핍에 의해 변화된다고 생각했다.

고대 시대에는 노란 슬개, 검은 쓸개, 혈액, 가래 등 4가지의 체액들로 식

별되었다. 그런데 힐데가르트의 업적에서는 마르고 축축하고 거품이 있거나

또는 미지근한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 점액이 고대에서 전수된 4가지 체액

을 대신한다. 체액들은 서로 특정한 관계에 놓여 있고, 따라서 가장 상위에

있는 체액이 두 번째를 지배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체액을 점액이라 부른

다. 그리고 두 번째 체액은 재차 세 번째를 지배하고, 세 번째는 네 번째를

지배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가래라 일컫는다.

더 강한 체액이 더 약한 체액을 능가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적당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인간은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나 어떠한 체액이라도

자기를 능가하는 힘을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소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힐데가르트의 경우 이미 고대 시대에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된 검은

색의 담즙을 고대의 4가지 체액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여긴다.

넷째, 심리적인 영역으로 오늘날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할 경우 갈등, 문

제, 두려움, 근심, 부정적인 스트레스, 좌절, 그리고 심리적인 다른 부담 등

이 때로 심각하기까지 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힐데가르트에 의하면, 심리적인 질병은 주로 사랑, 존중, 호

의, 희망 등이 부족함으로써 생겨난다고 한다. 심리적인 고통은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약화시키고, 또다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신체와 심리는 구분될 수

없기에 한 곳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곳 역시 해를 입기 마련이다.

중세의 치료법과 중세의 약초도감을 한국의 동의보감과 비교해 보면 새로

운 레시피나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이다.62) 더욱이 힐데가르트 시대는 전문

62) 알로샤 슈바르츠, 로날드 슈베페,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 유순옥 역, 푸른평화,

2008; 알로샤 슈바르츠, 로날드 슈베페, 빙엔의 힐데가르트가 전하는 보석치료, 유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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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학지식이 없었던 시대였다. 서양에서 의학이 대학 교과과정에 들어

오게 된 것이 13세기였다는 점에서도 힐데가르트의 의학을 21세기의 만성질

환을 치료하는데 검증할 만 하다고 본다. 베네딕도 성인의 자연과의 공생,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과의 관상, 힐데가르트 성녀의 자연을 통한 전인적

치료, 이 세분의 생태영성을 통합하면 토마스 베리의 꿈, 생태대로의 출애굽

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63)

특히 힐데가르트는 1,000년 만에 비로소 민중의 성녀에서 2012년 ‘보편적

인 교회박사’로 우리의 문지방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교황 베네딕도 16세

는 2012년 10월 7일에 성 베네딕도 수도회 수녀인 빙엔의 성녀 힐데가르트

를 보편교회의 박사로 선포함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사도적 서한을 보

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어떤 이유로 이 칭호를 부여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녀의 메시지는 오늘날 세계에 대단히 시의적절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는 그녀가 제안했고 실천하였던 가치들에 특히 민감합니다. 신학적 연구에

생생한 자극을 주는 힐데가르트의 카리스마적이고 사색적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 신비에 대한 훌륭한 묵상이 그러한 예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문

화, 과학, 당대의 예술과 교회 및 신학 사이의 대화, 인간 완성의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봉헌된 삶에 대한 이상, 삶의 축제로서 전례에 대한 평가, 구

조의 공허한 변화가 아닌 마음의 회개로서 교회 개혁에 대한 그녀의 견해

그리고 자연(물론 자연법칙은 침해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에 대한 그

녀의 민감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64)

힐데가르트는 일생동안 12명의 교황과 9명의 비합법적인 교황 아래에서

십자군 전쟁(1095년-1456년), 프리드리히 1세 황제(1122년-1190년)의 통치라

역, 다른우리, 2003. 힐데가르트는 293종의 식물, 63종의 나무, 8종의 금속, 72종의 새,

18종의 파충류 등을 자세히 그녀의 자연학에서 소개하고 있다.

63) 토마스 베리 신부와 토마스 클락 신부의 대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89-95.

64) 신정희 역, 힐데가르트 시성에 관한 교황 베네딕도 16세 성하의 사도직 서한, 코이노니

아, 한국 베네딕도 수도자 모임, 201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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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세기의 전환기와 격동기를 살았고, 그녀가 여성으로서 4차례의 예언자

적인 설교순례를 통한 중세 교회의 쇄신과 사회부패의 비판은 생태계 위기

에 처해 있는 오늘날 사뭇 유비적(類比的)이다.65) 힐데가르트는 가톨릭 신학

에서 최초로 중세라는 제한된 우주관속에서, 20세기의 과학과 종교를 대통

합시키려고 한 점은 떼이야르 샤르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힐데가르트는 이미 12세기에 그녀의 비전의 3부작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저서 ‘세계와 인간’ 제3부 비전 10번째에 이런 세상 종말에 대한 비전이 그

려지고 있다.66)

“사람들은 누구를 하느님이라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그리스

도인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믿음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펴져나갈 것이

다. 그리고 별, 물과 다른 모든 창조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수많은 징후

가 나타나리니,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곧 환란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게 되

리라.”

요소 즉 원소들의 혼란은 지금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각종 전염병, 유전

자조작(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 등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힐데가르트는 현대도 아닌 중세의 여성으로서 소위 남성들의 전문특허였

던 신성에 대해서 남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상도 찾도록 해 주었

다. 그녀가 그린 45개의 삽화 속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 당시 그노

시스파, 마니교나 이원론의 아오스딩 성인, 스콜라 철학의 도식적이고 위계

적인 질서 속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여성과 남성, 물질과 정신, 아버지와 어

머니 동시에 공존한다는 점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세의 르네상스

자유로운 여인 또는 ‘통섭적인 세계관’을 가진 녹색교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힐데가르트 영성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갖은 이유들 중에는 몸의

영성, 세상의 긍정, 전체 창조의 질서와 일치 속에 영과 육의 건강과 행복

65) 힐데가르트 수녀의 연대기와 생애와 그녀가 살았던 중세의 역사적 배경은 정홍규, 빙엔

의 힐데가르트, 167-194 참조.

66) 빙엔의 힐데가르트, 세계와 인간, 이나경 역, 올댓컨덴츠, 2011, 325.



- 29 -

그리고 섭생을 보았기 때문이다.67) 그 일례로 힐데가르트의 스승, 유타 그리

고 힐데가르트의 멘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Bernard of Clairvaux) 성인

과 성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타고 몸을 천대시 하였

다. 금육과 단식으로 성인들이 위장병을 앓았다. 특히 유타는 자신의 몸을

편대하고 고행을 영적내규로 삼았다. 기적의 성녀 카타리나는 하루에 몸을

3번이나 쇠사슬로 내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힐데가르트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배척하였다. 생태성인들은 성 아

오스딩과는 반대로 몸을 죄악시 안았다. 영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체로 보았다. 오히려 축복으로, 선물로 인식했다.68) 여기에서 우리가 지

적할 것은 그리스도교는 몸과 육체, 물질과 자연을 나쁘게만 보았는가?

힐데가르트는 물질과 영성은 분리될 수가 없고 단일체로 보았고,69) 떼이

야르는 물질은 내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영의 메트릭스(the matrix of

spirit)’로 본다.70) 시편 104장에서처럼 자연은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경축해

야할 경이로움이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또한 모든 창조물을 그의 형

제, 자매로서 불렀다. 힐데가르트 수녀는 ‘몸과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71)

“영혼과 수분이 온 나무에 젖어 흐르듯이 온 몸에 젖어 흐른다. 수액이

나무를 푸르게 하고 꽃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듯이.”

2) 마이스터 엑카르트

마이스터 엑카르트(Meister Eckhart, 1260-1329)는 당대의 신학자 알베르

트 마누스에게 배운 도미니코 수도회 수사, 신비주의자, 예언자, 철학자, 설

67)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214-215.

68)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124-126.

69)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222.

70) Ursula King, The Search of Spirituality: Our Global for a Spiritual Life, New

York: Blue Bridge, 2008, 152.

71)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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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신학자, 시인 그리고 페미니스트이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이단시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아직까지도 복권되지 않고 있다. 1329년 엑카르트

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은 신비사상과 예언의 접속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러

나 엑카르트의 사상은 서구에게 주홍글씨처럼 이단의 딱지가 늘 붙어 다녔

다. 오히려 철학자 하이데커(Heidegger)나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특히 융(Carl Gustav Jung)이나 에리히 프롬(Erich Fromm)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72) 매튜 폭스는 엑카르트 영성을 ‘창조중심의 영성’이라고 말

한다.73)

엑카르트는 설교 1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만물은 하느님

의 말씀, 하느님의 메아리며,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한

다. 설교 3에서는 피조물은 하느님이다. 설교 4에서 존재는 거룩하다. 설교

5에서 창조계는 은총이다. 설교 8에서는 영성은 깨어남이다. 설교 30에서는

피조물이 아름다움에 놀라고, 그것들은 지으신 창조주의 아름다운 섭리를

찬미하고, 자비를 베품으로써 천상의 보화를 사서 창조의 작업에 쓴다면, 이

것이야말로 구원일 것입니다. 엑카르트에게는 감사야말로 궁극적인 기도인

것이다.74)

창조자체가 위대한 성사이며 죄악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이것은 성 아오

스딩의 ‘타락 구원중심의 영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이다. 녹색은총의

생태론자 맥다니엘(J.B. Macdaniel)은 전자를 ‘녹색(綠色)영성’이라고 표현하

고 후자로 ‘적색(赤色)영성’이라고 표현한다.75) 우리 시대에 엑카르트의 의미

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있는 공감과 아름다움 그리고 나눔으로 자신 안에 신

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영성은 자신 안에 신성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72) 김대식, 영성, 우매한 세계에 대한 저항, 모시는사람들, 2012, 109.

73) 매튜 폭스, 창조영성, 홍성정 역, 푸른평화, 1994, 28.

74) 매튜 폭스, 마이스터 엑카르트,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분도출판사, 2006, 9-19.

75) 이정배,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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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떼이야르 드 샤르뎅

떼이야르 드 샤르뎅(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 신부는 우리

에게 생태적 동기를 부여하는 사상 중의 하나는 ‘창조적 단일성’이다. 떼이

야르는 현실의 모든 것 속에서 단일성 보고, 전체의 통합 속에서 그 전체의

부분들을 관계 맺고 관계하려 노력한다. 떼이야르가 그 전체의 작업을 통해

서 과학과 종교의 통합, 창조와 진화의 통합을 추구하듯이, 모든 것들의 전

반적 통일성과 단일성을 추구했다. 떼이야르가 다음처럼 썼듯이, ‘창조는 통

합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은 더 많이 통합되는 것’이었다.76) 이런

통합적 견해에서는, 떼이야르는 물질의 내적 양상-영적 차원-을 보고 물질

은 더 이상 죽거나 활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찬가’ 속

에서 물질을 축복한다.77)

중세와 20세기에 살았던 힐데가르트와 떼이야르에게는 생태계 위기라는

사건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오히려 1950년대 떼이야르는 기술의 무

한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떼이야르는 과학자로서도 고

생물학 분야에서도 탁월하고 선구적인 업적을 가져 왔다.

특히 떼이야르는 우주는 처음부터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차

원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간의 이야기와 우주창조의 이야기를 같는

동급으로 보고 연결시켰다는 점은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78) 그래서 떼이야르는 종교와 과학의 접합을 통하여 과학으로

그리스도의 현상을 파악한 최고의 신학자이다. 선구적으로 우주 만물을 예

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때와 연결 지어서 신학적 지평을 열어 주었다. 그러

나 그의 진화론에 대한 바티칸은 떼이야르를 일생 동안 종교적인 문제만 연

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로인해 떼이야르는 본의 아니게 파리를 떠나

뉴욕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1955년 부활절에 귀천했다.

76) 떼이야르 드 샤르뎅, 인간 현상 이해, 떼이야르 드 샤르뎅 연구회, 대건인쇄출판사, 2009,

37-38. 통합에 대해서는 떼이야르 드 샤르뎅, 인격적 우주와 인간 에너지, 이문희 역, 분

도출판사, 2013, 117-123.

77) Pierre Teihard de Chardin, The Heart of Matter, Mariner Books, 2002, 75-76.

78) 토마스 베리에 준 깊은 영향을 준 떼이야르 사르뎅의 사상은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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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마스 베리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는 떼이야르의 기술 낙관론과는

달리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초

월신학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지구야말로 우리가 읽어야 할 계시의 텍스트임

을 강조하였다. 떼이야르는 진화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집중하

고 그리스도교의 역할만 인정하였지만 토마스 베리는 인간을 넘어 지구 공

동체와 이 우주의 창발적인 과정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의 신앙과 초종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아주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떼이야르가 지구와 우주

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베리는 문화사와 종교 연구 등 훨씬 포괄적으로 관

심을 가졌다. 베리는 산업화 과정이 생태계에 미치는 폭력적 영향에 대한

떼이야르의 관심 부족과, 과학 기술로 자연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맹

목적 낙관론에 대해 인간 중심적 서양 사고방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비판했

고,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폭넓은 여행을 했음에도 아시아 종교와

토속적 전통에 대한 떼이야르의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떼이야르는 그

리스도교적 관점에 제한되었다. 다시 토마스 베리는 떼이야르는 지구의 점

점 증가되는 황폐화에 대한 인식이 없고 생물학적 공동체에 대한 생태적 이

해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베리는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떼이야르는 사도 바오로 시대 이래로 가장 큰 변혁이다.’79)

베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넘어서서 종교적 경계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

하고 지구 공동체의 출현을 위해 공통된 근거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신학적 이야기가 배타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경계했다.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가 국가․민족․종교를 초월하는 전 지구적․우주적 문제라고

한다면 타 종교에 대한 베리의 개방적 태도는 동양 종교와 여러 토착 종교

가 인류 공통의 과제를 인식할 여지와 그 극복을 위해 협력할 기회를 주는

매우 유연성 있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80)

79) 토마스 베리 신부와 토마스 클락 신부의 대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24.

80) 떼이야르와 토마스 베리의 사상의 차이점은 정홍규의 평화 생태 이야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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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데가르트, 떼이야르 드 사르뎅, 그리고 토마스 베리 세 사람의 공통점은

수도자라는 사실이다. 이 세 사람은 참으로 지구성인(Earth-saint)이다. 힐데

가르트는 독일 베네딕도회 소속이고 떼이야르는 예수회, 토마스 베리는 미

국 예수 고난회 소속이다. 두 분은 신학자인 사제로서, 다른 한 분은 독일

최초의 여의사 그리고 수도원장으로서 가톨릭의 영성 속에 존재하지만 세

분 모두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세 분은 사도 바

오로 이후로 요한복음 서문과 창세기 서문까지 포함해서 12세기와 21세기

그리고 21세기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어머니로, 우주를 신학의 기

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의 영

성의 공통적인 그리스도적 생태적 동기부여이다. 떼이야르는 ‘모든 물질들

속에는 전체적이고 상호관계 되는 하나의 총체, 하나의 양자’81)이며 모든 사

물들은 단일체로 불리고, 힐데가르트가 지구와 전체적 관계성 안에서 인간

을 본다는 것을 골로사이(1:15-17)는 증거한다. 역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창조물들은 창조의 한 가족으로서 상호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이해

하고 있다.82) 떼이야르 역시 이 상호 독립적 관계는 우주 제일의 원칙인 것

으로 이해한다.

교부는 아니지만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판하였다.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은 살충제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돼 봄이 와도 새들의 노랫소

리가 들리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침묵의 봄은 화학약

품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파괴적인 결과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강렬히 인식

시킨 책으로 인류의 환경 역사를 바꾼 책으로 꼽힌다. 이 책은 전 세계가

화학 농업의 반생명 파국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눈뜰 기회를 만들었다. 카

슨의 경고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침묵의 봄’은 미국 생태운동에 기폭

제가 되었다. 그녀는 여기서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엽제나 제초

제 같은 화학 약품들이 자연과 지구 생명 공동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고발하

고 있다.

81) 떼이야르 드 샤르뎅, 인간 현상 이해, 33-39.

82)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는 인간과 자연의 단일체로 아주 잘 표현된 통합된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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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베리도 이 레이첼 카슨에 자극을 받아 문화사학자에서 지구학자

(geologian)로 돌아섰다고 한다. 마치 예언자 같은 이 ‘침묵의 봄’에는 21세

기에도 극에 달하고 있는 반지구 행업(行業)의 위기의 양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생태 성인들의 새 패러다임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83)

첫째, 신비주의에 대한 거부에서 신비주의를 향한 갈망.

둘째,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학적 그리고 우주론적 중심주의.

셋째,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에서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보는 일

원론(一元論).

넷째, 지나치게 강조된 구원이야기에서 창조이야기로 균형.

다섯째, ‘신(神)은 남성이다’에서 ‘신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다른 이

미지로 상상.

여섯째,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찬미와 감사로부터의 시작.

일곱째, 신은 저 곳에 있지 않고 신은 만물 속에, 만물은 신 안에 만유내

재신론, 창조적 단일성속에 있음을 인식.

여덟째, 메마름에서 촉촉한 영성으로의 전환.

아홉째,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는 것에서부터 축복으로의 전환.

83) 매튜 폭스, 새로운 종교 개혁, 코나투스, 2010, 131.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한 눈에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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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일순과 토마스 베리의 생태비전

장일순과 토마스 베리는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우주라는 여정의

이야기 속에서 만난다.

무위당 장일순(无爲堂 張壹淳, 1928-1994)은 ‘나락 한알 속의 우주’라는 말

을 남기고 토마스 베리는 ‘우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장일순은

우리에게 밥 한 그릇에 우주가 있다는 말로써 138억년의 우주 이야기를 함

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는 장일순의 밥 한

그릇, 나락 한 알, 조 한 알 속에 들어 있는 우주를 풀어낸 이야기이다. 여

기 소개하는 우주 이야기는 나락 한 알 속에 압축된 거룩한 이야기이다.84)

1) 우주는 1백 38억 년 전 궁극적인 신비의 에너지로부터 나온 최초의

폭발로서 시작되었다. 수소와 헬륨, 그리고 모든 것들, 모든 창조물들이 모

습을 드러낸다.

2) 10억 년이 지난 후 최초의 별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확대

하고 부딪치면서 탄소, 산소, 유황, 철, 기타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

어낸다. 이 과정은 몇 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

으면서, 수십 억 개의 별을 각기 거느린 수조개의 소우주들을 만들어냈다.

3) 46억 년 전, 은하수 우주에서, 우리의 모체 별이 번쩍이는 불빛으로

폭파했다. 그 풍부한 기체성 잔해로부터 텅스텐, 구리, 플로린, 은, 실리콘,

마그네슘, 티탄, 칼슘, 기타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져 먼 이후 어느 날 코

끼리, 고양이, 나비, 모차르트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4) 46억 년 전, 태양이 태어났다.

5) 1억년이 지난 후, 지구와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이 형성

된다. 지구는 불덩어리와 창조활동으로 가득 찬다. 지구가 식으면서 표면에

지각이 형성된다. 끓고 있는 내부로부터 분출한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한다.

비가 수세기 동안 내려 바다가 만들어지고, 표면의 열이 점점 식으면서 바

위로 굳혀진다.

6) 39억 년 전, 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지구는 잠을 깬다. 생명이 시작된다.

84)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맹영선 역,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425-427; 브리이언 스윔,

메리 에블린 터크, 우주 속으로 걷다, 조상호 역, 내인생의 책, 2012; 주디 카나토, 경이

로움, 이정규역, 성바오로, 2013, 247. 새로운 우주 이야기는 모든 창조물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넓히라고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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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억 년 전 지구에는 산소 위기가 찾아왔다. 바다 속에는 수많은 많

은 박테리아들이 수많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분출하고 있어 생명이 위태로

웠다. 그래서 지구는 산소를 사용하는 미생물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여전히

신체 세포 속에 산소를 사용하는 이 최초의 미생물의 자손들을 가지고 있다.

8) 10억 년 전, 세포들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한다.

양성 번식이 시작된다. 동물들은 이후 서로 잡아먹기 시작한다.

9) 6억 년 전, 지렁이와 해파리가 최초의 신경조직을 갖추고 나타났다.

10) 5억 년 전, 물고기가 등장한다. 이제 신경조직은 뼈에 의해 보호되는

데, 이는 보다 복잡한 생명체로 향한 중요한 발전이다.

11) 4억 2천 5백만 년 전, 생명체가 대륙으로 이동한다.

12) 3억 9천 5백만 년 전, 곤충이 나타난다.

13) 3억 7천만 년 전, 최초의 나무와 양서류가 나타난다.

14) 3억 3천만 년 전, 곤충들에게 날개가 생긴다.

15) 2억 3천 3백만 년 전, 공룡과 꽃 등장.

16) 2억 1천 6백만 년 전, 최초의 포유동물 등장.

17) 1억 5천만 년 전, 조류 등장.

18) 6천 7백만 년 전, 공룡 멸종.

19) 2천 5백만 년 전, 전시대를 통틀어 최대로 큰 해상 동물인 고래가

등장한다.

20) 2천 4백 만 년 전에 풀이 대륙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21) 250만 년 전,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다.

22) 50만 년 전, 의복, 주거지, 불이 사용된다.

23) 10만 년 전, 제례절차를 갖춘 매장 의식이 시작된다.

24) 4만 년 전, 인간의 언어가 시작된다.

25) 3만 2천 년 전, 최초의 악기가 만들어진다.

26) 2만 년 전, 활과 화살이 최초로 사용된다.

27) 1만 년 전 농사가 시작된다.

28) 3천 5백 년 전, 고대 문명이 시작된다.

29) 2천 년 전 예수가 탄생한다.

30) 400년 전 현대적인 국가 설립이 시작된다.

31) 50년 전 우주로부터 지구가 보이게 된다.

32) 오늘날! (스토리는 계속 펼쳐지고 있다.)

우주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 우주 탄생 후 138억 년의 세월을

365일로 구성된 일 년과 동일한 것으로 상상해 본다면 진화의 연속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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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칼 세이건(Carl Sagan)이 ‘에덴의 용’에서 우주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해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85) 세이건의

‘우주 시계’에는 138억 년에 걸친 우주의 생애가 단 일 년이라는 시간 안에 압

축되어져 있다. 이 시계에 의하면 지구 역사상 10억 년은 이 우주의 역사에서

24일 정도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빅뱅이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기록된 역사 전체는 12월 31일 새해가 오기 직전 마지막 10초 안에 맞

아 들어가게 된다.86)

1월 1일 → 빅뱅87)

5월 1일 → 은하수, 은하의 기원

9월 9일 → 태양계의 기원

9월 14일 → 지구의 형성

9월 25일 → 지구상 생명의 기원

10월 2일 → 지구상 가장 오래된 바위의 기원

10월 9일 → 가장 오래된 화석의 날짜(박테리아와 청녹색 해조류)

11월 1일 → 성의 형성(미생물들에 의해)

11월 12일 → 가장 오래된 화석 광합성 식물

11월 15일 → 진핵세포 번창 (최초의 유핵세포)

12월 1일 → 산소대기가 지구상에서 발달되어지기 시작함

12월 5일 → 화성에서 대규모 화산과 수로가 형성됨

12월 16일 → 최초의 연충

12월 17일 → 선 캄브리아기 종말. 고생대와 캄브리아기 시작됨. 무척추

동물 번창

12월 18일 → 최초의 해양 플랭크톤. 삼엽충 번창

12월 19일 → 오르도비스기. 최초의 물고기와 척추동물

12월 20일 → 실루리아기. 최초의 맥관 식물. 식물들이 대지로 이식하기

시작

12월 21일 → 데본기 시작. 최초의 곤충. 동물들이 대지로 이주하기 시작

85) 칼 세이건, 에덴의 용, 임지원 역, 사이언스북스, 2006.

86)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56-58.

87) 빅뱅의 아버지는 조르주 르메트르(Geroges Edouard Lemaitre, 1894-1966) 신부이다. 존

파웰, 빅뱅-어제가 없는 오늘, 진선미 역, 양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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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 최초의 양서류. 최초의 날개 달린 곤충

12월 23일 → 석탄기. 최초의 나무. 최초의 파충류

12월 24일 → 이첩기 시작. 최초의 공룡

12월 25일 → 고생대 끝남. 중생대 시작

12월 26일 → 트라이아스기. 최초의 포유동물

12월 27일 → 쥬라기. 최초의 조류

12월 28일 → 백악기. 최초의 꽃. 공룡멸종

12월 29일 → 중생대 종말. 신생대와 제3기 시작. 최초의 고래류. 최초의

영장류

12월 30일 → 영장류의 두뇌 속에서 초기 정면 돌출부 진화. 최초의 인

류. 거대한 포유동물 번창

12월 31일 → 선신세 제3기 종말. 최초의 인간 등장

그렇다면 인간은 한해의 가장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등장하게 되었으며,

모든 기록된 역사는 최후의 10초 안에 맞아 들어가게 된다. 진화가 진행되

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징들 중 하나는 생물 발전의 각 단계에 그 속도가

가속화되어진다는 것이다.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는 약 39억 년, 즉 지구 역사의 8/10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렸다. 식물과 동

물 발전 전체는 지구 역사상 최후의 1/9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했다. 육

지 동물의 역사에서 인간은 그 시간의 단지 일부분, 즉 40만 년 정도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지구 역사의 0.0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우

주 이야기에서 인간은 나락 한 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이다. 이 우주 이야기

를 나와 연결하여 새로운 우주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원자에서 현재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일어난 23가지 우주 이야기88)

1) 첫 원자가 나타나다.

2) 원자들이 모여 물질의 첫 번째 분자가 되다.

3) 물질의 분자들이 합쳐져 거대한 어머니별과 은하계를 형성한다.

4) 첫 태양들이 폭발하면서 우주에 새로운 별과 태양계, 생명을 위한 원

자로의 씨앗을 심는다.

88) Mcgregor Smith, Jr., Now That You Know, Earth Knows Publications, 1997, 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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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하계는 수십 억 개의 태양과 행성을 심는다.

6) 단세포 유기체가 지구의 바다에서 진화하기 시작한다.

7) 다세포 생명체가 나누어지고 다양화 된다.

8) 원시식물과 동물들이 바다로부터 이주해 나와서 육지에서 진화한다.

9) 성(性)적 재생산을 통해 동물과 식물의 다양성 시대가 시작된다.

10) 새로운 생명이 수백만 개의 실험이 새로이 조합된 DNA에 의해 시

작된다.

11)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와 꽃의 신생대가 시작된다.

12) 6,500백만 년의 준비를 통해 지구가 웅장한 정원을 갖춘 행성으로

변모한다.

13) 의식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은 네안데르탈인의 절멸(絶滅)로 끝이 난다.

14)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안에 다른 생명 공동체와의 창조적 공동 존재

자로서 살아남는다.

15) 의식의 첫 번째 전개과정은 자연과의 결합이다.

16) 의식의 두 번째 전개과정을 통해 자연 속에서 분리된 영적 세계를

자각한다. 그 세계는 비옥함과 생산적 여신의 세상이며 탄생과 죽음,

재생이 순환되는 세계이다.

17) 의식의 세 번째 전개과정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신들의 세상을 자각

한다. 수많은 신들이 제 각각 질투와 요구, 예측불허의 인간적 특성

을 지닌다.

18) 의식의 네 번째 전개과정을 통해 하나의 위대한 존재의 사슬 속에

자연과 인간, 신적인 세상에서 신성하고 구조화된 관계를 자각한다.

19) 의식의 다섯 번째 과정을 통해 신성한 유일신을 자각한다. 근엄한

입법자로서의 신이며 인간의 존재의 사슬에서 분리되고 자연의 지배

권을 갖는다.

20) 의식의 여섯 번째 과정을 통해 사랑과 연민, 정의의 신으로서의 신

적인 것을 자각한다. 인간은 물질적 세상을 초월하라는 소명을 받는

다. 물질과 영이 양극화된다.

21) 의식의 일곱 번째 전개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우주를 자각한다. 둥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서구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규칙적으로 움

직이는 우주를 설명한다. 그것은 신이 우주를 창조한 다음 인간에게

책임을 넘긴 우주이다.

22) 의식의 여덟 번째 전개과정을 통해 모든 신적인 것이 사라지고 세속

화된 우주를 자각한다. 인간이 완전히 주도하며 모든 신비는 과학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실존적인 의미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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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우주여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결과

이고 본질적 목적이나 방향은 없다.

23) 의식의 아홉 번째 전개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적 이야기를 자각한

다. 그 속에서 과학과 신비가 공존하고 서로를 포옹한다. 신적인 것

이 돌아온다. 인간의 의미와 목적이 돌아온다. 불필요한 자만심이 사

라진다. 모든 의식의 수준에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진리가 담겨 있

다고 여긴다. 모든 것은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도 드러나며, 그 과정

은 지금 새로운 주요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림 2> 빅뱅에서 자아에 이르기까지 23가지 우주 이야기89)

또 다른 예를 들어 우주의 역사에 대해 글을 쓰면 우주는 대략 150억 살

정도로 가정하고 각 페이지 당 백 만년 정도 기록하면 이 우주 역사의 각

한 권이 500페이지 정도의 길이로 하면 우주의 완전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다면 30권 분량의 전집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서사에 지구는

우주 이야기 내에서 아마도 21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는 23권 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가장 원시적인 인간 존

재는 30권 째 498페이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며 우리가 인간 문명이

라고 일컫는 것은 30권 째 500페이지 마지막 단어로 기술될 것이다. 우리는

우주 이야기가 단지 우리 인간들에 관한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 역사 전집에서 29권까지 전혀 등장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매우 긴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아주 늦게 등장하였다.90)

89) Mcgregor Smith, Jr., Now That You Know, 99.

90) 토마스 베리의 제자인 데니스 패트릭 오하라(Dennis Patrick O’Hara) 교수의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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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창조과정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좀 더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우주 이야기

의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역할을 할 뿐이었다.

토마스 베리는 이 이야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려주고 싶어 한다. 왜

냐하면 우주 이야기가 생태적인 삶을 살도록 촉진하고, 우주공동체와 생명

공동체 배후에 현존하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켜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신적․영적 자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토마

스 베리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우주 교육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91)

“이 진화의 우주 이야기. 그녀는 놀라운 자료와 함께 얘기했다. 그녀가

산 기간 동안. 그녀는 우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진화단계에 있는 기계적

인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

를 찾았는지 언급에 의해 중단 되서는 안 될. 그 이야기는 직접적인 언사

로 말해져야만 한다. 심지어는 서사적인 스타일로.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말한다. 우주에 있어 어린이들을 흥미 있게 하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

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줌으로써 시작하면 안 된다. 그들을 단순히 그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 하지만 철학적 본성의 더 높은 개념으

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는 출현한 우주의 드라마를 말하려 한다. 바다의 형성, 대륙

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생물의 기원과 생물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과도기의 순간이 온다. 인간에게 긴 과도기: ‘지구는 기대와 즐거움

의 예언으로 떨고 있다. 그녀의 심장은 기쁨의 창, 창조의 공감으로 움직인

다. 떨림은 그녀의 외곽과 새로운 흐름을 통한 감정적인 눈물을 지나간다.’

지구가 그 자신을 막 반영할 때쯤 알리는 방법이 얼마나 적합한가. 그 자

신을 인간의 지성 모드 내에서 처음 보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인간의 출

현을 계속하고. 인간 문화 발전의 연속 단계를 계속한다. 그리고 마침내 현

대 경험적인 과학의 발전과 우리의 유일한 그것의 큰 범위와 제때의 전체

변혁의 연속을 계속한다.

우주 이야기 영남투어 강의에서 인용.

91) 토마스 베리, Evening Thoughts, 119-200;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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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말하는 것의 즐거움은 집을 짓는 사람이 짓는데 청사진을 따라가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음악가가 교향곡을 만드는 즐거움에 가깝다. 그림

이나 조각을 디자인 하는 예술가의 즐거움에 가깝다. 또는 그녀가 긴 시간

동안 들인 노력에 중요한 시의 라인으로 들어가는 시인으로서의 기대에 가

깝다. 시인 괴테가 그의 가장 좋은 작품을 쓸 때, 그의 영적 가이드는 그의

펜을 가져가 작품을 썼다고 한다. 화가가 그의 디자인을 작업하는 것이나

시인이 그의 작품을 쓰는 것이나 음악가가 교향곡을 쓰는 것 모두 그가 하

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완벽히 무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화가와 음악가가 그들이 작업하는 것을 정확히 안다고 하는 쪽에서: 아름

다움의 비젼, 몇몇 깊은 인간 경험의 깊이를 표현하는 음악 구절. 감정의

강도, 기대, 영혼의 기쁨의 순간에 출현하는 창조로 흘러들어오는. 이것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인간이 처음 존재할 때 우주의 순간의 기쁨과 무드를

쓸 때 마음에 가졌던 것이다.”

토마스 베리가 자신이 직접 지는 시를 소개하면92)

한 우주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 우주를

아이의 마음이 경이의 세계를

상상력이 아름다움의 세계를

감성이 친밀의 세계를

깨우치기까지는

한 우주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외적인 몸과 내적인 영성이

만들어지기에는

한 우주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완성되기까지는

한 우주가 아이 안에 완성되고

한 아이가 우주 안에 완성되기 위해

세대마다 다음 세대를 이을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울려 퍼지는 중에!

92) 정홍규, 산처럼,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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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장일순은 장대하고 단일한 우주 이야기를 아주 응축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93)

밥 한 그릇

해월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만사를 다 알게 된다고.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온 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밥 한 그릇이 곧 우주라는 얘기지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으니

밥 알 하나, 티끌 하나에도

대우주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지요.

작은 먼지 하나에 우주가 있다.

도(道)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미진중(一微塵中)에 함시방(含十方)이라.’

티끌 하나에 시방세계(十方世界)가 들어 있다는 말을

불가에서 하는데,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바로 거기에

도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속 죄인과 함께하시잖아요?

바로 거기가 천당이거든요.

천당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속에 있는 거라.

해월 선생께서

‘천지즉부모(天地卽父母)요 부모즉천지(父母卽天地)니,

93) 김익록 엮음,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시골생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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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부모(天地父母)는 일체야(一體也)라.’ 하셨는데

지구와 하나 되는 것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천지만물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94)

토마스 베리는 거대한 서사시인 우주 이야기를 기술했다면 장일순은 이

우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한살림운동 즉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

다. 우주 이야기가 토마스 베리의 지적 여정이라면 협동조합운동은 장일순

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된 여정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우주 이야기와 협

동조합은 생태의식을 진작시키고 이 생태의식을 살아가는 대안적 모형이다.

장일순의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95)

1)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1928년 원주시 평원동에서 태어나 배재고등학교를

나왔으며, 1944년 서울공대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해방

후 미군 대령의 총장취임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제적되었다. 1946년 서울대

미학과에 다시 입학하였으나 6.25전쟁 중 통역관으로 활동하다가 제대하여

원주로 내려왔다. 1954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학교의 정신을 이

어받고자 대성학원을 설립하고 5년간 대성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1960년 4.19혁명

직후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 원성군의 윤길중과 함께 원주시 사회대중당으로

출마하여 다시 낙선하였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

던 혁신정당 인사들과 함께 7년 언도를 받고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대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나 1965년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한일굴욕외교 반대 시위를 벌이자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고, 정치정

화법과 사회안전법에 묶여 집 앞에 파출소를 세워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자

칩거생활을 하며 포도농사를 짓는 한편 서화(書畵)의 세계로 찾아들게 된다.

94) 같은 책, 121.

95)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997; 무위당좁쌀만인계, 무위당 장일순, 2008.

상지대학교 황도근 교수의 개인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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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장일순은 37살에 1965년 원주교구의

설정과 함께 주교로 부임한 지학순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원주는 지역

자치운동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 교황 요한 23세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에 따라 평신도 역할과 활동을 중시한 지학순 주교의 사목방침은 주교

좌성당인 원동성당에 다니고 있던 사회운동가 장일순과의 필연적인 만남으

로 이어진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서 지학순 주교의 사목방침에 따라 본당

의 재정자립과 평신도 역할의 강화를 위하여 본당별로 자치위원회를 조직하

고, 1966년 11월 원동성당에서 처음으로 신자들 35명과 출자금 64,190원으로

원주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70년대 민주화운동과

자립적인 생명공동체운동을 평생 함께한다.

그 이후 문막성당에 문막신협, 단구동성당에 단구신협, 주문진에 주문진신

협, 영월에 삼옥신협 등이 조직되었으며, 1969년에는 진광학원을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협동교육과 강원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신협운동의 보급과 조직육

성에 설립목적을 둔 부설 협동조합 연구소가 설립되어 협동조합운동이 본격

적인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1972년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하나는 신용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남한

강유역에 집중폭우로 수재민 145,000명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운동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학순 주교

는 서독으로부터 291만 마르크(약 3억 6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장일순

과 함께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단위의 공동체운동과 자립협동

조합운동을 전개한다. 이 사업을 위해 김영주, 김지하, 이우재, 김병태, 정인

재, 박재일, 이경국, 박양혁, 홍고광, 장상순 등 수 십 명의 젊은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원주로 내려와 결합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신협만 농촌과 광

산에 46개에 이른다. 원주캠프로 불리는 이들은 70년대 지학순 주교와 김지

하 시인의 구속사건으로 뜨거워진 원주민주화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

며, 한국의 신협운동과 협동운동의 초석을 만드는 선구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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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뒤에 늘 장일순이 있었다. 장일순은 모든 일을 하면서도 앞에 나서

는 법이 없었다. 김지하 시인 말처럼 ‘하는 일 없이 안하는 일 없으시고, 달

통하여 늘 한가하시며 엎드려 머리 숙여 밑으로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는

한포기 산속 난초가 되신 선생님.’ 장일순은 협동운동이 단순히 생활운동 차

원을 넘어선 생명사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89년 한살림

선언96)에서 볼 수 있듯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운동, 자연과 내가 하나인

것을 깨닫는 운동, 결과적으로 한 그릇의 밥 속에 온 우주가 있다는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 선생의 생명사상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일순의 생명사상은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물

이 개문류하(開門流下)하듯 아래로 흘러 밑으로 기어 민중과 함께하라. 특히

선생은 늘 머리 숙여 겸손하라고 당부하였다. 변방에 있는 민중 속에서 지

역운동, 협동운동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려면 주도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겸손해야한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였다. 협동운동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

는 경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늘 인간적 갈등과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때 장일순의 말대로 밑으로 기어서 일하지 않으면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장일순은 해월선생의 모심의 사상을 잊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해월의 경인(敬人), 경천(敬天), 경물(敬物)사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온 우주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잘 모셔야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나락도 연약한 한포기 잡초도 모두 우주의 조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때 나와 자연이 하나여서 우리의 환경

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말년에 호(號)를 ‘一粟子(조 한

96) 한살림선언(1989년)에 의하면 한살림 운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둘째, <한살림>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셋째, <한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넷째,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운동’이다.

다섯째, <한살림>은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이다.

여섯째, <한살림>은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운동’이다.

일곱째, <한살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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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一艸(하나의 풀)’로 쓰셨고, 이렇게 밑으로 기고, 모시는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여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평생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었다.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이처럼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지학순 주교의

지역자치운동이 결합이 되어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

었다. 즉 협동조합운동을 잘 전개시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

상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운동은 생활을 바꾸는 삶의 운동이

어서 정신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로 끝날 수 있다.

2) 토마스 베리

반면에 토마스 베리의 지적 여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97)

토마스 베리는 처음에는 문화사가로서 출발하였다. 그의 관심이 인간사(人

間史)로부터 우주사(宇宙史)로 넘어간 것은 필요한 발전이었다. 행성 문명을

싹 틔우게 된 지구가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손상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인간-지구사의 향방(向方)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베리가 브라이언 스윔과 함께 쓴 ‘우주 이야기’에는 인간사

와 지구사의 접목이 드러난다.

베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구를 존중하고, 인간 상호 간

에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정신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베리는 역사 해석 방법론을 통해 우주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통찰한 후, 현

대의 생태계 위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을 실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베리는 1951년 미국 가톨릭 대학에서 잠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

의 역사 철학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하였다. 비코의 사상은 베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비코의 영향을 받은 베리는 시대 구분에 의한

97) 토마스 베리의 지적 여정에 대해서는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123-133;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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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역사 전망, 현대의 야만주의에 대한 이해, 문화적 병리와 소외감으로

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했다. 베리는 인간사를 ①

종족적인 주술적 시기, ②전통적인 문명적 시기, ③과학적인 기술적 시기,

④생태학적 시기, 즉 생태대로 구분하고, 21세기는 과학 기술적 시기에서 생

태대로 옮겨가는 새로운 ‘출애굽 시기’라고 명명하면서, 지구에 대한 인간의

맹목적이고 기술적인 파괴, 사회 문화적 자폐, 소외와 병리들로부터 우리 자

신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려면 새로운 우주 이야기가 필요하다

고 역설한다. 모든 실재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해 내는 종교적 감성

과 현대의 물리적 발전을 담아 우주 역사를 해석하는 우주 이야기만이 인류

가 신생대에서 생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베리의 주장이다.

베리는 ‘우주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태양계와 지구의 진화, 인간과 인간

사회 및 문화의 진화를 함께 서술한다. 무엇을 정의하거나 구체적으로 규명

하는 대신에 공통적인 창조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아반성이라는 새로운 시대,

베리가 ‘생태적 시대’, ‘생태대’라고 표현한 바로 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베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우주 이야기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단순한 이야

기가 아니라 생태대 실현을 위한 비전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주는 전망의

핵심은 심오한 우주적 원리를 불러옴으로써 사회 정의 문제나 폭넓은 생태

적인 관심사들을 함께 묶어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현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동감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불러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베리의 바람대로 새로운 우주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라는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면서 베리는 떼이야르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베리는 떼이야르로부터 발달 단계의 시간에 대해

서 깊은 영향을 받는다. 발달단계의 시간에 관하여 떼이야르는 진화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 우주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킨다고 시사했

다. 베리가 자주 인용하듯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95년) 이래로 우리

는 우주를 정지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며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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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화론은 거대한 지질학적 시간 범위 안에서 우주의 전개와 지구의 변

화를 다시 자리를 매기는 독특한 사고의 꺼리를 제공하며, 연속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특별한 책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한다.

떼이야르와 베리에게 있어서 진화에 대한 전망은 다른 생명 형태와 연관

된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포괄적인 상황을 제공한다. 베리에게 있어서

인간은 진화 과정에 있는 여러 종(種)들 중 한 종(種)이다. 어떤 생명 형태

는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생명 형태는 절멸할 것이다. 우리는 종(種)들의

절멸이 시시각각으로 결정되며, 종(種)들의 생존이 촌각을 다툰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중대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 우리가 생명 형태의 출현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라는 연속적 발달 단계의 한 과정에 이르렀음과 우리의 역할

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공동 창조자가 될 것이다.

베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뿐 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넘어서도록,

종교적 경계와 국가적인 경계를 초월하고 지구 공동체의 출현을 위해서 공

통된 근거를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신학적인 이야기가 배타적으

로 전개되는 것을 경계했다.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가 국가․민족․종교

를 초월하는 전 지구적․우주적 문제라고 한다면 타종교에 대한 베리의 개

방적 태도는 동양 종교들과 여러 토착 종교들이 인류 공통의 과제를 인식할

여지와 그 극복을 위해 협력할 기회를 주는 매우 유연성 있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베리는 계시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분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나아

가 하느님이 여러 종교들 안에서 다양하게 계시되는 것은 하느님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종교와 과학의 상호 만남을 통하여 계시의 온전

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리에 의하면 우주 생성 과정에 대한 현

대 물리학의 연구결과도 계시라는 것이다. 베리는 종교가 다양한 만큼 과학

이 초종교적 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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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대한 과업

토마스 베리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 할 과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지구 황폐화시대로부터 인간과 지구가 상호 유익했던 이전 시대로

가치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과업이다.”98) 토마스

베리는 이러한 역사적 변동은 ‘6천 7백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하고 새로운 생

물학적 시대가 시작한 시기에 발생했던 지구생물학적 변천기이래 유래 없이

큰 규모의 변천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하고 현재 지구의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은 대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9)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장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지구의 황폐화를 막을 계획을 바꿔

놓을 위대한 과업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업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고 표명하

는 것이다.100) 위대한 과업의 성취는 변화를 향한 인간의 의지와 헌신에 달

려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임무이지만, 과업의 성취는 거대한 사건보

다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일이 위대한 과업과 직

결된다. 베리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과업은 모든 사람들의 일이

다.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 각자에게는 개개인의 생활양식과 책임

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작업을 통해서 위대한 과업을 돕는다.”101)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베리가 말한 4대 사회 시스템의 비판과 4겹

지혜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본 뒤에 7대 제안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종교는 너무 경건하기만 하고 기업은 너무 약탈적이기만 하며, 정부는 너

무 수동적이기만 해서 충분한 개선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대학은 쇠퇴하는

신생대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생을 훈련시키고 있다.’102) 토마스

베리는 지구 황폐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과 인간 이 아닌 것 사이에

98)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15.

99) 같은 책, 15.

100) 같은 책, 20.

101) 같은 책, 24.

102) 같은 책,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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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성에 의거해 이해한 결과에서 찾고 있다. 인간에게만 모든 가치가 부

여되고 인간이 아닌 것은 오직 인간에 의한 개발대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토마스 베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의 불연속성을

더 강화하고 전념하는 4가지 사회 시스템이 경제, 정치, 교육 그리고 종교라

고 비판한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이

자연세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연세상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인간의 존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경제는 지구 공동체와 통합되어야 하고 지구의 통합성을 보존하는 것이 경

제 프로그램의 제 1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3)

베리는 정치가 통합적 공동체가 아닌 인간의 복지에만 중점을 둔다고 비

판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 제도는 지구에 흩어진 다양한 생명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고 인간 이외의 요소가 지닌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국제연합만이 아니라 종(種)의 연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치제도는 제한된 민주주의로부터 좀 더 포괄적인 생명주

의(biocracy)로 이동해야만 한다.”104)는 것이다. 베리는 현재의 종교들이 인

간의 구원과정에 중점을 두며, 자연계가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가

장 으뜸이 되는 계시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순히 말로써만 계시를 전하고 자연계에 드러나

는 신성의 현시를 간과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종교가 자연 속에 새로이 드러난 경험을 감지

할 필요가 있고, 생명파괴나 종족 학살처럼 행성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루

기 위한 새로운 윤리적 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리

는 모든 종교를 위한 포괄적 맥락을 지니고 행성 전체 공동체를 아우르는

메타-종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토마스 베리는 사회제도 비판과 함께 패러다임도 제시하였다. 이른바 4겹

지혜의 패러다임이다. 21세기를 여는 지금, 인간 공동체는 자연과의 관계를

103) 같은 책, 107.

104) 토마스 베리,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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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고 미래로 나가는데 네 겹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4겹의 지혜는 원

주민의 지혜, 여성의 지혜, 고전적 전통의 지혜 그리고 과학의 지혜를 말한

다.105)

첫째, 원주민의 지혜는 자연과의 친밀함과 자연세계 기능에의 참여를 보

여준다. 원주민들은 자연 현상 뒤에 숨은 우주의 힘을 감지하고 자연의 리

듬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고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지혜는 그들의

문화와 노래, 예술, 이야기, 종교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에게 다른 관

점에서부터 현대 문명을 재조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여성의 지혜는 ‘몸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대한 지식과 연결시키고,

정신을 영에, 이성을 직관에, 지적 분석을 감각적 의식에, 고립을 친밀성에,

객관적 거리를 주관적 현존에 연결시킨다.’106) 그러므로 연결의 원형으로 작

용하는 이 지혜는 분리된 기능을 이어주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의존성

을 보여주는 데에 기여한다. 베리는 서구의 남성중심주의와 가부장 제도를

비판하고 생태여성주의를 옹호한다.107)

셋째, 고전적 전통의 지혜는 ‘가시적인 세계와 우리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

해 인간의 역량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의 계시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

다.’108) 베리는 인도의 힌두교, 고타마 부타,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스의

인문주의적 전통, 중국의 도교, 장자, 이로퀴이의 인디언,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성 프란치스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집트의 피라미

드, 고딕식 성당, 중미 대륙의 마야 족, 로마의 포럼, 중세의 대학 등을 실례

로 든다.

넷째, 서구 과학의 지혜는 바로 21세기 초 우주가 장대한 시간을 거쳐 연

쇄적인 진화를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있다. 토마스 베리는 단

하나뿐인 서사시이고 이야기인 ‘우주 이야기’는 호머의 오디세이, 인도의 마

105)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227.

106) 같은 책, 231.

107)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꿈에서 가부장제: 역사의 새로운 해석에서 이 단계들은 모계중심

적 시대, 부계 중심적 시대, 그리고 전체 중심적 시대라고 부르면서 생태 시대는 전체

중심적 시대라고 부르면서 생태여성주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108)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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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라타와 라마야나, 독일의 비벨룽겐리드의 서시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진

화의 서사인 우주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간 공동체로서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한다.109)

베리에게 있어서 모든 지혜는 위대한 과업의 성취를 위해 에너지와 영감,

지침을 제공하고 생태적 지혜로 발전할 수 있다. 네 가지 지혜 중 하나에

속하는 그리스도교는 원주민이 지닌 통합적 지혜, 여성이 지닌 엄청난 포용

성, 진화하는 우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생태

적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다.

토마스 베리의 7대 위대한 과업은110)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은 종의 차

원에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유된 역사와 희망의 경험을 바

탕으로, 그리고 생명체계의 공동체 의식 안에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이다.’111)

① 인간의 재창조

그 어느 생물체보다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존재이다. 다른 종들

은 그들이 기본적인 생명구조를 타고 난다. 특정의 종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유동물은 나이 많은 세대들로 부터 얼마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성숙에 도달하기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과 문화적 전통의 규모에 비

한다면 그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장기적인 아동기를

가진 이유이다.

② 種의 차원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구 황폐화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우

리의 현대 문화전통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109) 같은 책, 246.

110) 같은 책, 207-214; 정홍규, 산처럼, 216-219.

111)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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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존의 전통을 뛰어넘어, 가장 근본적인 인간차원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은 문화적으로 막다른 골목

에 이르렀다. 새로운 문화코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 코드는 지구를 인간의

역학에 대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구의 역학 안에 인간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전코드는 보다 더 큰 지구공동체 즉 결국에 가서는 우주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종의 차원에서 인간의 모든 면을 재창조할 필

요가 있다.

③ 비판적 반성으로

인간의 재창조는 비판적 반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재창조는 비판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능력들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자연계의 조화

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반성으로 봐야 한다.

④ 생명체계의 공동체 의식 안에서

이것은 인간 재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인간은 지구의 다른

존재들에게 별개인 추가물이다 침입자가 아니다. 인간이 다른 비인간들 사

이에서 별난 존재로 혹은 초월된 존재로, 분리된 존재로 이해한다면 통합된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는 의식주나 건강뿐 아니

라 심미적, 정서적, 지적,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까지도 더 큰 공동체의 미

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지구 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⑤ 시간․발달적 맥락 안에서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없는 등장과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플라톤적인 세상이나 계절적 재생으로 시간을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기보다 우주의 기원 속에 살고 있다. 말하자면 우주는 덜 복

잡한 것에서 보다 복합한 코드로, 보다 약한 의식에서 강한 의식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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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변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이

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은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에

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우주의 기본적 3원리 즉 분화, 주체성, 친

교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문화는 이 3원리를 모두 위반하고

획일성과 표준화로 나아갔다.

⑥ 우주 이야기를 통해서

토마스 베리는 우주 이야기를 강조한다. 지금은 과거의 이야기와 아직 발

효되지 못한 이야기 속에 끼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우주 이

야기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에너지를 줄 뿐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

라 모든 생명체계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다. 은하계의 팽창, 지구의

형성, 생명의 출현, 우주의 의식과 같은 재귀적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인식

이 의식의 공간적 양식에 의해 지배되던 초기에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 시대

에도 실현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이야기가 무효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의 40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시작된 이후 생명의 풍부함과 다

양성이 거의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⑦ 공유하는 꿈의 경험

미래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비전이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파괴된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하

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구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는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와 소비에 대한 광적 열광은 심각한 문화적 방향상실임에 분명하다.

그 심원한 문화적 치료는 무엇일까? 토마스 베리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위

기에 봉착하였을 때 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얻게 되

는 길은 두 가지라고 말한다.112) 그 하나는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매혹을

느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공포를 분명하게 체험할 뿐 아니라 생태대라는 새로운 시대

112) 토마스 베리,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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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매혹도 확실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구의 꿈에 동참

하여 그 꿈이 우리들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순간, 지구의 진행 과정의 웅대하고 신성한 특징을 자각하는 새로운

계시적 경험이 요청된다. 이는 지구의 꿈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다.”113)

113) 같은 책,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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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가톨릭교회 생태의식의 실천과 평가

한국사회에서 환경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78년 전남 여수국가공단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자 그해 낙포리 주민을 중심으

로 공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1982년 가톨릭 및 개신교

와 정호경 신부와 평신도와 함께 참여한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발족되었

다. 그리고 1988년에 기존의 환경단체와 결합하여 새롭게 창립한 ‘공해추방

운동연합’이 1980년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14) 주로 이 단체들은 공

해산업의 피해를 드러내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상담과 ‘반공해 운동’으로 전

개되면서 민주화의 과정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

다.115)

황종렬은 그의 저서 ‘가톨릭 교회와 생태복음화’에서 생태운동의 역사를

196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1970년의 원주교구의 농민사목

그리고 80년대의 원주교구의 사회사업국의 유기농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의

비전, 무엇보다도 1985년 무점포 소비자협동조합인 ‘밝음 수퍼마켓’과 1986

년 ‘한살림농산’과 ‘밝음신협’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의 생태운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116)

가톨릭교회의 생태 문화 사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0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평화, 창조물과의 평화’란 담

화에서 촉발되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담화문이 발표된지 20주년을

맞으면서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창조물을 보호하라는 절박한 기도의 호소가

2010년 담화에서 다시 재확인된다. 더 나아가서 이 20년(1990-2010)은 한국

과 한국 가톨릭교회가 생태적 자각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회심(回心)

114) 진순석, 환경공해의 법률지식, 청람, 1993, 148.

115) 최열, ‘한국의 환경운동과 천주교회의 환경운동’,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2집, 한국 교회사 연구소, 2000, 944. 참조.

116)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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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물려있는 시기이다.

공식적으로 한국 가톨릭 생태운동은 1989년 7월 14일에 주교회의 정의평

화위원회에서 환경문제 강연회를 열고 공해문제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고 8

월 10일에는 정의평화위원회 제 18차 정기총회에서 환경 문제를 주요 의안

으로 채택하였다. 같은 해 10월 4일에서 8일까지 서울에서 제44차 세계성체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서울대교구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을 전개하면서

운동의 생활실천부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했다.

88올림픽 이후 80년대 한국 정치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1990년 서울대교

구 이재돈 신부와 가톨릭 농민회의 김승오 신부 등을 중심으로 시대 상황

속에서 요청되었던 생태문제를 사목 비전에 통합하고자하는 관심이 가시화

되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산하단체인 ‘하늘땅물벗’ 운동117)

과 1991년 가톨릭 농민회의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태동되었다. 이와 함께

대구대교구의 연구자가 시작한 생태운동인 ‘푸른평화운동’이 1990년 지구의

날, 서울 남산에서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

의회’와 ‘공해추방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초종교적, 초교구적으로 추진되면

서 한국 가톨릭 생태운동의 분위기가 서서히 가속화 되었다. 이 움직임은

대구대교구 ‘푸른평화’와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이 연대하기 시작하여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제 1회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안에 ‘생태 복음화’의 자각을 싹틔운 것이다.118)

이러한 1990년대 초반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서울대교구에서는 1994년 한

마음한몸생활실천부 산하에서 ‘환경보전부’를 따로 독립하여 전문위원회를

두었고, 같은 해 대구대교구에서는 ‘가정․생명․환경 담당’을 두고 환경전

담 신부를 임명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교구는 이재돈 신부, 대구대교구는 연

구자가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전담 신부를 맡게 되어 예언

자적 생태비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119) 특히 1991년 3월 우리나라 생태

117) 이재돈, 교회의 환경운동과 하늘땅물벗, 사목 192, 1995, 64.

118) 정홍규, 산처럼,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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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결정적인 촉발 계기가 된 낙동강 페놀 사건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서도 합성세제를 추방하고 강과 물을 살리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저공해비누 만들기 운동이 전교구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왔다.

이런 교회 안 밖의 사목적․사회적․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93년 7월에

는 처음으로 ‘환경사제모임’120)을 발족하고 서울대교구와 원주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에 소속된 환경사제들은 이 자발적인 모임에서 교회 안에 보다

효율적인 환경운동 여건을 조성하고 교회 내부의 환경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사제모임을 매월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1997년 제 25회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부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주

교 이름으로 ‘환경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사제모임은 1998년 7월 ‘전국환경사제모임’으로 확대․개편되었는데,

그 당시 함께 동참한 환경사제들은 교회 안에 기존의 ‘대응식 접근’ 환경활

동과 사회 이슈에 대한 ‘조건 반사식’ 운동과 ‘이벤트성 투쟁활동’에 대하여

비판적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운동을 담을 수 있는

이론적 구조인 ‘생태윤리’와 ‘생태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부 주체들에 대

한 비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121) 교회 안에 환경운동이 일반

사회운동의 환경운동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가톨릭 생태운동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몇몇 환경단체나 소수의 카리스마를 가진 환경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임에 의한 갖가지 운동이나 대안들이 본당현장에서 접속되지 않고 본당

생활공동체와 유리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지속되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국 환경사제모임에서 환경신학과 생태영성

119)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127.

120) 춘천교구는 최원석 신부, 서울대교구 이재돈 신부, 원주교구 김승오 신부, 부산교구 조

욱종 신부, 대구대교구 정홍규 신부와 전헌호 신부, 광주교구 이영선 신부, 인천교구 유

영훈 신부, 안동교구 김학록 신부가 참여하였다.

121) 이동훈 신부,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천주교환경연대 제1차 정기총회 자료집,

2003, 49.



- 60 -

그리고 본당의 녹화(綠化)를 위한 사목적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흐르는 가톨릭 환경운동과 본당 사목현장사

이에 존재하는 괴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장(場)에서는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생태의식이 부단히

실행되고 있었다. 2000년 10월 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창립되었고, 2001년 8월 18일에 주교회의 차원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안에 ‘환

경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가톨릭 내의 환경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인

‘천주교 환경연대’를 비로소 2002년 6월에 결성하였다. 2002년 12월에 부산

에서 한국생태유아학회가 처음 만들어졌다. 그 이듬해 대구에서 이 학회가

태동되었지만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를 제외하

고는 아직까지 생태와 유아 그리고 교육과 영성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2003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새만금 갯벌에 대한 성명

서, 2007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한 성

명서, 2010년 주교단 입장 표명 ‘생명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2010년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

임과 실천’이 드디어 나왔다.122) 2011년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고엽제문

제로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연대차원에서 처음으로 대사회적인 성명서도 발

표하였고, 2011년 10월 10일 제주도 강정마을 중심으로 해군기지반대운동에

가톨릭 안에 생태운동단체들이 결집하여 ‘제주 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연대’

를 출범시켰고,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아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덕적 견제

로써 남양주 두물머리에서는 매일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최근

에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연대투쟁을 하고 있다.123)

이렇듯 각 교구마다 시대적 사안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그때 정

치적으로 혹은 시민운동과 연대를 통하여 복음화의 지평을 넓혀왔으며 이

122)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편찬하였으며 일종의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생태계 위기, 창

조질서와 인간의 책임,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3) 밀양 송전탑 건설에 맞선 산 위의 할머니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나눔문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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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우리의 생태 운동이 더 심화되고, 또 다른 한편 환경의 경제적․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차원을 더 자각하는 기회가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밀 운동과 동강이나 새만금, 반핵평화운동, 4대강과 제주도 강정마을 살

리기 등에서 생태운동의 종교적 차원이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연대 체험으

로 인식된 것 역시 확실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가톨릭 생태 운동의

20년 동안 인간이 자연 세계에 심각하게 발생시켜 온 황폐화에서 지구를 보

호하기 위한 교회의 녹화가 한국천주교회 전체와 지역교구와 본당 그리고

수도원에서 아직은 두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주교단의 입장 표명도 메가톤급이지만 구

조가 인간생명과 환경생명을 2층 구조로 두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

명인식의 틀이 부분적인 접근과 이원화에서 통합적인 접근과 전체를 보는

틀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느님-창조물-인간-사회를 아우러는 통합적

발전관․평화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 그

리고 창조질서 보전이 한 통임을 가르치는 성명서나 사목교서 그리고 주교

단의 담화문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교구차원

에서 생명을 담지하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운영되어야

하고, 생명단체 따로 환경단체 따로가 아니라 연대와 협업 그리고 인식 공

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떼이야르가 그의 저서 ‘인간 현상’에서 지적

하였듯이 큰 틀이 우주적 그리스도와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를 통해 생

명의 단일성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이 분리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124)

각 교구별로 생태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에

나온 성명서와 1990년-2009년 사목교서의 인간 생명과 자연생명에 대한 주

요 내용과 생명 관련 담화문 및 주교단 성명서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생

태의식과 생태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했

나를 알 수 있다.125) 주교단 성명서를 보면 생태에 관한 성명서는 두 번 뿐

124) (사)생명평화마중물 대표 문규현 신부는 ATD(Awakening the Dreamer) 프로그램을 통

하여 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우주 이야기와 소공동체 모임을 연결시킨 생태적 책임

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홍규, 우리 한 처음 이야기, 푸른평화, 2006 참조.

125) 이연숙, 인간생명과 자연생명에 관한 한국천주교회의 인식 고찰과 통합적 접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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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간 생명에 관한 성명서이다. 1990년 발표된 ‘오늘의

사회 현실을 우려하는 우리의 호소’ 성명서는 오늘날 환경 보전과 공해 추

방은 신자들의 신앙심과 더불어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에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과 관련한 환경 성명서를

발표해 갯벌을 막아 용지 확보와 담수화작업을 하겠다는 시화호가 실패로

돌아갔듯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역시 성공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갯벌

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반 생명적 사회 분위

기를 지적하였지만 효과적인 방안이 없었다. 교회는 인간 생명과 환경 생명

을 이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목교서 역시 20년 동안 늘 낙태반대, 모자 보건법 폐지운동, 사형제 반

대운동, 혼인교육, 청소년 성교육, 배란법 등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1990년에서 2009년까지 14년 동안 인간 생명에 관해서 언급했

지만 환경생명에 관한 언급은 고작 4년이다. 안동교구만이 유일하게 인간생

명보다 환경생명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사목교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공통

적으로 인간 생명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인간중심주의

윤리관임을 말해 준다. 1990년도부터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변한 가톨릭 생

태의식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읽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1990년

대와는 달리 2000년 이후 인간생명문제에 대한 담당주교 성명이 눈에 띠게

늘어났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심도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신자들 입장에

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통합적인 평화 생태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성명서이

다.126)

각 교구별 생태 사목과 실천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한국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석사학위(2010.8) 논문의 표를 재분석하였다.

126)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구제역문제, 탈원전, 제주강정마을의 상황에 대하여 그리스

도교적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살이와 연결시켜 준다. 강우일,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는 세상, 바오로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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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구별 생태의식과 실천

1) 서울대교구

(1) 하늘땅물벗

서울대교구에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내의 활동과제로 환경운동을 채택

하고 환경보전과 검소한 생활과 나눔 및 자원 재활용, 도농직거래운동 등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하였다.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신자들, 수도자들, 성직자

들이 각 본당에 환경운동단체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하늘땅물벗’은 환경

문제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며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초기 운동은 주로 교육과 캠페인이었다. 운동본부는 천주교 환경학교, 어

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교,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어린이 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 천주교 환경상 제정, 소공동체 교재, 우리밀 잔치, 공청회, 초

청강연회 등으로 교회 안에 환경운동의 분위기를 고취시켰으며, 환경교육의

내실화, 환경운동의 정착 및 확산, 타 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

을 벌여 왔다.

(2) 환경사목위원회127)

생활실천부에서 이루어지던 환경운동은 1994년 환경보전부가 신설되어 활

동의 폭을 넓히게 되었으며, 1991년에 결성된 하늘땅물벗 모임을 해체하는

대신에 환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독립부서가 필요함을 절감한 서울

대교구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환경보전부를 분리하여 2000년 10월에

‘환경사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 활동 실천 운동을 중

심으로 전문 영역별 활동을 강화하며 ‘즐거운 불편운동’128)등 다양한 활동을

127) 환경정책실천협의회, (환경, 더불어살기Ⅱ_ 2010) 보시니 좋았다!, 종교단체 환경정책실

천협의회, 23; 진우섭, 매튜 폭스의 창조영성을 접목한 한국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모

색, 2007, 93-95;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세상은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몫

입니다. - 교회내 창조질서보전운동 안내서.

128) 김재득 외(2007), ‘인간과 환경: 가톨릭 환경운동 단체의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호

(2007 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140. 명칭부터 생소한 이 프로젝트는 2004년 출

간된 즐거운 불편(후쿠오카 켄세이 지음, 달팽이)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편리함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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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왔다. 또한 독립적으로 전개되었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과 2004년 내부

통합을 추진하여 교회의 생명환경운동의 추진 주체가 되었다. 환경사목위원

회의 설립목적은 가톨릭 신자들이 창조영성을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생

태 사도직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으며, 교육활

동, 기획연구, 조사연구, 조직활동, 주요 행사활동, 홍보출판, 도농협력분과

위원회와 연대한 우리농 물류사업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환경사목

위원회는 세부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우리농운동본부129)

1993년 WTO(세계무역기구),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쌀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농업보호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면서 우리 교회는 1994년 춘계 주교회의를 통해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

에 공감하여 우리 농민과 농토 및 농업을 살리는 일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주교회의는 지원방안의 하나로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

리농산물 직매장 설치에 각 교구별로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하면서 교회 내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전개를 승인하였고 1994년 6월 29일 전국본부를 창립

하였다. 서울대교구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같은 해

10월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추계 주교회의에서 7월 셋째주일을 농민주일로 제정함으

로써 교회 전체가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날

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민주일 담화문은 사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주교

율성이라는 전도된 가치를 뒤집고 소비 문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를 깨닫기 위한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5년 1월1일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소속 청년․청소년 환경기자단에서 전개한 프로젝트.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엘리베

이터 타지 않기, 종이컵 사용 안하기, 머리 감을 때 샴푸․린스 사용 안 하기, 티슈 대

신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등 20여개의 즐거운 불편 실천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129) http://www.ecocatholic.net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고 더불어 살며 모두를 살리는 도․농생

명공동체 운동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 농업을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좌절로부

터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운동이다. 생명의 먹거리 생산과 나눔을 중심으로 땅과

밥상과 사람과 세상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운동이며, 참농민, 참사랑, 참세상 만들기

운동이며, 삶과 믿음을 일치시키고 생명의 교회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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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발표되어 오다가 2005년 제 10회부터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

명의로 발표되고 있다.

서울대교구 본부는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하느님 창조

질서보전을 목적으로 각 본당을 중심으로 생활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 행사, 조직과 연구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

다. 오늘날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1991년에 결성한 하늘땅물벗의 활

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서울대교구는 방대한 사목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환경소위원회, 인천교구

가톨릭 환경연대 그리고 수원교구의 환경생명위원회와 연대의 폭을 아우르

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전국사

제 창조보전미사에서 성당입구에서 이 미사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단행

동들은 성직자와 평신도사이에 신학적 사목적 함의(含意)가 도달하지 못했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단적인

모습과 가톨릭 생태 평화운동이 평신도의 삶의 자리에까지 미치지 못한 이

유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2) 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는 1994년부터는 가정, 생명 그리고 환경으로 교구 안에서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2008년도에는 환경위원회 이름으로, 2010년부터는 정의

평화 위원회의 환경소위원회 이름으로 생태운동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2011년부터는 생태정의와 사회정의를 통합하여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로 평신

도와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와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당과 교구 공동체에 잘 접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대구대교구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발

표한 성명서는 교구가 아닌 왜관 분도 수도원에서 시작한 고엽제 문제였

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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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른평화운동131)

이 시대의 표징(表徵)들 중의 하나는 시민운동이다. 구체적으로 삶의 저변

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소공동체이다. 사실 운동이 없는 곳에 대책은 없다.

이 운동은 오늘의 현실 문제들을 시민 나름대로 관찰, 학습, 의식화하여 그

실천적 대안을 찾아 행동한다.

이 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은 고발 단

계나 이론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힘이 약하지만 운동 간에 연대가 된다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1990년대 문제화 되고 있는 복합적인 오염문

제, 생태학적 위기, 분단과 지역 간의 감정문제, 지구정의 문제, UR라운드

문제, 땅 투기 문제, 수돗물 문제, 식품공해, 성폭력 문제, 퇴폐문화 문제 등

등을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건강한 세력들이다. 예를 들면 경제정의실천운동,

어머니운동, 소비자운동, TV 모니터운동, 녹색운동, 지역자치운동, 생명운동,

의료운동, 민중문화운동, 각종 신자 공동체의 활발한 사회참여운동 등과 같

은 것들이다.

90년대 초반 시민운동의 한 네트워크로 푸른평화운동이 자리 잡게 되었

다. 왜냐하면 신앙도 시대의 상처, 문제,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투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앙은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다른 비전이고, 출구

이다. 한 마디로 푸른평화운동은 생태학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운동이다. 정

의 없이는 평화가 가능할 수 없다. 정의가 없는 정치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가 없으면 인류 간에 민족 간에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운동은 ‘지구정의(Geo-justice)’운동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는 평화운동이다.

130) 2011년 6월 3일 환경위원회 명의로 ‘캠프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논란에 대한 우리

의 견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31)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247-25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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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평화운동의 주체는 여성이다. 우리는 이제 여성의 자리를 새로 매겨

야 할 때라고 본다. 여성의 생리적-사회적-영성적 모성이 강조되는 방향에

서 여성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모성

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을 가사와 자녀교육 그리고 남편과 성당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생명, 생태적 리듬, 환경, 자연에 대한 여성들의 앎이나

각성을 통하여 이 운동의 전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해문제,

식품오염, 수입식품, 농약오염, UR라운드, 농촌문제 등 소외 여성에게 아주

밀접한 밥상문제를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여성의 사회적-정치적-영성적인

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1단계: 반복적 학습, 그룹 학습, 소공동체 조직, 연구발표, 사례발표, 강연

회 개최, 현장 학습 등

2단계: 성서를 생명적-여성신학적-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읽게 한다.

3단계: 저공해 비누 만들기, 유기농법 생산지 방문,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직거래, 농민과의 만남, 가두캠페인, 반상회와 부녀회에 참석, 사회

학습을 통하여 나,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이라는 가족이

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운동에 참석 하도록 한다.

가. 푸른평화운동의 시작

공해추방운동연합,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구현 위원회 등에서 주최한 1990

년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에 월배성당 교리교사들과 청년들이 참여함으

로써 시작되었다.

나. 푸른평화운동의 시작을 위한 준비

한 달 가량 본당 지구의 날 행사 계획(5월 6일 본당 지구의 날- 살림운

동 캠페인 초․중․고등학생, 젊은이)

① ‘지구촌의 위기, 도덕적 문제’라는 작은 팜플렛 제작

- 평화의 날 교황님의 환경 메시지, 어머니 실천사례 모임, 지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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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위한 요강, 자연 조미료 만드는 법 등

② 5월 27일 주일 강론

- 교황님의 메시지 낭독, 어머니 세 분 사례 발표

③ 중․고등부 거두 캠페인, 청년연합회 환경스티커 배부, 공해 판넬 전시

다. 푸른평화운동의 고취를 위한 세부적 준비

① 이 운동의 명칭을 ‘푸른평화’라 정하고 티셔츠 제작 판매(기상나팔, 하

늘나라 푸른 신호등, 하느님의 길, 푸른평화 등)

② 산간학교 장소로 푸른평화운동의 취지에 적합한 구미 자연 학습원 야

영장 선택 푸른평화 여름 산간학교 프로그램 제작

③ 푸른평화운동의 성서적 근거로서 창세기 Ⅰ,Ⅱ,Ⅲ장을 구조분석 방법

론으로 도입

④ 7월 8일 주일에 푸른평화 팜플렛을 전 교우에게 배부, 가정 안에 독

성테스트를 하게 함, 7월 5일, 7월 22일 두 주일 동안 강론에서 합성

세제, 청량음료의 유독성 강조

라. 푸른평화운동의 실천

① ‘90 여름 산간학교 푸른평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 산간학교 기간 동안

: 가공식품, 청량음료, 과자 등을 일체 못 먹게 함(모든 음식을 주제

에 맞도록 준비)

: 샴푸, 퐁퐁 대신에 비누 사용, 치약 대신에 소금 사용, 간식은 과일

이나 미숫가루 준비

: 합성세제 유독성 실험 - 어항에 물고기를 넣어 실험

② 식품 첨가물, 청량음료 자료 제작, 배부. 무익성을 강조

③ 정신적 푸른평화운동 - 푸른평화 전(全)건강 연속물 Ⅰ. 스트레스 대처법

④ 1990년 10월 푸른평화 회보 발간 - 전 교우에게 푸른평화운동 알림

⑤ 자모회, 소공동체 학습(푸른평화 공동체의 전신) - 어머니들이 푸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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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을 자신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 홍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줌

⑥ 매달 한 번씩 푸른평화의 날 개최

⑦ 주보공지로 작은 표어와 함께 실천사항 제공

예) 푸른평화 수칙 70가지 -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

⑧ 외부 강사 초청 강연회

‘90. 10. 30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 식품공해에서 핵까지

최 열(공해추방운동 연합 공동의장)

‘90. 12. 20 -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매스미디어 연수회)

김기태 교수(서강대)

‘91. 3. 7 - 대구 공해 어느 정도인가?

김낙현 목사(대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대표)

‘90. 3. 21 - 더불어 함께 사는 길

조창례 신부(안동교구 사목국장)

‘90. 5. 5 - 유기농법과 나눔의 삶

김영원(경북 의성 한살림 생산자협의회 의장)

⑨ 자선의 날 행사 - 본당 장날을 열어 안 쓰는 옷가지 및 물품교환을

통해 이웃과 서로 나누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

물 직거래 시작

⑩ ‘91 겨울 산간학교 - 매스미디어 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가야

산 해인사, 매화산)

: 특정매체 및 광고에 대한 거부운동

: 저질광고 상품 불매운동(성의 상품화)

: 좋지 못한 드라마에 대한 항의 전화 및 편지쓰기 등

: 일주일 중 하루 TV끄기

: 시청 습관 바꾸기(가족과 함께 보기, 식사시간 TV끄기, 주말 시청시

간 줄이기, TV를 통한 대리경험보다 직접경험)

⑪ 신자 및 청년들의 활동

: 합성세제 대용으로 저공해 비누 제작 및 판매 - 성당 어머님들

: 저공해 비누 제작 방법 전파에 노력 - 성당 어머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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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28 대구 지구의 날 행사에 청년들 참여 및 비누제작 및 시범,

성당 주변 시장 ‘합성세제 대신에 저공해 비누를’이라는 현수막을 들

고 푸른평화 유인물 배부(푸른평화 가두 캠페인)

⑫ 푸른평화 현장 학습 - 주일학교 전체(유치부 제외)

‘생명학교’(고령 낙동강 - 다사 정수원 - 금호강)

⑬ 푸른평화운동 본부 산하 푸른평화 공동체 터를 마련(‘91.4.19)

- 안동 생명의 공동체와 연대하여 농산물 직거래

⑭ 안동 생명의 공동체 어머님들 방문(‘91.5.22)

- 농산물 재배지 현장 견학 및 농민들과의 나눔의 시간

⑮ 푸른평화운동에서 제작된 책자

푸른평화 교육 프로그램, 각종 유인물(청량음료, 농약공해, 식품첨가

물, 식품공해, 합성세제, 대기오염 등등), 겨울 산간학교 체험기, 푸른평

화 노래집, 어린이 친구 사귀기(사회이론), 신부님 토요일에 만나요(여름

산간학교 체험기, 초등학교 1,2학년생 신부님께 편지 쓴 것)

마. 푸른평화운동의 과제

① 인식의 전환을 위한 학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신앙과 현

실, 교회와 세상, 구원과 민족역사, 聖과 俗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소위 영과 육의 이원적, 기계적, 환원적 사고 방식 때문에 신앙과 생

명운동을 별개로 생각한다.

② 본당 간에, 교구 간에, 신자 간에, 그리고 사목자 간에 연대가 안 된

다. 그것은 생태학적 위기나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

문이다.

③ 현장은 있는데 자연신학 혹은 창조신학 또는 생태학적 신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 역사신학만 강조해 왔다.

④ 공해의 문제는 우선 산업구조와 공장굴뚝 산업문명에서 비롯된다. 그

러므로 정부는 쓰레기 문제, 기업은 오염조정지불에 적극 나서야 한다.

⑤ 공해의 정치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개인의 무한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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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욕구 등에 대한 책임윤리를 강조해야 된다. (과소비는 종교심의

쇠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⑥ 공해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와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⑦ 선진 자본국들에 의한 공해 수출 문제를 적극 거부하는 정치적 의식

이 필요하다. (공해와 민족주체의 문제)

⑧ 각 본당이나 교구 그리고 수녀원 교회 간의 연대기구와 생명운동공동

체가 필요하다.

⑨ 우리는 특히 유아와 어린이에게 생명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⑩ 농촌교구는 단계적(저공해-무공해-유기농업)자연 농업을 장려하고 도

시 교우들도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밥-밀-농산물 사먹기 운동을 대

대적으로 전개하여 생산가격을 낮춘다.

⑪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양식, 자원을 재활용하는 중고품시장, 벼룩시장

등을 열고 쓰레기 문제를 연구한다.

⑫ 성서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읽고 새로운 신학의 모색을 위해서 新儒

學, 화엄사상, 애니미즘, 동양사상, 동양사상과의 대화를 한다.

⑬ 생명과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 시, 로고, 표어, 슬로우건, 판화, 음악회,

TV프로그램, 만화 등을 만들고 특히 성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노래를

보급한다.

⑭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 기업에

항의한다.

⑮ 영양학적 관점에서 육식보다는 채식(창세 1,30), 부분식보다는 전체식,

정백가공 식품보다는 완전곡류나 현미식을 강조한다. (가공식품에 대

한 불매운동)

⑯ 여성신학의 모색을 통해서 교회 안에 남성은 여성적인 면(음)을, 여성

은 남성적인 면(양)을 통합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태교육 관련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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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 우리밀 잔치132)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가톨릭농민회와 한살림 공동체는 경남 고성 두호

마을 24가구에 처음으로 우리밀 씨를 뿌렸다. 1990년 초, 우리나라는 밀가루

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밀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뿌려지는 방부제로

인해 몇 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수입밀가루의

유해성을 짐작할 수 있다. 1989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떨어진 농가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우리밀을 심기 시작하였다. 우리밀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 대기 정화 및 토양과 수분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안고 있다. 농약을 뿌리는

수입밀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우리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밀살리기운동 준비위원회는 1991년 11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명동성

당 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에게 우리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우리밀살리기운동 준비위원회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종교계, 정치계, 학계, 소비자, 생산자, 기업인 등 발기인 4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장 김승오 신부 등 5명을 공

동대표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우리밀살리기운동과 회원 확보에 주력키로 결

의했다. ‘주름살 깊은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과 ‘공해식탁을 생명의 밥상으

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날 창립총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격려사를 통

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

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특별히 공해식탁을 생명의 밥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사라진 밀밭을 되살려내려는 의지는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면서 ‘우

리밀살리기운동’의 실무자들과 동참하는 모든 국민들을 치하했다.133)

1991년 김승오 신부의 헌신적인 우리밀 운동은 전국민의 대대적인 지지

속에 농촌살리기운동과 생태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푸른평

화가 매일신문과 연대하여 1991년부터 전 시민을 상대로 두류운동장에서 3

년간 우리밀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다.134) 우리밀의 생산에서 시작된 우리밀

132)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198-205;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29.

133) 가톨릭신문, 1991년 12월 8일자 1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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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그 이후로 우리밀 빵, 고추장, 라면, 과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다가

IMF 관리체제 하에서 부도 사태를 맞아 도덕적으로 상처를 남겼고, 교회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아픈 사례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교회가 사업에 무리하

게 개입하게 될 때 결국 돈도 조합원도 잃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되

었다. 우리밀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 출자한 조합원의 출자금도

결국은 다 날려버린 셈이다. 그러나 우리밀 운동은 이 땅에 대한 사랑, 농업

과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운동보

다도 실천적 의의가 컸던 사례라 할 수 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었던 우리

밀운동이 전문성의 결여와 경영미숙으로 결국 교회 밖에서 이를테면 호텔

제과․제빵부 혹은 지자체(地自制)에서 거꾸로 우리밀을 찾아야 하는 역설

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미사에 사용할 제병을 우리밀로 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밀 운동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밀 운동이야말로 생태 복음화의 원리인 민족과 역사를 존중하는 생태

운동이었다. 우리의 신학이나 영성이 민족의 관계사에 자각 없이는 건강하

게 구현될 수 없음을 우리밀 운동은 증거하고 있다.

(3) 사목국의 가정․생명․환경담당

연구자는 대구대교구 사목국의 가정․생명․환경담당 신부(1994년-1999

년)로 교구와 본당의 생명운동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생태 출산조절법, 배란

법135)을 중심으로 당시 사목국의 가정․생명․환경 활동을 정리하고자 한

다.

134) 1991년 9월 27일 연구자가 주임신부로 재직 중이던 상인본당과 대구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로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우리밀 큰잔치를 열었다. 1990년 전국 65개 마을 25

만평에 심었던 우리 밀이 7천 5백여 가마(약 30만kg)의 대단한 첫 수학을 거두었다. 이

잔치는 3년 째 계속 되었는데 우리밀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밀과 수입밀

의 바구미실험, 밀국수와 지짐이, 우리밀 막걸이, 우리밀 과자 시식회, 생산자와 소비자

의 만남 등으로 우리농촌살리기 협동체도 조직되었다. 생명을 하늘처럼, 202-206.

135) 1998년 빌링스 부부는 대구대교구의 초청으로 2번이나 대구를 방문하여 빌링스 배란법

을 강의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로마 교황청

의 지원으로 아시아 사랑, 생명, 가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닥터 에빌린 빌링스와 앤 웨스트 모어, 빌링스 배란법, 김신 역, 경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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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이후 눈에 드러나게 성인용품 가게가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형성

하면서 마치 이러한 가게가 성 클리닉이나 교육센터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

하고 있다. 이들 가게는 콘돔 사용이 성병 예방의 최상 방법인 양 아주 기

발한 광고로 선전한다. 보건소나 병원, 간호학과 교육과정, 심지어 중․고등

학교 교과서까지도 생태 출산조절법은 효과가 제일 낮은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래 낙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명 성교육 강

사는 성교육은 피임교육이라고 아주 단정 지어 버린다. 이 피임 사고방식의

성교육은 출산율을 높을 수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교육이 아이들

잘 낳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성병, 장애아와 불임의 원인은 환경호르몬과 인

공피임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임약, 불임수술, IUD, 콘돔, 낙태136)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한다. 약의 부작용도 심하다. 피임약, 호

르몬에 의한 인공피임, 불임백신, 인공 임신조절, 월경조절, 월경을 인공적으

로 일으키는 RU-486 등은 범죄이다. 왜냐하면 생식력은 병이 아니고 생명

의 충만함인데 갖가지 피임장치는 생식력을 질병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인공수단에 의해 여성은 남성이 원할 때마다 성을 제공하는 존

재로 전락할 수 있고, 남성이 원할 때마다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여성

의 존엄성은 빼앗겨 버리고 감정을 가지지 않은 기계로 취급되는 것이다.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면 스위치를 넣는 셈이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필요하

지 않게 되면 약품이나 기구, 수술로 스위치를 끄는 셈이 되는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는 최근 하루 동안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AIDS 바

이러스에 새로이 감염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생식기

술이나 피임약보다는 생태조절법이다. 콘돔이 방호벽이 아니라 자연만이 유

일한 성교육이며,137) 자연은 우리를 신체적․감정적 그리고 영성적으로 보

136) John F. Kippley and Sheila K. Kippley, The Art of Natural Family Planning,

Cininnati: the couple to couple Leagu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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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 주는 완벽한 방호벽이다.

1997년 5월에 일주일 동안 호주 멜버른에서 빌링스 박사에게 직접 배란법

을 힘들게 배웠다. 빌링스 부부는 처음으로 생태 출산조절 배란법을 체계화

했지만 자신들은 의사로서 자연에서 배운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빌

링스 부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피임법으로 이 배란법을 소개하

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는 모닝 애프터 필(morning after pill), 즉 낙

태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모순

이다. 낙태약을 판다고 해서 성병이 줄거나 낙태가 줄어든 사례는 없기 때

문이다. 현재 우리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배란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임 성교육에서 여성의 생식

력을 존중하는 생태 출산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목자들이나 수도자들까지도 생태 출산조절법은 단지 엄지와 검지로 점

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 배란법을 우리

는 흔히 점액 관찰법이라고 알고 있다. 빌링스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점액

관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란기의 타이밍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

요하기 때문에 배란법이라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배란기

이지 점액 관찰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태 출산법이 피임으로는 부적합하며 아주 고지식

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창조주가 임신의 터울을 두기 위해서 여성의 몸 안

에 마련한 월경주기와 가임기, 배란기, 불임기라는 주기를 두었다. 일반 사

람들은 막연하게 배란법을 생태적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싼 자연피임법, 즉

여성의 몸에 좋은 피임법 정도로 생각한다. 무공해 음식이 몸에 좋은 것처

럼 생태출산 조절법을 생태적 성생활을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배란법은 지

금 현대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공피임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아이를 거부하는, 생식력을 파괴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를 더 잘 낳을 수

137) 케이트 포니어와 윌리엄 와킨스, 생명을 위하여, 정홍규 역, 성바오로, 1992,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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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즉 생식력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터울이나 자녀수를 자연스럽게 조절

하는 ‘몸의 대화법’이 이 배란법이다. 사실 배란법은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피임법이 아니다. 오히려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생태 출산조절법이다. 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자연적인 방법이 바로 배란법이다. 배란이 불규칙하다는

걱정이 있지만 배란에 대한 무지가 더욱 걱정이다. 조제트 로이저 박사가

30년 이상 교육한 이 방법은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배란후기 10

일 정도는 100%, 그리고 첫 주에는 99%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은 이제 인공피임 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현대 여성들은 임신 가

능 여부를 매일 밤 점액 관찰로 알 수 있다. 자연에 기초를 둔 배란법을 통

해 생태 출산조절이 가능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배란 후 임신 가능기간의 징후인 미끈미끈한 감촉을 알 수 있다. 임신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임신할 것인지는 부부가 몇 가지의 규칙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단, 그것을 위해서는 부부의 확실한 결심이 필요하

다. 자연에 기초를 둔 이 출산조절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새로운 생명에 대

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충실, 가정 내의 평화와 조화를 깊게 한다. 이 방법

은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증한다. 자연법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다.

교회는 모자 보건법이나 낙태 반대는 그렇게 줄기차게 하면서도,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윤

리가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 결과인 낙태는 하지 말라고 하니 낙

태를 하는 여성들에게 죄의식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죽음의 문화’

를 전파하는 미국이 중심이 된 전 세계의 가족계획협회의 ‘가족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태 출산조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실제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 16항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

다. ‘부부는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부 행

위를 함으로써 방금 설명한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이 없이 산아를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 교회는 ‘계획’이라는 말보다 ‘조절’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계획이라는 말은 조작의 냄새가 나지만 조절이라는

말은 자연법에 따르는 용어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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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책임 있는 출산을 위해서 출산력을 조절하는 자

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정당한 것입니다.’(97항)138)라고 언급하여 생

태 출산 조절법과 관련성 있는 설명을 한 바 있다.

3) 수원교구

(1) 환경센터와 생명환경연합

수원교구는 1995년 11월에 ‘환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97년에 비누공장

즉 저공해비누운동을 추진하는 ‘환경센터’를 세웠다. 이 센터는 대구의 푸른

평화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저공해 비누 브랜드를 개발하여 합성세제 추방운

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98년 수원복음화를 위한 의식조사에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항이 환경문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 결과로 각 본당에 가

정 생명 환경분과가 설치되었다. 폐지모으기, 교복․교재 물려쓰기, 황창연

신부의 평창 환경 교육 캠프장 조성, 교구 환경위원회, 재활용 비누를 생산

하는 환경 센터, 교구 녹색상 제정 등의 주요활동을 통하여 교구 내 환경운

동을 고취시켰다. 특히 재생비누 운동은 합성세제와 환경 호르몬의 문제, 화

공 약품의 독성, 다이옥신, 피임약, 이른바 화학 문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1단계의 환경 실천운동이라 하겠다.

평창 성 필립보 마을 교육장을 운영하여 환경 피정 및 환경 체험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회 및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사업을 벌

이고 있다.

2006년 교구장 직할 단체로 설립된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은 미리내 성지

인근 골프장 건립 계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중한 정신문화 유

산인 성지 보존과 아울러 자연을 지켜왔다. 이 외에도 경남 고성과 경기도

남양주 골프장, 안면도 골프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결방안 모색에 노력하여 2009년 골프장 건설 백지화의

138) 생명운동과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서울대교구 시노드 심포지엄 발표 논문(2002년 6월

28일) 참조. 정홍규의 우주의 집안에 1, 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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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환경감시운동 외에도 여러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95년에 세운 환경위원회와 2006년에 세운

생명환경연합이 어떻게 동반하고 있는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2)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139)

실천적 환경운동의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해 설립된 성 필리보 생태마을은

구호성으로 그치는 환경운동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업을 통해 국내

환경 운동의 체계화 및 확산에 한 몫하고 있는 생태마을이다.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발달하는 현대사회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인간 본성이 말살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각종 대형사고와 살인사건, 강도, 강간, 학원폭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파괴와 정

신문화의 빈곤에서 초래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수원교구 환경센터에서 도시

생활에 찌들린 청소년들과 교우들을 위한 휴식의 공간과 환경교육 및 피정

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강원도 평창 도돈리에 성 필립보 생태 마을을

2000년 11월에 완공하였다.140)

이 마을은 처음부터 생태마을로 세워졌다기 보다는 반생태적인 마을에서

생태적인 마을로 변모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을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BM활성수(Bacteria Mineral Water) 생산 플랜트도 만들었다. 이 생태마을

은 황창연 신부와 깊은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의 영성은 교육과 힐

링이다. 힐링은 가족단위의 휴식 즉 쉼의 공간으로, 난치병자들의 회복공간

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성당이 주일학교 여름, 겨울 캠프,

구역장 반장교육, 레지오 단원피정, 노인대학 캠프,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것은 농촌살리기

139)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150-155.

140) 성 필립보 생태마을 홈페이지 http://www.ecocatholic.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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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무농약 김장,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교우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평창 성 필립보 마을은 한국천주

교회의 큰 장벽인 교구와 교구 간에 연대사목을 할 수 있는 통합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지가 큰 과제이다.

4) 인천교구

인천교구에서는 생명운동을 통하여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건강한 사회건설

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교회 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일반신자의 환경

의식을 심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가톨릭환경연구소를 설립하여 환경운동을

펼쳤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아나바다 가정만들기 운동141)을 들 수 있으며

떡갈나무(소식지) 발행, 녹색기행 모임, 환경교육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

다. 아나바다 운동은 2기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기는 1997년 6월 21～10월

11일까지 16주 동안, 2기는 1998년 6월 18일～9월 25일까지 8주 동안 실시

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생활태도도 친환경

적으로 바뀌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993년 환경에 관심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모여 설립한 가톨

릭환경연구소로 시작되어 1999년 가톨릭환경연대142)로 발전하였다. 그간 성

당과 교회기관를 비롯하여 ‘본당에서의 환경실천 운동’, ‘아나바다 재활용장

터’, ‘환경교육 중간지도자 교육’ 등 교회내외에서 다양한 환경운동을 진행함

으로써,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

다. 또한 지역의 여러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접근하

며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2000년부터는 월미산, 문학산 등 인천의 녹지

축을 잇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안내자를 교육을 통한 생태가이

141) http://www.ysh1125.co.kr/essay1-8.htm

아나바다 가정만들기 운동이란 물, 쓰레기, 에너지 절약, 생활방식 바꾸기 등 각 항목에

걸쳐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소모임을 통해 나누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142) 가톨릭 환경연대 홈페이지 www.cen.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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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양성을 하고 있다. 더불어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의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민들레’ 어린이환경탐사단과 청소년 환경기사단 ‘에코나이트’를 운영하고 있

다.

인천교구 환경사목부143)는 2000년 시노드 의안 중 ‘환경사목에 관한 의안’

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을 통해 교회의 눈으로 보는 친환경적인 미래사회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울러 그 초석을 마련하고자 개별본당에서 환

경실천의 붐을 일으켜 교구와 본당의 협력자와 적극적인 참여자를 발굴하였

다. 또한 환경분과, 분과장, 개인 등 개별 조직화와 아울러 인천교구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대중 홍보사업 등

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과 아울러 인천을 근거지로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활동의 또 하나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 고장 원래의 자연

생태적인 환경인 갯벌과 숲 보전을 위한 활동은 다음 세대에게도 당당히 책

임지는 모습으로 다가섬과 동시에 또한 ‘인천의 녹지축 잇기와 숲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도시 녹지보전을 위한 제도개선활동과 실천

적 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144)

143) 인천주보 2009.12.6 제 2063호,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 천주교 인천교구-환경사목부:

환경사목부(전담=장동훈 신부)는 신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자 한다. 본당과 교회기관을 포함하여 교회 안팎의 환경교육을 진

행하며 아울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 환

경운동에 뜻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힘을 모아 만든 환경사목부 산하 가톨릭 환경

연대는 500여 후원회원들과 함께 그간 굴업도 핵폐기장과 문학산 미사일 배치반대, 계

양산 골프장 경인운하 저지 등 많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환경정책을 자문하는 ‘환경사목위원회’를 비롯하여 산하에는 아름다운

산과 들을 탐방하여 생태와 문화의 향기를 느껴보는 ‘녹색기행’, 자라나는 다음세대와

자연생태를 탐사하는 어린이 환경감시단 ‘민들레’와 청소년 환경기사단 ‘에코나이트’가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봉사모임인 ‘환경성모회’와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있다. 2010년에

는 좀 더 활발한 본당 환경 분과 활동을 지원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교구 간의 환경사목 부서와 실천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힘쓸 계획

이다 환경사목부의 활동소식은 월간소식지와 홈페이지(www.cen.or.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태기행,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생태영성강좌 등 환경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144) 천주교 인천교구 홈페이지 http://www.caincheon.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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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주교구

(1)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145)

1991년 영월댐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영월과 정선지역의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양상이 상이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보

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논란 끝

에 2000년 6월 드디어 댐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고 2002년 8월 동강 유역

64.97㎢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은 생존권을 위한 주민운동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계층과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당시 가톨릭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원

주교구가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은 1998년 10월부터였다. 이전

까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영월댐 반대를 위한 3개군 투쟁위

원회’와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지 못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결말을 보지 못해 힘이 빠진 상태에

서 주민들은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민원처리과정

에서 실상을 조사하면서 가톨릭교회는 동감댐 건설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교구적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자

료를 배포하고 전국 성당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교구 내 모든 성당에

동강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신자들은 동강 살리기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캠

페인을 벌였다. 전국 환경사제 모임과 사제단,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주

축으로 동강댐 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를 열고 교계 인사 2,000명이 동강

댐 백지화 선언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대통령에게 편지쓰기 등 전국 본당

의 신자들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운동에 동참하였다. 당시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145) 이숙자, 한국 가톨릭 환경운동의 특성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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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민주화 운동에서 생태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원주교구는 지학순 주교의 영향으로 사회민주화 활동이 활발한 교구였으며,

동강댐 반대운동을 통해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임무까지 영역을 넓힌 셈이다.

둘째, 원주 교구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전국 환경사제 모임, 전국사제단,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참여, 수도자는 물론 평신도들도 동참한 운동

이다. 가톨릭교회가 가진 조직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된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정의’를 위한 사목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정신과 부합되는 운동이었다.

넷째,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였다. 환경단체, 학계, 종교계, 문화

계, 예술계를 비롯하여 전 국민의 참여와 세계적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환경

운동이었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생명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과정과 결과가 성공적인 운동으로 평가되었던 동강 살리기, 그러나 동강

댐 건설의 백지화 이후 동강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여 생태계 파괴가 급속

도로 진행되었다. 동강댐 논란이 있었던 당시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동강의 모습이 아니다. 동강 주변에 민박촌과 음식점들이 들어

서고, 여기서 나오는 각종 생활 오․폐수가 강으로 유입되면서 오염되고 래

프팅이 일으킨 흙탕물로 인해서 그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동강

댐 백지화 이후의 동강의 모습은 한국의 환경운동이 감시, 고발, 시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배론 살레지오의 집146)

배론 살레지오의 집은 생태 사회복지 모형이다. 일반적인 사회 복지 개념

에 생태를 결합한 것이다. 지금의 사회복지는 시혜적인 입장에서 시설위주

의 복지관이 많아 스스로 복지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남이 도와주는 복지개

146)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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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좋은 시설에 지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태와 사회복지 연결을

시도한 이동훈 신부는 생태 파괴의 우선적 피해자인 장애인에 주목을 하였

다. 사실 장애인들은 환경문제의 중심에 있다. 페놀 임산부, 핵발전소와 핵

폐기장의 노동자들, 공단 주변 피해자인 어린 아이와 노인들, 이렇게 환경오

염의 우선적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가톨릭 생태운동

의 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동훈 신부는 보았다. 이동훈 신부가

생태사회복지 개념에 도달하게 된 계기는 배론 살레지오의 집 원장으로 중

복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목에 투신하면서 부터이다.

이동훈 신부가 지적한 것처럼 가톨릭 생태운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를 입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정의적 접

근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구 환

경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결합한 것이다. 특별히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놀이 프로

그램을 통한 관계의 치유이고 두 번째는 노동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다. 풍물놀이패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통합

의 한 계기를 마련하고 봉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풍물놀이를 통하여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사고 능력이나 신체적 면에서 부족하고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생태복지 차원에서 하느님의 생태학에 그리고 창조와 축복의 틀에 살게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오

히려 삶의 자산이 되어 이웃과 사회에 소통을 하고 기쁨을 주는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구 성보학교의 하모니카 연주단이 그러하다. 예술을

통한 잠재력의 발휘도 한 축이고 텃밭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마음과 몸을 단

련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실제로

배론 살레지오의 집에서 재배하고 키운 허브차를 판매하고 있다. 생태농장

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보고, 생산해 보고, 키워 보고, 상품

을 만들어 유통해 봄으로써 노동을 통한 육체의 건강, 사회통합 그리고 신

세지고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다. 지금의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는 생태복지로 더 나아가서 행성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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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6) 광주대교구

(1) 영광본당 반핵운동

영광핵발전소는 서해안에 건설된 최초의 핵발전소다. 영광핵발전소 가동

이후 대량으로 유출되는 열폐수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갯벌이 부패

했으며 어패류의 폐사 등으로 삶의 터전이 피폐되었고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단순

피해보상운동이었다. 원전 3․4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5․6호기에 대한 정

책이 설립되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영광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3․

4호기 건설반대를 위한 영광핵발전소 추방 운동 연합이 조직되었으나 명맥

만 유지하고 있었다. 1990년 발전소 노동자였던 김철 씨가 영광성당에서 대

세를 받고 사망함으로써 가톨릭교회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부당성에 대해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영광성당은 사목협의회 자연분과 내에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진상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영광지역 반핵운동을 보상

투쟁에서 생존을 생각하는 반핵운동으로 도약시켰다. 이 모임은 향후 활동

의 방향과 범위를 넓히기 위해 1993년 영광핵발전소 추방위원회로 개편하여

초청교육, 자체교육을 통한 일꾼 양성 및 사랑방 좌담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소수가 참여하는 반핵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활동으로 활성화

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4년 4개 단체와 연대하여 영광핵발전

소 추방협의회를 결성하여 3․4호기 가동중지, 5․6호기 건설반대를 목표로

수많은 공청회와 집회를 전개하며 핵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여론을 형성

해 나갔다.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으로 전국반핵운동본부로 재결성하였다. 한

신자의 죽음을 통해 본당 신부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이 문제를 특정

교회 안에 국한 시키지 않고 사회 문제화시켜 사회운동으로 이끌어 갔다.

영광지역의 반핵운동을 주도해 왔던 영광본당의 박재완 신부, 이영선 신

부, 조욱종 신부, 정홍규 신부 등의 노력으로 인해 핵에 대한 미망에서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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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었다. 그러나 본당 사제가 바뀌면서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지속가

능한 사목이 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삼척과 영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핵운동은 90년도

반핵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연대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2) 되살이 운동

광주대교구의 환경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제들의

모임과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이 있다. 가톨릭 농민회가 주

도한 되살이운동147)은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도시․농촌 생활공동체 실현운동이다. 자연생태계의 위기, 생명

의 위기 속에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손잡고 밥상살림, 농

업살림을 통해 생명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생활실천

운동이다.

되살이의 기본활동은 무엇보다도 도시생활공동체와 우리농마을이 결연을

맺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되살이 운동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148)

① 계약재배로 농촌살리기

147) 한국 가톨릭 농민회 홈페이지 http://www.canong.or.kr

-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고 더불어 살며 모두를 살리는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

-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 농업을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좌절로부터 새로운 가능

성으로 전환하는 운동.

- 생명의 먹거리 생산과 나눔을 중심으로 땅과 밥상과 사람과 세상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운동.

- 참농민, 참사랑, 참세상 만들기 운동.

- 삶과 믿음을 일치시키고 생명의 교회를 건설하는 운동.

한겨레 신문, 2008년 12월 23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우리농)는 1991년 광주․전

남가톨릭농민회가 주도해 ‘되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역에서 생협 운동을 시작한

뒤, 광주․전남지역에 20개의 생협 직매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우리농’ 생협 회원은 1,500여 명으로 설립 초창기보다 10배 가량 늘었다.

148) 한국가톨릭농민회 홈페이지 http://www.canong.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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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자주 ‘안정적인 판매처만 있다면 무슨 농사든 짓겠다’라고 말한

다. 농산물은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사를 지을 때마다

농민은 판매걱정에 불안하다. 하늘이 도와 풍년이 되어도 한숨을 쉴 때가

있다. 따라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기만 한다

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되살이는 계약재배, 농산물생산을 함께하고, 생산을 책임지는 소비를 통해

우리농촌을 살린다. 나아가 되살이 회원은 자기가 먹을 농산물을 농민과 함

께 만드는 과정을 거쳐 생명의 소중함과 창조질서의 보전을 몸으로 익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② 살림의 생활 만들기

물건을 팔기위해 장사꾼들은 허영심이나 불안감, 귀족의식 등 여러가지

환상을 소비자들에게 주입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소비

하는 물품이 얼마나 힘들게 생산되고, 자연의 온갖 오묘한 조화를 한몸에

안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살아있는 것을 없애는 죽

임의 생활을 하게 강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살림의 생활을 만들어야 한

다. 재활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한다든지, 환경보호를 위해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든다든지,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체적인 삶

을 만들어 가야 한다.

메주를 직접 만들고 장을 담아 본다든지, 땀흘리는 소비문화를 통해 우리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살림의 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일과는 다르게 항상 노력과 창조

력이 필요하다.

③ 도시․농촌 서로 나누기

우리농마을과 도시생활공동체, 두 도․농공동체가 함께 만나 삶을 나누고

밥상을 나누고 보람과 희망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곧 농촌

과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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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시의 되살이 회원들이 틈틈히 시간을 내어 함께 손잡은 농촌의 우리농

마을을 찾아가 모내기 일손을 돕고 함께 김매기를 하면서, 그리고 가을 뒷

동산에서 알밤을 털면서,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에서 벼메뚜기를 잡으면서

흙과 자연, 밥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땀 흘림의 보람과 수확의 기쁨을

맛보며 나눔의 의미를 깨달을 때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농촌이 살아나며,

생명과 생활을 함께 나누고 의탁하는 도․농의 생명공동체가 열릴 것이다.

④ 인간다운 사회 만들기

우리 사회는 속도의 마법, 대량소비의 마법, 돈의 마법에 걸려 있다. 돈이

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으니 더 화려한

것, 더 입에 착 달라붙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는 속에서 사람들은 개별화되고, 소외되고 급기야 파괴되고 있다.

되살이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몽둥이가 아니라 지팡이가

되어주는 사회,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웃음을 나누는 공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전주교구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를 축조하

여 2만 8천ha의 토지와 1만 2천ha의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으로 1991년 착

공되어 2004년 완공예정이었다. 그러나 갯벌에 대한 생명파괴, 수질, 쌀 수

급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만금 개발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공사가 잠

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감사와 조사,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

로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 4월 완공되었다. 사회적으로는

1998년에 이미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났지만, 교회가 공식적 입장을 표

명한 것은 2003년 5월이다.149)

149)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에 생명과 평화가 넘

치길 기원합니다. 2003년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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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와 여자 수도자 장상연합회의 오영숙 수녀 개인의 관심으로

가톨릭교회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오영숙 수녀는 새만금 간척지 방문의 기

회를 통해 생태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자 수도자들에게 전달하였

다. 국회에서 예산 반대를 위한 침묵시위에 참여하고 범종교인 기도회에 참

석하는 등 여성 수도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

며 다른 사목단체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었다. 2001년 3월 서울대교구의 사

회사목부 사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환경사제모임 사제들이 움직

이고, 전주교구에서 ‘간척사업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50) 이어 각 교구

여러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간척사업에 대해 찬․반 입장의 차이

가 극명하여 교회의 입장 표명이 다소 소극적이기도 하였다. 새만금 사업

반대 운동은 1999년 12월 주민이 중심이 된 ‘새만금 간척 중단을 위한 부안

사람들’ 결성을 시작으로 전주교구 사제단이 주축이 된 ‘새만금 간척사업 즉

각 중단을 위한 부안 사람들과 전북 사람들’이 2000년 4월18일 구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16일～11월17일까지 33일간 조계사에서는 200여개 종

교, 시민, 환경 단체들이 새만금 갯벌 살리기 밤샘 농성을 벌였다. 또 2000

년 11월14일에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 수도자

2000여명이 모여 새만금 간척 백지화를 통한 생명 평화 선언 대회를 개최했

고,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새만금 간

척 사업 반대’운동을 채택했다. 2001년 3월, 90여개의 범종교적 사회단체들

이 ‘새만금 생명평화 연대’를 결성하였고, 새만금 해창 갯벌에는 불교 사찰

과 천주교 기도의 집, 개신교 기도의 집, 원불교 교당이 마련되었다. 2003년

3월, 4개 종단의 성직자들이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새만금 살리기 위한 삼보

일배의 수행을 펼쳤다.151) 범종교적인 연대활동뿐 아니라 사회단체와도 연

150) 평화신문, 2001.5.20, 627호 [가톨릭 세상보기] 창조질서 유린의 현장, 새만금 간척사업 :

전주교구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며 ‘지금

이라도 중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전주교구의 성명은 새만금 사

업에 대한 지역교회의 첫 공식 입장으로 타 지역 교회와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복

음적 식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사제와 수도자, 교회 단체들의 새

만금 반대 사업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개별적 회개와 소명의식을 드러냈던 것이 지역교

회 공동체의 회개와 소명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51) 불교환경연대: 새만금 삼보일배 수경스님 선언문(200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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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2003년 5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는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에 생명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하는

환경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종교단체의 참여로 인해 생존권 회복 내지 자연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펼쳐져 오던 환경운동의 가치가 생명 평화적 관점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갔다. 종교를 초월한 환경운동의 의미는 높이 평가될 만

하지만 전체 교구 차원의 동참이 부족하고, 창조영성과 생태영성에 따른 신

앙 본분으로서의 운동 수준으로 이끌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8) 안동교구

생명의 공동체는 안동교구의 생명 농업을 향한 여정 속에서 탄생되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969년 5월에 설정된 안동교구는 1976년에

사목국에 농민사목부를 설립하였다. 안동교구는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의

생태복음화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생명농업을 통한 도시민과 농민연

대운동은 필수적이다. 생명의 공동체와 푸른평화 생활협동조합의 연대는 단

순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소비자는 생

산자속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속에서 상생과 호혜의 경제를 만든다는 영성이

그 원천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쌀 약정운동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

된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에 힘입음도 아주 크다. 안동교구 농민회는 1990년

부터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안동 생명의 공동체가

결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1990년 4월에 시작한 푸른평화와 1990년 12월에 시작한 안동 생명의 공동

체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 연대하고 있다. 특히 안동 생명공

동체의 노지(露地)채소와 1차 농산물은 도시 소비자는 생산자의 삶을 책임

중략 -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기독교와 원불교 성직자들은 이곳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의 길을 나섭니다. 장장 300여km, 1,200여 리의 기나긴 여정을 그 어느

때에 비할 수 없는 간절함과 비장함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이 길은 고되고 혹독할 것입니

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이기 조차 합니다. 그러나 오체투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져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온 세상의 속죄를 촉구하며 생명과 평화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와 고행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이들과 뜻

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자 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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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생산자는 도시 소비자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연대성 속에 20년 동안

생산자와 소비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두 공동체 모두 성직자와 수도자(조창래 신부와 박사베리아 수녀)에 의해

서 시작되었으며 사실은 초종교적이다. 90년대 말 연구자는 경북 북부지역

물미, 풍양, 쌍호, 사벌, 상주 공동체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여정을 통하여

도․농 간의 만남을 통해 교류를 자주 하였다. 월배와 상인본당의 소공동체

운동의 반모임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아파트 입구에서 먹을거리를 공유하였

다. 소공동체는 성경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양 축에 신앙과 현실을 통합한

사례이다. 영육 이원론으로 인해서 말씀만 남고 일용할 양식의 도․농 나눔

을 교회 밖에서 생활협동조합으로 변해간 것이다.

조합원들의 종교가 다양하고 생산자조합원들의 종교도 종파에 관계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큰 장점이었는데 교구마다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이 결성됨으로써 조합원 안에 천주교와 비천주교를 구별하는 바람에 공

동체가 무너지는 아픈 경험도 있다. 원주교구 농민사목의 실패에서 보여주

는 것처럼 제도권과 비 제도권을 아우르지 못한 종교편협적인 태도에 의해

안동 생명공동체가 이원화되고 결국은 비 제도권은 종교 제도권에서 밀려나

거나 교구나 성당 소속이 아니니까 소외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90년도

초반기에 발흥한 가톨릭 생태평화 운동이 90년대 중반에 오면서 활기를 잃

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겪었다. 대구의 푸른평화가 소비자 중심이라면 안동

의 생명의 공동체는 생산자 중심이다. 두 공동체의 연대는 소비자는 생산자

의 삶을 생산자는 소비자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방식으로 90년대 초반에 아

주 활기차게 교류하였다. 월배성당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장터를

열기도 하였고, 도시의 소비자들이 산지여정을 통해서 생산자의 삶에 참여

하기도 하였다.

9) 천주교 연대의 4대강 개발 반대운동

4대강 정비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2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22조원을 투입해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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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을 추진한

다는 내용의 사업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과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인해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치권내에서

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

게 이루어졌다.

2009년 10월 30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와 천주교창조

보전연대는 4대강 사업 반대의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어 2009년

12월 15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를 발족하였다.152) 각 교구

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사목위원회를 담당하는 신부들과 환경문제에 관계

된 단체장을 맡고 있는 수녀들과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었다. 2009년 12월

29일 최덕기 주교의 주례로 각 교구별 사제와 신자 400여명이 모여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 천주교 비상행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천주교 연대의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활동 방향의

정립에 도움을 준 것은 2010년 1월, 교황 베네딕도 16세 평화의 날 메시지

이다. 이 담화문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창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고 호소하

고 신앙인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땅과 물과 공기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자멸에서 구해내기

위해 공공생활에서 그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교황의 가르침에 이어 2010년 3월 8일 1,500인 사제단이 ‘4대강 사업 중단

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된다. 며칠 뒤 2010년 3월 12일

천주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

했다.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

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

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명동성당에서는 대규

152) 제3회 가톨릭 에코포럼 제2주제 발표문,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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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시국미사가 열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으로 명동성당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미사가 열리는 것이기도 했다.

2010년 5월 10일 전국 사제, 수도자 5,005인의 반대 선언이 있었다. 이렇

게 많은 주교와 사제가 참여하기는 1987년 항쟁이후 처음의 일이었다.

사업의 목적이 모호했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

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해 2010년 6.2 지방선

거 여당 참패라는 결과의 분석이 각계에서 제기되었지만 선거결과에 상관없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전

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싣지 않거나 왜곡

된 편집을 하여 진실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았다.

2010년 6월 14일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항하여 경

기도 양수리 성당에서 강우일 주교회의 의장이 집전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열고 도보행진을 하였다. 사제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전

을 위해 2010년 6월 10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사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

하였으며, 100만 서명운동을 재개하고 낙동강 미사와 순례에 나섰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함으로써 생명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은 전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전국

을 돌아다니며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강을 순례하고, 선언문을 낭독하

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2010년도 가

톨릭환경상 대상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에 수여하였다.1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단의 공동 성명서와 정진석추기경의 4대강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이 교회 공신력과 리더십에 상처를 주었고 사제단의 분열을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154)

153) 환경소위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 연대는 지난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한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해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4대강 권역별 생명 평화

미사와 지역별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강연회를 개최, 강순례, 서명운동, 국제

연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천주교 연대

의 노력은 교회 내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관심을 확대시켰고, 개발과 탐욕에 의

해 병든 우리 사회에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 2010.9.28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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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찰과 평가

1) 성찰

가톨릭 생태운동 20년 동안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성찰을 통하여

전망을 식별할 수 있다. 운동의 당위성을 앞세우면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면

결국은 운동이 흐지부지 사라진 예가 많았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수도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EM155)사업은 어느 특정 기업만 선전한 결

과를 낳았고 마치 EM하면 모든 운동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전

문적 식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구나 수도원안에 생태 전문가

를 양성하고, 생태전담사제나 교구 생태사목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선

천주교 내 교구 간에 신심단체 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주교구

의 동강살리기 운동의 사례와 부산교구의 암웨이 사건에서 우리는 배울 것

이 적지 않다. 서울대교구를 제외하고는(환경사목위원회) 생태 복음화 사목

의 전담기구가 각 교구마다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대구대교구는 90년

대 푸른평화와 사목국의 가정․생명․환경의 생태복음화를 전승하지 못하고

2007년에는 교구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는 교구 환경위원

회가 정의평화위원회에 흡수 통합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교구의 환경사

목위원회는 1991년에 결성된 하늘땅물벗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지만 현대 한

국 생태운동의 선구인 원주교구 농민사목은 교회 내에 혹은 원주교구의 사

목에 통합적으로 공유되지 못했다. 대구대교구의 푸른평화도 교구 안에 창

조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법인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달서구 지역

의 생활협동조합의 전신은 월배와 상인의 본당의 녹화 프로그램의 결과였

다. 1990년대의 월배성당의 녹화 프로젝트는 참고할 만 하다.

가톨릭 농민회와 안동교구의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원주의 농민사목의 활

동으로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교구에서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정착된 점은

154) 연구자는 2010년 12월 16일 PBC 특강 녹화 중 4대강에 대한 언급으로 녹화 중지를 당

한 적이 있다.

155)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줄임말로 '유용한 미생물 군(群)'이라는 뜻이다.

EM은 1982년 일본 류쿠대학의 히가테루오(比嘉照夫) 교수가 EM을 이용해 친환경 농업

법을 개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에버미라클 홈페이지 www.emkore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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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서울대교구의 도농협력분과위원회, 대

전교구의 우리농 생활협동조합, 안동교구의 생명 공동체, 청주교구의 도농협

력부, 광주대교구의 교구 우리농, 부산교구의 우리농 매장과 대구대교구의

푸른평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156)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가 범 교구적 차원에서 생태신학을 정립하고 미래의 사목자들인 신학

생들이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동훈 신부의 지적처럼 우리들의

순교자 영성을 ‘녹색순교’로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생명문화를

선도해야하고, 교구마다 본당 내에 ‘생태분과’가 조직되어야 한다. 본당 녹화

와 교회녹화가 되기 위해서는 ‘레지오 생태화’와 ‘소공동체의 생태화’가 가장

원천적이라고 생각한다. 성모 마리아와 지구 어머니를 연결시키는 신학작업

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신심 깊은 레지오를 생태영성주의와 결합하여 성모

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지구의 어머니에게까지 확

대될 수 있도록 신학적인 성찰과 실천적인 과제로 레지오 활동을 끌어 올린

다면 한국 가톨릭 생태운동이 발전될 것이라고 본다. 10년 이상이나 한국

천주교회가 복음적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소공동체를 발효시켰던 만큼 결실

이 작은 이유는 복음나누기의 역사적 그리스도에서 우주적 그리스도까지 패

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본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

느냐 하는 맥락에서 소공동체를 볼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소공동체를 하

느님의 평화 생태학까지 뭇 생명이나 하느님의 창조물까지 아우르는 공동체

가 될 수 있는 폭과 이해를 넓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

의 소공동체를 일용할 양식, 즉 밥과 경제를 두고 마리 가별 수녀와 지학순

주교의 비전을 다시 담아낼 수 있다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생태 복음화

가 진전되리라고 본다.

각 교구 평생교육원에서 실버세대나 청년세대가 생태와 생태신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전국의 4대 신학대학과 각 연구소 간에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가톨릭신학대학에서 사회교리의 일환

156) 이 조합은 상인, 성서, 지산 그리고 연대매장 고산까지 포함하여 조합원 6,000명, 물류

직원 4명, 매장직원 6명 파트타임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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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단일 교과로써 생태신학과 영성이 개설되어야 한다. 용어도 시설환

경이나 환경이라는 말보다는 생태라는 말로 변화해야 된다고 본다. 최근의

흐름이 자연에서 환경을 거쳐 생태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20년간의 활동에서 한국천주교회는 주교회의 산하에서 정의평화분과위원

회에 환경소위원회(2001년 8월 17일)를 둔 것은 발전된 제도이지만 사회정

의와 생태정의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이 둘은 하나인데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소위원회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야 하든지 독립하여 생태

위원회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가톨릭 생태운동의 NGO인 ‘천주교창조보

전전국모임’은 유기적인 연대의 축이 되어야 한다. 이 모임은 가장 큰 잠재

력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측면에서 조직성과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조직상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본당은

하나의 개별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역, 대리구 등으로 조직

된 연계선 상의 단일조직체이다. 또한 교구도 지역교회로서 하나의 망을 형

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교황청도 하나의 단일 조직체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생태운동의 인적․물적 차원의 조화로운 나눔과 연대는 충분한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본당과 본당 간에 교구와 교구 간에 한국천주교

회와 동아시아 천주교회 간에 네크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나라 간에 연대가 필요하다. 2012년 11월 13

일부터 15일까지 제18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이 경주에서 ‘탈핵’을 주제로 열

렸다.157) 세미나를 통해서 원전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월성 핵발전소를

견학한 후 양남본당에서 한․일주교 공동미사를 집전한 좋은 사례가 있다.

권역별 연대가 중요하다. 4대강을 따라 연대해도 좋을 것이다. 영남권, 호남

권, 경상권, 수도권, 강원권 속에 교구들이 연대한다면 교구의 벽을 넘을 수

있고, 연대가 문제해결의 큰 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좋은 예로 동강살리기

운동 사례가 그렇다고 본다.

157)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11.20.)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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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생태계의 위

기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제 민족과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한 바가 있다. 전국환경사제모임에서 천주교환경연대를 거쳐 천주교

창조보전전국모임으로 성장해온 이 네트워크는 ‘연대성과 조직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소위원회 그리고 서울대교

구 환경사목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여 한국천주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2001년 5월에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출범한 ‘종교환경회의’158)와 연대를 구성

하여 천주교만의 종교적 무게를 실어야 한다. 만약에 새만금 삼보일배(三步

一拜)를 천주교환경연대가 동반하고 종교환경회의에서 함께 동행 하였다면

동강처럼 모범사례를 남겼을 것이다.

생태운동은 교구에 따라 활동방향이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사목자 개인적으로 본당 사도직에 더해진 활동으로 여겨지거나 개인이 실천

할 수 있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 내의 생태운동이 소수의 예언자들의 외침이었다면, 이제 교

회전체가 하나의 녹색교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떤 특정 단체의 일이 아니다. 가톨릭 생태운동은 본당이나 교구,

전국의 교회가 생태 복음화 사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 것이다. 생태운동

이 조직적인 신앙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대성과 생태사

목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톨릭 생태운동이 시민운동과 차별화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깊

은 성찰이 필요하다. 신자들 대부분이 환경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

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교회가 사회의 생태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우리 생태운동은 반대운동만이 아니라 ‘쇄신운동’이며 ‘사회복

158) 김홍진, 가톨릭교회의 환경인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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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라는 생명운동이다. 새로운 생명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지구정의’159)나

우주적 영성의 뒷받침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선교’에서 ‘하느님 창조 중심’

즉 ‘온 창조물 사이의 상호 선교’로 ‘이해와 실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

야 할 것이다.

2) 평가

1991년 봄에 낙동강 페놀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에 대

한 의식이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폐식용유로 만든 저공해비누

운동이 확산되는 시발점이 폐놀사건이었다. 역사적으로 1989년 7월 14일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열면서 ‘환경오염 남

의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같은 해 7월 18일에는 ‘공해

문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1980년 말 환경과 공해문제에 교회가 공

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20년이 지난 같은 봄에 2011년 이번에는 낙동강이 아닌 왜관

수도원 옆 미군부대에서 고엽제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다.160) ‘페놀과 고엽

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둘은 석유화학문명의 상징처럼 느

껴진다. 고엽제의 사촌 제초제는 여전히 농촌에서 빠질 수 없는 자재임을

우리는 늘 목격한다. 왜관분도 수도원에서 개최하는 ‘고엽제 진상규명’ 연대

미사에서 고이사악 신부는 강론에서 다음과 같은 깊은 성찰을 하였다.

“우리수도원은 제사직에 늘 충실하였고 대구대교구는 왕직에, 안동교구는

예언직에 투신하였지만 우리는 예언직에 소홀히 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예언직에 소홀함은 어디 한 교구뿐인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159) 제임스 콜론, 우리 시대를 위한 지구 이야기, 분도출판사, 1994.

160)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투쟁백서 자료집, 2011년 5월- 2012년 3월.

공교롭게도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10월 8일 동

지역을 특별재난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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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직에 무관심하지 않는가? 평신도와 수도자와 성직자간의 현장사목 안에

서 깊은 괴리는 1991년 우리밀운동, 1998년 동강살리기 운동 때 보다도 지

금의 밀양 송전탑과 강정마을 문제에서 더 깊어지고 있다. 온 창조물의 상

호 선교의 투신은 성직자나 수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특정 신부나 수도

자의 예언자적 외침만이 아니다. 생태와 교회의 미션은 더욱 불가분의 관계

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의 이 미션은 더욱 통합되고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삼척반핵평화운동과 영덕반핵평화운동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정

의와 생태정의가 통합되어 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와 주교단 안

에서는 담화문이나 성명서를 통해 서서히 균형을 잡고 있는데 평신도가 주

축인 본당의 현장까지는 길이 멀어 보인다.

제주도 강정 구럼비 해변에서 시위대와 연대한 문정현신부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2012년 늦겨울에도 두물머리와 제주도 강정에서 매일 매일 미사가

봉헌되었다. 또한 밀양 송전탑에서 연대 투쟁하던 수녀들이 다쳐도 가톨릭

생태운동은 신앙인의 본분이라기보다 단순히 사회운동의 일부분 정도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현주소가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90년에 <창조물과 함께하는 평화>가 신앙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의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주교

구의 이동훈 신부는 우리 담론 안에 창조영성, 생태영성을 진작시키지 못하

고 우리 내부에 생태신학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있

다. 탈핵 혹은 반핵, 4대강 반대, 새만금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우리

가 반대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전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생태운동이 다른 NGO처럼 반대만 하는 운동으로 일반 사목자들에

게 보여질까? 가톨릭 생태운동이 반대만 하는 운동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

다. 우리는 창조와 축복의 영성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례를 발굴해 내고

실천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아주 최근에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인간의 구원을 매개하는 데 있을 뿐이

며 예컨대 자연과 환경 문제 등은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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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는 성직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구적으로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투신이 하느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사명임을 명확히 밝혀 주었고, 교황 베

네딕도 16세는 2007년 ‘평화생태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세계의 평화가 어

떻게 창조질서와 맞물려 있는가를 확고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생태와 평화의 단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

원을 하느님의 창조질서와 통합한 형태로 자신의 직분을, 그리고 교회의 존

재 이유를 자각하고 실천해 가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

다. 이는 교회의 미션 이해와 실천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미션에서 하느님

의 창조 중심의 미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가톨릭 생태 복음화 운동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는 창조적으로 계승하지 못했다. 예컨대 1980년대 초 원주교구에서 선구적

인 농민사목을 통하여 형성한 유기농업과 1985년에 원주에 세워진 소비조합

운동, 1986년에 서울 제기동에 한국 최초로 등장한 한살림농산에 관한 실천

적 비전을 우리 교회는 1990년대 이후 계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 실

례로 1960년 5월 메리 가별 수녀가 투신한 신협은 신협대로, 1980년대의 지

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이 통합한 ‘조 한 알 생명살이’161) 한살림생협은 생

협대로 우리 교회의 구원사업에서 통합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렸다. 그리고 이런 실패에 뒤이어서, 교회 안에서 김추환 추기경의 적극적

인 지지로 1990년도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우리 농촌 살리기와 서울대교구

의 ‘하늘땅물벗’ 운동과 같은 생태와 환경운동이 이미 형성되었던 생태 복음

화의 비전을 계승하지 못한 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적인 시행

착오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태동한 서울대교구의 가

톨릭 환경운동인 ‘하늘땅물벗’ 운동이 1994년 해체되고 서울대교구의 환경사

목에 흡수되고 말았다. 또 대구대교구는 역시 1990년대 시작한 ‘푸른평화’와

사목국 안에 둔 ‘가정․환경․생명’은 환경문제를 교구의 본당 사목에 통합

161)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99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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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시도했는데 2000년대에 부서가 없어지고 푸른평화 만 교회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구대교구는 2008년 환경위원회로 잠깐 활동하다가 2011년

부터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생태사목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다시 시

작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162)

‘평화를 이루려면 창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는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간

절한 외침은 본당마다 동반하지 못하고 단순히 본당시설이나 관리분과 위원

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는 것

은 1980년대 정의구현사제단의 가톨릭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환경사제모

임의 가톨릭 생태 복음화 운동의 4대강과 강정바다, 왜관 수도원의 고엽제

사건, 밀양 송전탑과 핵발전소, 탈핵과 생명 농업을 향한 여정이 미션 안에

서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다는 역사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농산물이나

건강식품, 무공해, 저공해 식품, 자연명상 등 일반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의 구조적 불의가 어떻게 생태정의와 상관되는가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생태영성이 주목하는 축복과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불의

나 역사의 현장을 소홀히 하는 비역사적 낭만주의식 생태중심주의나 빗나간

웰빙주의’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63) 그래서 생태복지 모델과 현대

생태 운동의 한 메카인 원주의 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와 장일순선생의 생명

사상이 중요한 이유이다. 사목자들이 생태신학이나 영성이 중요하다고 말하

면서 우리 신심과 영성의 이원론적 구조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우리

의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창조물 사이의 친교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있다는 것인즉 축복이다.

산다는 것인즉 축복이다’는 매튜 폭스의 원축복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과 소외를 치유하는 것이 현장사목의 레시피이다.

162) 2008년 대구대교구 안에 환경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고 초대 위원장에 전헌호 신부가 맡

았다. 이 위원회는 2011년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흡수 되었다.

163)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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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톨릭 생태 운동의 성찰을 통한 과제

떼이야르 드 샤르뎅은 20세기의 위대한 저서 ‘인간현상’에서 첫 인류는 처

음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았을 때 전 세계가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였다.164)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회

개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성장과 발전, 진화를 겪게 된다. 이는 비단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의

황폐화’가 절망과 체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계획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난 20년간의 가톨릭 환경운동을 성찰하였

으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자 한다.165)

교회에서 벌리는 우리농산물살리기 운동이 사회정의와 생태정의가 하나의

미션 안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웰빙이나 무공해를 찾는 이른바 돈 있는 사

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류들이 오히려 공해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일 수 있

다.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자고 시작된 유기농산물운동이 돈 많은 사람

들을 위한 운동이란 비판을 종종 받은 적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

한 연민과 공감이 결여된 각가지 운동은 신분적 우월로 이해하는 ‘현세적

특권주의’로 빠질 수 있다. 평신도의 참여 없이 생태운동이 소수의 예언자들

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운동들이 ‘사두가이파’로 전도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겪었다. 가톨릭교회 안의 교계 제도가 주교단과 사제단, 수도자와 평신도가

마치 특권이나 계급처럼 따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시대의 성

직자나 수도자들이 신자들의 삶의 자리에 통섭되지 못하고 사변적 강론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신앙 공동체의 갈망’을 귀 기울

이지 않는 체 진정한 소통을 막은 실례가 많았음을 알게 된다. 본당을 녹화

하려는 사목자의 의지가 성모신심을 좋아하는 일반 신자들의 수준을 고려하

164) 떼이야르 드 샤르뎅, 인간 현상 이해, 129.

165) 성사적 과제는 Denis Edward, Ecology at Heart of Faith, New York: Orbis Books,

2006; Dorothy C. Mcdoougall, The Cosmos as the Primary Sacrament,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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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시피 하여 사목자가 떠나면 곧 본 자리로 돌

아가는 신자들의 관성의 법칙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는지 성찰하게 된다.

지난 20년 가톨릭 평화 운동을 성찰해 보면 우리의 신학과 영성과 사목

안에서도 그동안 하느님의 창조를 구원에서 떼어놓고 신앙 실천을 강조하였

고, 그 구원도 사람중심으로 기획하였던 한계가 지금의 현장사목에서 그대

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짚어 보았다. 이것이 우리 생태 복음화의 현실이

다. 그 과제는 무엇인가? 창조로서의 구원과 구원으로서의 창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과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공동체 과제

- 히어라키에서 홀라키에로166)

지금까지 생태평화운동은 특히 4대강이나 강정 해군기지 그리고 반핵평화

운동에서 성직자나 수도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치열한 투쟁을 하였다. 그것

도 일부 소수의 뜻이 있거나 깨달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 환경사제모임에서 천주교 창조보전전국연대모임으로 확대한

것도 공동체가 성직자나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따로 따로 분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종교 주체들의 상호존중에 입각한 공동체 연대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肢體)로서 형제적 사랑을 좁은 의미에서 그리

스도교 안의 관계나 특수한 신분의 인간끼리의 배타적 형제애로 한정지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운동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낭만주의적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다. 성직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군림하는 성직

주의에서 평신도 주체화의 뱃심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생태 운동이

진작될 것이라고 본다.

실제 서양은 오랜 세월 동안 타락과 속량중심에 길들여진 영성 신앙 여정

166) 홀라키의 교회 (Holarchical Church)는 자연적 계급주의이며 인위적 계급주의(질서)는

hierachy이다. Cletus Wessels, The Holy Web: Church and the new Universe

Story, NY: Orbis Book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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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어왔다.167) 이 여정은 한국 천주교회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이다. 20년

동안의 생태운동에도 불구하고 본당의 현장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근본

이유는 영육 이원론의 도식 속에서 내세구령주의가 창조계 전체를 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죄와 구원 도식에 갇힌 신학과 영성과 사목이 땅에 대한 사

랑이나 이 우주 세계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

어 버렸다.168) 그러므로 새 우주론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이 과제

라고 볼 수 있다.169)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에 의하면 개개의 미립자가 하나로 모여 전체

를 구성하지만 입자 하나는 이미 전체의 구성 내용(차이화, 주체성, 관계성)

을 포함한다.170) 이런 생명현상은 모든 창조물이 절대 유일신의 지배에 종

속되어 구원되는 관계가 아니고 모든 유기체가 이미 생명의 창조, 거룩한

성소를 지니고 있어 자발적으로 분화되어 순환됨을 보여준다.

우주는 스스로 창조되어 스스로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71) 태초의 우

주부터 각 부분은 공동체로 생겨 났고，각 부분은 내면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결속된다. 식물 이파리의 세포와 잔뿌리 세포가 단일한 조직 활동에 개입되

었듯이 부분과 공동체는 개별적 분화와 통합의 조화로운 양상으로 동시에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 중심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이원론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

회 공동체는 과거 위계적 계급적 사다리꼴 은총구조나 서구 가치의 계급구

조에서 탈피해 자연계와 인간의 존재적 순환，우주적 소통의 생태대를 향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곧 우주가 의식적 자아인식의 형태로서 내부에

167) 매튜 폭스, 원복, 30.

168) 폭스의 타락과 속량 영성과 창조중심의 영성을 비교해 보면 가부장적, 원죄, 이원론적,

개인적 구원, 우주적 그리스도가 없음, 같은 책, 341-344.

169) 매튜 폭스, 창조영성, 41-43.

170) 토마스 베리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의를 우주론적 모델과 연결시킨다. ‘아버지를

차이화의 원리로, 육화한 아들을 내적 명료화의 원리로, 성령을 창조적이며 아파하는

것을 품어주는,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힘으로 제시한다.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17.

171)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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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신비를 우리 스스로 사색하고 경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3, 4>

<그림 3> 하느님과 인간관계 <그림 4> 피라미드형 생명구조

이제 교회는 이처럼 새로운 흐름에 눈을 돌려 인간 중심의 하나의 교회공

동체라는 틀을 깨고 우주와 지구, 생명과 인간 공동체 즉 궁극적 공동체는

우주 전체가 이루는 공동체를 펼칠 시대가 왔다. <그림 5, 6>

<그림 5> 우주 홀라키 <그림 6> 생명의 순환

최근에 그런 수도원 공동체를 창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뉴저

지 주에 도미니칸 수도회 미리암 테레스 맥길리스(Miriam Therese

Macgillis) 수녀는 이 운동의 지도자이다. 맥길리스 수녀는 우주 이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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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사회 변혁을 위해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도 했다.172)

자신이 속한 생태지역주의(bioregion)에서 생태적 감성을 갖추고 자연 순

환 절기에 따라 동화되는 실생활의 토착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덧붙

여 우주의 신비，새로운 우주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여러 종교와 물리․철

학․예술의 사상적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몸짓, 진리를 함께 풀어내려는 공

통의 위대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다른 종교 전통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상적 경계만이 아니라 우주의 본성인 평등성에 기초해 누구나 창조

력을 출산해 낼 주역임을 깨달아야 한다.173) 평신도와 성직자, 남과 여，지

위의 고하 등 존재의 차별을 없애고, 양극으로 분리된 양성적 심성을 지양

하여 우주의 본질, 뭇 생명을 포용하며 존재의 평등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현장의 모습은 이런 생태

공동체의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 지역 농민과 고령의 지역주민, 성직자와 수

도자, 전국에서 온 환경운동가, 타종교인, 어린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연대

하고 있다. 특히 수도자들의 활동이 눈에 두드러진다. 토마스 베리의 생태대

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역할, 소공동체 운동과 다양한 생태영성의 활

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174) 연구자는 1995년부터 한국 천주교회의

소공동체운동과 생활협동조합의 모형을 결합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시

키고 지역과 시민 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생태 영성을 접목시키려 했으나 소

172)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47.

173) 베리는 이제 끝나는 신생대(Cenozoic)가 가부장적 지배를 받아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

로, 앞으로의 생태대(Ecozoic)는 여성적 원형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토마스 베리 신부와 토마스 클락 신부와의 대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149.

신생대는 지난 6,500만년 동안 발달해 왔고 현재 우리 산업경제에 따라 악영향을 받은

지구 생명 체계가 진화해 온 시대이다. 생태대라는 단어는 현생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

생대로 분류한 과학적 전통에서 유래한다.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44. 그러나 토마

스 베리는 ‘생태대를 궁극적으로 지구 위에 있는 인간의 행동과 지구 전역에서 창조의 균

형을 위해 기능하는 다른 힘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405.

생태대에 대한 12가지 이해는 정홍규의 평화 생태 이야기, 182-183.

174) 매튜 폭스, 원복, 14-15; 전헌호, 가능성과 한계, 53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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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즉 생태 공동체를 단순히 본당조직이나 교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위계적 의식구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위 성경만 있고 그 안에서 말

씀을 통해서 삶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일용할 밥(경제)을 통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밥은 곧 생태이다. 소공동체운동의 성패여부는 말씀의 구조와 생

태의 구조를 통합시켜 이용훈 주교가 가톨릭신문에 연재하는 협동조합175)으

로 나아갈 때 통합적 생태복음화의 원리가 가동될 것이라고 본다.

2) 사목적 과제

황종렬은 본당이든 교구이든 공동체이든 생태복음화의 원리를 다음 5가지

로 정리하였다.176)

첫째, 민족과 역사를 존중하는 생태 영성

둘째, 사회 정의와 통합된 생태 영성

셋째,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는 생태 영성

넷째, 신앙 공동체의 갈망에 응답하는 생태 영성

다섯째, 지역과 시민 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생태 영성

(1) 지역에 열린 본당사목

연구자는 1990년대에는 대구 달서구 월배와 상인성당에 만 5년을 본당의

녹화라는 비전으로 투신하였다. 이 후 5년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 가정․

환경․생명 담당 겸 환경전담 신부와 우리 농촌살리기 본부장으로 교구전체

의 사목의 기획자로서 투신하였다. 5년은 본당에서 5년은 교구에서 이른바

생태 평화운동을 주테마로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2000년도부터는 1990년대

의 교구나 본당의 사목구조를 혁신하는데 소홀함을 깨닫고 2년간의 유학과

대구 수성구 고산성당에서 4년 그리고 경산시 경산성당에서 4년 동안 본당

의 녹화비전을 지역 사회와 통합된 사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목을 하였

175) 가톨릭신문에 2011년 4월 24일부터 ‘이용훈 주교에게 듣는 신앙과 경제’ 코너로 2013년

12월 15일 현재 121회 째 연재 중이다.

176)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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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당의 녹화 프로젝트는 생태 복음화의 원리인 ‘지역과 시민 사회가 함

께 실천하는 생태 영성’으로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당 녹화를 기획하고 실천하였던 월배나 상인 그리고 고산과 경산성당에

는 신자들의 추억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흔적조차 없다고 본다. 물

론 달서구에는 푸른평화협동조합이 10년 동안 지역 속에서 살아 있지만 본

당 구조하고는 별개의 조합이다. 본당신부가 떠난 다음에도 소비자협동조합

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리 잡은 중요한 이유는 반복적 학습, 그룹 학습, 소

공동체 조직, 연구 발표, 사례 발표, 강연회 개최, 현장 체험, 저공해 비누만

들기, 유기 농법 생산지 방법, 농산물 직거래, 낙동강 탐사 등을 통해 ‘지속

적인 교육’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목적 과제의 관건은 얼마나 교

육을 계획적으로 기획하고 지속가능하게 반복적으로 의식화하느냐에 달려있

다고 본다.177)

수성구 고산본당의 녹화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사목자 간 연대의 실패에

서 비롯되었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고산성당의 경우 지역 본당이 ‘지역

사회와 소통구조’가 살아 있을 때 본당도 활성화되고 또 본당의 녹화 기획

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물론 고산성당에서도 소비자 협동조합

은 아니지만 ‘생명의 공동체’의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과 도시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유기농 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본당

신부의 마인드가 죄와 구원중심의 콘셉트로 바뀌고 가톨릭 생태 평화운동을

일반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사목을 하면서 지역 사회의 소통이 막

힘으로서, 그 본당과 지역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이

다. 본당의 녹화사업으로 고산본당 안에 재생센터인 늘 소박한 가게, 본당

화장실을 이용한 BM 활성수 플랜트, 본당입구 태양광 가로등을 후임 본당

신부가 환경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모두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고산본당은 사목자간의 연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비단 고산

성당의 경우만이 아니라고 본다.178) 교회 안에 연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177)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212-247.

178) 사목자간의 연대의 실패는 월배, 상인, 고산, 경산 네 곳의 성당에서 반복되는 실패였

다. 사목기획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혼란은 결국 냉담자와 냉소주의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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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패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본당 안에서의 생태운동의 실천 방향을 정립하는데 이 점을 감안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본당신부의 재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

장하도록 건의한 이유는 사목적 기획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뿌리를

내릴 수 있기 위함이다.

(2) 가톨릭교회의 장점인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가톨릭 생태운동사에 있어서 성공사례인 동강댐 반대운동의 시작은 그 지

역교회의 신자나 주민을 위한 사목활동에서 시작되어 다른 종교단체와 환경

단체와 연계하게 되었다. 동강운동은 처음에는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 했던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생태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운동이 점차 전국적으

로 확대되었다. 사목자의 생태 영성이 신자들을 생태운동으로 이끌 수 있고,

교회의 막강한 조직이 동원되어 성공적인 생태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동강살리기 운동은 가톨릭교회가 본당․교구․수도원․수녀원

등 잘 짜인 조직을 이용하면 운동의 확산과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

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179) 가톨릭교회와 연대한 생태운동은 높은 신뢰감과

도덕성과 더불어 조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보인 교구와 사제단, 수도회, 평신도들의 조직력과 시민사회의 연대야말로

가톨릭교회가 가진 생태운동의 장점이다.

(3) 비전있는 사업, 공동체 재생 활동사업180)

한국 천주교에서 자주 여는 리사클 운동인 ‘즐거운 불편’ 또는 ‘늘 소박한

가게’가 있는데 각 본당에서 녹색 재생사업을 사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본당마다 지구마다 있는 ‘아나바다 센터’라든가 아름다운 가게, 산행순

례, 자전거 축복식, 공정무역 제품 사기, ‘오병이어 가게’, ‘늘 소박한 가게’는

영성과 삶을 잘 통합할 수 있는 녹화사업이라고 생각한다.181) 사목자가 사

179) 김홍진, 가톨릭교회의 환경인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134-135.

180) 숀 맥도나휴, 교회의 녹화, 성찬성 역, 분도출판사, 1992, 331.

181) 고산성당에는 늘 소박한 가게, 경산본당에는 오병이어 재생 센터를 지역주민을 향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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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성사주의나 성경주의를 넘어 자연주의를 3가지 잘 통합하면 우리

의 신앙살이도 풍요롭고 치유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녹색재생 사업이

비전이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소비주의에 대한 중독에 역반응으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182) 그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순하게’ 삶을 지

향하는 영성욕구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자발적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의식적으로, 더 심사숙고하여, 그리하여 목적있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183)

소비하고 낭비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잠재력을 더 개발하고자 노력하

고 문화와 예술의 창조적인 일에 더 몰두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신

의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생활자재를 공유하려는 신물물교환 시대의 도래

에 맞추어 본당에서 녹색리사이클링 선교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면 생활

속에 생태영성과 삶을 살아 갈 것이다.

(4) 녹색선교

본당에서 기획하는 선교도 선교의 띠를 두르고 거리에 무조건 나갈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구 살리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당이 연대하

여 ‘사회적 실천’을 해 나간다면 천주교의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미지

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대리구별로 오병이어, 지구별 마켓과 협동조합, 웰빙

바자회, 지구별 성당 매달 농산물 직거래시장, 벼룩시장, 농민장터 등 지역

과 본당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간접선교이며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늘 절간처럼 비어있는 본당시설과 주차장만 있는 교구청의 자리를 사회적

기업 축제나 마을기업 박람회, 가톨릭 청년 일자리 창안 축제 등으로 시끌

법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창연 신부가 우리 교회의 환경운

동이 신앙과 접목된 형태일 것과 대량소비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생활문화

운동으로 방향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과제인식이다.184)

었는데 사목자간의 연대의 실패로 지금은 사라진 상태이다.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145-146.

182) Duane Elegin, Promise Ahead, 71.

183) 같은 책, 81-85.

184) 2004년 천주교환경연대 생태피정 자료: 창립선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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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지오의 녹화

천주교의 신심단체인 레지오는 아주 역사가 깊고 모든 본당마다 이 레지

오가 건재하다. 심지어 어느 본당에서는 소년․소녀 레지오가 있을 정도이

다. 고산 본당에 있었을 때 지역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레지오

를 소공동체로 전환시켜 보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때 레지오 단원들

이 교회에서 왜 생태운동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교회와 환

경운동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신심과 신앙을 혼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의 원인은 비판하는 그들에게 있다기보다 교회가 영성과 사회적 영역을

통합한 총체적 삶으로써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안중근

의 동양 평화론이나 정약용의 실학영성이 바로 그것이다.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의 부활과 더불어 ‘지구 어머니’와 ‘성모 마리

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레지오에 지구살림의 역할을 주면 좋을 것으

로 본다. 이러한 생태 여성주의에 대한 응답으로 토마스 베리는 우리에게

전통적 성모님과 지구 어머니의 통합을 제안한다.185) 우리 의식 속에서 창

조주 하느님과 어머니 지구의 모상을 통합하고, 창조를 지구에서의 하느님

의 내재적 힘과 초월적 말씀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인정할 때가 왔

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다시 한 번 하느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깊은 원천

이 될 수 있으며, 지구의 여성성에 의해 지구와 우리 자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모태 지구와 인간 간의 새로운 관계를 포

함할 영성이 필요하다. 토마스 베리는 모태 지구와 전통적 성모 마리아를

새로운 관계로 연결하라고 제시한다. 지구와 마리아라는 두 가지 실재를 어

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결합시키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 지금까지 마리아

의 존재는 지구 진화 과정과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지구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의 연결은 거의 없었다. 모태 지구가 어떤 역사적 인

물과 동일시된다면 그녀는 성모 마리아다. 마리아가 지구에 대해 언급하는

말들은 힐데가르트 수녀의 저서에서 어렵잖게 발견된다. 중세시대의 서구

그리스도교처럼 여성의 신비에 그렇게 깊이 뿌리내린 문명은 없었다. 지구

185) 수잔 클라크, 지구 축일 찬양하기, 75-77;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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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적 인간을 통해 구체화되려면 성모 마리아와 어머니 지구를 동일하

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목적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레지오는 생태

여성주의에 응답하여 성모님과 지구 어머니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인식의 과

제로서 먼저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담론으로서 에코페미니즘 즉

생태여성주의를 배우는 것이다.186)

(6) 용어의 문제

전국 교구마다 이 문제를 지적해 내는 위원회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

다. 환경, 환경과 생명, 환경도농직거래, 시설환경, 정의평화환경, 창조보전

위원회 등 기구나 이름,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속도 분명하지 않

다.

<표 1> 교구별 생태․환경 관련 위원회 명칭187)

교구 명 칭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사목부 내 정의평화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3개관련 위원회)

춘천교구 사회사목국 내 민족화해 및 정의평화 사목 지원

대전교구 사회사목국 내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한 업무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내 환경사목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내 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한마음운동본부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사목국 내 환경농촌사목위원회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주교구 교구위원회 내 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 가정사목국(교구 생명위원회 운영)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사목국(생명운동본구, 농민사목)

전주교구 정의평화윈원회

제주교구 가정사목위원회

186)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253.

18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www.cbck.or.kr/)에서 조사. 평양, 함흥, 군종교

구와 덕원자치 수도원구는 제외하고 조사. 원주, 안동은 해당 위원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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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 직제에서도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라고 표기하고

있다.188) 교구든 본당이든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용어이든 용어가 정리되지

않고 생태와 환경의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다.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통합

하는 ‘생태위원회’로 분리 승격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교구기구에는

환경위원회는 있어도 본당에는 없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우리농매장 운영

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환경위원회가 본당의 시설관리, 행사준비 부서로 생

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환경하면 재활용 또는 농산물매매라고 생각한다.

가톨릭 7개 대학에서도 사회 윤리의 한 부분으로, 독자적으로 환경신학을

가르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190개 본당의 사목 평의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사목

자들이 생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189)

<표2>와 같이 환경시설위원회 110개 본당, 시설위원회 25개 본당, 환경

위원회 15개 본당, 도농위원회 4개 본당, 사회환경위원회 3개 본당, 도농환

경위원회 2개 본당, 가정환경위원회, 여성환경위원회, 성전환경위원회, 환경

관리위원회, 환경도농위원회, 조경환경위원회로 표현하고 있다. 아예 이름조

차 없는 본당은 25개 본당이 된다. 생태위원회는 한 본당도 없다. 거의 초보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본당의 사목 위원회 직제 속에는 환경위원회라는 말보다는 ‘생태위원회’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88)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http://www.cbck.or.kr/ 참고.

189) 2013 대구대교구 주소록, 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2013.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국, 본당봉사자 직무 교육 자료집, 2013년 사제총회에서 배부한

자료집에서는 환경위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편찬한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본당 사목평의회 환경분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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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구대교구 환경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칭 본당수 비고

환경시설위원회 110

시설위원회 25

환경 위원회 15

도농위원회 4

사회환경위원회 3

도농환경위원회 2

가정환경위원회 1

여성환경위원회 1

성전환경위원회 1

환경관리위원회 1

환경도농위원회 1

조경환경위원회 1

위원회 없는 곳 25

계 190

자연에서 환경을 거쳐 생태로 지평이 확장되었고 평화 생태학이라는 패러

다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년의 공해 추방운동 차원에 머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목자들이 본당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본당 행사

때마다 동원하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의 생태 영성과 함께 생태 사도직의 진정한 목표를 위해서 신학대

학의 신학생들과 사제양성 재교육과 본당 사목 현장에 사목하는 사제들의

교육이 시급히 요청됨을 보여 준다.

3) 신학적 과제

20년 동안의 생태운동 현장에서 한결같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생태신학

이나 창조영성의 부재라고 지적한다.190) 사목자들의 타성이 되어 버린 사고

190) 전헌호, 인간에의 연민, 분도출판사, 1991. 이 책은 한국 가톨릭에 있어서 최초의 생태

신학라고 생각한다. 현대 문명과 공해 문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비판 및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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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인습적 언어에서 탈피하지 못한 탓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어릿광대

와 불타는 마을’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릿광대의 광대옷이 문제라면

옷을 갈아입고 분장만 지우고 자연보호라는 띠를 몸에 두르고 외치면 문제

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깊이 살펴보면 문제는

외양이나 사목의 스타일의 위기에 있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신학과 영성,

강론과 성사집행이 내 세우는 바가 우리 삶과 현실과 맞지 않아 전혀 겉돌

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점은 우리의 사고구조를 완전히 바꾸

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

기 같은 것이 없었다. 또한 우주는 당연히 하느님의 계시로 이해되었다. 그

러나 이런 생각은 점차 사라져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파괴

된 자연으로, 오염된 물, 매캐한 공기, 환경 호르몬의 먹을거리, 산성화된 토

양들 지구 행성은 파멸되어가고 있는 지구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근본주의 신심이나 유사영성, 뉴에이지가 아니라191) ‘지구영성’, ‘행성지구를

위한 신학’이다.

“왜 이 지구에 대한 약탈이 그리스도 문명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리스도

교적인 인생관속에서 발생했는가?”192)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붕괴, 후쿠시마 원전 대 사고, 바다의 오염, 에너지의 위

기, 더 강해진 폭풍우, 더 강력한 홍수, 더 강해진 태풍, 지구 사막화의 확

장,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만년설로 인한 해수면의 파괴적인 상승, 70억 인구

의 증가, 종의 대량 전멸, 자연자원의 탈취, 가난과 축소된 기회 등 오히려

우리는 지금 막 벌어지는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191)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신학전망(제 143호, 2003), 오갑현 신부의 논평과 연구자의 논문

‘환경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 우주 이야기’를 참조.

192) 토마스 베리신부와 토마스 클락 신부와의 대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수치심의 은

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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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들의 시대의 표징에 대해서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3)

토마스 베리는 우리가 당면한 재난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고 있다.194)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에는 배 안에서 어떤 난관들이 있건 간에, 배고

픈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가 어렵든지 간에, 지금 당장 배가 침몰하고 있는

데, 우선 그 문제부터 손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적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연을 읽기 보다는 아직도 성경책을 붙들고 있

는 셈이다. 우리는 결국 책을 읽으면서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토마스 베리는 오늘날의 사태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가장 좋은 길은 잠시

동안 만이라도 성경을 서가에 꽂아 두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가 잠시라도

거리를 두고 보면 우리는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를 요약할 수 있다.195)

① 지구가 황폐하게 되었다

② (린 화이트가 일찍이 지적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서구 사회

의 영적, 도덕적, 인본주의적 역량이 미흡하다.

③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국 가톨릭 생태영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다음 3가지 사실을 주

목하지 않을 수 없다.196)

첫째는 각 교구나 본당에서 기획한 녹화프로그램들이 본당 안에서 어떻게

생태활동을 할 것인가? 본당의 녹화를 위해 교구는 조직이나 교육을 어떻게

193) Duane Elgin, Promise Ahead, 15-42.

김준우, 기후붕괴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대책,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전헌호. 가능성과 한계, 119-260 참조. 식량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물의 오염에 대한 문제,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94) 토마스 베리 신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125.

195) 같은 책, 179.

196)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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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라는 접근이다. 신학이나 영성의 문제보다는 환경보전교육, 자원

재활용, 환경학교, 우리농촌학교, 본당대상 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환경윤리

선언대회, 농산물직매장, 도농교류프로그램, 저공해비누생산, 사안별(4대강,

새만금, 송전탑, 핵 폐기장, 핵발전소, 제주도 해군기지 등)로 시민단체와 연

대투쟁에 집중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생태복음화가 지역사회에 많은 영

향을 준 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세부 계획과 활동

과 대안을 담을 수 있는 틀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환경문제를 위한 사목

방향, 교구의 실천 강령, 본당의 세부지침 등 본당과 교구에서 환경에 대해

개량주의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 급변하는 ‘신앙 공동체의 갈망에 응답하는

영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너무 지나치

게 늘 그랬듯이 ‘관리자 직분의 개인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 하라 저

것 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것은 강을 어떻게 공동으로 잘 보전하기 보다는

생수통을 들고 약수터를 찾는 것과 같다. 작은 것에 안주하면서 큰 것을 잃

는 것이다. 농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무공해만 선호하는 웰빙 부류들이 생

태영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와 통합된 생태 영성 즉 인간을 포용

한 생태인식, 자연을 포용한 정의의식, 이 둘이 만나는 지평이 부족한 사목

현장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목자마다 사목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영성에 따라 신학에 따라 사목자 본인이 선호하는 테마에 따라 본당에서 더

강조되거나 아예 무시되거나 환경은 신앙과 관계없다고 말하거나 개량주의

적 접근이나 개인윤리접근이 사목자의 종교적 감수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벌

어질 것이 뻔하다. 한국 가톨릭 생태운동사에 드러난 6가지 과제 중에서 신

학적 과제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사목자들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는 것은

신학적 생태적 의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사목현장

에서는 생태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융은 “개인의 역사에서처럼 집단의

역사에서도 모든 것은 의식의 발전에 달렸다.”고 말했다.197) 그래서 우리가

197) Duane Elgin, Promise Ahea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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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은 다음의 세 번째이다. 토마스 베리의 주장처럼 패러다임의 변

화이다. 신학의 근본을 바꾸자는 것이다. 매튜 폭스는 원복(Original Blessing)

에서 두 가지 물음을 던진다.198)

첫째는 우리의 지혜와 생존 추구에서 인류는 종교의 새 패러다임을 요청

하는가? 둘째 창조중심의 영성전통이 그런 패러다임을 제공하는가?199)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인간, 서구 문명, 아시아 대륙만이 아니라 지구자체

의 생태계, 지구 자체의 지질 심지어 지구 행성의 화학적 성분까지 변화시

켰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와 파괴를 초래한 신학, 사상, 제도, 종교, 윤리 등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역사상 이런 변화는 처음 당

하는 것이다. 떼이야르도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오로 이래의 가장 큰 변혁

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교 신학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신학, 종교 생활, 혹은 윤리적 가르침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5천년 동안 일어난 변화들 가운데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다.”200) 우리의

신학적 과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약 1,000년 만에 우리 앞에 등장한 교회박사이며 성녀인 힐데가트 수녀의

통합적인 신학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발효시켜 공유하느냐이다. 힐데가르트

의 비전의 책 삼부작 교리서인 ‘쉬비아스’(1141- 1151), 윤리지침서 ‘책임있

는 인간’(1158-1163), 그녀의 마지막 저서로 우주론인 ‘세계와 인간’(1163

-1173)이 바로 그것이다. 떼이야르가 과학에서 신학으로 베틀을 놓았다면

힐데가르트는 정반대로 신학에서 과학으로 베틀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201)

힐데가르트의 저술에 대해서 가장 논쟁이 심한 부분은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한 저술들이다. 1151년에서 1158년까지 ‘자연학’이라고 불리는 동물과 인

간의 치료에 대한 작업과 ‘원인과 치료’라고 불리는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

198) 매튜 폭스와 창조영성대학과 벗에 대한 연구자의 이야기는 산처럼, 140-144.

199) 매튜 폭스, 원복, 2.

200) 토마스 베리신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24.

201) 빙엔의 힐데가르트, 세계와 인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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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힐데가르트가 베네딕도 성인과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베리나 떼이야르와 아주 다른 점은 신학자이고 과학

자이지만 여성으로서 예술에 대한 시대적 갈망을 잘 알고 있었다.202) 다른

신학자와는 달리 힐데가르트는 한 가지 더 통합시켰다. 바로 예술이다. 77편

의 작곡, 노래와 시, 미사 때 사용하는 응답송, 그녀의 도덕극 ‘성덕의 열’이

라는 오페라, 더 특별한 점은 ‘쉬비아스’에 담긴 35개의 삽화, ‘세계와 인간’

에 담긴 9개의 삽화를 통해서도 힐데가르트의 종교적 예술적 감수성을 드러

내 준다. 힐데가르트는 경계를 넘나드는 신르네상스인이며 만능인이었다. 모

진 12세기의 격랑의 바람을 방관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

한 설교 여행과 자신이 뜻하는 바, 즉 비전을 끝까지 지켜 나갔다. 생태위기

에 처한 이 행성지구를 구하는 길은 힐데가르트처럼 ‘진화하는 우주론’을 우

리 신학에 통합하는 길이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이다.

실제적으로 사목 현장에서는 토마스 베리의 서사시 우주 이야기는 교육적

인 비전에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면에 매튜 폭스의 창조영성은 본당

사목현장에서 벌어지는 죄(罪) 중심의 신심생활을 균형잡을 수 있는 즉문즉

답(卽問卽答)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학적 과제로써 폭스의 영성을 다루

어 본다.

매튜 폭스(Mattew Fox, 1940 - )는 바티칸과의 갈등 때문에 20세기 말의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 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저서의 내

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폭스는 그리스도 구원사를 너무 창조, 죄-

구원으로 단순한 문제로 다루기 때문이다.2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의 발

랄하고 재기 넘치는 작품인 ‘창조 영성과 원복’의 대중적 인지도는 대단하

다.

202) 매튜 폭스, 원복, 206.

203) 매튜 폭스에 대한 황종렬 박사의 비판은 우리 교회의 깊은 구원사를 너무 창조와 속량

- 구원으로 너무 단순한 문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창조와 축복의 틀이 스스로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폭스는 원복에서 죄- 구원의 틀과 창조

- 축복의 틀을 대비시키며 소통이 불가능한 것처럼 대비시키는데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다는 점이다.



- 119 -

폭스의 원복의 창조는 근본적이다. 특히 폭스에게는 거룩한 창조의 핵심

은 모든 사물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모든 관계들은 신성하다.’204) 게

다가, 창조는 생명을 갖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느님의 원축복으로서 지

구위의 모든 존재들의 본질이다. ‘최초의 축복은 어떤 죄에 선행한다.’205)라

고 쓰고 있다. 폭스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은 원축복에 깊은 뿌리를 내

린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그 패러다임을 그는 ‘창조 영성’으

로 명명한다.206)

폭스의 생태적 인식은 창조 영성에서 발견되어진다. 폭스는 인류생태위기

를 포함하여 심각한 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요

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폭스는 생태에 대한 현대의 잘못된 개발과 파괴는

그리스도교가 원조라고 진단하고 그리스도교적 관점은 ‘타락과 구원’ 전통에

서 원죄에 대한 아오스딩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폭스는 주장한다.207)

폭스는 창조 영성에서 원축복의 개념을 더 강조한다. 축복에 대한 폭스의

명백한 생태적 동기부여는 축복이야말로 친생태적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하

게 해주는 영적 힘이다. 특히, 원축복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이원론의 관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그 이원적 관점은 세상으로부터 하느님과의 분리, 물

질에서 영성의 분리, 지상에서 천국의 분리, 그리고 비인간에서 인간의 분리

를 유발했다. 교구에서 매년 신년에 발표하는 사목교서나 주교단의 담화문

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생명인식 패러다임이 폭스의 원축복 패러다임, 우주

적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통해 통합적, 전체를 보는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원축복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포함하여

모든 물질을 긍정적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촉진해주고, 창조의 경이로움과

풍성함 속에서 우리를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조화, 배려하도록 촉구한다.

한편 폭스도 떼이야르처럼 우주적 비전을 가졌다. 그는 토마스 베리의 새

204) 매튜 폭스, 창조영성, 20-21.

205) 매튜 폭스, 원복, 14.

206) 창조영성은 새로운 신학의 브랜드가 아니다. 폭스는 새로운 신학적 전통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복음적 오랜 전통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매튜 폭스, 창조영성, 26-28.

207) 매튜 폭스, 원복,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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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우주 이야기를 통한 지구의 진화적 역사는 이해하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적 상호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유내재신론(萬有內在神論)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느님은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 안

에 계시고 모든 사물들은 하느님 안에 있다.’라고 제안한다.208) 이런 견지에

서 만유내지신론은 민주적일 뿐만이 아니라 생태적이기도 하다. 만유내재신

론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의 비이원론적이고 비기계적 관계를 갖도록 해준

다.

게다가, 폭스는 모든 존재들의 본질적 관계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폭스는 서양 종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사적 그리스도

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을 과감하게 주장한다.209)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창조물은 우주적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며, 그리

고 그 심부름꾼은 전체 우주에 퍼져있고 묶어준다. 그러므로 폭스는 ‘우주적

예수님은 모든 사물들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축복하는 것이 예수

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즉 사물들을 해치는 것은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다’라

고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박음은 지구가 공해와 개발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현대의 고난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부활은 대지인 어머니의 우주적

치유이다.

그의 작업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형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생태영성의

형성에도 특출한 기여이다. 폭스의 비전은 지구와 생태적 감수성에 명백히

독창적이다. 즉 창조 영성은 생태위기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

히, 원축복에 대한 그의 강조는 창조의 선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지구

를 축복하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만일 이 생태적 모티브가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인 생태 영성이나 생태신학을 드디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스의 우주적 비전은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일

깨울 뿐만 아니고, 모든 사물의 상호 관계성과 모든 창조룰의 신성함을 제

시해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208) 같은 책, 95.

209) 매튜 폭스, 우주 그리스도의 도래, 송형만 역, 분도출판사, 2002, 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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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치유자로서 행동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구원의 틀은 우리 모두의 뼈 속까지 새겨졌다. 실제로 서양은 오랜

세월동안 죄와 구원, 타락과 속량에 길들여진 영성 여정을 걸어왔다. 우리

모두 익히 아는 터이다. 우리 한국 가톨릭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교의 교리

교육과 강론 체계를 통해 이 길은 우리 모두의 영혼의 인호에 새겨졌다. 죄

냐 아니냐의 구조 속에 우리 가톨릭은 갇혀 살았다. 매튜 폭스는 ‘죄와 구

원’의 패러다임에서 ‘창조와 축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원복’을 통

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역설하였다. 죄와 구원의 이원론 패러다임과 창조

와 축복의 틀로 변형할 수 있을까? 아직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변형이

걸음마 수준이다. 창조와 축복의 틀은 뿌리가 아주 얕기 때문에 길게 멀리

호흡을 해야 한다.

우리 사목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죄와 속량의 틀에서 창조와 축복의 틀

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해의 폭과 포용심이 아주 약하다. 오히려 창조와 축

복의 영성의 길을 뉴에이지나 범신론, 유사영성으로 매도해 버린다는 사실

이다. 지금 우리 한국 가톨릭의 생태 그리스도의 도래가 어려운 것은 아직

까지 창조와 축복의 틀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고 어떻게 이 틀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할 것인지 사목적 관건이다. 또 원축복의 창조와 축복의 틀로써 한

국 천주교회에서 생태와 인간생명을 분리하고 이원화하는 사목적 신학적 구

조를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4) 교육적 과제

현재 생태 위기는 윤리적이고 영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깥(外)세상의

황폐화는 안(內)세상의 황폐화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지구의 관

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현재 교육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의식은 대부분 교육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자연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임무를 위해, 교회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생태적 감수성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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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켜 주는, 그리고 생태 교육이 이것을 성취할 방법이 된다. 생태 교육을

위해, 우리 가톨릭 교육에서는 토마스 베리의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리는 학교에서 우주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을 제안했다. 베리는 아이들

이 진실한 인간-지구 관계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우주 이야

기를 통해,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 인간만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되고 아이

들에게 친밀성을 깨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의 이야기는 생태 교육을 위

한 필수적인 맥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 이야기를 통한 종교 우

주학이 생태 교육 추구를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1990년 운동을 시작할 때 주로 ‘너는 ～을 해야 한다’, ‘너는 ～을 하지 말

아야 한다’는 강요와 명령조의 문구들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레퍼토

리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금도 이러한 대중요법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사람들은 운동의 구호 아래 집단화되고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운동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존재 근거를 별 타당한 근거 없이 곧 당위의 문제

로 환원시키곤 했던, 수천 년 이래 서양철학의 진부한 오류를 다시 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210)

공해의 무서운 현장, 오염된 물, 파괴된 생태계, 죽어 가는 숲 등만을 제

시하는 교육방법론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좋은 동기가 되지 못했다. 충격

프로그램에 의한 반응은 방어와 억압, 부정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인 관심이

나 자발적 주체적인 관심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은 빨리 소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된 환경교육학은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욕구, 청소년과 성인의

희망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청소년들의 두려

움을 조사한 결과, 65%의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 미래 표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두려움에 의한 행동의 동기화는 창조력을 마비시키고 제한시

킨다. 그것은 장기간의 행동들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어떤 힘의 원천도

될 수 없는 ‘절망’으로 변질시킬 뿐이다. 어린이들에게 생태교육을 할 때 부

210)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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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것을 통하여 장기적인 행동을 이끌 뿐 아니라, ‘긍정적인 미래상으로

동기화’를 이끌어 낼 전략적인 필요가 있다.211) 단편적인 처방적인 방법이나

도덕적인 질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90년

1월 1일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제시한 대로 명상을 통한, 창조의 아름다움

에 대한 성찰과 교육이 요청된다. ‘창조는 심미적인 가치 또한 간과할 수 없

는 요소입니다.’(14항) 이를테면, 시편 104장은 생태학적 공동생활의 창조주

를 기리는, 말하자면 생태학적 찬양 시이다. 교육은 발효시간을 필요로 한

다. 속성프로그램은 없다. 단순히 몇 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생

태적 감성을 가르칠 수는 없다. 이를테면 항생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감성을 키워 주는 것이 생태교육학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담화에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공허한

바람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 또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흘

러가서는 안 됩니다.’(13항) 고상한 자연이 아닌 일상생활 안에서 머리로만

암기하는 자연이 아닌, 체험 위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생물 모

두가 다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자각을 부모로부터 한 번도 확인 받지 못한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

태교육은 부모나 성인, 가정에서 ‘생태학적 소양’(Ecological Literacy)212)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일상에서 환경의 문제를 가장 많

이 피부로 느끼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회는 ‘모성주의 경제

학’이라든지 ‘생태여성주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때라고 본다.

산자연학교는 ‘지역기반학습’과 ‘산지여정’을 아주 중요하게 교육과정으로

정한다. 지역기반학습은 학교와 지역의 생태, 경제, 복지, 역사, 마을기업, 사

회적 기업을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배움과 생태교육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긍정적 미래상의 동기화’를 부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학기마

다 산지여정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알도록 생산

211)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53.

212) Michael K. Stone and Zenobia Barlow, Ecological Literacy,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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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생산자를 만나도록 한다. 예컨대 유기농 메뚜기 쌀을 매일 식사에 먹

는다면 이 쌀의 생산지와 생산자의 이야기를 통해 왜 유기농 쌀인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가공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유통이 되는 지를 현장에서 생생

하게 배운다.

사회적 실천은 사회교리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태계 문제의 심각성

을 느끼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환경 파괴가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파괴하

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다. 소공동체 모임

에서 철저하게 사회과학적 교육을 해야 한다. 의식화 없이는 행동으로 나아

갈 수 없다. 1990년 월배성당에서 푸른평화운동을 시작할 때 본당의 녹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본당 교우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신앙과 현실을 결합한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였다.213) 실천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참

중요하다. 생태계 문제의 심각성을 식별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내어, 환경파

괴가 하느님의 창조계획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올바른 행동

이 나올 수 없다. 대구대교구 월배본당이나 상인본당214)이 1990년 초반부터

5년 동안, 지역과 전국에서 환경운동을 선구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사목

자 개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철두철미한 소공동체 모임에

서 사회과학적인 교육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생활 속의 운동은 여성이 주춧

돌이 되어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무서운 화학-화공약품 추방운동215), 2단계는 유기농 직거래운동,

3단계는 청빈의 사회화, 즉 4R216)을 주도하는 되살이운동, 마지막 4단계가

213)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247-248.

214) 같은 책, 215-223. 연구자는 상인본당의 초대 주임신부이었다. 상인본당의 녹화사례가

잘 기록되어 있다. 본당에서 알뜰시장, 중고품시장을 통하여 성당건축기금을 많이 모았

다. 이 시장의 체험은 2000년대 고산본당과 경산본당에서 언제나 소박한 가게와 오병이

어 가게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15) 같은 책, 156-161. 1990년대 생태운동의 가장 기본 실천은 합성세제 추방과 저공해 비

누 만들기였다. 본당은 비누 만들기 공장이었다.

216) 다시 쓰고(Reuse), 줄이고(Reduce), 재활용하며(Recycle), 환경파괴 물자를 거절(Reject)

하는 운동.



- 125 -

풀뿌리 생명공동체 운동이다. 이 운동은 상인동 지역에 하나의 10평의 작은

건물을 임대하여 푸른평화 마켓을 만들어서 이 4단계를 지역시민과 성당교

우들이 함께 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매장은 결국 나중에 본당

소공동체 즉 ‘반모임’을 통한 생활협동조합의 전신이 되었다.217)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인간 중심주의 교리’만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한 가지는 폭넓은 영성과 창조신학을 구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창조가 구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구원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218)

종교․교육 문제에서, 생태위기 시대에 십계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를테면 십계명 안에는 생태운동과 실천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는 계명은 하

나도 없다219).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총 2865항 중에 단 4항(2415항

-2418항)에서만 자연계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도신

경>도 우리에게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 다음에는 사도신경에는 구원에 관한 긴 선언이

다. 연구자는 신학대학에 다닐 때 아래로 혹은 위로부터의 구원 그리스도와

무류성220) 같은 교회론, 교회법, 윤리신학 등 신학용어들을 암기했다. 그러

나 자연세계에 관한 의미 있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 지금도 신학생들

과 종교학을 듣는 학생들은 각 신학대학이나 수녀원, 수도원의 강의에서 ‘타

락과 속량 중심’221) 신학들을 배우고 있다. 가톨릭 계통의 서점에 가보면 종

교, 성모 마리아, 영성, 기도, 성서, 교리 등으로 세상의 온갖 것에 관한 책

217)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226.

218) 연구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청에서 근무 할 때 두 권의 환경교리서를 발간하였다. 천주

교대구대교구환경담당, 우리의 이웃 지구 사랑하기, 푸른평화, 1994,

창조주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대건출판사, 1995.

219) 토마스 베리 신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83.

220)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y)은 가톨릭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르침이 없다

는 말이다.(마태 16,18 참조)

221) 매튜 폭스, 창조영성 길라잡이, 황종렬 역, 분도출판사, 200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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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있다 하더라도 생태문제는 맛보기로 다루어졌을 뿐

이다.

신학대학의 교과 과정은 성서에 전적으로 바탕을 둔 구원론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인간이 세상을 초월하는 데 구원이 어떻게 작용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플라톤,

플로티노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아오스딩’과 보나벤투라의 구원론에는

‘창조와 축복 중심의 영성’이 결여되어 있다.222) 이로 인해 창조적인 진화의

힘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만을 낳았고, 과학적인 세계의 문제는 영성을 배

제하고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고 말았다. 두 세계관이 다시 만날 필요가 있

다. 종교는 구원론에서 창조론으로, 그리고 과학은 기계적 우주관에서 신비

주의로, 통일적인 우주관으로 나아간다면 생태계 위기의 사상적 질병을 극

복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사악한 장

소라고 하여 파괴할 것이며, 기계적 우주관은 이 우주를 분석과 기술의 대

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원론과 기계적 우주관은 이 우주가

신비하며, 계시의 과정에 있으며, 생명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부

하고 있다.

토마스 베리는 우주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가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탱해 주었지만, 현대의 거대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구원 중심의 세계관은 막을 내리고 있

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흑사병이 일어났던 14세기 이전에는 수용되

었다. 서구는 1347년 흑사병 사건으로 인해 구원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223)

창조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리 체계의 균형

이 무너졌다. 그리하여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는 ‘초

월적224)’ 정신 자세가 16세기의 종교개혁과 17세기의 청교도주의, ‘얀센주

222) 같은 책, 49-51.

223)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307-308.

224) 토마스 베리는 6가지 초월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초월적 하느님, 초월적인 인간

의 영혼, 초월적 구원, 초월적인 과학과 기술, 초월적인 천년왕국 비전, 초월적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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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25)’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 얀센주의는 한국 교회의 첫 시작에 깊은 영

향을 미쳤는데, 인격을 갖춘 구세주, 영적 생활, 구원을 희구하는 사회에 대

한 지나친 편향성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 사목현장에서

생태운동과 신앙살이의 깊은 괴리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죄보다 먼저 ‘원축복’이 있었음을 배우는 ‘창조영성의 교육적 과제’가 중요

한 이유기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 그리스도 이야기가 단순히 특정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존재한 한 개인의 이야기임을 배웠다.226) 여기에는 진

화하는 우주 이야기가 전혀 없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나 바오로 사도 역시

그 당시 세계관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주는 단 한번 지어졌

고, 고정된 시간 속에서 되풀이되는 시간이었으며 진화하는 시간이 없었다.

우리 역시 아직도 우주를 진화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도 우

리는 18․19세기 물리학자들이 바라본 방식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 바

로 이것이 큰 문제이다. 성 요한은 우주를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

하였지만, 우주에 대한 공간적 이해로부터 시간적으로 진화하는 우주로 이

동하는, 즉 진화하는 우주를 그리스도 이야기로 직시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신학자는 떼이야르 드 샤르뎅이다.227) 본당마다 교리교육이나 강론들 속에

서 드러나는 지나치게 강조된 구원의 이야기는 창조와 축복의 이야기로 균

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산자연학교 교육과정에 ‘우주 이야기’를 기본 교재

로 설정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때문에 가르친다.228) 오늘 우리 시

대에 취하는 행동은 결국 미래에 닿는다. 숀 맥도나휴(Sean McDonagh)는

그의 저서 ‘땅의 신학’에서 ‘우리가 지금 지구-땅에 대한 존경의 결여(缺如)

는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불의로 나타난다.’229)라고 지적한 것도 지금 생태

정신.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129-133.

225)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311.

226) 토마스 베리 신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127.

227)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314.

228)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190.

229) 숀 맥도나휴, 땅의 신학: 새로운 신학에의 부름, 황종렬 역, 분도출판사, 199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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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토마스 베리는 생태 시대의 미국 교육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230)

그 교과과정은 ‘새로운 이야기 즉 이 이야기는 우주가 어떻게 출현했고, 특

히 행성지구에서 발전의 현 단계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 우리 시대 인간 지

성 안에서 인식되었는가를 말해 준다.’231) 그러나 현재 대학은 각종 프로젝

트나 역량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을 자연계에 대하여 친밀한 존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확장시키는 역

할을 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킨다.

university에 universe가 없다고 토마스 베리는 말 한 적이 있다. 베리는

현대 교육 시스템이 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

적은 더 커다란 현실 속에서 주어진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베리는 대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학은 쇠퇴하는 산업사회에서의

일시적 생존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통합적 기능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232)고

말하고 있다.

토마스 베리의 ‘지구의 꿈’에서 교육을 다룬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우주나 지구를 양적인 개념으로 파악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비와 경이, 유기체로서의 지구에 대한 의식은 최근까

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른바 자연세계에 대한 약탈과 분석적

인 환원주의’233) 우주관이 그 주류를 이룬다.

교육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전체적으

로 진찰하지 않고 일부분만 검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종합병원의 각 과처럼

230)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158-159.

231) 같은 책, 157.

232) 같은 책, 145-169.

233) 같은 책,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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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해부학적으로 검사하고 환원적으로 분해할 것이 아니라, 신학의 내

용도 종합병원처럼 하나하나 따로 배울 것이 아니라, 통합된 인간, 우주 속

에서 인간의 위치,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 아이들에게 전체 우주의 비전을 주게 하라”고 말했다.234) 우주를 경험하

는데 있어서 아이들의 탐구에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진화론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방향을 찾았다. 몬테소리는 1936년 자신의 에세

이 시리즈인 ‘인간 잠재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는 주제에서 6살 어린이는

그 자신 만의 우주의 중심을 경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5) 전례적 과제

신학적 과제가 안으로 움직이는 깨달음과 성찰이라면 전례적 과제는 밖으

로 움직이는 공동체적 표현과 일치의 양식이다. 6가지 과제가 별개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집약적으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전례적 과제이다.

전례적 과제는 미사나 기도문, 성가의 경우에 더 확실하게 그 틀을 볼 수

있다. 사목자들이 사용하는 미사 통상문에 수록되어 있는 30개의 감사송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235) 거의 대부분 구원에 대한 감사송이다. 연중 주

일 감사송 ‘창조’와 연중 평일 감사송,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연중 평일 감사송 4 ‘하느님의 은사인 찬미’ 고작 3개 뿐이다.

매튜 폭스가 지적한 죄와 구원의 패러다임에서 이원론적인 감사송이 거의

미사를 지낼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 ‘구원의 신비’, ‘구원의

역사’,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등과 같은 감사송은 지구에 대한 공

감대가 결여되어 있다.

234) Thomas Berry, Evening Thoughts,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2006, 119.

235) 한국천주교회, 미사 통상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 130 -

매튜 폭스는 서양의 예배를 구원하는 여섯 단계에서 첫 단계를 모든 예배

를 우주론의 바탕 위에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 미사는 인

간중심주의적이다. 매튜는 다시 주장한다. “예배의 본질적 역할은 소우주와

대우주를 다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재결합은 우주 안에 우리가 실존

한다는 놀라운, 그러므로 경배스러운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배는 소우주(인간)가 대우주(우주와 우주의 모든 창조

된 놀라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236)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순절의 감사송(2)에서 하느님께 당신이 쓰는 우

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현세 사물보다는 영원한 사물에 정신을 쓰게 하셨나

이다’라고 진술한다. 이 기도문은 명백한 이원론의 기도문이다.

대림 2주일 영성체 후 기도문 ‘지상의 것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천상의 것

들에 마음에 두도록’ 하라고 권고를 받는다.

이렇듯이 많은 전례 기도문들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쳐 버

리고 있다. 숀 맥도나휴는 ‘땅의 신학’에서 이렇게 비판한다.237) 그래서 교회

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지구를 파괴하는 이들의 행태를 정당화해 주고 있

는 것이다. 만일 참된 실재의 세계가 이곳 이외에 다른 어디에 있고, 이 세

계는 덧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은 거의 문제 될 것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연중 제 17주일의 다음과 같은 기도 내용은 창조계의 아름다움 속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도의 한 훌륭한 모범이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창조계의 장대함과 인간 삶의 아름다움 속에서 작

용하고 있는 당신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들을 열어 주소서. 당

236) 매튜 폭스, 우주 그리스도의 도래, 326-348.

237) 숀 맥도나휴, 땅의 신학,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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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손길이 닿은 이 세계는 거룩하나이다. 우리를 에두르고 있는 이 모든

선물들을 소중이 간직하고··· 당신의 현존 속에서 삶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다음에 소개하는 감사송은 우리가 4대강을 위한 생태미사를 봉헌할 때 사

용한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노래와 4대강의 아름다움을 통합한

아름다운 감사송이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 모든 찬미와 영광, 영예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어버이이시니 찬미와

흠숭을 받으옵소서.

주님의 모든 창조물, 특히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저희를 주님께 인도해 주는 형제인 태양을 주심에 찬미하나이다.

아름답고, 위대한 광채로 만물을 비추어주는 태양 형제는

가장 높으신 주님을 보여주는 표지이옵니다.

하늘에서 맑고, 아름답게 빛나는 자매인 달과 별들,

형제인 바람과 공기와 구름, 높고 푸르른 창공과 깊은 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형형색색의 꽃들과 온갖 종류의 과일과 곡식을 내며

우리를 기르고 생기를 주는 어머니인 땅을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한 자매인 물,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유유히 흐르며,

마을을 만들고, 문화를 낳고, 생명을 기르며

민족의 꿈과 소망을 함께 하여온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아름답고 푸르른 어머니 품과 같은 강을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밤낮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무수한 천사들도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뵈오며 끊임없이 당신을 찬양하오니

저희도 천사들과 형제자매인 모든 창조물과 더불어 기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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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베리는 전례적 과제로써 우주의 진화적인 것과 자연의 순환적인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약 138억년 전 시작된 이래 우주와 지구를 존재하게

만든 일련의 변혁 사건을 통해 지속된 우주 이야기에 기초한 전례가 필요하

다고 말하면서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깊은 정신적 변

혁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238) 전례적 과제는 기도와 찬미의 패러다

임의 전환이다.

“동틀 때와 해질녘, 여명과 어스름이 나타나는 하루의 순환이 있다. 이

하루의 순환이 의식이 깨어나는 신비한 시기, 꿈이 이야기되는 밤으로부터

공동체를 이끌어 내는데, 인간 공동체는 밤의 꿈을 통해 길잡이를 제공받

고는 한다. 또한 태어남과 성숙과 죽음이, 겨울의 동지, 봄의 쇄신, 여름의

충만, 가을의 추수에 반영된 각 생명 형태의 계절적 순환 형태로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태양을 도는 지구의 운동에 따른 행성 차원의 순환이 있다.

어느 사회도 인간이 우주와 친교를 이루는 은총의 다양한 순간에 대해

충만한 표현을 갖지 못했지만 인간 사회는 나름대로 더욱 큰 생명 공동체

와 그들 사이에서 친교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제 2의 탈출을 이루도록, 진동하는 우주적 전례로서

의 온 창조계로 귀환할 소명을 받았다.”239)

우리 가톨릭 입문 성사인 세례식의 기도문은 너무 딱딱하고 자연과의 친

밀감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미사예식에는 인간의 원초적

양식인 자연과의 일치가 없다. 부활전야 축일에는 물을 축성하는 예식이 있

긴 하지만, 자연세계를 무시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

히 남아 있다. 토마스 베리 신부는 그의 저서 ‘지구와 친구 되기’에서 세례

성사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다.240) 세례성사는 사실 우리와 하느님을 이어주

며,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만족스

러운 출발 예식은 아니며, 우리가 자연 세계와 실질적 관계를 맺게 하지 않

238)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99-201.

239) 같은 책, 208.

240) 토마스 베리 신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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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우리는 물을 사용하지만 정확히 물과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우

리는 물을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하지만, 물 자체에 대한 명상이나 고마움

없이 지낸다.

연못 속의 물은 우리가 그 물을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 받은 물이 아니라,

그 존재 그 물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

복 받은 것이다. 우리가 창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

금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던 교회에 세례를 할 수 있을 만큼 큼직한 새 세례용 연못

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한 사건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그 연못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나이든 여인이 들어오더

니 그 연못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

라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물은 축복 받은 물인가

요?’ 나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물이지요.’하고 대답했다. 잠시

말없이 그녀는 큰 연못을 바라보더니, 의문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저 물이 몽땅 다 그렇단 말이예요?’ 축복이라는 우리의 전례예식은 우리의

전례예식에서 사용되어질 때 단지 창조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것인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 지닌 신성함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은 지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241)

토마스 베리 신부는 젖먹이를 우주의 네 방향에 바치는 오마하 인디언들

의 예식에 주의해 보자고 했다. 그들은 아이를 하늘과 대기, 이 지상과 대지

밑바닥에까지 바친다.

북아메리카 평원에 살던 오마하242)족의 탄생기도는 창조와 축복이 넘친

다. 이 부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갓 태어난 아기를 하늘 아래로 데려가서 우

주에 바친다.243)

241) Cletus Wessels, The Holy Web: Church and the new Universe Story, 110.

242) 오마하(Omaha)는 '강의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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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햇님과 달님과 별들이여,

당신,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여,

당신께 귀 기울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 품으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오!

우리 모두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어

그 생명이 첫 언덕 마루에 무사히 닿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 당신 바람과 구름과 비여,

대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여,

당신께 귀 기울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 품으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어

그 생명이 둘째 언덕 마루에 무사히 닿도록 이끌어 주십시오.244)

이 같은 간구(懇求)는 언덕과 강과 나무, 그리고 지구에서 사는 모든 것을

부르면서 아기가 셋째 언덕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공중에 나는 새와 크고 작은 동물, 숲에서 사는 것, 풀 사이를 움

직이는 곤충, 이 모든 것을 불러내고는 마지막 청원을 통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아기를 돌보아 주기를, 그리하여 아기가 넷째 언덕을 넘어

여행을 완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이 유산은 우주를 전례적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오마하족의 중요한 인식을 보존하고 있다.245)

또한 현재의 전례력은 북반구에 맞추어진 것이다. 서양 절기보다 우리 절

기, 세시 풍습, 민족의 기념일을 전례력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

족의 큰 명절인 설은 북반구의 절기에 맞추다 보니 따르는 문제가 설과 정

월대보름 한가운데에 사순절의 재의 수요일이 끼여 ‘축복의 설과 죄와 속량

243) 토마스 베리 신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85.

244)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79-180.

245) 같은 책,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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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의 수요일’ 사이에서 교회력을 따르자니 우리의 세시풍습이 그렇고 우

리의 명절을 따르자니 교회력이 그렇고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존중해야 할

지 사목자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다.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생태

영성으로 나아갈 때 보편교회 속에 우리 교회의 자연 영성을 통하여 하느님

의 생태학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전례신학과 우주 이야기를 기초로 한 창

조 중심의 영성의 만남은 ‘새로운 신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246) 이를테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용서와 죄의 경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구원의 범

주를 넓혀 창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례신학을 우주적 재생과 부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가의 범주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청년 성가집 ‘젊은이여 노래하라’ 633개 곡의 가사를 분석해 보

면 죄와 구원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성가는 496곡에 해당되고 나머지 138곡

은 넓은 범주에서 창조와 축복에 속하는 곡이다.247) 특히 죄를 강조하는 성

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질없고 천국에서 영복을 누리리 등 이런 식의 이

원론을 조장하는 곡도 적지 않았다. 근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비와 신

뢰, 찬미와 감사를 표현하는 곡들이 필요함을 성가집의 곡에서 볼 수 있었

다. 매튜 폭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 ‘창조영성’이라는 책에서 창조

영성의 선물은 신비주의에 이르는 각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삶의 찬양

과 경외감 없이는 기품 있고, 평화롭고, 기쁜 마음으로 또는 바른 자세로 살

아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248) 그래서 미사 중에 우리의 성가가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장으로써 성가곡이 은총의 넘침, 다양성, 상호 연계성, 팽창과 확

대, 역설과 유머, 아름다움에 대한 곡들이 작곡되어야 한다.249) 이러한 맥락

246) 숀 맥도나휴, 땅의 신학, 179.

247) 젊은이여 노래하라, 청소년과 청년 성가집,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국, 2005.

248) 매튜 폭스, 창조영성: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 푸른평화, 1994, 43.

249) 김도훈, 생태신학과 생태영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311. 여기에서 생태예배

의 실제를 소개하고 있다. 찬송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은 언제

불러도 감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참 아름다워라 세계는’이라는 찬송을 왜 우리는 주

일예배 시 부르지 않는가? 그나마 가끔 부르는 그 찬송이 시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어색한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위대하신 구속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

혈을 찬송하는 것에 특별히 정한 때가 있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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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튜 폭스는 ‘우주적 미사’를 창안하였다.250)

6) 윤리적 과제

지난 2천 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했고 오히려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의 파괴를 정

당화하는 데 성경을 이용했다.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존재

하는 종교 가운데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는 데 있다. 린 화이트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생태문제의 근원은 종교에 있으므로 그 치유도 종교

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우주적 평등주의’를 그 대안

으로 제시하면서 생태윤리의 정립을 역설하였다.251)

우리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며 불교의 계명은 불살생 즉 ‘살생하지

말라’에서도 인간중심주의가 드러난다.252) 지난 20년 동안 한국 가톨릭 교구

에 발표한 교구장의 신년사나 사목교서를 살펴보면 인간중심윤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 예로 가톨릭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낙태반대운동이나 모자

보건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인간중심주의윤리인지

보여준다.253) 가톨릭 신자들이 보는 7성사 중에 고백성사를 들어보면 거의

십계명에 대한 죄고백이다. 과식이나 육식 그리고 과소비에 대한 죄의 고백

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자들의 생명윤리에 문제가 있다보다는 우리 교회

가 생태윤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

신학이 필요하다. 숀 맥도나휴는 새로운 윤리신학을 이렇게 말한다. “오늘

이 시대의 윤리 체계가 우리 시대의 문제들과 동떨어져서 맞지 않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윤리 입문이나 윤리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준거들을 갖추지 않으

역시 불러야 할 어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250) 매튜 폭스, 새로운 종교개혁, 147-148.

251)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영성이야기는

147-160;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34-35.

252) 불교의 불상생에 대해서는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291-305. 실상사 선우

도량 수련결사 강연 참조.

253) 이연숙, 인간생명과 자연생명에 관한 한국천주교회의 인식 고찰과 통합적 접근 모색,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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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된다.”254)

도덕적 고려의 주체를 폭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표현은

하느님․천사․성인․사람들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나름대로 거룩한 가치를 지닌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간 외의 존재도 ‘형제

자매’라고 표현했다. 사람을 잡아먹는 늑대까지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여 달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땅을 표현하는데 ‘어머니’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힐데가르트는 만물의 근본구조를 비리디타스(viriditas)라고 표현했다.255)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주적 평

등주의 영성은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

체 학설은 현대 우주 이야기와 동일하다.

오늘날 우리 종교가 창조영성을 기초 윤리신학의 새로운 틀로 잡지 않는

한 새로운 생태 시대의 비전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행성 전체의 맥락, 즉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구성요소들 사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윤

리학 또한 포괄적인 공동체를 좌우하는 원칙과 가치로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윤리학은 더 큰 공동체의 질서를 잡기 위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표

현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생태학적 공동체는 인간 공동

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의무가 인간 윤리학의 파생

물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윤리학이 생태학적 의무의 파생물이

다. 기본적으로 윤리학은 포괄적인 공동체의 복리 안에서 인간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256)

숀 맥도나휴도 역시 새로운 윤리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54) 숀 매도나휴, 땅의 신학, 309.

255) 비리디타스(Viriditas: Greening Powe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홍규, 지구안의 사람,

사람안의 지구, 141-146.

256) 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이영숙 역,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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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윤리신학과 윤리학은 더 포괄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윤리신학과 윤리학은 인간의 개인적인 행동을 지

배하는 원리들과 이질적인 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자연,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진화 과정 전체에 있어서의 윤리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야만 하는 것이다.”257)

또 한 가지 과제와 도전이 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관계의 재정

립이 생태의식의 시작이다.258) 이를테면 ‘보신탕문화’와 육식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찰과 응답의 문제이다.259) 우리 신학은 동물 자체에 관심이

거의 없다. 오히려 천주교가 삼복더위를 해결하는 보신탕을 더 먹는다는 지

적이 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는 맹수와 새끼 양과 어린아이가 함께 어울

려 놀 수 있는 이상적 생명 공동체를 그린다.260)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레오

폴드의 생명 공동체(1949)라는 이미지, 톰 레이건의 동물권리론(1983),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1975년), 벤담의 동물이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1789년)

의 도전을 받아 들여야 할 때이다.261)

생태의식의 성찰을 통한 의식(인식)의 전환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

다.

257) 숀 맥도나휴, 땅의 신학, 309.

258) 쿠르트 마르티, 창조신앙, 이제민 역, 분도출판사, 1995, 53-60. 쿠르트 마르티는 하느님

의 생태학이라는 부제로 창세기의 창조를 읽는다, 인간과 짐승이라는 주제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평화 회복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들

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259) 정홍규, 산처럼, 9-10. 12-16. on dogs and God, 동물축복식, 동물열정, 동물은 영적 동

반자 등 동물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글을 참조. 우리 교회의 축복예식에는 동물축복

식이 있다. 이 예식은 인간과 동물의 화해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의 친교를 연결시켜

주는 아주 좋은 축복식이다. 본당에서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집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들을 성당에 불러 이 예식에 따라 축복을 해 주면 아주 멋진 작업이 될 것

이다. 연구자는 대구 고산본당에서 경북 경산본당에서 동물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정

홍규, 산처럼, 9-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축복예식서, 제 21장 동물의 축복, 242-248.

260)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영성의 특강은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2, 36-43. 참고.

261)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87-121. 위의 인용된 동물학자들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이정배,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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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식(인식)의 전환262)

이원론 ⇒ 일원론

몸과 마음의 분리 ⇒ 몸과 마음의 통합

원죄 ⇒ 원복

구원론 ⇒ 창조론

초월신학 ⇒ 창조신학

저 멀리 계신 하느님 ⇒ 내 안에 계신 하느님

가부장제 ⇒ 여성주의

남성성 ⇒ 양성평등

계급․계층․지배․권위주의 ⇒ 신비주의․평등주의․연대와 소통

기계․물질․단편적 우주관 ⇒

통일․유기체․순환․관계적 우주관

(다양성․개성․분화-내면성․주체성

-관계성․친교)

농업․산업․정보혁명 ⇒ 의식혁명

착취․채취경제 ⇒ 나눔과 공생

정복․성공․결과 ⇒ 환경․영성․과정

소비주의 ⇒ 관계성(생명의 그물망)

인간 중심 ⇒ 자연(생명․지구․우주) 중심

고생대․중생대․신생대 ⇒ 생태대

262) 정홍규, 평화생태이야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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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가톨릭교회 생태의식의 실천모델

연구자는 1999년 수원 가톨릭 대학 발표논문 ‘가톨릭 환경운동, 어디로 어

떻게’에서 생활과 지역을 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조직, 마이크로 코스모스

만들기, 창세기 마을 만들기, 지구에 순한(soft) 마을 만들기를 제안하였

다.263) 그리고 인도의 오로빌,264) 독일의 프랑크 슈테텐수도원,265) 아이빙엔

의 힐데가르트수녀원,266) 필리핀 바기오의 환경센터,267) 뉴저지 주의 제니시

스 농장,268) 미국 켄터키 주의 트라피스트 수도원,269) 벨기에 베네딕도 수도

회 시토파의 트라피스트수도원,270) 일본의 요네자와 목장과 학슈의 자연학

교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 찰스 커밍스는 환경신학에

서 실천모델을 ‘생태 영성적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마을 공

동체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마을학교인 홍성 풀무학교가 있다. 황

종렬은 생태 복음화의 모델을 유형별로 교구와 산간, 도시본당과 학교, 복지

의 사례를 소개한다. 교구 모델은 안동교구 농민사목, 도시 본당 모델은 대

구대교구 고산본당 공동체, 산간모델은 수원교구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

생태 사회복지 모델은 원주교구 배론 살레지오 집, 생태 교육 모델은 푸른

평화의 오산자연학교를 소개하고 있다.271)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삶의 궤적

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당 공동체 모델과 생태교육 모델 그리고 협동조합 모델과 지역 공동체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본당 공동체 모델은 실패했으며 생태교육 모델과 협

동조합 모델은 실험과 진화 중이고 지역 공동체 통합 모형은 비전이며 큰

263)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55-58.

264) 정홍규, 산처럼, 124-126.

265)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263-271.

266) 정홍규, 빙엔의 힐데가르트, 138-143.

267)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279-283.

268) 찰스 커멍스, 환경신학, 181-182.

269)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272-273.

270) 찰스 커멍스, 환경신학, 158.

271) 황종렬, 가톨릭교회와 생태복음화, 130-168.



- 141 -

그림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형이 한국 가톨릭교회의 생태복음화를 학교

나 본당에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또는 본당과 지역 속에서 대안교육이나

대안교육센터를 기획할 때 하느님의 생태평화학인 창조물과 우주 속에서 창

조주와 개인적 자아, 가족적 자아, 지구적 자아, 우주적 자아를 포함한 보편

적 컨텍스트(context)를 발견하는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는 모델을 소개하기

로 한다.272)

1. 실천 사례

1) 본당 공동체

- 대구대교구 고산성당(2002-2006)과 경산성당 (2006-2010)273)

대구 수성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교육열은 아주 높아 이른

바 학군이 좋아 학생들이 몰리는 서울의 대치동 같은 곳이다. 고산성당 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본당이 정치나 교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종교적인 것만 추구하고 지역 중심의 친교보다도 사적인 관계나 본당 중심

적인 수직적 관계가 지배적인 신앙구조가 주류를 이루는 본당이다. 고산성

당은 본래 경산성당의 공소였다가 분리된 곳이다. 그러나 고산성당은 대구

에 속하고 경산성당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속한다. 바로 인근지역인 까닭에

학군문제로 경산시에서 대구시로 위장전입을 많이 하는 곳이며 대구의 의식

구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대구 수성구 고산본당과 경북 경산본당에서 본당의 녹화라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한국의 모든 본당이 그러하듯이 죄와 구원의 틀 속

에 획일화된 한국 본당들의 구조 속에서 교회의 녹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본 사례이다.

272) 전헌호, 인간 본질에 대한 통합적 연구 인간 그 전모, 위즈앤비즈, 2007.

273) 도시 본당 공동체 모형은 황종렬, 가톨릭교회의 생태 복음화, 도시 본당 모델로 대구대

교구 고산 본당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담장 허물기, 살리는 물 생산 프로젝트, 언제

나 소박한 가게, 고산 생명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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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와 구원중심의 영성에서 창조와 축복의 영성중심으로 기획

고산본당에서 녹화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기본음을 정했다. 그 기본음이

란 창조 중심의 영성이다. 이 영성은 매튜 폭스의 원복과 우주적 그리스도

와 맥락을 같이한다. 창조 중심의 영성은 타락-구원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

로 잡아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원죄를 축으로 하여 교회체제를 유지하

기 때문이다. 이 원죄-타락-구원의 도식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교를 벼

랑 끝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고 죄에 기초하지 않고 원복 혹은 원축복에서

본당을 시작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에서 시작하는 것과 복에서 출발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것을 찬미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미사에 갈 수도 있지 않는

가? 신앙의 첫 단추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성가곡이나 감사

송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떼제 성가를 많이 부르도록 하였다. 영성을

긍정에서 출발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였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자주 들려주었다. ‘우주 걷기’도 시도하였다. 138억년의 우주의 역사를 직접

걸어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우주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이며 새로운

과학적이며 거룩한 생명의 이야기이다. 꽃, 칼슘, 해파리, 은하수, 양자, 지

구, DNA, 인간 등 이 모두가 이야기의 주체로 이 우주의 그물망을 이룬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영적이지 않는 것이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객

체가 아니다. 여기에서 물질과 정신의 분리, 초월과 내재의 이원론이 극복되

는 것이다. 이제 거룩함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예컨대 사제의 축

복으로 물이 성수가 되지만 이미 물은 물 자체로 거룩하다. 이 거룩한 물을

예식으로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다. 영성의 지평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심

화되고 확대된 것이다. 우리가 살림운동을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느님의 믿

음 때문이고 하나하나의 생명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기에 지키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을 심화시키고, 우리 신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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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국에 초청하였다. 한 사람은 독일 콘스탄쯔(Konstanz)에서 힐데가르트

치료법에 정통한 슈트렐로 박사로서 본당에서 2004년에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힐데가르트의 영성이 오늘날 신앙살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힐데가르트는 이러한 영적 전통의 진주이다. 그녀는 성인은 스스로를 창

조물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 덕분에 그리스도교 영성

의 길잡이에서 자연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 그리고 구원중심의 영성에 붙

어 다니는 ‘비관론과 죄책감’을 털어내고 자연에서 감사와 기쁨과 경이 그리

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양 영성의 문제이다. 자

연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과 적개심은 서양의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자

연과 은총의 분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고수레나 까치밥을 보더라도 우

린 생명 안에 뭇 생명을 포함시키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공허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한사람은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미국

뉴저지 제네시스 농장의 미리암 맥길레스인데, 이 분을 초대하여 서울, 일산

에서 강연을 하였고 그리고 고산본당에서 3일간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274)

마지막으로 배란법에 기초한 청소년 생식력 자각 성교육 프로그램 창안자

한나 클라우스(Hanna Klaus, 미국의료선교수녀회) 수녀를 초대(2003. 3.19 -

3.23)하여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을 시작한 계기로 틴스타(TeenSTAR)

는 한국에서 10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275)

274) 2003년 11월 19일(수) 14:30, 장소: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

주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일(목) 19:20,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301호, 주관: 한국 CLC

*정홍규 신부 강연 병행

21일(금) 19:00, 장소: 경기도 천주교 일산성당, 주관: 경기도 세계생명포럼

25일(화) 19:30, 장소: 대구 고산성당, 주관: 대구대교구 고산성당

27일(목) 14:00, 장소: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강당, 주관: 대구산업정보대학 유아교육학과

275)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www.teenstar.or.kr/sub01/sub03.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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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장 허물기276)

성당의 위치가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마을의 지킴이

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본당이었다. 왜냐하면 출퇴근할 때도 성당 앞을 지나

다니고 아이들도 성당 앞을 지나서 학교에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당과 지역의 경계를 분리하지 않고 신앙과 지역사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할까 하는 고민 과정에서 담장 허물기가 시작되었다. 시작은 물리적인

담장 허물기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신

앙의 이원론적 구조를 해체하고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의미하는 상장적인

담장 허물기였다. 이 허물기는 종교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수직구조가 아니

라 지역과 동행하는 수평구조이다.

보안이나 안전문제로 수녀원 측과 본당의 원로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였지

만 담장 허물기로 인한 도난이나 불순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 때마침 본

당 담장 허물기는 대구시의 정책에 부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지원받았

다. 담장을 허문 자리에 쥐똥나무나 오죽을 심었고, 성당 대문에는 문 대신

에 큰 느티나무를 심어 동네의 보호수처럼 느끼게 했다. 담장을 허문 다음

고산본당은 지역노인대학, 지역문화아카데미, 소박한 가게, 유기농 마켓 공

동체 그리고 지역 환경운동을 통해서 지역에 열린 본당으로서 닫힌 신심에

서 열린 신앙으로 향상되기를 모색하였다. 또한 고산성당 공중 화장실을 생

명 활성수를 만들어내는 대안화장실로 만들었다. 수세식 화장실은 물과 에

너지를 낭비하는 구조로서 인분을 강물로 내보내면서 오염되고, 발효과정에

서 생기는 메탄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분뇨처리장에서는 수 십 억 원의

세금이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배미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서 본 성의 의미-틴스타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76) 대구 공덕동에 사는 한 시민활동가는 자신의 집 담장을 허물면서 골목공동체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마을만들기’의 붐을 일으킨 사례이다. 그

는 담장을 허물고, 벽화를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고, 인형극이라는 문화를 덧붙여 물리

적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이동수, 행

복과 21세기 공동체, 아카넷, 20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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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땅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담장을 허문 경산본당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동네 주차장을 만들고, 성

당마당을 오픈하여 동네에 지름길을 내어주었다. 주차장 옆에 장사가 안 되

어 문을 닫아버린 중국집을 임대하여 유기농과 공정무역277) 동네카페를 만

들어 모든 이의 쉼터가 되도록 했다. 또한 매입한 새 부지에 생태유치원 곧

유아학교를 열었다.

경북 경산성당과 대구 고산성당은 담장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환경미화

사업으로 물리적 담장을 허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담장 하나 허문

다고 교회가 변화하거나 쇄신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

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과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의 담장 허물기이

다. 본당의 문턱이 높아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특구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

이나 복덕방 같이 누구에게나 친근한 마당이나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곳으

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사목자의 신학과 영성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3) 종교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

종교간 대화 운동으로 2005년에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109배278)’를 통해

고산성당과 은적사는 성직자와 신자들이 함께 절을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천주교측은 109배, 불교는 108배를 했다. 고산성당은 은적사에서

보내온 봉축연등을 성당 구내에 걸어 놓았다.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공경하

는 자세인 절은 불교뿐 아니라 가톨릭의 정신이기도 하며 109배는 109개 원

소로 이루어진 우주와 생명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277) 공정 무역(公正貿易,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

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

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품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공예품, 커피, 코코아, 차,

바나나, 꿀, 코튼, 와인, 과일 등이다.

278) 한겨레 신문(2005년 5월 14일), 경향잡지 2008년 6월호,

조선일보(2005년 5월 22일), 지난 4월24일 ‘지구의 날’을 맞아 대구 동성로에서 여러 환

경단체들이 모여 ‘대구시민생명축제’ 행사를 가졌다. 이 축제 중 ‘지구공경 108배’ 행사

가 열려 국악 작곡가 김영동 씨, 은적사의 허운 스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구에 감사

의 큰절을 올렸다.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2,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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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9배 운동은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몸기도 40배로 발전하였다. 2009

년 9월에는 천주교 창조보전연대에서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몸기도’ CD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각각의 절마다 지향을 둬 하느님 창조에 대한 감사와 죄를 고백하며 생태

영성적 깨달음을 통해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회개와 보속의 의미를 강

조한 몸기도 40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79)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절(1-3배), 창조에 대한 감사의 절(4-10

배), 칠죄종에 따른 죄 고백의 절(11-22배), 생태영성적 깨달음을 지향하는

절(23-30배), 실천과 다짐의 절(31-40배) 등 총 다섯 부분 40배로 이뤄져 있

다.(부록 1)

그리고 성당과 절이 함께 만든 은적사 산사음악회와 해마다 연말 장학금

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경산성당과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경산 반룡사와 함께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4)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 들여라(마르 6, 30-44)

담장 허물기도 세상과 본당이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담장을 허문

자리에 ‘아름다운 가게’처럼 지역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센

터인 ‘소박한 가게’(고산성당)나 ‘오병이어가게’(경산성당)를 만들어, 익명으

로 살아가는 아파트촌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무역과 유기농 직거래

매장을 열어 본당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성체성사의 사회적 실천’을

구현하는 작은 생명경제 구조를 이룰 수도 있었다. 고산 성당은 ‘생명의 공

279) 천주교 창조보전연대(대표 황상근 신부)가 최근 선보인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몸기도'

CD는 우리 겨레의 아름다운 예절 문화 전통인 절을 바치며 겸손을 배우고 창조질서

보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제작했다. 절을 40배로 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40주야를 시나이 산에서 지내며 단식하고(탈출 24,12-18)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서 40년간 시련 시기를 거친 뒤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민수 32,11-13) △예수께서 복음

을 선포하기 전에 40주야를 단식하고(마르 1,13) △부활 후 승천하기 전에 40일간 사도

들과 함께 지낸(사도 1,3) 말씀에서 착안했다. 배경음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서 제작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따왔다. -평화신문(1036호, 2009.09.20), ‘창조질서 보전

을 위한 몸기도' 제작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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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라는 마켓이름으로 경산성당은 ‘산처럼’이라는 이름으로 생태운동과 농

촌살림의 예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기업 곧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그리고 착한 패션 등 창조보전과 녹색살림을 진작시키는데 앞

장선 사례이다.

숀 맥도나휴 신부는 ‘교회의 재생사업’에서 곧 교회가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활용 사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영국 밀튼 케인즈에 소재하는 한 그리

스도교 재생회사를 소개한다.280) 숀 맥도나휴 신부의 생각을 기초로 하여

경산성당은 오병이어(五餠二魚) 마켓을 열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서 나온 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공동체

로 모여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감사하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재활용

하는 것, 곧 버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다.

오병이어 마켓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기증받아, 그것들

을 싸게 팔고, 이익금을 지역에 다시 돌려주는 순환적 생명경제다.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꾸려지다 보니 서툰 면도 있지만 재활용 실천을 통

해 자원을 절약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여성’의 나눔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장으로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청소년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자주 활용된다. 가게 수익금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밑

반찬을 만들어 주거나 김장을 담가주기도 하고,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생필품과 식품을 제공한다. 그밖에 경산본당은

매주 1회 지역민을 위한 친환경식사 사목을 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경

산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5,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이끌

어 내는 등 경산지역 친환경 무상 급식 운동을 주도하였다.281) 석가탄신일

과 부활절, 성탄절에 동화사와 상호 교류를 통해 종교의 평화와 화합을 위

280) 숀 맥도나휴, 교회의 녹화, 331.

281) 2009년 6월말 성당준비모임을 4회에 걸쳐 진행 후 경산지역 농민단체, 학교운영위, 시

민사회단체, 정당들에게 제안 후 준비모임과 대표자 모임을 한후 9월 23일 경산시 학교

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 발대식을 하다. 2009년 10월 6일 거리서명을 시작으로 경산시

장, 하양시장 등 15개 읍면동에서 총 22회 진행하여 총 51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발의를 하였다. -매일신문(2010년 01월 06일)

경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청원 서명 5천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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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하였다.282)

(5) 시장(市場)의 성화(聖化):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만들기

고산 생명공동체는 2004년 단오절,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문을

열었다. 대구의 생명운동 공동체인 푸른평화와 연대한 유기농 직거래 상점

을 성당 매호천 옆 부지 61평을 매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상점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은 출자방식으로 모았고 생산자도 출자하였다. 생활협동 조합방식

이다. 기존의 다른 상점과는 달리 카페강의나 찻집, 대안 생리대센터, 유기

농반찬가게, 매주 수요일 생태교실 그리고 환경 센터 등 다원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수성구청과 연대하여 마켓 앞에 매호천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니

생태공원도 만들고 있다. 이 상점은 동네광장인 셈이다.

고산 생명공동체를 만든 영성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교회가 너무 미사

나 성체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자들의 일상에서의 영성체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밥’을 다루지 않는다.

쌀 개방에 따른 그 의미는 참으로 민속적이고 국제적이고 생태적이다.

예수께서 바라는 영성체의 의미는 성체 섬김도 중요하지만 나눔도 더 중

요하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영성체의 의미는 하루하루 밥의 우주적 의미를

깨닫고, 생산하고 나누는 삶이다. 우리가 먹는 밥은 사실 영성적이다. 주의

기도는 밥이 중심축에 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마태 14, 22-24)을 보면 예

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밥을 함께 먹는다. 밥상공동체가 아닌가? 성체성사

는 밥의 혁명이다. 성체성사는 나와 예수가 일치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추상

적인 일치가 아니다. 초대 교회의 공동생활을 보라!(사도 2, 43-47) 성체성

사는 밥을 나누어 먹는 구체적 사랑이다. 육화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 몸의

육화이지 추상적이 아니다.

영성체는 하나의 성체성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밥

도 하느님과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밥을 먹는 것은 몸

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운도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은 전례이며 의례

282) 2009년 12월 23일 TBC 휴먼다큐 피아노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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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찬미와 감사이다. 밥을 먹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다. 창조주 하

느님께 가는 길이며 사랑이며 제사이며 믿음이다. 고산 생명 공동체의 자리

매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서도 얼마나 병든

먹거리를 먹는가? 불교의 식사법인 발우공양은 바로 영성체의 의미라고 생

각한다.

교회가 우리농 운동을 하며 생협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고산 생명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호혜경제이다. 호혜(互惠)는 일종의 인격교환과 생태적 공경 위

에 기초한 작은 경제이다. 이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격과 생산

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생태적 위기를 치유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고

산 생명의 공동체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이런 작은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 가

는 것이다. 고산 생명의 공동체는 현재는 본당과는 연계 없이 지역에서 생

명과 살림, 슬로푸드(Slow food)283)운동을 하는 축이 되고 있다.

(6) 고산본당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우주걷기 명상284)

우주걷기 명상은 우주의 시작과 진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경이로움과

창조의 신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자 고안된 것이다. 이 걷기 명상은 그

지역의 상황이나 특수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시도인

우주걷기 명상은 우주와 지구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감

수성을 키워 준다. 이 명상은 각 인간 역사의 독특함은 물론 지구 이야기도

극적인 방식으로 전달해 준다.

283) 슬로 푸드(slow food)는 패스트 푸드(fast food)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나 식재료를 다시 검토하는 운동 또는 그 식품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1986년 로마의 명소로 알려진 에스파냐 광장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여기서

제공하는 패스트푸드가 이탈리아의 식생활 문화를 망친다는 위기를 낳자 슬로푸드 운

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슬로푸드운동은 생물다양성의 보호, 지역 미각의 보호, 지

역 전통 음식의 보전, 유전자 조작 반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등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사)슬로푸드문화원 www.slowfoodkorea.kr 참조.

284) 고산본당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로 오산자연학교 고유 프로그램이 되었다. 미리암 맥길

레스 수녀가 우주걷기를 창안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시도되고 있

다. 정홍규, 산처럼, 259 참조. 연구자의 제네시스 체험기는 정홍규, 산처럼 229-256 참

조. Mcgregor Smith, JR. Now That You Know, TN: Earth Knows Publication,

57-65; 정홍규, 생태영성이야기, 241-250.



- 150 -

특히 경북 영천시 보현산 천문대에는 우리나라 최대 구경의 1.8m 반사 천

체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천문대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주 이야기를 들려

주어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해 준다면 바로 창조주 하느님과 우리에

대한 진정한 경외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영성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 다양성에 대한 놀람,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다.

우주걷기를 위해 우리가 선정한 우주 이야기는 각 단계마다 독특하다. 우

리는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연대표’를 참고하였다. 걷

기 명상은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연대표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참석자의 내면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상에 따라

우주걷기 연대표 안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이야기를 포함시

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부록 2)

(7)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중생대 자연사박물관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와 은호리 일대에는 지구 초기의 생명체 중 하나인

시아노박테리아의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가 다량 분포되어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 중 살아있는 지구이야

기285)에 있어 최초의 생명체와 광합성을 실증하는 지구의 소중한 유산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유기물이 풍부한 어두운 층과 쇄설성 퇴적물(clastic

sediments)이 많은 밝은 층이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유기-퇴적 구조로

된 엽층리(葉層理, laminated bedding)를 갖고 있다.286) 그래서 엽층리 구조

를 가진다는 뜻의 stroma와 암석을 뜻하는 lithos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가

그 어원이다.287) 바위 침대라는 의미도 있으며 암석의 형태가 거북의 등 모

양으로 기묘하게 생겨 주변 주민들은 ‘거북돌’이라고도 부른다.

2009년 12월 11일 천연기념물 제512호로 지정된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트로

285) 토마스 베리 외, 우주 이야기, 137-161. 베리는 우주 이야기에서 ‘40억 년 전 최초의 원

핵세포 생물인 아리에스(aries)의 출현, 39억 년 프로메티오(Promethio)는 광합성 발명’

으로 기술하였다.

286) 이봉진, 경상북도 하양 지역의 반야월층에서 산출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0.

287) 윤철수, 한국의 화석, 시그마프레스, 200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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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톨라이트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연구자가 지역 신문을 통

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소중함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여 천연기념물 제512

호로 지정되는데 일조하였다.288)

경산지역에서 산출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형태의 다양성, 미세조류 화

석의 산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여, 경산시 하양은 국내 스트로마톨라이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289) 강원도 등 국내에서 발견되는 스트로마톨

라이트의 경우 바다에서 생성된 것이지만, 하양 일대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호수에서 생성된 것으로 그 규모가 크고 형태가 완벽해 학술적인 가치가 뛰

어나다.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성장속도는 매우 느려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수 cm,

연간 1㎜ 이하 밖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름

50-100cm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1000여 년 이상이 지나면서 형성된 것이

다.290) 또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생명체와 초기 지구의

진화 및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화석이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단세포 생

물이다. 시아노박테리아는 빛에너지와 물,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이용해 광

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들어 인류를 포함한 생물체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

게 해준 소중한 생명체다.291)

중생대 백악기(1억 5000만 년 전) 호수에서 형성된 경산의 스트로마톨라

이트는 지구의 소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

다.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누구

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292)

288) 경산신문(2009.5.6), 연구자 칼럼, ‘경산의 보배 중의 보배, 스트로마톨라이트’

289) 전희영 외, 화석의 세계2, 경보화석박물관, 2005, 120-121.

290) 경산문화원 홈페이지 http://gsc.kccf.or.kr/ 스트로마톨라이트 소개 자료 참고.

291) 앤드류 H. 놀, 생명 최초의 30억년, 김명주 역, 뿌리와 이파리, 2007, 161-177.

292) 연구자는 2012년 10월 4일 ‘경산스트로마톨라이트연구소’를 설립하고, 2013년 6월 3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국내 처음으로 ‘경산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산시

의 ‘경산 스트로마톨라이트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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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적인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를 위해 경산에 ‘중생대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293)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에 관한 소장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곳이 결코 아니

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 콘텐츠를 위한 공간이고 젊은이들

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할 수 있는

역사의 공간이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자연사박물관이다.

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계와 자연계 내에서 인간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줄 것이며, 자연계와 인간의 총체성(integrity)와 다양성(diversity)을 이

해하고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294)

2) 자연학교와 대안학교

- 자연학교에서 오산자연학교를 거쳐 대안학교 산자연학교에 이르기까지

(1) 첫 단계는 ‘움직이는’ 자연학교(1981년-2002년 9월)295)

1981년 서품을 받고 내당성당 보좌신부로 지내면서 첫 번째 3박 4일 자연

학교를 성주 가천 가야산의 성주학생야영장(옛, 법전분교)에서 열었다. 연구

자에게는 주일학교 여름과 겨울의 자연학교가 사목의 오메가였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자연에 지내게 함으로써 교리교사와 부모들 그리고 그 가정의 지

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고등학교

때에 영세를 받고 첫 번째 경주 본당에서 경험한 산간학교가 마치 화두처럼

내 마음을 이끌어 나갔다. 산간학교는 미래 사목 원형이며 첫 성사였다. 이

러한 추억이 자연학교를 만들게 된 모티브이다.

1990년 월배성당에서 생태운동을 시작하면서도 여름 자연학교가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체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그래서 자연학교를 시작했다. 본당신부는 이동하다 보니까 프라이

부르거(Freiburg) 자연학교처럼 학교라는 건물이 전혀 없이 봄과 여름, 가을

293) 경산신문(2010.2.11), 연구자 칼럼, ‘생태 경산, 자연사박물관으로 완성된다.’

294) 이병훈, 자연사박물관과 생물다양성, 사이언스북스, 2000, 32-33.

295)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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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겨울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길게는 1주일 씩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

서 산간으로, 갯벌에서 논으로 계절별 학교를 열었다. 자연학교는 계절 학교

였다. 가야산, 매화산, 토함산, 황매산, 경주 남산, 상주 우암산, 영광 갯벌,

칠포, 감포 등 경상북도를 축으로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바다와 산을 지정

하여 자연학교를 열었다.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가 학교였다.(부록 3)

인지보다는 체험, 죄뇌 보다는 우뇌, 논리 수학지능보다는 다중지능296) 중

자연지능(natural intelligence)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말하자면 도시 아이들 특히 ‘자연결핍장애’297)를 앓는 아이들에게 자

연을 체험하게 하는 치유와 명상의 단기교육이었다. 물론 특정 종교를 지향

하지 않는 초종교적 교육으로서 자연영성과 자연명상을 체계화하였다. 학교

는 토마스 베리의 영성 즉 우주의 기본적 원리인 ‘분화, 주체, 친교’298)를 바

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토마스 베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의 다양성, ‘메타

종교’를 지향하였다.299) 사실 종교와 영성은 동의어가 아니다. 종교보다 영

성이 더 선험적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출현보다는 영성의 출현은 인류가 탄

296)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유경재 역, 웅진지식하우스, 2013.

297)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142-143.

298)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82-84. 분화가 없었다면 우주는 균일한 한 점으로 몰락했을 것

이고, 주체성이 없었다면 우주는 생기 없고 죽은 확장물로 몰락했을 것이며, 친교가 없

었다면 우주는 소외된 존재들의 단일점으로 몰락했을 것이다.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123, 125, 126-134. 베리는 이 3가지 우주 생성의 원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주의 존재와 진화에 사용되는 물리적 역동성으로 작용한다고 보

았다. 베리는 한 마디로 우주 생성의 원리는 ‘분화에 의해 지시를 받고, 주체성에 의해

구성되며, 친교에 의해 조직된다.’ 이 원리를 산자연학교의 교육의 원리로 확장하였다.

299)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15-117.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396. 메타종교(초종교): 토마스 베리는 세로운 패러다임을 창

조하기 위해서 4가지 시스템 개혁을 역설하였다.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이다. 베

리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우주를 관통하며 작동 중인 창조 과정을

영예롭게 하는 종교가 필요하다.’ 베리는 현재의 종교들이 인간의 구원과정에 중점을 두

며, 자연세상이 우리의 주요한 발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종교가 자연 속에 새로이 드러난 경험을 감지할 필요가 있고, 생명파괴

나 종족 학살처럼 행성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윤리적 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리는 모든 종교를 위한 포괄적 맥락을 지니고 행성 전

체 공동체를 아우르는 메타-종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의 종교적 전통과 문

화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신성한 경험의 새로운 측면과 함께 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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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350만 년 전이나 44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한다.300) 자연학교는 선교목

적이 아니다. 종교는 다양하지만 마시는 물이나 밥, 공기는 기본적으로 같다.

자연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세운 원칙은 ‘식(食) 즉 밥’을 기본음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사실이다. 자연학교 기간 동안 모든 인공적인 것, 화

학적인 것, 부분식, 수입식, 과잉식, 호화식, 공장식, 동물식을 단절시켰다.

자연리듬에 소외된 식생활을 중지하고 전체식, 신토불이식, 풍토식, 일상식,

자연식, 식물중심식으로 식단을 철저하게 짰다.301) 왜냐하면 이러한 식사가

미래식이며 우리를 살릴 구명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식도 직접 만

들어 먹었고, 화장지와 세제 그리고 치약까지도 생태적으로 준비했다. 이 자

연학교 아이들에게 추억과 힐링 그리고 자연과의 친교를 선물하였다. 생태

교육 4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02)

① 아이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하라! 발산 창의력이 솟구친다.

② 결핍되게 하라! 통합 창의력이 발효된다.

③ 글짓기 아닌 생태 글쓰기를 하라! 글감을 자연으로 주어로 삼게 하라!

개구리와 말하기 등.

④ 향수와 추억을 심어주라! 또 자연으로 다시 오고 싶도록 하라.

(2) ‘정주하는’ 오산자연학교(2003년 11월 - 2008년 2월)

2002년부터 대구시에서 한 시간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대구 경북권 안에

있는 폐교 30여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주할 수 있는 학교를 물색하기 시작하

였다. 이동하는 학교는 유동성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교육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연속적이고 떠도는 방식이어서 찾은 곳이 영천시 화북면에 있는 오

산초등학교였다.303) 3,000평의 부지에 동네 과수원이 둘러싸여 조용하고 평

300)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루시’ 보다 백만 년 앞선 440만년 전 인류의 조상인 ‘아디(Ardi)’

가 사이언스 잡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뉴시스, 2009.10.02.).

301)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141-142.

302) 정홍규, 신부님! 우리 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바오로, 1995, 201-202.

303) 오산국민학교는 1967년 3월 1일 개교하여 졸업생 514명을 배출하고 1992년 3월 1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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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롭고 햇살이 가득한 전형적인 시골 폐교였다. 그 당시에는 동네 사과창고

였으며 운동장에는 잡풀이 우거졌고 무말랭이를 널어놓았다. 이 폐교가 영

천시 교육청 관할로 푸른평화 자연학습원으로 임대계약을 하였다. 바로 리

모델링을 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 폐교된 오산초등학교가 10년 만에 오산자

연학교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304)

처음 오산자연학교에서는 원주의 필립보 생태마을처럼 생태 교육의 장으

로, ‘푸름’의 영성 실천의 장으로, 안동교구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처럼

통합적이고 마을체험과 유기적으로 하였다. 그 프로그램의 토대는 우주 이

야기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생명의 질서를 노래해 온 138억

년의 우주 이야기를 기본으로 삼고, 하느님의 성령이 수위이자 교장인 우주

를 교실로 삼았다. 지역연계 배움으로 보현산 천문과학관과 연대하여 반드

시 행성과 은하수를 보게 하는 시간을 잡도록 한 것도 아이들이 별을 관측

함으로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느껴보

기 위해서이다. 2003년 11월 23일 고산본당 교우들과 마을 주민, 특별히 미

국 뉴저지 주 제네시스 팜에서 온 ‘우주걷기’의 창안자인 미리암 멕길리스

수녀가 축사를 하였다. 그래서 오산자연학교는 축복과 창조를 체험하는 교

육 프로그램으로 우주걷기 명상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미리암

수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동남서북을 위한 ‘四方기도’305)를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합하면서 회개와 화해로서 자신

을 깊이 수용하는 몸기도도 배운다.

오산자연학교는 생태학교이다. 산자연학교가 생태교육을 가장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포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306)

① 무엇을 배우든지 젊은이들은 화석연료 단계를 넘어가는 급속한 이행기

교되었음(교적비, 1995.3.1.).

304) 정홍규, 평화 생태 이야기, 178-180.

305) 정홍규, 산처럼, 256-258.

306) 보리 편집부,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152-157.



- 156 -

에 필요한 분석 기술과 실제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 달리 말해, 젊은이들

은 축적된 햇빛이 아니라 흐르는 햇빛을 이용하여 문명을 영위할 방법을 배

워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② 탈근대 교육은 학생들이 체계와 패턴 속에서 사고하고, 시간 감각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자신의 전공분야 속에 은둔하는 전문가만

을 교육하는 일을 더 이상 마음 놓고 계속 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

기 전공분야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것은 전문

교육이... 따로 떨어진 섬이나 요새처럼 존재하는 전문교육의 폐지를 뜻하며,

또한 지식의 다양한 분야들 사이에 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전

문교육이 다른 전문분야, 특히 생태학과 윤리학의 관점과 지식으로 교육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인과관계가 어떻

게 적용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가격이

소비의 생태적, 인간적 비용을 진실 되게 반영하는 정직한 경제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

③ 교육은 젊은이들이 도시화 이후의 세계에 적응하도록 준비시켜야 한

다. ...다가오는 세기에 대체로 귀향자들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태도와 기술

을 가지고 스스로 농촌지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생태

적 피난민으로서 강요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지

금 학교에는 젊은이들에게 도시에서의 출세를 가르치는 한 가지 교과과정밖

에 없다. 인간의 미래가 도시만큼 농촌에도 달려 있다면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이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식품과 농업에 관해 알아야 한다. 앞으로 농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지금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재간을 익혀야 한다.

④ 젊은이들은 땅 위에 인간의 ‘흔적’을 덜 남기도록 배워야 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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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과 토지와 물의 총

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 동안 미국인 한 사람은 평균 540톤의 건

축 재료와 종이 18톤, 목재 23톤, 금속 16톤, 유기화학물질 32톤을 쓰는데,

이 양은 이른바 저개발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양의 열 배에서 열다섯 배에 이

른다. 환경 쇠퇴를 역전시키자면 미국인들의 에너지와 물량 소비가 어림잡

아 50에서 90퍼센트까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⑤ 젊은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태학적 상상력을 갖추고, 생태적 가능

성에 대한 개념을 넓혀 줄 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

리 자신에 관한 좀 더 깊은 생태적 시각 없이는 경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넓힐 수 없다. 우리 자신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터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

특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어떤 강의 물보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야성의 지배를 받으며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⑥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사실과 정보와 기술과 요령을 전수하는 것을 넘

어서야 한다.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만이 아니라 ‘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육이 ‘파괴의 수단’이 안 되려

면 교육은 ‘더 큰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때 교육은 언제

까지나 중요한 것과 일시적으로만 중요한 것을 밝혀 주고, 우리가 냉소주의

와 무질서, 허무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할 만큼 충분히 큰 이념을 제

공할 수 있다.

학교의 의식주 생활이 친생태적이지만 학교의 장치나 시설을 통해서도 교

육의 핵심 과제를 포착한다. 햇빛 온풍기, 햇빛 건조기, 햇빛 온수기, 빗물

천수통,307) 지열 기숙사, 생태연못, 태양광 발전기, 황토집, 돌탑쌓기, 텃밭,

티피 인디언 집 등의 견학을 통해서 ‘화석연료’로 다음 세기를 준비하도록

307) 이재열, 태양이 만든 난로 햇빛온풍기, 시골생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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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현대기술을 공명을 통하여 ‘재생 에너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에서 인류 생존의 길로서 필요

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한다.308) 이는 오산자연학교에서 적정기술을

소개하는 이유이다.

첫째, 산업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한다.

둘째, 건물마다 현장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 발

전소로 변형한다.

셋째, 건물에 저장 기술을 보급하여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보

존한다.

넷째,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섯째, 수소 연료 차량 등 연료 전지 차량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손의 신비주의’라고 주제에는 무엇이든 직접 만들어 보기이다. 물

과 바람, 흙과 햇빛 그리고 ‘나’에서는 황토를 가지고 만물의 4대 원소를 잘

비벼서 천연염색을 해 보는 마법의 체험이다. 그리고 대나무를 주고 마음대

로 무엇이든 만들어 보기, 산에 싸리나무를 직접 잘라 소망등(所望燈) 만들

어 보기는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이다. 밤에는 별빛 아래

에서 직접 불을 피워 우리밀 빵 구워먹기, 자연물놀이, 왜가리서식지 탐사,

우주캠프, 미로걷기, 야생차 만들기, 뿌리채소 수확하기, 고구마와 감자 구워

먹기, 가을에는 콩사리해 먹기, 여름 밤에는 개똥벌레 보기, 겨울에는 밀랍

으로 꿀초만들기 등 자연을 매개로 하여 아이들과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이

다.309) 주위에 흔히 보는 ‘풀을 뜯어 만다라’를 만들어 보는 작업은 아이들

을 고요명상과 몰입으로 이끈다.310)

오산자연학교는 동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혹은

308) 제러미 리프킨, 3차 산업혁명, 107-108.

309) 각종 프로그램 소개는 우주의 집안에 1, 233-264 참고.

310) 기젤라 프로이쉬호프, 고요명상, 김영숙 역, 푸른평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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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잡아먹는 식용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반자임을 체

험하는 ‘삽살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토끼장 안에 닭을 동시에 키

움으로써 서로 다른 종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견학도 필수로 하고 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차이와 다름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삽살개를 데리고 함께 걷고 쓰다듬고 서로 말없이 느끼는

‘공감의 장’이 동물체험이다.311)

오산자연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니다. 종교가 특수한 것도 아니고 특권층이

오는 것도 아니다. 아직은 우리 현실에서 특수한 교육이다. 오산 자연학교의

이 특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산자연학교의 문제는 공교육의 틀

에서는 특수한 교육 사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3)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비인가에서 출발)

오산자연학교를 생태적 체험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도 생태교육

의 연속성의 문제와 체험교육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곧 자연학교의 체험 교육 효과가 단절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다. 이런 점에서 사회 교육에서도 생태 영성 전망을 지속시키고 확산시킬

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시민들이 생태적 전망을 공교육

에 통합한 형태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여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이 인격 교육이 실종

된 현실은 교회가 민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해 주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가야 할, 시대적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학교의

생태 비전을 공교육과 통합하여 건강한 시민 사회를 형성할 교육적 존재 방

식으로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 과제를 자각해야 한다. 공교

육 체계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에게서 발해지는

신음의 깊이에 민감하다면, 이들을 돌볼 틀을 형성해 가는 것은 가장 기본

적인 복음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구조를

311)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2010; 메리 고든, 공감의 뿌리, 문희경

역, 산티, 2010.



- 160 -

만들지 못하는 것과 그 과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

니다. 알고도 하지 못할 때, 역량 부족에 대한 고백을 불러일으키고, 연대의

일념으로 그 실현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 그런 주체들은 도리어 참여하는 부류를

특권화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는 낮추어 보는 오만을 드러낼 위험이 그

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다.312)

그래서 대안학교 산자연학교를 연 이유는 자연학교라는 특수성을 극복하

고 생태의식과 체험을 공교육과 통합하여 교육의 보편적 지평을 열기 위함

이었다. 그리고 오산자연학교가 보통 주말에 프로그램이 꽉 차거나 몰려 있

기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서도 생태교육을 통하여 우주적 소통을 내면화시키

고, 밖으로는 예술적 표현으로 자신을 창조하고, 내면화와 창조성을 지역사

회 안에서 실현시켜 보자는 3가지 이유였다. 1년여 동안의 학습과 그룹 스

터디를 통하여 설립 목적과 의의를 설정하고 교육이념과 교육원칙을 다듬었

다. 산자연학교 첫 입학자는 초등학교 8명이었다. 비인가 학교에 따른 재정

부족을 주말과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오산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오산자

연학교와 산자연학교의 유기적인 관계는 새로운 생태교육의 지평을 여는 두

바퀴였다.

① 개학(2008년 3월 6일)

◉ 소재지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 소재(오산학교 인연)

-초․중등을 연계하는 장애, 비장애, 과목, 학년 통합 대안교육 2년차

◉ 시설

3,500평 대지에 운동장, 교무실, 교실, 강당, 도서실, 기숙사, 조리실, 식당,

창고, 황토방, 수나무육각정자, 풍력발전기, 발전기제어반, 태양광발전기, 태

양열조리기, 텃밭, 생태연못, 토끼장, 닭장, 오리장, 그네, 솟대, 장승 등

◉ 조직

312) 황종렬, 가톨릭교회의 생태복음화,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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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초등 과정 20명, 중등 과정 2명, 기숙이 원칙이지만 통학 가능

-교직원: 교장, 대표교사, 전임교사 5명, 과목교사 7명, 관리교사 2명, 기타

4명(총 20명)

◉ 프로그램

- 4학기로 운영, 주말과 방학에는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시설과 프로

그램 제공(오산자연학교 운영)

- 우주 이야기를 기본 교재로 삼은 산자연학교(www.sanschool.org)

- 오산자연학교가 모태

② 산자연학교 설립 목적과 의의

◉ 설립 목적

- 우리 사회의 생태계 위기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참여와

실천운동에서 출발

- 생태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평화와 생명을 재고하는 교육을 함

◉ 설립의의

- 획일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지식중심교육’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장

애 치유

- 20만여 명의 부등교(不登校)학생, 40만 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한 해 10

조에 이르는 유학과 연수경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실 극복

- 악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 인간과 생태의 관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절

실, 환경 교육의 연결 고리의 장

-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놀고 쉬게 하며 여유를 가

지게 하여 자연을 통한 치유 관계 형성, 자연결핍장애를 앓는 아이들의 치

유센터로서의 학교

③ 교육이념

◉ 우주 이야기를 배운다는 것

- 우주 이야기로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희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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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론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 발견과 존재의 다양성을 깨닫는다.

- 우주의 창조 과정은 상상력과 잠재력을 일깨운다.

- 우주 이야기 체험을 통해 생명은 하나라는 통합된 가치관을 갖는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우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말하였다.313)

별, 땅, 암석, 모든 생명체의 형태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태양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다면 어떠한 돌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다. 거대한 우주에 대한 지

식 없이는 우리가 만지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자들 또는 세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몬테소리는 우주교육의 본질을 3가지 물음에 대한 탐구로 표명하면서 우

주 교육의 목표는 아이를 초기 물음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끄는데 있다. 이것은 보기에는 간단한 질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본성과

자신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심오한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만약 아이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다면, 그의 첫 번째 답은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어떤 것

이 이 아이를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는가? 아이의 답들은 정체성을 찾는데

시작점들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에 3개의 질문이 있는 것이다. 다른 두

질문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또는 ‘내

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들 중 첫 번째는, 아이의 과거와 연관된 것인

데, 그의 현재 정체성의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

두 개의 추가적인 물음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와 ‘내가 왜 여기 있는

가?’는 더 기초적이고 물음인 ‘내가 누구인가?’보다는 포괄적이다 ‘내가 누구

인가?’의 질문은, 이 세 개의 모든 면들에서, 인간 종의 수준으로 접근되어

질 수 있다. 우리의 행성에서의 생물의 진화적인 흐름 내에서 우리의 특별

한 종의 장소를 찾는-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또는 개인의 수준에서 접근

313) 조성자, 몬테소리 우주교육의 철학적 관점, 공동체, 2010, 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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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질 수 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주

임무(cosmic task)을 다할 수 있다고 보았다.314)

◉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는 것

- 비생태적 생활의 문제를 발견한다.

-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

- 친환경 물품과 재료 사용을 생활화한다.

- 생태계의 순환, 자연의 섭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 몸과 마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룬다.

◉ 전인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

- 자기 발견과 자기 신뢰로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추구한다.

- 감각체험과 생태 농사 활동, 자연생활을 통해 건강해진다.

-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적 삶을 배운다.

- 해외활동과 문화교류로 세계화를 지향한다.

- 성장발달에 적합한 지적 능력을 갖추어 자아실현을 돕는다.

◉ 교육 원칙

- 나이와 학년의 발달 수준과 개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

- 자발적이고 체험적이며 실천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 같음 속에 다름이, 다름 속에 같음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한다.

-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가치․존업성․권리를 소중히 여긴다.

- 교사는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활용으로 창조적 사고를 유발한다.

- 교사는 학생에게 민주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주는 토론과 자율을 장려한다.

- 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준비한다.

- 교사는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교육이념의 실천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

해 노력한다.

314) Michael and D'Neil Duffy, Children of Universe, PA: Parent Child Press, 20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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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자신의 주요 관심 분야를 탐구하며 활동의 주체가 된다.

- 학생은 사회활동과 자립교과를 통해 지식과 삶을 통합한다.

- 학생은 공동체의 규범과 타인의 존엄성, 심신의 건강, 자연을 해치지 않

는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책임질 수 있다.

- 학생 평가는 관찰, 상담, 자기 평가,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과정 중심적, 개성 중심적인 질적 평가를 주로 한다.

- 교육환경은 자연친화적이며, 안전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하여 심신

의 발달을 돕는다.

◉ 학교생활(초등 교육 과정)

- 입학 초에는 적응을 위한 첫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말과 글, 수, 실험, 우주, 연극, 미술, 음악, 몸 살리기, 외국어를 기본과

목으로 한다.

- 요리, 예술, 목공, 원예, 탐험 등 프로젝트형 선택 과목은 기본 과목과

연결하여 수행하고, 사회참여와 교류를 통해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한다.

- 영상기록, 요가, 풍물 등의 특별활동 시간을 가진다.

- 모둠회의 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학교 규율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치활동이 있다.

- 아침에는 숲 속에서 명상과 춤, 노래와 시로 하루를 여는 몸 깨우기를

한다.

- 모든 교육활동은 과목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통합한다.

- 교과서만을 통한 전달보다 행함으로 배우는 체험학습을 한다.

- 매일 마지막 수업은 하루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한다.

- 식물의 성장을 통한 자연 순환과 먹이사슬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기른다.

- 통합 교육 및 특수 교육과 예술 치료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 능

력을 개발하여 폭넓은 인간관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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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자연학교 연혁

일시 연 혁

2003.11.23 오산자연학교 개교, 캠프학교(사단법인 푸른평화)

2007.03.06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개교(초등학교 과정)

2009.03.01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7학년(중학교) 과정 개설

2009.09.01 학교 부지 2,356㎡ 매입(대구대교구 천주교유지재단)

2010.02.05 산자연학교 초대교장 정홍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취임

2012.03.01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10학년(고등학교)과정 개설

2012.03.05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학력인정학교 인가 추진위원회 결성

2012.05.15
재단이사장 조환길(태대오) 대주교 축복식

(교사동, 기숙사동, 경당 등)

2013.03.01 산자연학교 입학식(55명)

2013.11.22 학력인정 산자연중학교로 허가(경상북도 교육청)

2014.03.01 학력인정 대안교육 특성화 산자연중학교 개교 예정

(4) 학력인가로 거듭나는 산자연학교 (2014년- )

오산자연학교는 2003년에 고산성당 교우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탄생되

었다. 산자연학교는 2007년 경산성당의 후원으로 오산자연학교에 첨가 되었

다. 이 학교의 설립자인 연구자가 2010년 2월에 경산본당에서 교장으로 정

식으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학교의 위상과 소속이 분명해졌다. 이제 학교는

법적으로 푸른평화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소속되고 학교 부지를 임대에

서 매입으로 자리를 매겼다.315) 2007년 입학에 첫 입학한 8명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산자연학교는 초등과 중등이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

었다. 전국에서 중학생들이 대거 입학함에 따라 중등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게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이 성장함으로써

남녀가 분리된 기숙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2년 5월에 교실 6칸과 친환

경 지열 기숙사를 완성하게 되었다. 비인가중등과정이 검정고시와 겹쳐 학

부모들의 중등과정의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중학생들이 비인가

315) 연구자는 2010년 2월 오산자연학교와 산자연학교 일체를 대구대교구에 기부하였다.



- 166 -

의 대안학교와 중등과정의 검정고시문제로 수업의 차질과 교과과정의 혼선

이 빚어짐에 따라 학력인가형 대안학교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다룰 수는 없었다. 학부모 간에 인가와 비인가에 대한 의견이 달

랐고, 학비에 대한 부담감과 지원에 대한 고려로 학력 인가형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다. 검정고시에 대한 중학생들의 부담감은 해결될 수 있으나 비인가

의 ‘자발성과 창의성’과 인가의 ‘틀과 구속’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지가 관건

이다. 한 사제의 열정과 꿈에 의해서 시작된 오산자연학교가 비인가 산자연

학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을 통하여 이제는 공히 학력인가형 대안학

교로 진입함에 따라 어떤 지평으로 성장할 지가 기대된다. 2003년 우주 이

야기의 자연학교가 생태학교로 이제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업그레이드 되었

다고 하지만 생태평화로 다른 공교육이나 대안학교가 차별화의 길을 가야한

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과학학습에서 우주 이야기가 빅 픽쳐(Big

Picture), 빅 히스토리(Big History)316), 통섭(統攝)된 이야기로 바닥이 되어야

된다. 왜 아이들에게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가?

토마스 베리는 우리가 생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새로운 우주론’을

제안한다.317)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

해 말해줄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우주론은 기능적이어

야 한다. 기능적 우주론 없으면318),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와 우주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진정한 역할에 대해 알아낼 수 없다. 토마스 베

리는 생태적 위기가 제 기능을 상실한 우주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베

리의 기능적 우주론은 포괄적인 비전이며 종교 혹은 과학의 테두리를 넘어

선 포괄적인 비전이다.319) 베리는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태초부터 지속적인

출현의 과정 혹은 내부-유기적 관계로서의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316) 빅뱅에서 현재까지의 자연과 인간, 과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통학적 지구사인 빅히스토

리(거대사)에 관한 책은 데이비드 크리스천, 거대사, 김서형 외 역, 서해문집, 2009; 신

시아브라운, 빅히스토리, 이근영 역, 프레시안북, 2009.

317)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420.

318)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112.

319) 토마스 베리 신부와 토마스 클락 신부의 대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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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박한다.320) 또한 세속의 과학은 정신성을 배제하고 물질적 영역에 중

점을 두기 때문에 영적 혹은 도덕적 가치를 규명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21) 베리의 해결책은 역사적 발전적 과정을 새로이 이해

하고 그 속에서 종교와 과학의 통찰을 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리

의 새로운 우주론은 전통적 종교의 영적 감수성과 현대 과학의 진화적 통

찰, 역사의 역동성을 통합한다. 베리는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 기능적 우주론

의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베리는 이를 ‘단일의 포괄적 서술’인 ‘우주 이

야기’라고 부른다.322)

우주 이야기는 ‘태초의 찬란한 불꽃’과 초기 우주적 진화의 단계로 시작되

어, 은하들, 초신성, 태양계의 형성323)과 지구의 출현을 향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이전의 형태와 행성과 동물의 출현, 마침내 인간 생명의 출현

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발전으로 이야기가 계속된다. 베리가

‘우주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려는 것은 이 ‘태초의 찬란한 불꽃’이 나타난 이

래 벌어진 모든 사건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태초의 찬

란한 불꽃에서부터 생태대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우주 이야기이다. 이 이야

기를 들려주는 교육이 몬테소리의 ‘우주 교육’324)이다. 토마스 베리가 들려

주는 우주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거나 들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

들에게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의 또 하나의 버전 책들이 있다.325)

320)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199.

321) 같은 책, 200.

322) 토마스 베리, 우주 이야기, 2013.

323) 같은 책, 17-83.

324) Michael and D' Neil Duffy, Children of Universe, 4. 우주 교육은 전체 몬테소리

기초 커리큘럼의 기초이다, 특히 역사와 생물 학습을 통해 관련된 과목, 지리학, 물리과

학, 그리고 화학도 물론이고. 우주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

용되는지. 이러한 세 질문은 어떤 양식을 이룬다. 그것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 우주 교육의 기원이나 뿌리, 현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

는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미래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325) 제니퍼 모건, 우주, 폭발과 함께 태어나다, 정홍규 역, 유피에이, 2004.

제니퍼 모건, 용암에서 생명으로, 정홍규 역, 유피에이, 2004.

Jennifer Morgen, Mammals who Morph, CA: Dawn Publicatio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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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연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 원리를 표현한 <그림 7> 산자연학교 로고

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산자연학교 로고

• 산자연학교의 로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

며 어디로 갈 것이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 그것은 우주의 탄생, 은하의 탄생, 태양계의 탄생,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지구 공동체의 탄생, 인간의 탄생, 생태시대의 탄생에 이르는 진

화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 산자연학교의 로고는 살아있는 우주에서 깨어나는 지구의 영성, 지구

의 정성, 지구의 꿈을 꾸고, 실천함을 의미하고 있다.

• 노란색 바탕: 우주에서 가장 멀리 가는 색으로, 46억년의 꿈을 가진 지

구행성은 푸른색이며, 수소와 헬륨 등으로 태우는 다른 항성들과 은하

들은 붉은 색이다. 노란색의 상징적 의미는「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학

교」를 의미한다.

• 나선형: 우리가 사는 은하수 은하는 나선형이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

성인 지구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모든 종의 처소이며 집

이다. 지구 속에는 5대양 6대주 안에 동아시아를 그려 넣었다. 이는 우

Charlene Brotman, The Kids' Book of Awesome Stuff, Canada: Biddeford,

2004 ; Virginia Lee Burton, Life Story, NY: Mifflin Compan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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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고장이며 동아시아인이며 세계의 시민임을 의미한다.

아래 <표 5>는 산자연학교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주요 개념이다.

<표 5> 산자연학교의 4C, 5F326) & 5R

4C는 현대교육의

4가지 과제

5F는 교사들의

5가지 태도

5R은 생태적 삶을

위한 5가지 운동

Communiation (소통)

Collaboration (협업)

Creativity (창의성)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Focused(명확)

Firm(단호)

Fair(공정)

Friendly(친절)

Fun(재미)

Reduse(감량화)

Recycle(재활용)

Redesign(설비재배치)

Reuse(재사용)

Reformulation(제품재구성)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와 대량소비, 생명 다양성 상실, 몸을 물질로 취급하

고, 영혼이 도태된 이 시대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창조물을 이웃과 같

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 힐데가르트 성녀를 주보성인 삼아 학생들에게

생태시대로 인도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창조물과 함께하는 평

화 생태인327) 육성을 교훈으로 하는 산자연학교의 학교 교육철학 체계도

<그림 8>과 우주와 인간의 단일성을 표현한 학교 교가<그림 9>는 다음과 같

다.

326) NITOR 프로그램 창시자인 브라이언 호란(Brian Joseph Horan, 호주 가톨릭 리져날 고

등학교 교사)을 초청하여 2013년 1월 5일-6일 산자연학교에서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NITOR 한국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NITOR 프로그램은 학업과 자신의

삶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원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스티브 비덜프, 남자, 다시 찾은 진실, 박미낭 역, 푸른길, 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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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이태석신부, 안중근장군」

교 육 원 리

교 육 과 정

특성화교과
․ 지역사회탐방   ․ 산지여정

․ 가족친화       ․ 국내․외봉사활동 
․ 노작활동       ․ 청소년성장프로그램
․ 지역기반학습   ․ (해외이동수업)

선택중심 교육과정
   ․ 교과

   ․ 특성화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

지식교육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 육성)

인성․ 영성교육
(인간다운 인간육성과 학습동력 창출)

▶ 새 우주론을 배우는 학생

▶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학생 

▶ 전인적 삶을 살아가는 학생 

교 육 목 표

창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생태인 육성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

교 육 목 적

토마스 베리 신부의 
우주생성의 교육적 원리

「고유성, 다양성, 관계성」

건국․교육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실현
「공감과 배려」교육론

교 육 방 법

자학자치(自學自治)와 협동
4C & 5F를 통한

건강한 교사상 정립

5R를 통한 생태교육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관계 강화

<그림 8> 학교 교육철학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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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가 우리는 땅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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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른평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전후해서 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적 불안정과 생태적 위

기 속에서 협동조합들이 갖는 생명력과 가치에 주목하면서 한국에서도 ‘협

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나 서울의 ‘협동조합도시’ 선언 등 협동조합의 설립

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한 전망을 내

어 놓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바람과 희망이 강해지

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주목받으며 신자유주의가 삶의 말단까지 지배

하면서 빚어지는 자본과 노동의 갈등과 대립이나 인간과 자연의 분리, 무한

경쟁 속에서의 생존에 대한 희망적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해방 이후 국민의 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협동운

동을 위한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으나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가톨

릭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운동이었다. 부산 메리놀회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서울의 장대익 신부는 한국인들이 빈곤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근본적 방법으로 협동조합운동에 주목했다. 그 성과로 1960년 5월

1일 부산에서 메리놀병원, 가톨릭구제회의 그리고 성 분도병원 직원들 중

27명이 조합원이 된 ‘성가신협’이 설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신

용협동조합이다. 그리고 1960년 6월 26일 장대익 신부는 서울에서 가톨릭교

회 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가톨릭중앙신협’을 설립하였으며, 두 흐름은

1963년 가별 수녀가 서울로 활동 무대로 옮겨 장대익 신부를 중심으로 추진

되던 서울지역의 신협운동 개척자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서울과 부산에

서 두 갈래로 시작된 신협운동이 1963년 7월 ‘협동교육연구원(전신 협동조

합교도봉사회, 1962년 2월 설립)’으로 합류되었다.328)

협동교육연구원은 초창기 신용협동조합 조직과 교육을 주 업무로 시작하

328)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개, 푸른나무, 2012,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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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64년 4월 협동교육연구원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전국 신협 대표 51

명이 신용협동조합의 연합체인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고 1년

후 협동교육연구원으로부터 독립했다. 이후 신용조합은 천주교구의 조합에

서 기독교의 장로교, 산업별노동조합 단위로 확장되었다.329) 1965년 6월부터

는 신협 외의 협동조합 일반으로 외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초창기 협동교육연구원의 운영을 맡았던 메리놀 수녀회가 주관한 운영위원

회가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서울대교구가 협동교육연구원에 대한 이해나 관

심없이 운영을 맡으면서 운영이 부실해졌고 1996년 6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는 협동교육연구원을 폐쇄하기에 이른다.330)

1980년대 농민운동 진영이 농업민주화와 사회민주화운동에 집중하는 와중

에, 농민들의 농약중독과 화학비료에 의한 흙과 농산물의 오염이 현실문제

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정농회의 유기

농업 강습 이래 유기농업 생산자도 조금씩 늘었고, 소비자들의 환경인식도

변하기 시작하면서 환경과 생명의 문제에서의 위기감은 환경운동과 더불어

생명운동으로 이어졌다. 생명운동인 ‘한살림 선언’을 통해 사회개혁운동을

시작한 원주의 민주화운동은 그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협은 여성을 지역의 생활주체로서 인식하고 조직하는 사회적 주

부운동을 확산시켰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조합원 활동에 투자하여 조합원들

이 생협 운영과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331)

생협 조합원들은 생명가치를 지키기 위해 생산과 소비의 협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의 가치와 함께 협동하는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329) 농업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학원론, 청목출판사, 2013, 105.

330)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개, 189-203.

331) 푸른평화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지만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안

성의료생협은 예방의학이 중시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협업으로 어우러져 있다.

임종환 외, 가장 인간적인 의료, 스토리플래너, 201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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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동질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

께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해가는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우리 민족의 맥을 찾

는 일이며 향후 힘을 모을 방향과 주제를 논의하는 토대가 된다는데 큰 의

미가 있다.

협동의 가치는 마음만 먹는다고 대번에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 인적 관계

망의 발효기간과 뜸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 협동하는 주체는 사람이지

자본이나 권력이 아니다. 이때 사람은 이익에 눈먼 사적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도 아닌 개인의 평등과 자유이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협동조합

은 거룩한 협동조합이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56년 젊은 가톨릭 사제인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Jose Maria

Arizmendiarrieta)를 통해 출범했다.332) 이탈리아 트렌티노 협동조합연맹은

1895년에 창립되었다. 이미 한국 가톨릭 역사 안에는 사례와 모형이 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공동체 혹은 소공동체, 협동, 연대라고 자주 말하면서

제대로 현실과 사회의 가치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공동체 실천 모형을 찾기

가 힘들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학순 주교가 원주교구 취임 2년 후인 진광중

학교를 설립하고 1969년 10월에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한다. 가톨릭 원주

교구의 진광 학교에 협동교육 연구소는 상당히 중요하고 큰 의의를 갖는다.

학교 수업의 정규과정에 있는 특별활동 시간에 협동운동에 대해 교육을 하

기도 했다. 1970년에는 진광 신협, 세교 신협이 설립 되었다. 1972년 10월에

‘밝은신협’이 창립되었다.333) 영국의 런던(London)과 캐나다 퀘백(Quebec)에

서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학순 주교가 예언자적인 비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교구 하나

가 어디에 설정 되느냐, 그 교구에 어떤 주교가 취임 하느냐 하는 것이 무

슨 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그 후의 역사를 보면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

해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W.F. 화이트 외,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1993, 303-334.

333)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개,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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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은 장대익 신부, 가별 수녀, 장일순 선생, 지학순 주교의 공동

체 비전과 생태적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현대 가톨릭교회사에 있어

서 성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1960년대의 부산의 신협이 1970년대 원주 신협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1980년대의 한살림 생협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통과 흐름은 1990년대

대구 푸른평화 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성당에서 시작이 된 푸른평화는 ‘생명경제, 주민참여,

지역자치’의 슬로건 아래 199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 참여를 계기로

생명공동체 운동을 시작하였다. 푸른평화 운동은 생태운동으로 일상생활에

서의 우유팩이나 폐식용유를 모으는 실천생활운동 및 농촌, 농업, 농민을 중

시하는 운동이었다. 생태의 불모지인 지역 공동체 안에서 10평의 매장에서

시작한 도농직거래 운동이 나중에는 생협운동의 실천과 생태적 삶을 추구함

으로써 인간 위주의 ‘문화적 자폐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태적 인간상을 창

안하고자 노력하였다. 월배와 상인본당 안에서 시작한 푸른평화는 이제 본

당에서 독립하여 지역사회 운동의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에는

푸른평화 운동의 결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선 월배성당에서 어떻게 푸른평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과정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월배성당의 녹화 프로젝트334)는 중요한 모형이다. 1990년부터 20년 동안

이나 개인이나 그 지역의 종교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본당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보통의 매장에서 농촌살리기하는 운동 마켓으로 활동

하다가 이제는 대구․경북의 가장 오래 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으로 우뚝

선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결사체였기 때문이다. 왜냐하

면 모형이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을 원천

334)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249-255.



- 176 -

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특별히 뛰어난 리더 없이 보통의 주부들이 운동을

통해 협동조합운동을 설립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 지금은 지역의 발효소

역할을 하고 있다.

태동기의 주요 활동으로 합성세제 안 쓰기,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

누 만들기 등의 화학․화공약품 추방운동, 우리밀 살리기, 수입 농축산물 안

먹기, 가공 식품 추방, 유기 농산물 거래 등의 더불어 사는 밥상운동, 우유

팩 수집, 캔 수집, 되살이 장날 등의 재생운동, 생명학교, 자연학교 등의 교

육운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 6월 5일 한마음 한 몸 운동 환경보전부에서

주최하는 제2회 ‘천주교 환경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푸른평화는 매일

신문으로부터 늘푸른환경대상, 2008년 제3회 가톨릭 환경대상335)을 수상하

였다.

푸른평화운동을 활동단계로 나누면 1990년은 1단계로 화학․화공약품 추

방운동, 1991년은 2단계로 더불어 함께 사는 밥상운동, 1992～3년은 3단계로

재생운동(4R운동), 1994～6년은 4단계로 협동조합을 통한 생활자치운동,

1997～2001년은 국제생명운동, 2002년 이후는 6단계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種)의 살림과 평화를 위한 새 우주론을 주창해 왔다. 푸른평화 운동은 환

경과 생명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고 가정살림, 지역살림, 지구살림에 투신하는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푸른평화 운동의 기본 이념은 ‘생태적 삶, 생명경제, 생활자치’

의 삼생(三生)운동을 지향한다.

33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환경소위원회가 2006년 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환경상’을 제정하였다. 가톨릭 환경상은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

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책무임을 세상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공모를 시작하고, 생태학의 주보 성인 성 프란치

스코 축일(10월 4일)을 즈음하여 시상식을 거행한다.

1회는 전주교구의 이덕자씨, 2회는 제주교구의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3회는 대구대교

구의 정 홍규 아우구스티노 신부, 4회는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5회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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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생태적 삶을 이룩하기

위해 우주만물, 삼라만상은 모두 한 생명체라는 유기체적 인식과, 생명운동

의 기본은 신비주의와 영성회복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의 모성회복과 새로운

자리 매김을 통한 신사회운동을 표방한다.

둘째, 근검, 절약, 재활용의 주민참여 생활자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

역사회 내에서 4R운동을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

여, 지역중심, 생명정치의 기반조성을 벌이고 있다.

셋째, 유기농산과 도농직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생명 경제운동과 지역 문

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 생활자인 소비자와 생명의 일

꾼인 농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우리

농촌살리기운동을 모태로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통한 녹색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주요 활동의 방향 또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활동

둘째, 더불어 사는 생산자, 소비자 공동체 양성을 통한 생협 운동과 농촌

살리기 활동

셋째, 풀뿌리 지역 문화와 지역 복지 및 생활 자치 운동으로 소말리아 난

민 돕기, 북녘 동포 살리기, 수재민 돕기 등을 실시하였다.

넷째, 생명사상 및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 국제간 연대, 교류활동으

로 낙태 허용법 반대, 사형제도 반대, 인권영화제 후원 등의 활동이 있었다.

다섯째, 출판,336) 예술, 기획, 조사, 교육활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336) 정홍규, 생명을 하늘처럼, 성바오로 출판사, 1993. 환경칼럼 현대 문명사회에서 자행되

는 생명 파괴 현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생명운동

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홍규, 두레와 살림, 성바오로 출판사, 1996. 환경칼럼 2집으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들 삶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제시

하고 있다.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2, 하늘북 커뮤니케이션, 2006. 논문, 강론모음.

정홍규, 생태 영성이야기, 노벨 미디어, 2009. 강론 모음집.

정홍규, 평화 생태이야기, 바오로딸, 2010. 생태영성의 비전, 우주시대, 생태 영성 문화

에 대한 담론과 가톨릭 환경운동의 성찰과 대안을 제시한다.

정홍규 오산에서 온 편지, 학이사. 2012, 신문 칼럼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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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교를 개최해왔으며 그 결실로 2003년에는 푸른평화 오산자연학교를

개교하였다. 2007년에는 대안학교 산자연학교 초등과정을 개교하였다.

여섯째, 환경단체간의 연대활동으로 안동 생명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하며, 우리밀 대구․경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펼쳤다.

또한 일본 BMW337) 기술협회를 가동하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이렇게 대구․경북 지역 안에서 다양한 생태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생협운동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운동의 시작인 1990년대의 월배본당과 상인본당, 2000년대의 고산본당

과 경산본당은 후임 사목자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족으로 본당의 녹화는

그 시기의 한 때로 끝나고 말았다. 본당과 지역의 연대성에 실패하였고, 푸

른평화가 다른 사목자에게 연계되어 교회 안에서 더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년이 넘는 생태운동이 교회 안에서 신앙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자의 투신과 노력들이 이 시대의

생태비전에 부합한 본당 생태 사도직의 모델을 창안할 때 푸른평화의 사례

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구이든 본당이든 지

역과 시민 사회와 함께 하는 생태영성만이 교회 복음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생태 복음화는 시민 사회의 갈망을 공감하고 본당을 지역사회

에 개방할 때 풍요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337) B(박테리아), M(미네랄), W(물)는 생명활성수를 나타낸다. 1995년 11월 일본 북부지방

의 요네자와 목장(米沢郷牧場)의 농민운동가 이토 고키치(伊藤幸吉)로부터 배워서 한국

에 최초로 도입하여 1997년 7월 경주 BM농가에 설치한 이래 전국 100여 곳으로 확산

보급시켰다. BMW기술협회를 가동하여 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한일 교류회, 국내

교류회, 아시아 BM 기술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인분을 이용한 생태 화장

실과 생활폐수처리 플랜트를 설치하였다. BMW 기술을 통해 화장실, 주방의 폐수를 정

화시키는 도시 환경 운동으로의 접목을 추진하였다. BMW 자연순환 시스템은 친환경

농업 발전에도 공헌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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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모델 ‘생태마을’

토마스 베리는 현재의 인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영광은 지구의 황폐화가 되었고, 지구의 황폐화가 인간의 운명이 되

었다는 것이다.338) 거꾸로 말하면 사회의 시스템을 포함한 문명의 방향전환

이 없이는 지구의 급격한 멸종 위기의 해결 그리고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미래가 더욱 큰 지구 공동체의 미래에서 분리될 수 없

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는 단지 기술의 위기가 아니다. 위기의

정체는 ‘종으로써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 a speices?)’339)에 대한 물

음이다. 비록 인간이 긴 역사를 통하여 도전과 응전에 직면해 왔지만 우리

는 이전에 우리 전체 지구와 종에 대한 도전에 결코 마주한 적이 없다. 우

리 시대의 위기는 한 가지 결정적인 면에서 ‘원이 닫혀 있어서 탈출 할 곳

이 없다’는 것이다.340) 처음으로 인류 전체가 그 해결책과 대안을 우리가 힘

을 합쳐 공동작업을 하도록 요청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토마스 베리는 이

렇게 말한다.341)

“모든 인간 제도와 직업과 프로그램과 활동은 일차적으로 인간과 지구의

상호 고양 관계를 방해하거나 무식하거나 촉진시키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한다.”

행성지구의 운명은 3개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하나는 지금의 ‘기술

대(tecnozoic)’로 가는 것이고, 도로의 병목현상처럼 기술은 우리의 목을 죄

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생태적 낭만주의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1만년 전 과거 농경사회나 자급자족의 천․지․인(天․

地․人)이 잘 조화되었고 폐기물이 없었던 중세의 시토, 베네딕도, 프란치스

코 수도원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제3의 길, 즉 토마스 베리가 제안한

기술대가 아닌 생태대로 향하는 길이다.342) 토마스 베리는 ‘생태대(ecozoic)’

338)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209.

339) Duane Elegin, Promise Ahead, 11.

340) 같은 책, 11.

341)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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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은 기능적 우주론의 3가지 윤리적 명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윤리적 명령은 우주 생성의 원리이다. 그 원리는 분화, 주체, 친교

(communion)이다. 공동체 communtity는 라틴어 communio에서 나왔다. 제3

의 길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공동체나 마을을

세우는 것이 제3의 길이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돌봄’을 기초로 하

는 비전을 살리려고 하는 공동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도

그들 나름대로 다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 생태적인 지향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녹색

공동체들은 희망의 징표들이다. 현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안 공동체를

찾거나 건설하려는 이유는 금융자본주의나 경쟁으로 인한 성과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생태적이며 인간적 유대와 관계 속에서 신에덴(New Eden)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싶은 갈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OECD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공동체가 무너진 나

라가 바로 한국이다. 공동체를 사전적 의미로 ‘생활이나 행동 혹은 목적 따

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면 넓은 의미로 공동체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든지 의미 있는 개념으로 잡을 수 있다.343) 한국에서도 풀뿌리공동체운

동의 다양한 시도들 예컨대 성미산 마을 공동체와 원주 협동조합운동을 볼

수 있다.344) 단순히 기존사회에 전면적인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인 대안공동

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태적인 초미니 공동체라고 특징을 지을 수 있다.

2008년 4월 10일 자 미국 포브스(The Forbes)는 현존하는 세계 8대 유토

피아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아르코산티(Arcosanti, 애

리조나 주), 에코빌리지(Ecovillage, 뉴욕 주), 트윈 오크스(Twin Oaks, 버지

342) 토마스 베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믿었다. 하나는 생태대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대이다.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인가는 현재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 만일 생태대로 진입한다면 인

간의 진보는 지구의 진보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구가 주인이고 인간이 파생물임

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 경제는 지구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만일 기술

대로 진입한다면 우리는 지구 공동체를 사용하기 위한 물질의 집합체로 계속 간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량 살상과 대량 멸종은 하느님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Mcgregor Smith, Jr., Now That You Know, 106-107.

343) 이동수, 행복과 21세기 공동체, 41.

344) 같은 책,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57-68, 원주의 사례는 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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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주), 더 팜(the Farm, 테네시 주), 영국의 핀드혼(Findhorn), 독일의 제

그(ZEGG), 오스트레일리아의 크리스털워터스(Crystal Waters), 일본의 야마

기시(山岸) 공동체가 포함되었다.345)

듀엔 엘긴(Duane Elegin)은 소비주의의 광기에서 ‘조용한 혁명’(a quiet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혁명은 ‘자발적인 소박함’과 영

혼이 풍부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346) “지구의 모든 생명에 대하여 존

경하는 마음 즉 감사함을 배양하는 삶이다. 의식적인 소박한 삶의 중심에는

경험적인 영성의 형태가 있다. 냉소주의가 만연한 현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신성함의 체험을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다.’347) 이러한 삶의 방식이 다음 다섯 가지 모습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소

개하고 있다.348)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경제정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정

치체계의 더 광범위한 참여, 인간 잠재력의 개발, 그리고 더 문명화된 진보’

라고 진단하고 고립되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나비효

과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 함께 움직일 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말한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마을 만들기의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협동을 풀뿌리 차원에서 이끌어내려는 협동공동체와 새로이 공동체를 형성

해 그곳에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대안공동체의 등장에 따른 것

이다. 녹색도시, 유기농, 삶과 건강, 대안 에너지, 로칼 푸드, 그린 비즈니스

등 다양한 표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급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

기 보다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만들기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다.349)

345) 같은 책, 24-25.

346) Duane Elegin, Promise Ahead, 71-72.

347) 같은 책, 78

348) 같은 책, 85-94.

349)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라는 신뢰와 나눔, 호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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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커뮤니티와 경제는 2012년 1월에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핵심 화두로 두고, 지역에서

공동체를 통해 일을 찾고 지역을 상호호혜(相互互惠)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이 공동화(空洞化)되어 가고, 자

생적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삶터로서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치와 협력을 근

간으로 지역을 살만한 삶터, 일터, 쉼터 그리고 공동체성이 자리한 고향으로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

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커뮤니티와 경제는 공동체학교를 비롯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

동체사업, 평생학습리더교육 등 공동체운동을 지역사회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지역연구, 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

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영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

원사업을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립적․자생적․자활적 지역사회를 디자

인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서

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산하에 사회적기업 통합

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컨설턴트 및 연구원으로 총 22명의 활동가가 일하고 있다. 사회

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커버넌스 활동을 위

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16개 광역

단위에 두고 있는데, 전국 중간지원조직 중 유일하게 두 개의 광역을 포괄,

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형태로 해결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근

간이 되는 철학과 가치를 담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

는 사업조직으로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대구경북에는

2013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 95개(대구44개, 경북51개), 마을기업153개(대구72개, 경북

81개), 협동조합180개(대구90개, 경북90개) 등 428개의 사회적경제영역의 기업들이 활동

하고 있다. ‘커뮤니티와 경제’ http://www.cne.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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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총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이런 공동체운동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350)

1) 생태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많은 수도원들이 문을 닫고 그 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세처럼

지역에서 또는 유럽 사회에서 떠오르는 대안 녹색 수도원의 부활이 나타나

고 있다. 독일 남부의 프랑크슈테덴 베네딕도 남자 수도회와 독일 중부의

아이빙 엔의 힐데가르트수녀원이다. 베네딕도 수도생활의 유산뿐 아니라 생

태중심적 관점에서 수도원 자체를 개혁하였다. 두 수도원은 기존 수도원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한 생태 공동체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프랑크

슈테덴은 우리 시대의 개혁 수도원이며 생태 수도원이다.351) 이 수도원은

1991년에 도미니쿠스 수도원장이 생태농업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부

합하는 것이라고 수사들을 교육하고 일깨웠다. 그는 우리의 생활방식과 경

제방식이 가능한 한 하느님의 창조와 하나 되어 함께 어울리도록 지역경제

순환원칙을 세우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수도원의 모든 에너지를 화석연료

를 중지하고 자연에너지로 전환하였다. 이런 자각은 대부분 유기 농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간과 지구 관계에서 첫 단계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경이로

운 지구의 현존과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토마스 베리는 오늘 우리 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구 황폐화를 치유

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설립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생태 여자 수도

원 아홉 공동체를 소개하였다.352) 특히 ‘녹색 산 수도원(Green Mountain

Monastery)’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공동체는 새로운 우주론의 비전과 토마

스 베리의 사상에 고무되어 수녀들이 하느님 찬미를 기도, 침묵, 배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예술로 생활을 하며, 행성 지구에 대한 선구적 방식으

로 지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공동체로 나아간다. 또 맥길리스 수녀는 제네

350)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용훈 주교의 경제이야기는 이용훈, 그리스도교와 자본

주의, 가톨릭출판사, 2011.

351) 연구자는 2001년 이 수도원에서 한 달 지내면서 통합적 생태영성을 체험하였다. 정홍

규, 산처럼, 93; 평화 생태 이야기, 263-272.

352) 토마스 베리,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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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농장에서 우주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인간의 존재의미와 사회변혁을

위해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인가받은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아홉 수녀원

은 상호 관계적인 영적 공동체로써의 우주 수도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놀

라운 것은 수녀와 여성 평신도로 구성된 ‘지구의 자매들’이라는 연합체가 구

성된 것이다. 홀라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가톨릭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도원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생태시대를 위한 토마스 베리의 제언들 중에 수도원이 독일의 프랑크슈테덴

수도원처럼 ‘생태지역(bioregons) 맥락’에서 기능하는 수도원은 거의 없어

보인다.353) 유기농 잼, 메주, 소세지, 농산물과 성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도원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생태적 공동체의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생태위기를 초래한 이원론, 인간중심주의, 개인주의

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이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지구중심 공동체

즉 생태를 통합한 공동체를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기원은 공동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의 역할은 공동체가 이

렇게 쉽게 와해되는 한국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지구의 관계’를 공

동체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수도원의 유지가 아니라 생태 공동

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진정한 생태 종교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도원의 녹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354)

마을 만들기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위기나 비전을 공유하는 지방 정부, 주민, 상인 등

이 나서서 공동의 영역을 형성하면서 도시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바로 마을

만들기이다.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거주지의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고, 고형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로 건물을 짓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를 사용하고, 자동차 이동거리는 최소화하는 등의 생태계의 최소한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55)

353)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114.

354) 현대 그리스트교 협동조합의 본보기에 대해서는 앤드류 매클라우드,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홍병룡 역, 아바서원, 2013.

355) 국중광, 한국 생태공동체의 실상과 전망, 월인, 200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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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약함’을 보듬어 주고, 자

칫 단절 속에 고독과 불안에 매몰될 수 있는 생활 세계를 ‘돌봄’의 힘으로

경쾌하게 일으켜 세워 주는 마음의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356)

생태마을은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하고, 생태적이어야 하고,

문화적이며 영성적이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실제로 구현되는 마을은 이

념이나 가치관이 다양할 수 있고,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두 요소가 강조

되기도 한다.357)

독일 생태공동체의 네트워크인 GEN(Global Ecovillage Network)의 생태

공동체 정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의 목표와 기능을 위해 어떻게 공

동체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공동체 가치이념에 준해서 설정해 놓은 ‘공동체

형성에 관한 10가지 지침들’은 마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협력’을 통한 새로

운 정신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각성하게 만

드는 역할을 한다.358) 마을 만들기에 참고가 될 10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대감(Verbundenheit)

두 번째, 구속력 또는 책임감(Verbindlichkeit)

세 번째,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Eigene Beteiligung)

네 번째, 개성(Individualität)

다섯 번째, 다양함 속에서 일치(Einheit in der Vielfalt)

여섯 번째, 정신적인 연대감 조성(Innere Gemeinschaftsbildung)

일곱 번째, 실험적인 사회형태(Experimentelle Gesellschafts- gestaltung)

여덟 번째, 상호 간의 신뢰구축(Vertrauensbildung)

아홉 번째, 구상과 기획 그리고 실망(Projektion und Enttäuschung)

열 번째, 고향(Heimat)

요즘의 ‘생태적인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의 협동으로

356) 조한혜정 외,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또 하나의 문화, 2006, 243-255.

357) 국중광, 한국 생태공동체의 실상과 전망, 48.

358) 같은 책, 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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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사업의 결과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마을 주도형’ 사업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을 주체들은 그 지역의 고유문화를 스스로 창출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사업비 지원을

위한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가치, 목표와 희망을 지

역공동체 속에서 찾고 자연과 인간의 생태계 회복과 보존을 염두에 둔 생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359)

2) 생태마을 만들기의 원리

토마스 베리는 우주 생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진화는 모든 시․공간

과 존재의 모든 단계에서 분화 differentiation, 자기조직 autopoiesis, 친교

communion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세 원리를 마을 만들기의 지평으로 확장해 보면 첫째는 분화는 다양성

과 차이 그리고 개별성이나 구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분화는 자연에서 개

체의 다양성 뿐 아니라 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각 존

재마다 자체 특성을 지니며 현재의 다양성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고 풍성하

게 된다. 마을 만들기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역마다 산지가 다르고

먹을거리가 다르고 풍수가 다양하다. 마을 만들기는 새마을 운동처럼 획일

화로 가서는 안 된다. 마을 만들기의 특화사업은 환금작물로 균일화로 나갈

것이 아니라고 본다. 마을 만들기는 ‘생태지역주의’에 입각하여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으로 본다.

마을 만들기의 둘째 원리는 자기조직이다. 자기조직은 스스로 자치한다는

말이다. 타(他)에 의존하지 않고 타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각

자의 존엄성과 자유의 힘으로 마을을 만든다. 베리가 서술한 것처럼, ‘우주

는 그 내부에 정신-영적 측면 뿐 아니라 물리적-물질적 측면을 지닌다.’ 이

런 점에서 각 개체는 존중되어야 할 자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며, 그렇게

모든 것은 단순히 사용되는 물질 혹은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서는

359) 같은 책,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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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마을 만들기가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관계가 공동체로 협동조합으로 외

화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내면성에 기초해야 한다.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하고 와해되는 것은 자기 조직에 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역

사적인 실례가 적지 않다. 정부가 주도하에 벌렸던 생태마을 만들기와 농촌

개발프로젝트가 부도사태에 직면하거나 중지된 사례가 그러하다.

마을 만들기의 세 번째 원리는 친교 즉 관계 내지는 관계맺기이다. 친교

는 우주 전체가 서로 관계한다는(연결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베리는

분화가 주는 차이와 친교에서 오는 친밀함이 존재의 기본적 명제를 형성하

고, 우주의 만물은 상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성취한다고 기술하였다. 베리

는 진화의 과정 전체가 이 친교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우주는 연대감 속

에서 서로 의존하며 호혜를 통해 진화한다. 특히 친교는 인간이 어디에 속

해있는지,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친교의 능력은 다양한

존재의 그룹 내에서 관계와 존경,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고유성과 통합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생태마을 만들기는 단순하게 친환경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갑자기 지자체가 생태마을이라고 선포하거나 건물 몇 채 짓

고 구획을 정하는 것은 결코 마을이나 공동체가 아니다.

마을 만들기는 우주 생성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그 원리를 따를 때 공

동체가 가능하다. 우주 기원 원리는 제각각 자체 특징을 지니지만 또한 기

능하는 우주 속에서 다른 법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들 원리로 인해 사람

들은 우주 전체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을 만들기

도 우주 진화의 원리와 일치할 때 각 마을의 독창성과 다양성 그리고 다른

마을과 연대와 협동이 일어날 것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신협협동조합운동

이 오늘날 금융조합으로 전락한 사실은 우주 진화의 세 가지 원리를 존중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톨릭교회 안에서 일

어났던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우리밀운동, 행복한 가정운동, 본당 공동체의

녹화운동 등 많은 운동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거나 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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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주 생성의 3대 원리를 기초하지 않았기에 발전되거나 진화하지 못하고

더 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다.

‘기초생산공동체’가 없고 토착 농민 마을이 없어지고 있으며 식량 자급율

이 30%에 불과한 위기의 농촌이다. 교회가 공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혹은

우리농촌 운동을 중심으로 하나의 기초 농촌 생산공동체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본당을 중심으로 산지 공동체와 연대

하고 자연을 순환시키는 농업에 참여하여 지구에 부드러운 도시를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기초공동체 또는 생태

마을을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시토 수도원, 창세기 농장을 모델로

삼아 농업을 다시 시도하는 자연학교, 자연을 순환시키는 농법, 자연체험마

을, 지구에 부드러운 마을, 순환 공생형 마을 만들기 모델이 필요하다.360)

우선 생태마을은 축복을 나누는 농업에서 시작된다. 식량은 21세기의 최

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구에 부드러운 농업이다. 지구에 순(順)한 농업은

곧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자연의 순환작업을 이용하여 농축림(農畜林)의 결

합을 회복시키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농업을 지향

한다. 좋은 삼림을 만들면 좋은 물이 생기고 그것이 농(農)이나 축(畜)을 윤

택하게 한다. 또 가축의 분뇨는 그대로 방치하면 악취를 발하고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지만 BMW 같은 분뇨 처리시설을 이용하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흙의 근원이 된다. 좋은 흙을 사용하면 화학비료나 농약의 투

입량을 억제할 수 있다. 농축림(農畜林)의 축복을 잘 순환시키고 각각이 서

로 연계된 농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고 21세기에 지향해야할 본연의

모습이다.361)

축복을 순환시키는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계,

지구에 순한 체험형 녹색 성지순례, 태양열, 태양광발전의 소프트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 지구에 부드러운 생활, 절제와 노동, 마을 안에 지구에 순한

마켓이나 레스토랑, 생태자산(좋은 흙,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삼림, 좋은

360) 정홍규, 우주의 집안에 1, 57-58.

361) 정홍규, 산처럼,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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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좋은 경관, 좋은 자연)을 지키고 따뜻한 얼굴을 한 경제시스템, 가능

한 한 자연에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살리는 궁리를 하는 것, 생태박물

관 건설, 단순히 자연관찰만이 아니고 체험과 감동을 중시한 새로운 자연체

험 프로그램, 버섯찾기, 반디불 오래보기, 별관측, 숲에서 시낭송, 산나물 교

실, 농장에서 발효식품 만들기 등 체험과 감동을 주제로 한 숙박형 생태교

육, 자발적 단순한 삶(simple life) 등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

생태마을 만들기의 전체를 꿰뚫은 핵심은 ‘창조와 축복중심의 영성’이다.

이 영성은 자연의 순환작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지역 안에서 영성과 삶

이 분리되지 않고 사물, 축복, 지혜, 기(技)를 순환시킴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개인적․도덕적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새로운 삶의 양식, 가치관은 개인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실

천, 즉 제도의 힘 또는 문화의 분위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362)

3) 생태마을 월지의 꿈

듀엔 엘긴은 그의 저서 ‘the Living Universe’에서 자연과의 분리에서 자

연과의 재일치를 위한 귀향을 시작하기 전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필요

한 여섯 가지 임무를 제안하고 있다.363) 그 한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

체를 창조하기이다.

“미래의 가족들이 ‘생태마을’에 자리한 ‘생태가정(eco-home)’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 규모는 생태적 지역과 나라에서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수백 명 정도가 살아가는 각 생태 마을에는 독특한 특성과 구조물, 경

제가 있다. 대부분은 아동 시설과 회합 및 축하행사, 식사를 위한 마을 회

362) 앨런 테인 더닝, 소비사회의 극복, 구자건 역, 따님, 1994, 160.

363) Duane Elegin, the Living Universe, 159. 우주 시민으로서 귀향하기 위해 필요한 6가

지 임무

1. 깨달음이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기

2. 성찰하고 화해하기

3. 단순하고 지속가능하게 살기

4.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창조하기

5. 여론을 만들어가는 지구시민 되기

6. 우리가 지닌 재능을 세상에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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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동체의 유기농 정원, 재활용 및 퇴비 시설, 종교를 위한 열린 공간들,

수공예 및 상점 등을 갖추고 있다. 각자 보유한 재능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술과 의료보건, 보육, 정원 손질을 위한 비

영리 학습센터, 녹색 빌딩, 분쟁 해소법 및 기타 기술의 제공으로 다수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 이들 작은 공동체들은 작은 마을 특유의 문화 및

결집력과 대도시의 세련됨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생태 마을은 의미 있는 일

을 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고 공동체 내의 삶을 축하하고 지구와 미래

세대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능성을 창조한다. 목표 지향

적 공동체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살펴볼 때 대다수에서 영성이 중요

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결국 의식적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우

리 각자는 더욱 성장하여 우주의 생명력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

다.”364)

지금 당장 듀엔 엘긴이 묘사한 생태마을은 만들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을

미리 내다 보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 산자연학교는 오산-월지-운산-공덕 네

개 마을의 입구에 있다. 2013년은 폐교에 자연학교를 세운 지가 10년이 되

는 해이다. 전체 가구는 100여가구 150여명이 살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이다.

거의 60대 이상의 노인들 밖에 살지 않는다. 대부분이 과수 농가이며 콩과

깨, 자두, 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공덕리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전 산림

청) 산촌생태마을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에는 공덕 산촌생태마

을이 조성되었다.365)

한국사회에서 마을 만들기 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거대담론이라는

‘추상성’에 묻혀 살았던 나머지 일상생활의 담론이라는 ‘구체성’으로의 전환

에 있다고 본다. 전자는 정치적 목적이라면 후자는 ‘생활적’ 민주주의 달성

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테면 먹을거리의 안정성의 문제, 생활 쓰레기의 문

제, 사교육의 문제, 층간 소음문제 등 정치적 민주주의로부터 거리를 두는

364) 같은 책, 176-178.

365) 산촌체험센터, 황토방, 무말랭이 가공장, 저온창고, 등산로, 산악자전거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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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고 정치의 폭을 더 넓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던 박정

희 정부 시절의 새마을운동과는 다르다.

마을주민의 자발성과 자치력이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만들기이다. 한 사

례가 있다. 서울 은평구 갈곡리 마을 이야기이다.366) 갈곡리에 작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30년이나 지났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

민모임을 조직해 쓰레기를 없애고 그곳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원래의 모습으

로 복원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렸고 그런 움직임에 지방정부가 호응하여

말끔한 도시농원으로 탈바꿈했다. 주민들의 자치와 자발에 의해서 이루어낸

자산이라서 아주 소중한 모델이다. 도시공동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

리고 때마침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시행령’을 발표하여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367)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와 공덕리에 마을기업368)을 만들고, 마을학교를 사회

적 협동조합369)으로 운영되는 생태마을을 만드는 첫 출발로 ‘월지의 꿈’을

시작하려고 한다.

대안학교가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취득하면 재산의 사유화의 위험에서 벗

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학교의 모

든 재산이 협동조합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되

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370)

오산리와 공덕리는 청정지역으로 다양하고 좋은 산야초가 사계절 있다.

이 산야초를 이용하여 효소 발효액과 산야초 절임식품을 가공, 생산하려고

366) 이동수, 행복과 21세기 공동체, 50. 인천의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철암의 철암어린이도서

관, 대전의 중촌어린이도서관 짜장, 영양의 우리손배움터 등 공간과 활동을 통한 관계

맺기 공동체이다.

367)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166-167.

368)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

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2013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정기석, 마을을 먹여 살리는 기업, 이매진, 2003.

369)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

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2조 3항).

370) 김현대, ‘대안적 삶, 세계 협동조합’, 녹색평론(2012년 9-10월), 126호, 녹색평론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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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을의 각 가정에는 축적된 소중한 발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청정마을 산야초 발효액 및 식품 개발․판매’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사과와 포도를 이용한 과즙 판매사업도 할 수 있다. 대구 푸

른평화 생활협동조합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월지의 꿈 생산물과 도시 소비자

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마을기업을 통한 수익금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해 사용할 예정으로 마을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여 귀농, 귀향 가

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에 혼자 계신 어르신과 제3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나는 마을, 주민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마을, 노인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생태마을 ‘월지

의 꿈‘은 학교-마을-영성의 생태마을공동체다.

<그림 10> 생태마을 실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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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지구의 운명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깊은 생태적 책임

감에 달려 있다면 21세기 가톨릭교회의 생태 복음화를 위한 투신은 ‘위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지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천주교만이

아니라 인류도 실패한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의 생태복음화는 한반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평화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장중심으

로 이루어졌던 가톨릭 생태운동의 교구별 선구적인 투신들과 주요 운동 주

체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형성되어 온 생태 복음화의 여정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생태운동의 여명기를 집중조명 하였고, 실

천적 차원에서 이루어낸 연도별 사례들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구축해 낸 환경운동의 토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우리 교회의 초기 헌신적인 투신에서 볼 때, 생태 복음화의 전망을 계

승하지 못한 채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적인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야 했다

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1960년대 부산 가별 수녀의 신용협동조합과 1980년

대 원주 장일순의 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대 한국 가톨

릭 생태운동의 두 축이었던 서울대교구의 ‘하늘땅물벗’과 대구대교구의 ‘푸

른평화’가 두 교구 안에 생태복음화의 모델로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지

못한 뼈아픈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생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조사 분석이나 생태신학적인

모티브를 고찰하기 보다는 생태적 비전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잠재적인 과제

와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전체 과정을 통하여, 이 연구는 두 개의 주요

키워드를 ‘성찰과 통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371)

371) 통합은 '물리적인 합침'을,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수소분자 2개와 산소분자 1개가

결합해 물 분자가 되듯이, 원래의 존재는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

이다. 통섭은 '생물학적 합침' 예컨대, 심층 생태학과 신학이 만나서 생태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한다.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다고 해서 심층생태학과 신학이 없어지

지 않는다. 기존의 특성은 계속 가지면서 새로운 조합이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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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생태 복음화 운동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기존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생태적 ‘과제와 비전’들의 통합이 중요함을 결론으로

내렸다. 사실 이 논문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다이나믹

한 잠재력과 다양한 변형적 양상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생태 복음화의 지평

을 만들어가는 사례와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리의 성찰과 통합이 너무나 긴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태

위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부들이 그리스도교 신앙

과 플라톤 철학의 결합을 통해 그리스도교 사상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이,

성 아오스딩과 디오니소스가 신플라톤의 통찰력을 통해 그리스도교에 보다

높은 영적 비전을 끌어 올렸듯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

한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듯이, 오늘날도 우

주의 기원, 르메트르 신부의 빅뱅-어제 없는 오늘, 우주팽창, 그리고 생태

시대의 우리의 현대적 이해를 통해 우리 가톨릭 영적 전통에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줄 수 있다. 생태 시대라는 이 새로운 문화 부호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단계라면, 한국 가톨릭교회의 다음 단계는 이 부호와 통합된

영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창조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성패에 달렸다고

본다.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꿈’에서 생태운동의 3가지 국면 즉 대결적 양상, 변형적 양

상, 창조적 양상을 지적하였다.372) 우리 가톨릭교회의 생태운동은 지금까지 강력하

게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4대강이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

핵운동과 밀양 송전탑같이 밀어붙이는 정부와 관련기업의 오만함에 반대하려면 그

와 동등한 정도의 강력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았듯이 구로공단의 산업재해, 낙동강 페놀 사건이나 수

통합이라는 말보다는 통섭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에드워드 윌슨, 지식의 통섭(지식

의 대통합), 최재천과 장대익 역, 사이언스북스, 2005.

372) 토마스 베리, 지구의 꿈,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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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밀에 반대하는 우리밀 운동, 새만금개발 반대운동, 광우병 촛불 집회 등에

서 보는 생태운동은 조건반사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종류

의 공해에서부터 환경의 황폐화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정부의 국책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해 왔다. 이러한 대

결양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가톨릭생태복음화가 무조건 반대하는 운동으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과 반대만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

한다.

이 연구에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대결양상의 운동에서 각 교구에

서 벌이는 변형적 운동을 통합하는 ‘창조적 양상’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다. ‘창조적 양상’이란 흩어져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운동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생태신학적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가톨릭 전통 안에 있는 녹색성경, 녹색성인, 창조와 축복중심

의 계보, 떼이야르와 토마스 베리 그리고 장일순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풍성

한 자원들을 창조와 구원의 틀에 통합해야 한다. 풍성한 전통과 구체적인

현장의 경험과 새로운 비전의 통합성에서 우리 가톨릭교회가 지구의 황폐화

를 치유하는 새로운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998년 동강살리기 영월 촛불행렬에서 정의

구현사제단과 전국환경사제모임이 함께 연대를 하였다. 정의와 생태가 결합

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정의에 초점을 맞춰 왔다. 가톨릭교회가 비록

생태 문제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가져 오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두 번째 결론은 사회 정의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373)

373) Youngmin Song, Toward an Authentic Ecological Christianity: a Study on

Ecological Motifs in Christian Heritage and Thomas Berry's Vision, CA: Holy

Names University, 201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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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베리의 우주 생성의 원리인 ‘분화’를 생태적인 모티브, 즉 생태정

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장에서 사회노동운동가들은 생태를 자주 무시한

반면에 생태운동가들은 자주 사회정의를 소홀히 하였다. 가톨릭교회가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먹을거리의 도농직거래, 유기농 매장, 한살림 같

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개인주의에 경도된 빗

나간 웰빙주의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것은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가 통합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임스 콜론에 따르면 이것을 한 마디로 ‘지구정의(地

球正義)’374) 즉 지구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했다. 실제로 적은 임금의

사람은 높은 비율의 오염물질의 대상이고, 지구의 자원에 접근하는데 소외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 오염이 심각할수록 지구의 황폐화가 심할수

록 사회정의도 심각해진다.

가톨릭교회의 생태운동은 신학적 고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 왔다. 어

떤 행동이나 조치 없이는 아이들의 배고픔이나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가 없

다. 가톨릭교회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데 좋은 영적 자원을 갖고 있다. 하

지만 사회정의를 외치거나 생태정의를 부르짖거나 간에 운동을 통하여 세상

을 변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존재의 물음으로 자

각이 되지 않고, 녹색평화를 스스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았으며 숱하게 등장하고 사라진 운동이 그 증거이다.

이제 가톨릭교회는 천상에 성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제2의 몬드

라곤 공동체’ 또는 ‘협동조합’을 창조해야 자신들이 부르짖는 것이 설득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반대만 하는 운동에서 창조적 양

상을 보여 줄 때이다. 도시 본당이나 각 교구 대리구 단위의 지역에서는 지

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생태영성으로서의 푸른평화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같은 모델을 창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본당에서는 도시본당과 연

대하여 생태 마을 만들기에 가톨릭교회가 중심 축이 되어 복음화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경제를 준비하기 위한 마을

374) 제임스 콜론, 우리 시대를 위한 지구이야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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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 이다.

생태 위기에서 교육은 필수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안학

교이든 공교육이든 생태교육은 여전히 특별하고 특수한 성격을 갖는 것이

다. 생태교육은 여전히 공교육에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고 가톨릭대

학에서 우주 이야기를 가르치지도 않는다. 모든 학교가 검정고시나 입시에

묶여 있는 한 몬테소리의 우주교육은 유치원에만 메아리칠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생태교육을 위해서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와 필수적인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생태교육’은 ‘생태’나 ‘녹색’에 대한 것만

이 아니다. 이 교육은 전인적 접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다른 주제

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문학, 미술,

음악, 언어, 그리고 윤리는 생태교육 현장에서 같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베리가 제안하듯이 어린이들은 ‘텃밭 가꾸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이의 감정 규모와 그들의 육체적인 참살이에 공

헌하기 때문이다. ‘텃밭 가꾸기’에 의해 어린이는 그들이 속한 곳을 깨닫고,

양육하고 양육 받도록 배우게 된다.375) 가톨릭 생태교육은 인간을 재창조하

는 위대한 과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산자연학교의 사례는 새로

운 우주 이야기를 통한 우주론으로 생태교육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

다.

결론적으로 가톨릭교회의 생태복음화는 ‘어떤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행성

지구에 대한 관계에 우리의 모든 종교적 전통에서 일어나야 할 새로운 감수

성이다.’376) 매튜 폭스는 ‘새로운 종교개혁’에서 창조영성과 그리스도교의 변

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에서 근대종교에서, 포스트모던 종교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377)

375) Youngmin Song, Toward an Authentic Ecological Christianity. 92.

376) 토마스 베리, 그리스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100.

377) 매튜 폭스, 새로운 종교개혁, 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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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의 이원론,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자연과 분리하는 초월적 태도

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연세계를 적대시하는 죄와 구원의 전통이 있다. 하

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전통 속에 면면히 흐르는 창조와 축복 중심의 영적

전통과 생태교부들, 녹색 성경, 현대의 떼이야르와 장일순의 생태비전이 현

존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리고 토마스 베리의 생태비전이 우주적 지평

까지 포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오랜 실천경험을 통해 가톨릭교회는 열심보다도 포용

력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아시아의 영적

전통인 장일순의 통합적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이라는 실천적 사례를 초석으

로 가톨릭 생태운동의 여정이라는 역사적 모티브를 재해석하고 통합한다면

한국 가톨릭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생태대 시대

를 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 논문의 결론인 성찰과 통합의 이미지는 우리가 즐겨 먹은 비빔밥과 김

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김치는 고추, 마늘, 젓갈, 파 등 재료들이 섞여서

발효되어 새로운 맛이 탄생한다. 그렇다고 김치를 만드는 재료들이 없어지

거나 전혀 다른 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때 비

빔밥의 서로 다른 재료들을 잘 섞어(mixing) 비비면 새로운 맛이 창조 되듯

이 우리가 걸어온 역사 속에 실패와 잠재적 힘, 녹색 영적 전통들, 생태 비

전을 잘 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원래의 ‘지구의 꿈’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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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몸기도

도입 - 하느님의 이름을 부름

1.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느님께 1번째 절을 올립니다.

2. 물질세계로 육화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성자 예수님께 2번째 절을 올립니

다.

3. 모든 창조물을 사랑으로 엮으시는 성령 하느님께 3번째 절을 올립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

1. 세상에 밝은 빛을 주며, 가장 높으신 당신을 보여주는 표지인 태양 형제에 감

사하며 4번째 절을 올립니다. 

2. 하늘에서 맑고, 고결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자매인 달과 별들에 감사하며 5번

째 절을 올립니다.

3. 당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형제인 바람과 공기와 구름, 고요한 창공과 모든 계

절들에 감사하며 6번째 절을 올립니다.

4. 참으로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한 자매인 물에 감사하며 7번째 절을 

올립니다.

5. 아름다운 꽃과 온갖 종류의 과일을 내며, 우리를 기르는 자매요 어머니인 땅

에 감사하며 8번째 절을 올립니다.

6.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다고 하셨음을 마음에 세기며 9번

째 절을 올립니다.

7. 모든 창조물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함을 마음에 새기며 10번째 

절을 올립니다.

죄고백 - 7죄종, 신7죄종

1. 나의 생활양식이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듣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11번째 절을 올립니다.

2. 인간만이 창조의 으뜸인 양, 지성이 없는 창조물을 무시한 교만의 죄를 뉘우

치며 12번째 절을 올립니다. 

3. 자연 자원을 남용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탐욕의 죄를 뉘우치며 13번

째 절을 올립니다.

4. 편리한 삶을 위해 일회용 용품을 사용한 나태의 죄를 뉘우치며 14번째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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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립니다.

5. 지구 저편의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까지 다 써버린 인색의 

죄를 뉘우치며 15번째 절을 올립니다.

6. 남이 가진 것을 가지기 위해 멀쩡한 물건을 버린 질투의 죄를 뉘우치며 16번

째 절을 올립니다.

7. 과식과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 식량을 4배, 5배 낭비한 죄를 뉘우치며 17번째 

절을 올립니다.

8.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남용으로 창조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뉘우치며 18번째 

절을 올립니다.

9.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땅을 오염시키고 수많은 생명체를 죽인 죄를 뉘

우치며 19번째 절을 올립니다.

10. 자동차의 편리함에 젖어 화석연료를 낭비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긴 죄를 뉘

우치며 20번째 절을 올립니다.

11. 모든 생명들에게 저질러온 심리, 언어, 물리, 사회적인 여러 형태의 폭력을 

뉘우치며 21번째 절을 올립니다.

12.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죄의 으뜸임을 마음에 세기며 

22번째 절을 올립니다.

생태영성적 깨달음

1. 모든 창조물의 집인 이 우주를 마음에 새기며 23번째 절을 올립니다.

2. 모든 창조물은 내 형제 자매인 가족임을 마음에 새기며 24번째 절을 올립니

다.

3. 우리가 생명의 그물에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25번째 절을 올립니다.

4. 창조물들과의 평화와 인간간의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26번째 절을 올립니다. 

5.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며 보살피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마음에 새기며 27번

째 절을 올립니다.

자연은 성사

1. 만물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28번째 절을 올립니다.

2.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나무와 새들과 물고기들을 생각하며 29번째 절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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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창조물이 하느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30번째 절

을 올립니다.

실천

1. 스스로 자기 삶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임

을 믿으며 31번째 절을 올립니다.

2. 산과 강, 농촌과 농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와 뭇생명을 위하는 

길임을 다짐하며 32번째 절을 올립니다.

3. 채식위주의 소박한 식단을 꾸릴 것을 다짐하며 33번째 절을 올립니다.

4.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에 창조보전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34번째 절을 올립

니다.

5. 적당하게 먹고 적게 사용하는 것이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35

번째 절을 올립니다.

다짐

1. 생태계의 회복 없이는 하느님 나라도 불가능함을 생각하며 36번째 절을 올립

니다. 

2. 하느님의 몸, 어머니 지구를 치유하는 삶으로 하느님 창조사업의 도구가 되길 

다짐하며 37번째 절을 올립니다. 

3. 신음하는 창조물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

는 제물이 되길 다짐하며 38번째 절을 올립니다.

4.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

건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39번째 절을 올립니다.

5. 창조보전 운동이 신앙의 본질적 부분임을 깨닫고, 녹색순교를 다짐하며 마지

막 절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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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주걷기

1. 우주의 연대표를 나타낼 두터운 실이나 줄을 준비한다. 전체 길이는 자유재량으

로 정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30미터다. 줄이 준비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표시하기 위해 나누도록 한다. 나누어진 간격마다 색실이나 

테이프로 매듭을 묶어 표시해 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 

2. 나선형 중간에 놓을 세 개의 촛불은 우주의 세 가지 원칙, 즉 분화와 내면성 그

리고 친교성을 의미한다.

3. 이 걷기명상에 참여하는 각자에게 일반 초나 밀랍 초를 하나씩 주도록 한다. 촛

농이 떨어져 뜨거울 수 있으니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받침을 준비한다.

4. 각 시대를 구분한 매듭 부분에 놓을 35개의 작은 촛불을 준비한다. 촛농이 떨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유리컵이나 받침, 혹은 마분지 종이 등을 받쳐준다.

5. 35개의 목록카드를 준비한다. 각 목록표는 연도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 1백 38억년 전 우주의 빅뱅 시작

     46억년 전 태양계의 탄생

6. 장엄하고 명상에 적절한 음악을 사용한다.

 나선형 주변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나선형의 느

낌이 클수록 효과가 높다. 참석자는 미리 자기의 초를 준비하도록 한다. 걷기명상

을 시작하기 위해 이동하면 각 참석자는 중심지에서 시작해 촛불을 켜 들고 크게 

숨쉬며 우주 이야기 연대표 전체를 걷는다. 우주걷기가 막히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걷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이 걷기는 명상

을 위한 활동이므로 빨리 걷거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우주걷기 명상의 절차

 

 해설자는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는



- 214 -

다. 이 앞부분의 해설은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해설자 : 태초에 꿈이 있어 그 꿈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그 꿈이 하느

님이었다. 꿈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그 꿈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꿈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으로부터 신비가 

빛을 창조했거나 빛이 이루어졌다. 

참석자 : 성냥을 켜서 해설자가 ‘신비가 빛을 창조했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

주’의 촛불을 켠다. 그리고 우주의 촛불로 자신이 가진 초에 불을 켜고 나선을 따

라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진화의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묵상하고 

상상력을 펼쳐본다. 

우주 이야기 연대표

1백 38억년 전 - 우주는 존재로 꿈을 꾸었다. 최초의 불꽃은 모든 것들을 탄생시

킬 수 있는 잠재력과 빛과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1백 20억년 전 - 확대되던 에너지는 느려지고 식고 변화되어 모든 원초의 별들과 

우주들이 형성되었다. 별들은 수소와 헬륨을 담고 있으면서 스스로 불을 태워 더욱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낸다.

46억년 전 - 은하수 안에 있는 최초의 별이 스스로를 불태워 버림으로 발생한 강

렬한 에너지로 인해 그 별은 슈퍼노바(초신성)가 되었고, 그 우주진(宇宙塵)은 우주

공간으로 폭발해 우리의 태양계 형태를 갖추게 되는 새로운 화학요소를 탄생시켰

다.

45억년 전 - 폭발된 우주진(宇宙塵)에서 새로 태어난 어머니별 주위에 여러 행성들

이 모여들게 되었다. 우리의 태양계가 탄생한 것이다.

41억년 전 - 녹색의 은총을 받은 행성인 지구는 열이 식으면서 서서히 대기, 바다 

그리고 육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40억년 전 - 천천히 바다 내부에서 복합물들이 형성돼 마지막에 가서는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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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백질군 발달로 이어졌다. 단백질로 인해 최초의 단순세포들이 생겨나 이들로 

인하여 지구는 생명에 눈을 뜨게 된다.

39억년 전 - 지구는 태양에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세포 미생물

을 통해 태양 빛을 섭취, ‘태양에서 영양을 공급받게’된다. 이것이 광합성이다. 광

합성은 모든 미래의 생명체를 위한 기본 원형이 되어 각 생명체들은 서로 다른 생

명체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자신은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영양소가 되어 보답한다.

 20억년 전 - 지구는 초기 탄소막을 흡수, 천천히 수소를 방출 하면서 장래 생명

체가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층을 형성하게 된다.

10억년 전 - 생명체가 신비로운 유합(類合) 방식으로 이끌리면서 복합유기체들이 

성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했다. 새로 태어난 새끼들에게는 각기 다른 유전자 정보조

직이 결합되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성적 번식에 내재된 창조성과 함께 

노화와 죽음의 필요성도 필수적인 것이 되게 되었다. 

7억년 전 - 최초의 복합세포 생명체가 출현해 창조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한

다. 

5억 1천만년 전 - 척추조직을 갖춘 최초의 어류가 나타났다. 단단한 뼈조직으로 

자신의 몸과 초기 형태의 신경계와 감각기관을 보호하여 신경계가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

4억 1천만년 전 - 식물들이 수분을 지탱할 수 있는 세포벽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바다에서 벗어났다.

3억 9천 5백만년 전 - 최초의 곤충이 나타나 육지의 식물과 함께 상호 의존 집단

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양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2억 3천 5백만년 전 - 놀랍게도 공룡이 출현했다.

2억 1천 5백만년 전 - 따뜻한 피를 가진 최초의 포유동물이 출현했다. 슈퍼노바처

럼 몸속에 품었던 새끼를 낳아, 어미의 몸에서 직접 새끼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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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천만년 전 - 대륙이 이동하면서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한다. 대서양이 탄생

한다.

1억 5천만년 전 - 최초의 별이 비행을 하고 지구는 노래하기 시작한다.

1억 2천만년 전 - 생명에너지를 씨앗 속에 집약시키는 현화(現化)식물이 출현해 포

유동물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지구에 색채와 향기를 가져다준다.

4천만년 전 - 포유동물의 다양한 서열이 완성된다.

3천 3백만년 전 - 지구에 빙하기가 시작되어 현재의 생물지역을 구성하는 산, 계

곡, 강, 호수, 시냇물이 모양을 형성한다.

2천 6백만년 전 - 두뇌와 신경조직을 갖추고 자아의식을 지닌 가장 최초의 인간이 

나타난다.

6만년 전 -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 가장 초기적인 언어형태를 사용하

고, 호주와 아프리카 지역을 점유한다. 

2만년 전 - 모계사회들은 지구의 생산력과 풍부함을 반영하여 생산성과 풍만함을 

상징하는 여신을 발전시킨다. 

1만년 전 - 인간은 선택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보다 영구적인 정

착지를 만들어 낸다. 이제 인간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퍼지게 되었다. 

5천 2백년 전 - 서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전쟁을 일삼기 시작해 오늘날

까지 계속되고 있다.

5천년 전 - 거석문화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신의 형태

가 보다 전투적이고 남성적으로 바뀌게 된다.

3천 2백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대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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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5백년 전 - 고도로 진화된 윤리와 도덕의식이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과 업적을 

통해 인도와 중국에서 널리 꽃피운다.

2천 3백년 전 - 고전적인 마야 문명이 남미 대륙에서 번성한다.

2천년 전 - 하느님의 꿈, 예수님이 사랑의 가르침을 계시하고 이를 유대와 갈렐레

아 전역으로 전파한다.

1천 4백년 전 - 모하메드와 코란의 가르침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된다.

4백년 전 -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을 침략해 식민지화하고, 원주민을 착취하며 그들

의 땅과 문화를 빼앗는다. 노예 매매와 이주가 시작된다.

2백년 전 - 산업혁명에 이어 지적, 사회적, 학문적 혁명이 일어나 현재 사회의 틀

을 잡았다.

75년 전 - 인간은 진화하는 우주와 원자구조의 내부 깊이를 발견한다.

45년 전 - 인간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여정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지구를 

하나의 천체로 바라보게 된다.

마무리

 우주걷기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마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 모든 이들이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각자 불러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해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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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산자연학교 캠프 프로그램 

① 1박2일 프로그램(안)

일정 시간 활동 내 용

1일

11:00~12:00 오리엔테이션

산자연학교 소개

(지열 발전, 태양광 발전기, 생태 

화장실(BMW), 생태연못, 티피 

하우스, 토끼장, 식물원 등 소개)

12:00-13:30 미래식(未來食)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13:30~17:00
황토염색

& 물놀이

손수건 황토염색, 머드팩

물놀이

17:00-18:00 힐링 우주노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18:00-19: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19:30-21:30

우주 이야기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홍규 산자연학교 교장신부님

보현산천문과학관

천체망원경(800mm)별, 행성관측 

21:30-22:00 기숙사로~

2일

7:00-8:00 기상 몸깨우기(축구, 야구, 산책)

8:00-9: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9:30-10:30 부채만들기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창의적인 작품 만들기

10:30-11:00 흔적 나누기
1박2일 동안 생활한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정리하기

* 준비물: 염색 시 버려도 되는 편한 복장, 망원경 있는 사람 개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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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박3일 프로그램(안)

일정 시간 활동 내  용

1일

10:30~11:00 오리엔테이션
산자연학교 소개 (지열 발전, 태양광 

발전기, 생태화장실 (BMW), 생태연못, 
티피하우스, 토끼장, 식물원 등)

11:00~12:00 힐링 우주노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와 율동

12:00~13:30 미래식(未來食)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13:30~18:00
물총 만들기

물놀이
자연 놀이

대나무로 물총 만들기
물과 친교 이루기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18:00~19: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19:30~21:00 우리밀 이야기
(우리밀 빵 만들기) 우리밀 빵 만들기 (반죽)

21:00~22:00 우주 이야기
우주소망 적기 보현산천문과학관

22:00-11:00 소망등 날리기
별과 달 보기 소망등 준비, 간식: 감자

2일

7:00~8:00 기상, 몸 깨우기 학교 주변 산책

8:00~9: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9:30~10:30 우주 찬미가 우주 노래

10:30~12:00 부채 만들기 자연염료를 이용한 부채 만들기

12:00~13: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13:30~18:00
황토염색
물놀이

자연 놀이

 천연염색이란?
황토팩, 염색할 티셔츠 제공

(작업 시 버려도 되는 옷과 황토 염색한 
것을 담아갈 재활용비닐 봉투 준비)

18:00~19: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19:30~21:00 야간 산행 
빵굽기 막대 준비 산 안에서의 우리 생각하기

21:00~22:00 모닥불 빵 굽기 우리 밀 빵 굽기

22:00~  꿈나라로

3일

7:00~8:00 기상, 몸 깨우기 학교 주변 산책

8:00~9:30 미래식 산자연학교의 유기농 밥상

9:30~10:30 *파견미사 미사(본당서 준비)

10:30-11:00 흔적 나누기 및 
귀가준비

2박3일 동안 생활한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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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일 2일 3일 4일

우주 안의 보물 지구 안의 보물 우리 안의 보물 보물을 찾았어요!!

07:00~08:00

제3주차장

10시 출발~~

기상 기상 및 세면 기상 & 짐정리

08:00~09:30
보물식사

-자연식

보물식사

-자연식

보물식사

-자연식

09:30~11:00

보물 가꾸기①

-나의 다양한 

재능 찾기 활동

보물 가꾸기②

-나와 너의 다른 

재능 찾기 활동

보물 가꾸기③

-하늘에 핀 소망

11:00~12:00
보물찾기출발

-오리엔테이션

동대구역 

제3주차장

12시 도착!!

12:00~13:30
보물식사

-자연식(自然食)

보물식사

-자연식

보물식사

-자연식

13:30~18:00

우주의 보물①

-스트로마톨라이트

-삽삽개

(천연기념물 

견학 및 체험)

지구의 보물①

-황토랑 물이랑

(천연염색)

우리 안의 보물①

난타체험 UCC제작

18:00~19:30
보물식사

-자연식

보물식사

-자연식

보물식사

-자연식

19:30~21:30
우주의 보물②

-보현산천문과학관

지구의 보물②

-지구만다라-

(자연물 이용하여 

만다라 만들기)

우리 안의 보물②

 -UCC시사회

 -난타공연

21:30 ~ 자유 시간 자유 시간 자유 시간

③ 3박4일 프로그램(안)

* 주제 : “우리집(우주) 보물(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소중한 것들)찾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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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分에 

천주교로 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 대부이자 외삼촌 김인수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에게 영세를 주신 최시동 신부님,

경주촌녀석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배움을 주신 정달용 신부님,

인내와 우정으로 늘 함께 기다려 준 지도교수이자 친구인 전헌호 신부님,

저에게도 신품성사를 허락하신 이문희 대주교님, 

종교는 달라도 communion의 허 운 스님과 돈 관 스님,

두 번이나 유학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야 우리 교구 덕분에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생태 평화, ‘푸른 평화’를 동행해 온 수 많은 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먹는 행위와 영성체는 얼마나 다른가?

이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다. 집중하는 인격적 세계에서 유인력은 사랑이 

되고, 인간은 자신의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 

우주와 함께라면 가장 작은 행위도 그 존재의 표면이나 깊이에까지 

통합적으로 접촉한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전해 진다.”

 

떼이야르 드 샤르뎅의 인격적 우주와 인간에너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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