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우다도 씨 제너레이션 컨퍼런스(Laudato Si Generation)가  이슈와 필요성을 밝히다. 

** 번역자 주: Laudato Si 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라는 라틴어입니다. 

 
A Report by Kelly Moltzen, OFS 
 

아프리카의 14 개국을 걸쳐 진행됐던 거대한 녹색의 벽(Great Green Wall )처럼, 새롭고 흥분된 

계획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7 월 15 일부터 16 일까지 열린 라우다토 씨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 환경지속을 위한 가톨릭 유스 

네트워크(CYNESA), 필수적인 인간 개발을 위한 바티칸 법정, 유엔 환경부, 그리고 WWF 

아프리카가 준비한 이 컨퍼런스는 우리의 공동의 집, 지구를 보살피기 위한 신앙과 종교의 

역할, 젊은이들의 역할, 지역 토착민의 공동체와 아프리카의 역할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컨퍼런스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1. 자연과 사람을 위한 새로운 거래라 불리는 WWW 의 활동은 2030 년까지 생산과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는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각 국가의 수반들에게 부탁하는 계획입니다. 

 

2. 거대한 녹색의 벽(곧 방영될 같은 이름의 영화) 과 라우다토 나무 계획은 단 뮬런(Don 

Mullan)과 아일랜드에서 , 11 개 국가에 걸처 8 천 킬로미터 길이와 15 킬로 너비의 나무의 

벽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아프리카 미션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습니다. 이 80 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기온 이상으로 인한 사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나무는 침식을 줄이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식목을 개선하며 이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훼손된 

땅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랜드 정부는 유엔 협정에 사막화의 퇴치을 위한 거대한 녹색의 벽을 실제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힘을 쏟도록 $1.2 밀리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족들끼리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하라 사막 근방의 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일자리 공급이라는 계획에 동의 하도록 하기 위해 평화적인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 거대한 녹색의 벽의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남미도 

폭력방지와 이민 위기 문제에 이와 아주 비슷한 무엇인가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콩고 분지에서 일하고 있는 REPAC 이라는 초종파 우림 계획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REPAM 과 자매적인 기획입니다. 

 

4. 2020 년에 있을 지구의 날 50 주년에, 바티칸은 50 개의 교구, 50 개의 학교, 50 개의 

대학, 50 개의 병원, 50 개의 은행, 50 개의 도시 그리고 50 개의 농장들을 하나의 예로써 

라우다토 씨 실천을 주도하고 헌신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 각각의 CYNESA  국가 지부들은 식목과 산불 보존, 그리고 라우다토 씨에 관한 정보를 그 

지역 언어로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유엔 환경부의 지구를 위한 신념이란 사업은 유스 포럼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동안에는 심각한 이슈들도 거론되었습니다: 

1. 특히 토착민들의 토지 접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 그들의 행동, 단체들이 이슈들을 말하고, 정부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 공해는 특히 나이로비 지역에 큰 문제입니다. 연료는 독성이 강하고 규제 기준이 

부족합니다: 오염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AIDS / HIV 보다 더 많은 아프리카 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부는 서 아프리카로의 더러운 연료의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고,  버스의 

공회전이 대기 오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쓰기도 했습니다. 

 

4. 아프리카 환경지속을 위한 가톨릭 유스 네트워크(CYNESA) 는 방금 대학을 마치고 

잠재적 인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를 찾는 많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직업 기회가 필요한 많은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맹률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46 %입니다. 

 

유엔을 통해 비즈니스 부문과 대화하고 싶다면 청소년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젊은이들이 기업이하는 일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업에 알리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일부 아프리카 사업가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은 좀 더 

민감해져야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고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환경 

옹호자들은 녹색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에 대한 통계를 준비 할 때는 그다지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이 여행은 케냐의 JPIC Franciscans Africa (JPICFA) 사무소에서 메리 프렌시스 웬게리 

세바스티안 (Mary Frances Wangari Sebastian)수녀님과  YouFra 회원, 스티븐 

케자므티마(Steeven Kezamutima)를 만날 수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로비 및 옹호, 

평화 구축 및 분쟁 해결을 장려하며, 프란체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한 풀뿌리 수준에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위한 훈련을 기반으로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생태학적인 해결의 중요성과 

특히 토착민의 토지 접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뿌리를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로비에있는 무쿠루 빈민가를 정부에 의해 특별 기획지로 

인정 받도록 성공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2014 년 이후 매년 그들은 평화와 환경을위한 종교 

간 청소년 포럼을 열었습니다. 올해 포럼은 9 월 20 일부터 21 일까지 개최 될 예정이며 Greta 

Thunberg 가 시작한 세계 기후의 파업 금요일과 국제 평화의 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스티븐은 이것이 전세계의 다른 라우다토 씨 제너레이션  노력과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또한 케냐에서 수십 년간 복무했으며 인권 침해에 맞서다가 암살당한 미국인 존 케이져 

신부님(Fr. John Kaiser)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케퓨친 프란치스칸들과  협력하여 

2050 년 지구, 친환경 텔런트 쇼(Earth, Green Talent Show) 및 생일 나무 심기( Birthday Tree 

Plantin)와 같은 케푸친 TV 에피소드를 제작했습니다. 

 

JPICFA 는 아일랜드의   Misean Cara 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에 아일랜드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Misean Cara 는 기금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은 나이로비 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야하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이 일을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JPICFA 의 노력과 Laudato Si Generation 회의의 전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JPIC, 영적수련, 

청소년과 청년 및 초종교적인 교제 관계의 요소를 어떻게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나의 희망은 아프리카에서 온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보다 

강력하게 통합 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고무시키는 것이며, 초종교적인  관계 구축 및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 및 청년 및 모든 사람들이 JPIC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하도록 

형성하고 참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한 후원은 가톨릭 기후 규약과 변화를 위한 파트너쉽에서 제공했습니다. 

사도 Nuncio 가 이끄는 나이로비의 교황청 사역 또한이 회의에 귀중한 기여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