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내티와 저편에 환경의 변화 만들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Laudato Si(찬미 받으소서)를 – 환경에 관한 회칙 – 발표하기 오래 전부터 미국 신시내티 

(Cincinnati)의 아나윔(Anawim) MLC 는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1 회용 접시, 컵, 냅킨, 

나이프와 포크 등을 회의에서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또한 병과 캔 그리고 종이를 재활용했으며, 나무를 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원을 함께 나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좀더 커다란 효과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우리는 파차마마 얼라이언스(Pachamama Alliance)라 불리는 국제기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구는 

심포지움을 열고 환경보호 방법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이 책임자(촉진자)로 교육받았고, 

Awakening The Dreamer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심포지움을 가톨릭과 마리아니스트에 적절히 적용해 

왔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심포지움들은 미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마리아니스트가 있는 국가에서도 열리고 있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독일, 일본, 멕시코, 페루, 그리고 스위스. 각국의 심포지움을 더 알고 싶은 분은  

http://www.pachamama.org/engage/map 으로 접속하면 된다.  

 

 

☞ Laudato Si: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 년 6 월 18 일 환경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회칙으로, 이번 회칙은 더불어 사는 집, 곧 지구를 

돌보는 데에 관한 것으로 6 장 246 항에 걸쳐 환경 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며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파차마마(Pachamama):  남미의 안데스 원주민에게 추앙받는 영적존재로 <대지-모>라고 번역된다. 여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농작물, 가축의 풍요, 번식에 관련된 힘으로써 숭배되며, 1 년 

주기의 일정시기에 술, 코카의 잎, 향료, 수지 등의 공물을 바친다. 

☞ Awakening The Dreamer:  ATD 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 NGO ‘Pachamama 

Alliance’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며, 탐욕적인 현대인의 꿈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ATD 프로그램은 

강요하지 않으며, 대중들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소개하며 초대한다. 전 세계 유명인들의 

감동적인 동영상과 체험학습, 깊은 성찰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일본 등 전 세계에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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