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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ory of life and No-Nukes 

  1) Summary of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for PRESS BRIEFING>

“The UN has done nothing to safeguard the Earth and prevent similar nuclear disasters.

I thought I had to take action myself instead of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said

Lee Won-young, at Bangkok FCCT 24 October.

As an urban engineering professor at Suwon University, he is on a “pilgrimage,”

planning to walk 11,000 kilometers through 26 countries for two years. ‘New Silk Road

Pilgrimage for Life & No-Nukes(LIFEROAD)’ started walking from Seoul in May 2017 to

Rome in April 2019.

And he said, "Nuclear power plants are conscience-destructive things that force our

descendants to sacrifice themselves. If we accept it as it is then it means we are in

self-denial. Mankind as whole has committed a serious dereliction of duty.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f the UN was created because of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

safeguard system corresponding to the threat of nuclear power plant is needed. The

nuclear weapons are controllable by people. But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controllable by people. The earthquake or terror is beyond control. The Earth village can

no longer be left in its current state. We seek another way to find a new possibility. We

walk to find the new possibility. Especially, we hope major religions to open new

ways."

He hope, “Religious leaders all around the world who respect life should be united.

They must come together an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which will deal with the 450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The Committee of 100 persons for LIFEROAD' has been composed since last year. The

current members of Committee are 87 person. They have helped him spiritually and

financially. Lee plans to meet with the Dalai Lama at Dharamshala in India on February

next year and give him a World Life Charter, which he wrote with other religious

leaders. On April 21, 2019, he will meet with Catholic leaders in Vatican City in Italy.

“I wanted to meet religious leaders in various countries and talk about plans to realize

a no-nuclear power policy and the dignity of life. I want to leave the future generation

a safe Earth without nuclear power plants.”

He and his group are now walking in Thailand via Japan, Taiwan, Hong Kong, and

Vietnam. They have walked about 2,700 km so far. And they will walk Malaysia and

India, Nepal from November. They also talk about World Charter on Life and

Candlelight Revolution of Korea which set a milestone of life culture for the Earth

village.

Lee want to share his story on a website.

http://liferoad.org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 for more.

Lee can be reached at leewy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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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esentation of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presentation on October 24th)



  3) Plans of future 

: Walking 26 Countries 11,000km(2.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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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ateg

ories

Sub

catego

ries

Name

(Korean)

Name

(English)

Affiliation

(Korean)

Affiliation

(English)

Affiliation 

(Chinese 

character)

Photo

종교계

(Religi

ous)

카톨릭

(Cathol

ic)

김인국 Kim Inguk

신부, 

천주교정의구

현사제단 

대표

Catholic Priests' 

Assosiation For 

Justice

天主敎正義具現

全國司祭團

박창균 
Park 

Changgyun

신부, 

前마산교구정

의평화위원장

Roman Catholic 

Diocese of Masan

석일웅 Suk Ilung
수사, 

작은형제회

Order of Friars 

Minor

개신교

(Protes

tantis

m)

조헌정
Cho 

Heonjeong

향린교회 

목사

Hyangrin  

Presbyterian 

Church

香隣敎會

류시경
Ryu 

Sigyeong

대한성공회 

신부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大韓聖公會

  4) One hundred member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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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Buddh

ism)

법응스님

Beop Eung 

Buddhist 

monk

불교사회정책

연구소장

佛敎社會政策硏

究所

도진스님

Do  Jin 

Buddhist 

monk

직지사 중암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ikjisa Temple

大韓佛敎曹溪宗  

直指寺 中庵

종걸스님

Jong Geol 

Buddhist 

monk

동국사 

주지스님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Dong-Gugsa 

Temple

東國寺

혜진스님

Hye  Jin 

Buddhist 

monk

합천 

'평화의집' 

운영위원장

Hapcheonhouse

홍선스님

Hong Seon 

Buddhist 

monk

불교생명윤리

협회 대표

Buddhist life 

ethics association

佛敎生命倫理協

會

이수덕
Lee 

Sudeok

한반도평화통

일불교실천기

획단 

공동대표/ 

참여불교재가

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參與佛敎在家連

帶

극락심 Geuglagsim
대한불교조계

종 포교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大韓佛敎曹溪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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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화
Baek 

Ryeonhwa

대한불교조계

종 포교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大韓佛敎曹溪宗

원불교

(Won 

Buddhi

sm)

이공현
Lee 

Gonghyeon

교무, 

은덕문화원장

Won Buddhism, 

The Eun Deok 

Cultural Center

圓佛敎, 

隱德文化院

이선종
Lee 

Seonjong

종사, 

천지보은회 

대표

Won Buddhism 圓佛敎

유학

(Confu

cianis

m)

서형탁
Suh 

Hyeongtak
청학동 도인

Cheonghak-dong 

town
靑鶴洞

천도교

(Cheon

dogyo)

허정문
Heo 

Jeongmun

천도교 

중앙총부 

임원

Chondogyo 天道敎 -

학계/

교육계

(Acad

emia/

Educa

tion)

교육계

(Educa

tion)

김광철
Kim 

Kwangchul

초록교육연대 

前대표, 

前교사

The Solidarity for 

Green  Education 

of Ecological Life

草綠敎育連帶

김민곤
Kim 

Mingon

전교조 

前부위원장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全國敎職員勞動

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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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Kim 

Seokjun

부산광역시 

교육감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釜山廣域市敎育

廳

김옥희 Kim Okhui
안동 도산중 

교사

Dosan Middle 

School
陶山中學校

손정옥
Son 

Jeongok

부산공업고등

학교 교사

Busan Technical 

High School

釜山工業高等學

校

송윤옥
Song 

Yunok

초록교육연대  

대표, 前교사

The Solidarity for 

Green Education 

of Ecological Life

草綠敎育連帶

윤지형
Yoon 

Jihyeong

전교조 

부산지부 

前임원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全國敎職員勞動

組合

이주연
Lee  

Juyeon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全國敎職員勞動

組合

조희연
Cho 

Huiyeon

서울특별시 

교육감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서울特別市敎育

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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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A

cademi

a)

김영호
Kim 

Yeongho

한국학중앙연

구원, 경제사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韓國學中央硏究

院

김용복
Kim 

Yongbok

한일장신대, 

생명학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浸禮神學大學校

김익중 Kim Ikjung 동국대, 의학
Medical Collage, 

Dongguk Univ.

東國大學校 

醫科大學

김해창
Kim 

Haechang

경성대, 

환경공학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sung Univ.

慶星大學校 

環境工學科

박동천
Park 

Dongchun

전북대, 

정치외교학

Department  of 

Political Sience & 

Diplomacy, 

Chongbuk National 

Univ.

全北大學校  

政治外交學科

박오복 Park Obok
순천대, 

영어교육과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

順天大學校 

英語敎育科

박인식 Park Insik

중국장춘이공

대,한일근대

사/KCJ국제

관계연구소

KCJ Institute on 

International 

Relations　

KCJ 

国際関係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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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Park 

Joongyu

한양대, 

문화인류학

Hanyang University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漢陽大學校 

文化人類學科

서원명

Seo  

Wonmyeon

g

경상대,  

지역환경기반

공학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

慶尙大學校  

地域環境基盤工

學科

성원기
Sung 

Wongi

강원대, 

전자공학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

江原大學校 

電子工學科

엄창옥
Um  

Changok

경북대,  

경제학

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

慶北大學校  

經濟通商學部

우희종
Woo 

Huijong

서울대, 

수의학

Colla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유세종
Yoo  

Sejong

한신대,  

중국문학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Hanshin Univ.

韓神大學校  

中國學科

유초하 Yoo Choha 충북대, 철학

Philosophy 

Department, 

Chungbuk National 

Univ.

忠北大學校 

哲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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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창
Yoon  

Yeochang

서울대,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Laboratory,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校  

生態經濟學硏究

所

윤용택
Yoon 

Yongtaek

제주대, 

철학과

Philosophy 

Department, Jeju  

National Univ.

濟州大學校 

哲學科

양오봉
Yang  

Obong

전북대,  

화학공학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

全北大學校  

化學工學部

이기영
Lee 

Kiyoung

호서대, 

식품공학

Department of 

Food Science &  

Technology, 

Hoseo Univ.

湖西大學校 

食品工學科

이상훈
Lee  

Sanghoon

수원대, 

환경에너지공

학

Department  of 

Environment 

Energy 

Engineering, 

University of 

Suwon

水原大學校  

環境에너지工學

科

이원영
Lee 

Wonyoung

수원대, 

건축도시공학

부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Real Estate 

Development, 

University of 

Suwon

水原大學校 

都市不動産開發

學科

이종한
Lee  

Jonghan

대구대, 

심리학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

大邱大學校  

心理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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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빈
Im 

Gyeongbin

제주한라대,

사회복지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Univ.

濟州漢拏大學校 

社會福祉學科

임영석
Im 

Yeongseok

강원대,  

생명공학

Department  of 

Biology, Kangwon 

National Univ.

江原大學校 

生命工學科

장회익
Zhang 

Hweik

서울대, 

물리학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校 

物理學科

정지창
Jung  

Jichang

영남대, 

독어독문학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Yeungnam Univ.

嶺南大學校  

獨語獨文學科

조 상 Cho Sang

청주대, 

컴퓨터전자공

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 

Cheongju Univ.

淸州大學校 

컴퓨터情報工學

科

조흥식
Cho  

Heungsik

서울대, 

사회복지학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敎  

社會福祉學科

지재성
Ji 

Jaeseong

건설기술연구

원 

前연구위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韓國建設技術硏

究院



- 17 -

최갑수
Choi  

Gapsu

서울대, 

서양사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敎  

西洋史學科

최무영
Choi 

Muyeong

서울대, 

물리학

Department of 

Physics &  

Astronomy,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校 

物理學科

한규석
Gyuseog 

Q. Han

전남대, 

심리·사회심

리학

Dept. of 

Psychology, 

Chonnam Nat. 

Univ.

全南大學校 

心理學科

한정숙
Han 

Jeongsuk

서울대, 

서양사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大學敎 

西洋史學科

각계 

인사&

시민

(Peopl

e)

문중

인사(F

amily)

최염 Choi Yeom

경주최씨중앙

종친회 

명예회장, 

최부자댁 

종손

Kyoungju Choi's 

The center of clan 

gathering

慶州崔氏 

中央宗親會

공직자

(Public 

official

)

고태규
Koh 

Taegyu

공학박사, 

前서초구도시

계획국장

doctor of 

engineering
工學博士

심재홍
Shim  

Jaehong

공학박사, 

前도봉구도시

계획국장

doctor of 

engineering
工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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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Yeom 

Taeyeong
수원시장 Suwon city 水原市

법조인(

judicial 

officer)

이영기
Lee 

Yeonggi

변호사,  

前민변 

환경위원장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최재홍
Choi 

Jaehong

변호사, 민변 

환경위원장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권영국
Kwon 

YoungGooK

경북노동인권

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언론인

(Journ

alist)

신학림
Shin 

Hakrim

미디어오늘 

前대표
Media-Today

오한흥
Oh 

Hanheung

옥천신문사  

사장

The Okcheon 

Shinmun
沃川新聞

전필건 Jun Pilgeon KBS 前기자 KBS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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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운
Jung  

Seongun
불교포커스 Bulgyofocus 佛敎focus

홍선희
Hong 

Seonhui

코리아타임스 

前기자, 

정릉우리동네 

'능말' 대표/ 

"우리동네능

말" 편집장

chief editor 編輯長

예술인

(Artist)

김선우 Kim Seonu 화가 artist 畫家

김철규
Kim 

Cheolgyu

화가

/조형작가
artist 畫家

외국인

(Foreig

ner)

구와노 

야스오 

鍬野保雄

Yasuo 

Kuwano

시모노세키 

거주, 

탈핵인사

Shimonoseki city 下関市

다나카 

히로시

田中博

Hiroshi 

Tanaka

한일환경정보

센터장

韓日環境情報セ

ンター

하라츠네

노리 

原恒德

Hara  

Tsunenori

야마구치 

탈핵인사

Yamaguchi 

Prefecture
山口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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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전문인

(Citize

n/Spec

ialist)

김은령
Kim 

Eunryeong

강살리기네트

워크 

사무처장

Korea Network for 

River and 

Watershed

김정희
Kim 

Jeonghui
재불교포

Residents  in 

France
在仏僑胞

양수철
Yang 

Sucheol
녹색당 임원 Green Party Korea 綠色黨

전재경
Jun  

Jaegyeong

생명회의  

공동대표, 

자연환경국민

신탁 평의원

The National 

Nature Trust

自然環境國民信

託

정용수
Jung 

Yongsu

귀농운동본부 

대표역임
The refarm

全國歸農運動本

部

박현규
Park 

Hyeongyu

도시계획전문

가

urban planning 

specialist
都市計劃專門家

최선기
Choi 

Seongi

교육사업

/불교음악인
songwriter 作曲家 -

맹경숙
Maeng 

Gyeongsuk

탈핵희망

서울시민

regular citizen in 

Seoul
서울市民 -

익명의 위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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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edia reports

[Kyunghyang Shinmun (17 November 2016)]

Professor LEE WONYOUNG says "Let's mak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religious 

communities to monitor the NPPs in the world"

On June 2011, immediately after the explos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Fukushima, Dr. 

LEE WONYOUNG, professor of Suwon University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Development) went to Germany to witness the very center of the international 

No-Nukes movement. During his visit of the city on the way to nuclear free society, a 

grand cathedral caught his eyes, leading him to think how good and effective it will be if the 

Vatican joins in this movement towards the nuclear free world. 

Returning from Germany, he founded “Professors' Association for No-Nukes”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movement toward nuclear free society in South Korea. In the process, he 

encountered many questions and eventually he found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But, 

there is always one question that cannot be solved in his mind: "What if the explosion of a 

nuclear power plant happens in China even though our society is nuclear free?" With time 

passing the blueprint for solving that question was made, and he showed it when I met him 

on 17 December 2016.

"None of 446 nuclear power plants all over the world is absolutely safe from earthquakes 

and terrorist attacks. UN has been helpless in that matter. The power of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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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and citizens' association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Thus,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intervene in each government’s way is required. The power 

from the religious world can give an answer. Global religious communities, united together, 

should watch and control the nuclear power plants until we reach the nuclear free world.”

Professor LEE will go on a pilgrimage on Buddha's Birthday, 3 May 2017,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project is named as th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Professor LEE planned it and took charge of its preparation. 

For two years, with various religious communities and those who desire nuclear free society 

he will walk to the Vatican through Japan and India. They will cross over the sea by ship or 

plane. The distance they will go on foot reaches to 11,000 km. Their pilgrimage will end on 

the Easter, 21 April 2019. On the pilgrimage, they will discuss about the dignity of life and 

nuclear free society and mourn for those who has been killed by the accidents of nuclear 

power plants with all the citizens of the world whom they meet on the roads of pilgrimage. 

They also plan to perform a ritual in the places of life destruction.

The highlight of this pilgrimage lies in the meetings of religious leaders. The pilgrims will 

have an interview with Dalai-Lama in Dharamsala, India as well as with Papa Francisco in 

the Vatican. They will also contact some religious leaders of Islamic countries. They will 

deliver the message that No-Nukes society must be reached and require them of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nuclear free world. 

Professor LEE said, “whether you believe in Jesus Christ or Buddha, you share the value 

of respect for life and recognition of the danger of nuclear power.”

What does religion mean for Professor LEE, a Buddhist? “Religion should basically function 

as a vessel to put in people’s desire. That’s why religion cannot but be most sensitive to 

the security of life and set out most actively to solve this problem,” he said.

However, by now it is questionable as to the possibility of found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religious communities as leaders. With this question in mind, the 

preparation team for the pilgrimage is now drawing up the “Universal Charter of Life,” 

which declares to the world the principle that nuclear power plants are incompatible with 

life. It will be officially declared on the starting day of the pilgrimage afte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o draft the Charter in April 2017 in Seoul. The pilgrims will deliver the Charter 

to religious leaders they meet on their way to the Vatican.

The planning of this project, in some sense, was possible due to his being ous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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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hip at Suwon University. Professor LEE is one of the professors who were 

dismissed for their criticism of the president and the university foundation in suspicion of 

violating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law. Since 2014, he walked 1,500 km crying for 

'nuclear-free society.’ During this time, the framework of this project has been made. 

Even though the highest court gave a decision that his dismissal should be nullified, he is 

still outside of the university since the university denied his reemployment. He said, “the 

encouragement from religious communities has inspired me to further efforts during my 

absence from school.” Thus, he thought, “All right! Let’s walk to the Vatican and, on the 

way, let’s meet with religious leaders as many as possible to persuade them to take a step 

forward for making the nuclear-free world.

Professor LEE is forming the ‘100 person-committee for the New Silk Road’ and is now 

informing people of this project through the internet cafe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 Soon, he will open the English and Korean websites 

to communicate with prospect pilgrims at home and abroad and stream on-line every step 

of the pilgrims’ movements.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will officially launch on 2 pm, 21 December 2016 at the Korean Press Center in 

Seoul. <KOH Youngdeuk.godo@kyunghyang.com>

Translated by Park Oh-bok and Park Jun-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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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보도 자료

[경향신문 2016.11.17] 이원영 교수 “전 세계 원전 감시하는 ‘종교계 연합 국제기구’ 세

울 것”

‘생명·탈핵 실크로드’ 2년간 대장정 나서는 이원영 교수

<그림> 이원영 교수가 17일 ‘생명·탈핵 실크로드’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

구촌 종교계가 손을 잡아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폐기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크로드 준비단 제공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직후인 2011년 6월 이원영 수원대 교수(도시부동산학과·59)

는 탈핵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독일을 찾았다. 탈핵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던 중 웅장한 성

당들이 이 교수의 발길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바티칸도 나서주면 좋을 텐데….’

독일 답사 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설립을 주도한 이 교수는 탈핵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간 숱한 질문

에 답해왔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었다. “우리만 탈핵하면 뭐해. 중국에서 터

지면 속수무책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수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17일 만난 이 교수는 

그 밑그림을 보여줬다. 

“전 세계 446개 핵발전소 가운데 지진이나 테러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유엔은 유명무

실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사회의 힘은 나라마다 균일하지 못하죠. 각국 정부를 간섭할 수 있는 새로

운 국제기구가 필요합니다. 종교세력이 답입니다. 지구촌 종교계가 연합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폐기될 

때까지 각국 정부와 핵발전소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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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기구 설립을 위해 이 교수는 내년 5월3일 부처님 오신 날 순례길에 나선다. 프로젝트명은 ‘생

명·탈핵 실크로드’다. 이 교수가 기획했고 준비단 팀장을 맡았다. 2년간 종교계 인사 등 탈핵을 염원

하는 이들과 함께 일본과 인도 등을 거쳐 바티칸까지 걸어간다. 바다는 배나 비행기로 건넌다. 도보 길

만 1만1,000㎞에 달한다. 2019년 4월21일 부활절에 돌아오는 여정이다. 순례 중 만나는 세계인들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과 탈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원전 사고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애도하고 

생명파괴 현장에서 종교의식도 가질 계획이다. 

순례길의 방점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있다. 이 교수를 포함한 순례단은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바티칸에 가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

의 종교 지도자와도 접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탈핵의 당위성을 전하고 탈핵 국제기구 설립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이 교수는 “예수님을 믿는 이나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핵발전

소의 위험과 생명존중의 가치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불교신자이기도 한 이 교수에게 종교란 뭘까. “종교의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염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종교계가 중심이 된 국제기구 설립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순례 

준비단은 ‘세계생명헌장’을 만들고 있다. 원전은 생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헌장이

다. 내년 4월 서울에서 헌장 관련 국제회의를 한 뒤 순례길에 나서는 날 공식 선포한다. 순례길에 만날 

각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헌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어찌 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이 교수의 ‘직장 공백기’ 덕에 가능해졌다. 이 교수는 수원대 사학비리

와 관련해 총장과 학교법인을 비판하다 파면된 교수들 중 한 명이다. 학교 복귀가 늦어지면서 이 교수

는 3년 전부터 “탈핵”을 외치며 1,500㎞를 걸어왔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의 얼개가 만들어졌다. 대

법원에서 파면이 무효라고 판결났지만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로 또다시 장기간 공백기가 생기게 됐다. 

이 교수는 “‘그래, 바티칸까지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가면서 방문하는 나라마다 종

교 지도자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뜻을 함께할 ‘실크로드 100인 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이 교수는 현재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에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향후 국내외 참여 희망자들과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이동 상황을 보여줄 국·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할 예정이다.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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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yofocus (3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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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포커스 2017.05.03] ‘생명 탈핵’ 720일 대장정 첫걸음을 내딛다

3일 출발 고유제…26나라 방문…2019년 바티칸 회향

"순례단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림> 생명·탈핵 실크로드 추진위원회는 3일 서울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도보순례

의 출발을 알리는 고유제를 봉행한 후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서울에서 바티칸까지 2년 동안 걸어가며 ‘생명·탈핵’을 세계인에게 호소하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생명·탈핵 실크로드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영호 김영복 이선종 조현정)는 부처님오신날인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고유제를 봉행하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 생명·탈핵 도보

순례는 2019년 4월 19일 바티칸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추진위원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고유문에서 “오늘 저희는 ‘생명·탈핵의 깃발을 들고 서울에서 

바티칸까지 스물여섯 나라, 1만1천km를 걷는 도보순례의 장정을 출발하려 하나이다”라며 천지신명께 

알리고 “생명존중·탈핵안전의 믿음 하나에 나선 저희 순례단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

옵소서”라고 기원했다. 고유제 후 김용복 대표, 법응스님,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민곤 

전 전교조 부위원장, 이상훈 수원대 명예교수, 한정숙 서울대 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등이 50여 명이 중앙대 풍물패를 앞세우고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순례단은 첫날 조계사, 천도교 중앙총부, 향린교회, 명동성당, 서울시민청, 성공회, 원불교 서울교당, 이

슬람 중앙성원을 거쳐 한남역 인근에서 첫 밤을 맞는다. 도보순례의 전 과정은 이원영 추진위원장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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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원영 추진위원장이 고유

문을 소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년여 기간의 도보순례 전 과정을 

이끈다.

순례단은 5월에는 성남-수원-천안-대전-구미-대구-경주-

부산을 순례하며, 이후 일본(6. 3~6. 29), 대만(6. 30~7. 

23), 홍콩과 마카오, 베트남(7. 29~8. 20), 라오스, 태국, 미

얀마, 인도로 이어진다. 순례 중 강연과 세미나,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생명·탈핵과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을 

공유한다.

인도와 네팔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비롯

해 불교의 8대 성지를 순례한다(21. 1~2018. 2. 20). 이어 

다람살라를 방문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순례단은 순례 중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그리

스정교 성지를 참배하고, 평화와 탈핵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달라이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등 종교계 고위지도자를 친견하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생명·탈핵 실크로드 추진위원회는 3일 서울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고유제를 

봉행 한 후 도보순례의 첫 발을 내딛었다.

‘생명·탈핵’에 공감하면 누구나 도보순례에 동참할 수 있다. 다음 카페 ‘생명·탈핵실크로

드’(cafe.daum.net/earthlifesilkroad)에서 일정과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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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명‧탈핵 실크로드 추진위원회 김

용복 공동대표(왼쪽)와 이원영 추진위원장이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림> 3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선포식에서 생명·탈핵실크로드 

추진위원회 김영호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선포…지구공화국 준칙 논의하는 계기

한편, 순례단은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김영호 김용복 공동대표와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조희연 서

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선포식을 거행했다. 세계생명헌장안은 지난해 10

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 20일 생명·탈핵실크로드 대표단과 태국의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술락 시바락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안 초안을 

성안됐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은 김용복 대표와 이

원영 추진위원장이 초안 작성자 대표로 낭독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의 존엄은 그 주체적 

실체를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이다”로 시작하는 세

계생명헌장 서울안은 전문과 원칙, 목적과 적용범

위, 실행 사업 및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복 대표는 서울안 발표에 앞서 “순례 중 방콕

과 카투만두에서 국제적인 논의모임을 통해 지평을 

넓히고 세계인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로마에 도착할 즈음에는 인간의 오만함을 통제하

는 선언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구공화국을 만들려는 목적의식

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안은 지구공화국의 윤리·생명·환경의 준칙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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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21 July 2017)] Man on pilgrimage for 'world with no nuclear 

power'

<그림> Lee Won-young, fourth from left, poses for a photo in Nagasaki, Japan, in June. 

Courtesy of Lee Won-young

By Lee Kyung-min

Lee Won-young, an urban engineering professor at Suwon University, is on a 

“pilgrimage,” planning to walk 11,000 kilometers in 26 countries within two years.

Since Lee launched the project he calls,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 Nuclear Power,” 

on May 3, he has walked up to 25 kilometers each day in his destination country. 

“I am walking to bring attention to the danger of the energy policies embracing nuclear 

pow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happened in Japan in 2011, killing many 

people and exposing many more to radiation,” he said.

“The air, land and sea were all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accident was detrimental to the whole ecosystem and the Earth. I hope what I 

am doing draws the immediate attention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he added.

Lee plans to meet with the Dalai Lama at Dharamsala in India in February next year and 

give him a World Life Charter, which he wrote with other religious figures. On Apri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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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e will meet with Catholic leaders in Vatican City in Italy.

“I wanted to meet with religious leaders in various countries and talk about plans to realize 

a no-nuclear power policy and the dignity of life. I want to leave the future generation a 

safe Earth without nuclear power plants.”   

Lee criticized the United Nations (UN) for failing to come up with measures toward a 

nuclear-free world.

“The UN has done nothing to safeguard the Earth and prevent similar nuclear disasters. I 

thought I had to take action myself instead of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he said.

“Religious leaders all around the world who respect life should unite. They must come 

together an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which will deal with the 450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Lee plans to share his story on a website. https://liferoad.org/

Visit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 for more. 

Lee can be reached at leewy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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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とコリア (1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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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코리아 (2017.08.01)] 이 사람에게 듣다-생명·탈핵 실크로드 순례단 단장 이원영

생명존엄, 탈핵 목표로 26 개국 순례

지금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5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의 확산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공동

체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생명·탈핵 (탈원전) 실

크로드 순례단'이 5월에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순례단은 2년 후인 2019년 4월에 바티칸 로마 도착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26개국 1만 1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순례합니다. 생명의 존엄과 비핵 세계의 실

현을 향해 장대한 도전입니다. 일본에서는 6월 4일에 히로시마를 출발해 월말에 나가사키를 목표로 걸

었습니다. 그동안 단장 이원영씨(60)를 만나 인터뷰를 부탁했습니다. 7월 2일부터는 대만을 걷고 있습

니다.

◎ 인류로서 양심 회복을

●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원영씨) 저는 한국의 수원 대학에서 도시 계획, 국토 계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크로드 

순례를 위해 대학은 휴가 중입니다

 

● 서울에서 바티칸까지 26개국을 경유해 2년간에 걸쳐 걷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원영씨) 인류가 저지른 잘못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생명·탈핵 실크로드 순례단은 생명의 존엄성과 공생 공존을 핵심 가치로 하는 세계의 많은 종

교의 지혜와 힘이 모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지구촌 이웃과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이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구의 안전과 생명 

존중에 대한 종교인들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순례는 종교적 영성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걷는 것은 종교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인구는 70억 명이니까 뜻을 모으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어린이세대

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부모세대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양심파괴와 자기부정의 존재입니다. 인류가 인류

이기 위해서는 양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 몇 명이 걷고 있습니까? 도중의 협력자는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이원영씨) 2년간에 걸쳐 모든 길을 걷는 것은 저 혼자입니다. 구간마다 계절마다 함께 걷는 참가자

가 있습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 100인 위원회가 결성되어 재정적·정신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저력을 생명 존중과 지구촌의 안전으로

● 걷는 것으로 핵무기와 원전을 정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원영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6년간, 국제연합과 국제원자력기관은 아무것도 해 오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조직은 자본과 권력에 지배되는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45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폐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 정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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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를 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종교계입니다.

세계생명헌장 : 서울안 (발췌)

제 1 조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엄이다.

제 2 조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계하는 "생명의 밧줄"에 속해있다.

제 3 조 인간은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한다.

제 4 조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이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 된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호할 책

임이 있다.

제 11 조 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지향하고 실행해야 가치는 다음과 같다.

(4) 생명체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테러에 반대한다.

(5)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 재난과 멸망을 초래할 핵 확산과 핵 발전소에 반대한다.

단지 벽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교류 할 수 없지만, 생명과 탈핵에 한해서는 협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도 그러한 속에서 태

어났습니다.

● 일본과 일본인에게 주문이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원영씨) 일본 국민은 저력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생명존중과 지구촌의 안전을 위해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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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yang Shinmun① (11 August 2017)] [Opinion] Walking pass No-Nuke 

Vietnam 

<Photo> A young couple got down from the motorcycle and gave me 

bottled water, near Hanoi.

I left Seoul in early May to start a pilgrimage and now I walked about 1,400km. A few days 

ago in Ninh Binh, a rich city south of Hanoi, Vietnam,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while 

changing the shoe soles. Not long ago, when I went to Suwon Station, an elderly man 

handcrafted the bottom of the shoe, and the young man in the city was doing this with an 

electric motor. I waited for a while due to the power failure. I had two thoughts in my mind 

then. One is the discomfort of the world without electricity and the use of electrical 

machinery rather than by hand.

In Vietnam, which is the fifth country course of th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which is the pilgrimage walking 11,000km to Rome for two years during my unintentional 

temporary retirement period. There is something I want to find out in Vietnam. Last year, 

the Vietnamese Parliament decided to nullify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decision is a big news for the world after the announcements to close the nuclear 

power plants in Europe, such as Germany and Italy, and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aiwan. 

I heard that Japan's public-private partnership group has lost a lot, which has invested 

W28bn in order to export to Vietnam. I wanted to hear stories directly from the people I 

meet on the Silk Road, but I could not do so. However, various contexts were identified.

One of the probable backgrounds is the sea pollution incident in the last April. Wastewater 

from a Taiwan steel company near Danang ha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sea fish. 

Society turned upside down. It is a country where citizens do not voluntarily protes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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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blem was different. Four days of violent demonstrations took place in the capital 

Hanoi. It was also suspected that the controversy had been made by anti-government 

forces. After the Vietnam War in 1960 and the Vietnamese War with China in 1979, the 

Vietnamese government experienced considerable tension.

Then, in the fall, the introd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had decided earlier turned into a stop. The plan to build the nuclear plants in 

2009 was to cope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 Vietnamese government suddenly 

decided to change the direc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port, Le Hong Tinh, Vice Presid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 Committee,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Vietnamese media 

that the first electricity demand, which was predicted to increase by 22% annually due to 

the pace of economic growth, has now changed to 7-8%. The second is that the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is well developed and the energy supply is sufficient. Third, the 

burden of the national debt due to large-scale facility investment is large, so it is better to 

turn this into a sequential investment in other energy sectors. Fourth, energy sources will 

become more and more expensive. Lastly, nuclear waste cannot be solved. This is where I 

have found the key. The point is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electricity demand without 

nuclear power. Vietnam is now a clean country without nuclear waste. 

There is a bigger reason which is not visible with naked eye. It is the nuclear power plant 

risk.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for Vietnam, which has been fighting against the great 

powers for half a century. Nuclear reactors are problematic even if only the power to the 

device that cools the spent fuel rods is turned off. If there is a war, explosion is likely to 

occur even if it is not directly attacked. A fatal problem with Chernobyl or Fukushima 

nuclear accidents is that soil is contaminated for a long time. It is a situation that I do not 

want to imagine as an agricultural country. 'Discomfort from having alternative' cannot go 

beyond the 'threat of survival'.

How about us? What is worse than some conservative media that emphasizes security and 

support nuclear power plants. What is conservative? Professor Park Jong-un, a nuclear 

engineering, raised his voice against those who shout 'cheap nuclear power plant'. "If nuclear 

waste disposal costs and the costs of preventing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are reflected 

at the level of other countries, the cost of generating nuclear power is much higher. It is 

also a problem to exaggerate the nuclear industry, which has no source technology, as a 

growth industry.” Why don’t they see this common sense fact?

I have a recommendation to them. Come to Vietnam and learn what common sense and 

security are.

translated by IM Kyung-bin and PARK Jun-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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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재① 2017.08.11] [오피니언] ‘원전 백지화’ 베트남을 걸으며-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

<그림> 하노이 근처에서 순례 중인 필자(가운데)에게 생수를 사준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지난 5월 초 서울을 떠나 걸어온 지 이제 1,400여㎞. 베트남 하노이 남쪽의 부유한 도시 닌빈에서 며

칠 전 필자는 신발 밑창을 갈아 끼우는 동안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 얼마 전 수원역 구둣방에 갔을 때

는 노인네가 신발 바닥을 손으로 다듬었는데, 이 도시의 젊은이는 전기모터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었다. 

마침 정전이어서 한참을 기다렸다.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겪었다. 이젠 세상일을 손으로 하기보다는 

전기기계를 쓴다는 것, 그리고 전기 없는 세상의 불편함이다.

본의 아니게 직장을 쉬는 2년간 로마까지 1만1,000㎞를 걸어가는 생명·탈핵실크로드의 다섯 번째 나

라인 베트남에는, 필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지난해 가을 베트남 국회에서 원전 도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결단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탈원전, 그리고 대만의 탈원전에 이은 지구촌의 커다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미리 280억원을 투자했던 일본의 민관협력 그룹은 손해가 크다고 

한다. 실크로드 도상에서 관계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여러 정황

이 파악되었다. 

짐작되는 배경의 하나는 지난해 4월의 바다오염 사건이다. 다낭 근처에 있는 대만철강회사가 흘려보낸 

폐수로 바다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여간해서는 시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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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 문제만은 달랐다. 수도인 하노이에서 나흘이나 격렬한 시위

가 벌어진 것이다. 이 오염 규탄시위는 반정부 세력이 발호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1960년대의 월

남전과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베트남 정부로서는 상당한 긴장 상태에 놓이는 체험을 한 것이다. 

그러던 가을에, 일찍이 결정했던 원전 도입이 중단 쪽으로 바뀐다. 경제 급성장에 대응하고자 2009년

에 원전 건설을 결정했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레홍틴(과학기술 및 환경위원회 부회장)이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 밝힌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연 22% 증가로 예측되던 전기수요가 이제 연 7~8%로 바뀌었다는 것, 둘

째 전기절약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 셋째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르는 국

가채무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다른 에너지부문에의 순차적인 투자로 돌리는 게 좋다는 것, 넷째 원전

의 전기 가격이 갈수록 비싸질 것인 데 비해 다른 에너지원은 갈수록 싸질 것이라는 것, 다섯째 핵폐

기물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등이다. 과연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요지는 전기수요에 대한 대응

이 원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제 핵폐기물 없는 청정국가다.

표면화되지 않은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원전의 위험이다. 반세기 동안 강대국들과 전쟁을 해서 물

리친 베트남으로서는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전은 폐연료봉을 식히는 장치에 전원만 중단되어도 

문제가 생긴다. 전시라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핵

사고의 치명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토양이 오염된다는 것. 농업국가인 이 나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대안 있는 불편’이 ‘생존의 위협’을 넘어설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일부 보수언론이 무엇보다 이상하다. 무엇이 보수란 걸까? ‘값싼 

원전’을 외치는 그들에게 원자력공학 전공의 박종운 교수는 일갈한다. “핵폐기장 조성비와 폐로·사

고처리 비용을 타국 수준으로 반영하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훨씬 비싸진다. 원천기술도 없는 원전산업

을 성장산업으로 과장해서 호도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식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그들에게 권하고 싶다. 베트남에 와서 상식과 안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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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yang Shinmun② (8 September 2017)] Change Yamaguchi、and the Global 

Village will change as well - Yamaguchi、The Story as A Global Village -

 

<Photo> The writer (pictured in the center) with other supporters in Ube, Yamaguchi 

welcoming the pilgrims

Walking to Rome? Who on earth has such an incredible idea? Last June, a certain Japanese 

man considered this question and was concerned about the pilgrims. He went to Laos to join 

the pilgrimage known as ‘Th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That is because he decided to take temporary leave of his work and join the two-year-long 

pilgrimage to assist the writer all the way to Rome after he was able to fully appreciate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is pilgrimage,” Protect the Safety of the Global Villages”

He is from Yamaguchi. The name of this place is familiar to us. It was the crucible of the 

Meiji Restoration and also the hometown of PM Shinzo ABE.  However, what is much more 

impressive about this pilgrimage of the New Silk Road is that it makes us aware of some 

important historical facts.

The first fact we must be aware of is the accident at the Chousei Coal Mine. This was a 

much serious coal mining accident than that depicted in the recent movie Gunkannjima 

(Battleship Island). There was an undersea coal mine called Chousei Coal Mine right next to 

Ube city in Yamaguchi Prefecture. A terrible accident occurred there in February, 1942, in 



- 44 -

which one hundred and thirty-six Korean and forty-seven Japanese laborers were drowned 

when the mine shaft collapsed.

According to the paper written by Dr. PARK In-sik, which quotes the report on the 

Research into Forced Transportation of Korean Laborers, the coal bed of Chousei coal mine 

spread out under the sea, and became shallower (closer to the bottom of the sea) the 

further offshore it went.  There are some witnesses quoted in the paper as follows: ‘Once 

they went down the shaft and proceeded forward along it, the laborers were frightened that 

the ceiling of the shaft might collapse on them since right above the ceiling was the sea. 

While they stopped working and ate lunch, they heard the sound of a fishing boats’ engine 

and its propeller. They were constantly quivering in fear that the ceiling might collaps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s that the coal mining enterprise was restarted again 

even though the same type of accident had occurred three times in 1911, 1915, and 1921. 

How miserable!  These victims died in what was a foreseeable tragedy.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at time lacked any sense of guilt. Who was responsible for that? . Without 

any reflection on the matter or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it, this kind of disaster will be 

repeated again and again.

This is exactly the big challenge that we face. Japan experienced the terrible nuclear 

disaster at Fukushima. Nevertheless the Abe administration has promoted the restart of 

some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Even after mankind went through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and the Chernobyl and Fukushima disasters, they still continue to promote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That means that Yamaguchi and the global villages 

have a big challenge ahead.

 

 Secondly, there are plans for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in Kaminoseki, 

Yamaguchi Prefecture. This project was started by the Chugoku Electric Power Company in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quite a few years ago, but it was halted right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due to the local people’s constant resistance. Now the plan is 

coming to life again.

Some construction work related to buildings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s allegedly 

restarted.   Electric power companies which utilize electricity generated by nuclear power 

are now beginning to indicate that they will promote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pursue 

profits.

Local people in Kaminoseki have been resisting the project (similar to ‘AMA TOSO - 

female divers’ resistance) for thirty years.  The length of time involved in this is beyond 

our imagination .The transition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ruggle must be a litmus test for 

the future evalu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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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there is the story related to the local people’s passion. Yamaguchi would be 

directly damaged if an accident at a nuclear power plant should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is in mind, the local people in Yamaguchi showed us the most passionate 

support along the route of the pilgrimage to the meaning of the dignity of Life and 

No-Nukes New Silk Road. During the week when we were walking twenty kilometers a day 

in Yamaguchi prefecture, people got together in the evening after the day’s trek. All of 

them displayed a huge interest in overcoming the limits on existing peace movements, and in 

making much of the dignity of life as well.

 

There was also an university professor, a leading intellect strongly against the Abe 

administration, who kindly guided me to Chousei coal mine. The professor, Christian and 

Buddhist priests as well as local people voluntarily became my supporters particularly in 

Shimonoseki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Its residents, including the 

group leader of the ‘Association to Tie Together Japanese and Koreans’, are beginning to 

assist this writer and to play a decisive role in informing others of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I’m now walking accompanied by a nice man. He may be the resultant 

fellow generated by the residents’ passion.

 

Yamaguchi is a part of the global village beyond a nation-state.  That passion will be woven 

into the wrap and turned into new energy. I’d like to encourage and support them by 

saying, “If you succeed in Yamaguchi, you shall be able to change the global village! “

 

Professor LEE Won-young at Suwon University, Director of Land Future Research Institute

Original Source ： http://v.media.daum.net/v/20170908210136718

Translated by  ISHIKAWA Akiko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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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재② 2017.09.08] [이원영의 생명·탈핵 실크로드]야마구치, 그 지구촌 이야기

<그림> 야마구치에서 순례단을 환영하는 주민들과 함께.

‘로마까지 걸어간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6월 궁금해하던 일본의 한 사

람이 지금 생명·탈핵 실크로드(이하 생명로드) 도상의 라오스에 와서 함께 걷고 있다. 지구촌 안전을 

꾀하자는 근본 뜻을 알고는 자신의 일을 잠시 접고 로마까지 도우면서 2년간 순례하겠다는 결단을 내

린 것이다.

그의 출신지는 야마구치(山口)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메이지 유신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생명로드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욱 인상 깊다. 

단연 첫 번째는 조세이(長生) 탄광 사고다. 최근 상영된 영화 <군함도>보다 ‘막장’스러운 사고가 있

었던 곳이다. 1942년 2월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던 이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이 일시에 수몰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조선인 강제 연행조사 기록>(朝鮮人 强制連行 調査の記錄)을 

인용한 글(박인식)에는 “조세이 탄광은 해저탄층이 해안선에 따른 얕은 지층에서 채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갱도로 내려가면, 바로 머리 위가 바다이므로 노동자들은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떨었고, 작

업을 멈추고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머리 위에서 어선이 지나가는 엔진 소리가 나고, 스크루가 물을 가

르는 소리가 똑똑히 들리므로 언제 천장이 무너질 것인가에 늘 공포에 떨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심각한 문제는 이 좁은 바다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미 1911년, 1915년, 1921년 세 차례에 걸쳐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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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수몰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석탄을 캐도록 했다는 것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

건 알고 죽인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죄질이 너무나 나쁘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이에 대한 반

성과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걸린다. 후쿠시마 핵사

고를 겪고도 아베 정권이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까

지 겪고도 인류가 또다시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 야마구치와 지구촌은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에 원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고쿠전

력과 일본 정부에 의해 오래전에 세워졌지만 주민들의 줄기찬 저항 때문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중단

되었던 곳이다. 그곳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원전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원전사업자 측은 여전히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녀투쟁’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 무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다. 상상 이상의 

기간이다. 이 투쟁의 추이와 결말이 일본 탈원전을 가늠하는 리트머스다.

세 번째는 주민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다. 야마구치는 한반도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곧바로 피해를 입

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번 생명로드의 도상에서 생명존엄과 탈원전의 뜻에 가장 뜨겁게 호응해준 동네

이기도 하다. 야마구치현을 걸어가는 일주일 동안 하루 20㎞ 순례를 마치고 난 저녁시간이면, 모이는 

이들은 기존 평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과 생명존엄을 중시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컸다.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조세이 탄광을 안내해준 모 교수를 필두로, 신부님과 스님

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모노세키에서 

‘일본과 코리아를 맺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어느 주민은 생명로드를 널리 알리고 도와주는 결정적

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의 동참도 주민의 열정이 낳은 작품일 것이다.

야마구치는 국민국가를 넘어선 지구촌의 일부다. 그 사연들은 생명로드상에서 날줄로 엮여서 새로운 

에너지로 모일 것이다.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다. 야마구치에서 이기면 지구촌도 바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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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yang Shinmun③ (29 September 2017)] Lee Won Young's Life without Sleep,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I. "Really, what is with the United Nations?"

In August 2009, we, the officials of the Professors against the Canal, suggested the unfair 

grounds for the Four Rivers Project to the experts who accompanied wi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Achim Steiner and 

expected UNEP to criticize the project. But what a surprise! They have released a report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is the best case of green growth. Of course, the Lee 

Myeong-bak government immediately promoted it publically. I was shocked! Did not they 

expect deaths of many living organisms and deadly deterioration of water?

II. In 1979, when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ccurred at the Three Miles Island of the 

United States, the German civic society, which had been aware of the problem well before, 

launched an opposition movement in earnest. Then again in 1986, a nuclear accident 

happened in Chernobyl, and Germany, which was 800 kilometers away, suffered tremendous 

damage. Nevertheless, when the government did not respond, the activists came together. 

They were mostly educated in the humanities and they went back to school to learn 

engineering in their middle age.

They wanted to demonstrate that "they will make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can 

produce clean electricity without nuclear power or fossil fuel." One of the fruits of this is 

the solar power that is leading the global village into a revolutionary state. David Crane, 

CEO of NRG Energy, the largest electric power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lready 

declared the inevitable. "The electricity from the roof is cheaper than the electricity from 

the power line. This is become true between 2014 and 2016." This is actually happening 

now. 'Turned environmental activist' Michael S�renburger cannot convince David Crane.

III.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is a collosal event. If a same accident repeats 

three times, it is the world of probability rather than that of coincidence. There is a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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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 Three nuclear accidents in 50 years means 60 accidents in a thousand years. 

60 accidents! At this rate, there will be no creatures on earth.

We expected that the United Nations would come up with a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such an accident from being repeated again. But for seven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re is no news. Ban Ki-moon was disgraced when he hung around with 

the wrong side. The United Nations is silent,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 subsidiary organization, speaks about nuclear plant safety. But it is an 

organization originally created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power. Structurally, they cannot 

provide the fundamental solution.

I don't know when I started to lose sleep. Initially, the UN was created to prevent disasters 

of nuclear weapons. What about nuclear power plant then? Why doesn’t it fear the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450 nuclear power plants on earth. One of them can explode due 

to an earth quake or a terrorist attack anytime and anywhere. Why does it keep silent on 

this?

This is like having a big hole in the management of the spaceship called ‘Earth’. There 

are growing suspicions that the mandate of decision-making is one-sided, and the ability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de by the corrupt state power and the money paid by it, have 

not been adequately equipped.

There is something missing. There is no device that can maintain the system of the life as 

a whole in the global village. Nuclear power plants themselves are conscience-destructive 

things that force our descendants to sacrifice themselves. If we see it as it is then it means 

we are in self-denial. Humanity as whole has committed a serious dereliction of duty. It is 

hard to say that this is due to the dominance of the nuclear Mafia.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f the UN is created because of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 system 

corresponding to the threat of nuclear power plant is needed. It is obvious because nuclear 

power plants are more dangerous. The global village can no longer be left in its current 

state. We need another way to find a new possibility. Like the middle aged professors in 

Germany in the 1980s.

The great threat to the spaceship ‘Earth’ is shocking me. Like Hyecho, Buddhist monk, 

one thousand years ago.

Lee Won Young, Prof. of Suwon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National Land Future 

Research Institute

(translated by IM Kyung-bin and PARK Jun-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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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재③ 2017.09.29.] ‘이원영의 생명·탈핵 실크로드’ 잠 못 이루는 세월

<그림> 지난 2월 탈핵·생명 실크로드 출범에 맞춰 관련자들이 모여 깃발을 들어보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나. “아니, 유엔기구가 그럴 수가!” 

때는 2009년 8월, 한국에 온 유엔환경계획(UNEP)의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을 따라온 전문가들에게 

운하반대교수모임의 임원들은 4대강 사업의 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고는 UNEP가 이를 비판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웬걸, 그들은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음은 물론이다.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뭇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

습과 치명적인 수질악화가 예견되지 않았단 말인가.

둘. 1979년 미국 스리마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자 일찌감치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독일 시민사회

는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그러던 1986년 다시 체르노빌에서 핵사고가 났고 800㎞ 떨어진 독

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꿈적하지 않자 운동가들은 엄청난 결기를 보인다. 주로 

문사철 출신이었던 그들이 중년이 되어서 공과대학에 다시 입학한 것이다. ‘핵발전소가 아니라도 그

리고 화석연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깨끗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보이겠다’

고. 그 결실의 하나가 지금 지구촌을 혁명 상태로 이끌고 있는 태양광이다. 미국 최대의 전력회사 

NRG에너지의 CEO인 데이비드 크레인은 몇 년 전 이미 핵심을 말했다. “전깃줄에서 얻는 전기보다 

지붕에서 얻는 전기가 싸진다. 그것도 2014~2016년 사이에.” 그 말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전향

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는 데이비드 크레인을 설득할 수 없다.

셋.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는 엄청난 사건이다. 같은 사고가 세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일정한 기대치가 존재한다. 50년에 3개면 1000년 동안 60개 사고가 나는 것이다. 

60개! 그 정도 확률이면 지구상에 남아날 생물이 없다. 

우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유엔에서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은 엉뚱한 쪽을 기웃거리다가 망신만 당했다. 유엔은 침묵하고 있

고 방계조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원

래 원자력의 진흥을 위해 조직된 단체다. 구조적으로 근본대책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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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잠이 오지 않았다. 핵무기가 무서워서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왜 핵발전소는 무섭지 않다

는 말인가? 전 세계의 450개가 어디서 지진이 나서 터질지도 모르고, 어디서 테러가 나서 터질지도 모

르는데 왜 입 다물고 있나? 

바로 우주선 지구호의 관리에 큰 구멍이 있다. 의사결정의 위임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의심, 그리고 

부패한 국가권력과 그들이 돈을 내어 만든 유엔의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진다. 

무엇인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지구촌에서 온전한 삶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핵

발전소는 존재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양심파괴적 존재다. 그걸 버젓이 보고 있는 그 

자체로 자기부정의 상태가 된다. 인류가 통째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마피아들의 득세 때문

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핵무기 위협 때문에 유엔이 만들어졌다면, 핵발전소 위

협에 상응하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더 위험하니까 당연하다. 지구촌을 더 이상 현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새 가능성을 찾는 다른 결기가 필요하다. 마치 1980년대 독일의 만학도들과 같은 결기! 

지구호의 커다란 결점이 필자를 자극한다. 1000년 전 혜초 스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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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ory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1) Background of 2017 Seoul Draft of World Life Charter(Lee Sanghoon)

The earth, a planet inhabited by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is dying. Since life first 

appeared on the earth 3 billion years ago, diversity of life has increased and the nature 

could have preserved and restored biodiversity after five 'great extinctions.' But now, 

because of human arrogance, ignorance, lack of concerns and greed, the earth is rushing 

toward the sixth great extinction. Today, living beings on earth and their ecological systems 

are facing an unprecedented crisis mainly because of mechanistic way of thinking on the 

nature, blind faith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uclear contaminations from the Fukushima and Chernobyl disasters are will-known to 

wreak havoc on both natural and manmade borders. Radioactive contamination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there is no artificial or scientific solution to it.

Th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is an organization comprised of activists who 

work in academia, the press and the religions communities. The activists have work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over the past ten years in 

South Korea.

The core members of th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held numerous meetings 

and seminars from June 2016 to January 2017 to share views and decided upon form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y have also agreed upon a pilgrimage that will start 3 May 2017 and conclude on 4 

April 2019 in the Vatican City for worldwide proliferation of the dignity of life and 

anti-nuclear movement. The pilgrimage will encompass 26 countries over 720 days and for 

a total distance of 11,000 km.

The pilgrimage will carry Seoul Draft of World Life Charter which declares that mankind and 

all living beings are inter-dependent and equally important. The nuclear proliferation by 

means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plants is the most serious threat to 

sustainable ecosystem and the Earth.

South Korea has desirable tradition of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s. The Seoul 

Draft of World Life Charter will be discussed and revised during the pilgrimage by local 

participants of the pilgrimag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ilgrimage the participants of the 

New Silk Road plans to form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will overwatch and urge the 

denuclearization of all nations of the Earth.

Through these efforts, universal values that humans should strive for such as peace, mercy, 

human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quality will manifest in the contex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hope for a nuke-free world which can be reach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leaders and citize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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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생명헌장 이야기

  1)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제정의 배경 (이상훈)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30

억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다양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지구에는 지금까지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일

어났어도 자연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보존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의 무지와 교만, 그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지구는 6번째의 생물 대멸종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생태계는 자연에 관한 기계론적 사고방식 그리고 과학기술

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서 대재앙을 일으켰다. 방사능 오염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인위적

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생명·탈핵을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이

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환경보호운동, 탈핵운동, 인권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왔다. 새로운 실크로드의 핵심 구성원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차례의 회의

와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국제 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생명·탈핵 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2019년 4월

에 바티칸 시티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보 순례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순례단은 26개 나

라를 통과하여 720일 동안 총연장 11,000km를 걸을 것이다. 순례단은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은 상호 

의존하며 똑같이 소중하다는 내용의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을 가지고서 생명·탈핵을 전파하면서 

순례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지구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는 핵무기와 핵 

발전으로 인한 핵의 확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훌륭한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은 

2년 동안의 순례 기간 동안에 각국의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수정 보완될 것이다. 순례가 끝

나면 새로운 실크로드 참가자들은 지구의 탈핵을 추구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기구를 통하여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21세기에 평화와 자비, 인류애, 환경보호,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는 우주적 가치를 구현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탈핵 운동에 모든 나

라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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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dia-Today (24 April 2017)] Seoul Draft of the World Life Charter was 

revealed International Conference before ‘New Silk Road for Life & No-Nukes’

From the conference held in 20-April before the afloat of LIFEROAD, we get a Draft of 

World Charter on Life.

In the afternoon of April 20,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2017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was held at World Culture Open W-stage located at Angukdong in 

Seoul. Two dozens of scholars and religious leaders attend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was co-hosted by Woljeongsa and ‘New Silk Road for Life & No-Nukes’ and 

organized by Earth & Life Forum. At the conference, nine members of Earth & Life Forum 

proclaimed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Though the Seoul Draft was not 

reported by the major press, the significance of the Life Charter may surpass U.N. Charter 

which was declared at San Fransisco in 1945.

In greeting message, Kim Young-ho (ex. Minister of Industry & Resources) who is one of 

the four co-representatives of New Silk Road said “In order to overcome the global crisis, 

three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Biodiversity 

Convention and Agreement on Prevention of Desertification have been proposed. But three 

international agreements have substantial weaknesses. The weakness of Biodiversity 

Conven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lants and forests are regarded only as resources, 

and life value of all the living organisms is neglect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mankind to transform three international agreements into the life-concept. The Life Charter 

will initiate the new movement for the life-concept.” In opening message, Cho Hee-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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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Superintendent of S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aid “The schools in 

Germany have curriculum to teach the concept of Life-Respect and No-Nukes in various 

ways. I will do my best to let schools in Seoul do the same as the German schools. One 

good way for the new concept is to install solar panels at the rooftop of school buildings.

Dr. Sulak Sivaraksa, a prominent Thailand Buddhists activist, said “The teachings of Buddha 

is similar to the teachings of other religions such as Hinduism, Islam, and Christianism. The 

aim of each religion is to lead the people to become better human being, and serve other 

people. I think that the religious leaders should teach and provide life-education which will 

slow down the climate change, and help to overcome the global crisis.”

Rev. Park Chang-gyon introduced the Pope’s Constitution “Praise be to you, my Lord 

(Laudao Si)”. He said “The global crisis is a problem that has already been raised in 

various churches and previous Popes. The Pope called on us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the poor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Earth, a conviction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is 

connected, the intrinsic value of all creature, the human implications of the ecosystem, the 

critical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omestic politics and the proposal for the 

new way of life. And the Pope offered to talk with us to solve the global crisis.”

Lee Sang-hoon (retired professor of Suwon University) said “The Seoul Draft of World 

Life Charter is a short document. However, it took 5 years for us to make the draft. The 

midwife of the World Life Charter is the Association of Buddhism Ethics which was 

established in May 2012. The Seoul Draft was first proposed by professor Yoon Yong-taek 

and Jung Min-gul, at ‘2016 Woljeongsa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was held on 



- 56 -

October 14, 2016. The theme of the Woljeongsa Conference was ”Toward Life-Sanctitiy 

Beyond Life-Diversity.“ On the basis of Woljeongsa Draft, Seoul Draft was discussed and 

revised through 8 meetings of following participants: Kim Yongbok (former President of 

Hanil Seminary Univ.), Beopeung Sunim (Buddhist Institute for Social Policy), Lee 

Gong-hyeon (Director of Eundeok Cultural Center), Cho Eun-hwa (Pastor of Hyangrin 

Church), Kim Yong-hwi (President of Hanul Solidarity of Cheondogyo), Woo Hee-c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Yong-taek (Jeju National Unversity), Lee Sang-hoon (ex. 

the University of Suwon), Shin Hak-lim (the Press).

Beopeung Sunim, one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his comment on the Seoul Draft. by 

saying that “Seoul Draft of the World Life Charter is not a completed version so far. The 

content of the draft should be refin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awareness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the charter should be presented in plain and easy words so 

that everyone in the world may understand the charter.”

Polly Higgins, an eco-lawyer from Scotland, said through internet-communication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epare a judiciary system to cope with eco-cide which is 

prevalent all over the world.” Kimura Koichi who serves as a pastor of International Christ 

Church at Fukuoka in Japan said “ex. Premier Koizumi leads the Japanese anti-nuke 

movement.” Somboon Chungprampree (Thailand Buddhist and eco-activist) proposed to 

have anoth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me of ‘Life and No-nuke’, in Octover 

2017 at Bangkok, Tailand. Lim Young-seok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posed that the problems of bio-engineering should be included in World Life Charter.

Professor Mozafari who is an Islamic scholar and is teaching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roduced several Koran verses related with the creation of mankind and 

management of the Earth, and duty & responsibility of mankind. Especially he said “I hope 

to see such conference on life and no-nuke to be held in Islamic state.

The reporter tried interviews with important members of the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The director of the steering committee said “Six years have passed after the 

nuclear accident at Fukushima, Japan. What did the renow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do to solve the nuclear disaster? Nothing! Absolutely nothing! The U.N. is a conglomerate of 

powerful states and exposed it’s weakness. By human efforts, the nuclear weapons can be 

constrained to some extent. However,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uncontrollable. 

Unexpected earthquake may trigger a disastrous nuclear accident which may put every 

human and life into annihilation. Moreover, the nuclear waste is unsolvable trouble-maker 

for next generations. The leaders from diverse religions must come together, and help to 

monitor & control the 450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Kim Yong-bok, ex. President of Hanil Seminary University, expressed his opinion as 

fullows. “The Republic of Korea has destroyed the life-value in the past. In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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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vers Project, numerous fishes in the rivers were killed. On the pretext of AI(avious 

influenza) and Foot-and-mouth Disease, mass-killing of domestic animals were carried out. 

Korean people should repent of killing animals in the past.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many religions co-exist peacefully in Korea. Religious leaders recognize and 

respect the difference of other religion, and there is no religious conflict in Korea. It is very 

meaningful that life & no-nuke movement for the world starts in Korea where there is no 

religious war.”

Professor Lee Won-young who walked 1,500 km from temple to temple for 3 years in the 

past, revealed the ambitious plan of Silk Road for Life & No-Nukes. He said “Pearls are 

not valuable until they are strung together. I am going to walk 11,000 km for 2 years. 

During the Silk Road pilgrimage, I will meet and talk with religious leaders about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Life Charter. I think that additional conferences in Bangkok and Teheran 

are necessary for worldwide proliferation of the dignity of life and anti-nuclear movement. I 

will start Life & No-Nukes pilgrimage on 3 May 2017 (Buddha’s Birthday), and finish my 

pilgrimage on 21 April 2019, Easter. In the Silk Road pilgrimage, I will pay tribute to Dalai 

Lama, and Pope. I would like to listen to and respect the sayings of religious leaders 

regarding Life & No-Nukes movement.

translated by Lee Sanghoon(ex-Professor of Su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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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dia-Today (24 April 2017)]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이 만들어지다”

[기고] 생명·탈핵 실크로드에 앞서 열린 국제회의-이상훈 전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4월 20일 오후 ‘2017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국제회의’가 안국동에 있는 ‘월드컬처오픈 W스

테이지’에서 한국과 태국, 영국, 일본, 이란에서 온 20여명의 학자와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월정사와 생명탈핵실크로드가 주최하고 ‘생명포럼’이 주관한 자리로서 이 회의에서 생명포럼 소

속 한국인 9명은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으로부터는 주목을 받지 못했

지만 이날 발표된 세계생명헌장은 194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선포된 UN 헌장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UN 헌장의 가치를 넘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공동대표인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및 사막

화방지협약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을 자원으로 간주하고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세 가지 합의를 생명 개념으로 전면 조정하

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명헌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 조희연 서울

시 교육감은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교육현장에서도 생명 존중과 탈핵의 내용

을 모든 과목에서 직·간접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생명·탈핵 교육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

다.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일도 그중 하나”라는 취지의 축사를 했다.

 태국에서 군사독재 시기에 왕실 모독 혐의로 두 차례나 정치적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던 술락 시바락

사 박사는 “불교의 가르침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및 다른 종교의 핵심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각 

종교의 목적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시바락사 박사는 “저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단체들이 그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대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변화 같은 지구 차원의 재앙에 대처하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천주교 마산교구의 박창균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Laudao Si)’의 소개글

을 통해 “지구가 처한 위기는 여러 선대 교황과 교회 안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며 위기 해결 방

안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의 관계,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생태계의 인간적인 의미, 국제정치와 국

내정치의 중대한 책임, 새로운 생활양식의 제안 등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와 대화하자고 제안을 

하십니다”라고 전했다.

 이상훈 (전)수원대 교수는 “세계생명헌장은 짧은 문서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5년이 걸렸다. 

2012년 3월에 창립된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세계생명헌장의 산파가 되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14일 '생물다양성을 넘어 생명존엄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6 월정사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월

정사 초안(윤용택·정민걸)을 토대로, 이번 서울안은 김용복 교수(전 한일장신대 총장)를 필두로 하여 

법응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 이공현 교무(전 원광대 교수,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조은화 목사(향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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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김용휘 교수(한양대,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 윤용택 교수(제

주대, 환경·생태철학), 전 이상훈 교수(수원대, 환경공학), 신학림 언론인(전 미디어오늘 대표) 등 종

교계와 학계의 권위자들이 1년 가까이 8차례의 회합을 갖고 서울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림> (왼쪽부터) 김용복 대표, 기무라 고이치 목사, 박준규 교수, 모자파리교수, 솜본충 

프람프리 국장, 임영석 교수

 작성자의 1인인 불교사회정책연구소의 소장인 법응스님은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에 대해서 “오늘 발표

된 서울안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헌장의 내용이 역사의식과 철학적 배경에 충실한지 점검해 보아

야 한다. 다양안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하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

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생태학자 폴리 히긴스(Polly Higgins)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생태계파괴에 대해 국제사회는 형사법적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주장했다. 일본 후쿠오카의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키무라 코이치 목사는 일본

에서는 코이즈미 전 총리가 탈핵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태국의 불교운동가인 솜분 충프

람프리씨는 2017년 10월말 경에 방콕에서 생명과 탈핵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

다. 강원대의 임영석 교수는 생명공학의 문제점을 세계생명헌장에서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란 출신의 이슬람 학자이며 현재 부산외국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자파리(M.H. Mazafari) 

교수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 중에서 신의 인간 창조와 관리 그리고 우주 내 인간의 임무와 책임에 관한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이란 등 이슬람에서도 이런 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자는 회의 중간에 중요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일 먼저 생명·탈핵 실트로드의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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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UN은 무엇을 

했나? 놀랍게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국가 권력의 집합체인 UN은 한계가 있다. 핵무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지만 핵발전소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다. 핵발전소를 방치하면 모든 생

명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 게다가 핵폐기물은 후손에 고통을 안기는 양심파괴적 존재다. 종교인이 힘을 

모아 지구촌는 450개 핵발전소의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장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공동대표인 김용복 전 한일장신대 총장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생명가치를 무참히 파괴해 온 나라다. 4대강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죽였고, 조류독감과 구제역을 핑계로 가축의 집단 살상이 자행되어 온 곳이 대한민국이다. 참회와 반성

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생명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여러 종교

들이 있고, 그 종교인들이 다름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다. 세계로 향하는 생명·탈핵 운

동을 종교 분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과거 3년간 사찰위주의 국내순례 1,500km를 걸어온 이원영 교수는 헌장을 발전시킬 생명·탈핵실크

로드의 계획을 밝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앞으로 2년간 걸으면서 지구촌의 실질적인 

권력인 종교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잇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오는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2019년 4월 21일 예수님 부활절까지 1만1천 킬로미터, 26개 나라를 걸어가면서 여러 종교지도자께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을 검토 요청드리고 의견을 여쭙는 기회들을 가지려고 한다. 방콕이나 테헤란 등

지에서 회의도 추가로 가질 것도 생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람살라에 계신 달라이라마께 친견드리

고 마지막에 바티칸 시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 친견드리고 여러 종교지도자들의 의견도 전해드리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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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생명헌장 : 서울안 
- 생명의 존엄과 핵 없는 세상을 향하여 -

  3-1)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Korean)

전문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나고 적응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최상의 가치이

다. 

 

인간과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지구 위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다양하고 무수한 생

명체들이 탄생·성장·성숙·소멸의 순환을 반복해

왔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그물처럼 이어져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의 생명공동체를 형성한다. 모든 생

명은 다른 생명의 탄생과 소멸 작용을 돕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므로 어떠한 유기체나 무기물도 결코 홀로 떨어

져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존엄이 훼손되고 있다

지구 역사의 막바지에 등장한 인간생명체는 문화를 

창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희귀한 존재이다. 하지

만 바로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 자체는 물론이

거니와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인간

계 내부조차도 차별과 인권침해와 폭력이 일상화되

고 있고,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도 위기에 처

해 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다. 

인간의 탐욕과 핵 확산으로 지구는 위기를 맞고 있

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미세먼

지, 물 부족, 숲 파괴, 사막화, 해양오염 등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지 이미 오래다. 기계론적 자연관,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맹신, 끝없는 전쟁, 그리고 인

간이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멸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확산은 인간뿐 

아니라 지구 위 모든 생명 공동체의 종말을 재촉하

고 있다. 핵무기는 우리 세대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고, 핵발전소는 미래세대까지 재앙에 빠뜨릴 것이

다. 더욱이 핵폐기물은 미래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함

으로써 인류 스스로 양심파괴와 자기부정을 초래하

고 있다.

파괴에 대한 커다란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생태계의 위기

는 곧 개인의 위기임을 인류가 자각할 때 지구의 항

구성은 보장된다. 지구에서 생물종이 하나둘 멸종해

갈수록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같은 생

명의 그물에 속한 인간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는 파멸을 피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보살

펴야 한다

지구 생명공동체의 교란과 파괴는 인간과 뭇 생명

의 멸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앞선 세대로

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로 보

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인류는 지구생태계와 인류 그리고 생명체를 지속적

으로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열강은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추구하라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기로 내모는 행위

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류의 그 어떠한 조직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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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지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

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구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의 공동

의 유산이다. 따라서 인류사를 지배해온 열강은 지

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반성해야 하고,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구생태계를 보호할 범지구적 체제를 조직하자

이제 인류의 경쟁적 정치경제 체제와 낭비적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연합

(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

구들은 지구적 생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

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연 질서를 

따르고 절제를 토대로 삼는 범세계적 연대망과 체

제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이르는 구속력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존엄’을 기초로 하

여 모두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원칙

제1조.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엄하다.

제2조.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계라는 ‘생명의 그

물’에 속해 있다.

제3조. 인간은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성

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4조.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이다.

제5조.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지구 

생명공동체에 속한다.

제6조. 생명은 살아온 내력이 깃들어 있는 실체로서 

생태와 환경을 이루는 기초이다. 

제7조. 인류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과 생

명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된 다른 생명

체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며 

지구 생태계를 함께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실행해야할 가치) 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지향하고 실행해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인류는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2) 인류는 다른 생명체에 감사하고 그들의 생명

권을 존중한다.

3) 인류는 다른 생명체들과의 상생과 조화를 위

하여 지구적인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

한다.

4) 생명체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테러

를 반대한다.

5)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게 재앙과 멸망을 초래

할 수 있는 핵 확산과 핵발전소를 반대한다.

6) 생명가치를 훼손하는 생명조작과 생명산업에 

반대한다.

제12조. (목적과 적용범위) 이 헌장의 목적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가가 생명 및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

과 법률을 제정할 때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

2) 국가 간 협정과 교류에 기본적 지침으로 적

용한다.  

3) 개인, 집단, 공동체, 공공기관, 기업의 생명과 

생명문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한다.

4)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상호

공존을 보장하고 촉진할 때 지침으로 적용한

다.

5) 생명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때 

적용한다.

6)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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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행사업 및 계획) 인류는 뭇 생명의 존엄

과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명체의 존엄성 자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탈핵과 지구촌 안전을 관장할 체제 구축

3) 핵발전소 건설 저지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

4) 불필요한 댐 건설 및 하천 파괴 저지

5) 산림 파괴와 해양오염 저지

6)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7) 생태적 방식의 농사와 도시농사 지원

8) 유전자 조작식물(GMO) 규제 실천

9) 동물보호 의무 명시와 확대 사업

10) 기타 이 헌장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사업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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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toward	 a	 Nuclear-free	 World

  3-2)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English)

Preamble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as 

creative subjects who grow,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continuously adapt. The 

dignity of life is supreme in its value and 

should not be violated.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depend on 

each other for life. Throughout the past 

several billion years in the history of the 

Earth, all living beings have maintained the 

cyclical movement from birth, growth, and 

maturity to death. This cycle of life is a 

complex web of mutual interdependence 

forming a single Life Community as all living 

beings take part in the birth and death of all 

living beings. No one organic or inorganic 

thing can exist in isolation from the Life 

Community.

Humans, who appeared recently on the 

Earth, are unique living beings, having 

developed culture and civilization. However, 

all living beings now are suffering due to 

limitless human greed. Even amongst 

humans,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have become daily 

routines causing more crises to other living 

beings. But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In recent years,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micro-dust and other air pollution, 

water shortages, deforestation, 

desertification, and marine pollution have 

reached a critical level. The mechanistic 

view of nature, blind faith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gime, endless wars, and 

anthropocentric thinking have brought the 

threat of total extermination of all living 

beings on the Earth. In particular,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plants threaten the extinction of not 

only humans, but the very Life Community 

itself. Nuclear weapons can instantly destroy 

humanity while nuclear power plants will 

bring disasters in the future. What’s more, 

humans are destroying their conscience and 

self-negating their existence as nuclear 

waste forces sacrifices and risk onto future 

generations. 

The permanency of the Earth is guaranteed 

only when humans realize the fact that the 

current ecological crises facing the 

Life-Earth are their own crises. The rapid 

extinction of species and shrinking of 

biodiversity are leading us toward ecocide in 

which the web of life may be so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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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d that it can no longer heal itself. If 

this happens, destruction will come to 

humans as they are part of the web of life. 

Without a change of heart and mind, this 

ecocide is inevitable. Humans must regret 

this, and repent.

It is certain that the destruction of the 

Life-Earth would bring the end of all living 

beings. Humans have nearly abdicated the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hand down a 

sustainable Earth to future generations. 

Humans must take up a new practice of 

comprehensive, sustained care for the 

fullness of life of all living beings. Humans 

must serve as faithful stewards caring for 

the lives of all living beings.

All destructive actions against not only 

humans but also all living beings must be 

eradicated. No one organization or state has 

the legitimacy to monopolize or have 

exclusive right to the Earth. All living beings 

have rights to life that must not be infringed 

upon. The Earth is the Commons of all living 

and non-living beings. Therefore, the 

powerful advanced nations must apologize for 

the history of ecocide and immediately seek 

great transformation of societies in order to 

sustain the Life Community.

The need to create a new global assemblage 

is greater than ever. Not only the highly 

competitiv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but also wasteful thinking must be 

fundamentally chan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AEA have not been 

effective in responding to global ecological 

crises. They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Accordingly, a new global assemblage for 

Life Community must be built. This initiative 

must not stop at making promises but must 

act to create an accounta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must be rewritten to be centered 

on the dignity and sanctity of life.

Principles

Article 1.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Article 2. All living beings constitute a single 

web of life.

Article 3. Humans must deeply understand 

and pay respect to the cycle of, diversity of, 

and interdependency of life.

Article 4. The Earth is the only habitat for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Article 5.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belong to one global Life Community.

Article 6. Life must be the foundation of 

ecology and environment as it holds the 

accumulated history of all living beings.

Article 7. Knowledge and wisdom of humans 

must be used in stewardship for all living 

beings and the Life Community.

Article 8. Humans shall appreciate other 

living beings for their interdependence with 

humans.

Article 9. Humans shall respect all other 

living beings and take joint responsibility for 

preserving and caring for the global 

ecolog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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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Humans shall alleviate the 

suffering of other living beings and promote 

'life welfare.'

Article 11. Actionable values to uphold the 

above principles are as follows:

1) We shall abandon the notion that humans 

are superior than other living beings.

2) We pledge to appreciate all living beings 

and to respect their right to life.

3) We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coexistence and harmony of all human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other living 

beings, individual efforts to preserve a 

sustainable ecological system, and 

cooperation and solidarity on a global basis.

4) We oppose any kinds of wars and 

terrorism, exploitation,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class, race, caste, 

religion, or sex.

5) We oppose the nuclear proliferation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s which will 

bring about catastrophes and the extinction 

of humanity and other living beings. 

6) We oppose 'biological manipulation' and 

the ‘biotech industry’ that damage life 

values. 

Article 12.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Charter are as follows:

1) This Charter shall provide the necessary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all nation-states 

when they draft legislation, make laws, and 

set policies regarding life and bioethics.

2) This Charter shall be the basic guideline 

for international treaties and exchanges 

among nation-states.

3) This Charter shall be the guideline for 

individuals, groups, communities, and 

corporations regarding life and issues related 

to life.

4) This Charter shall be the guideline for 

promoting the dignity, sanctity, and 

co-existence of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5) This Charter shall promote and protect 

life and the diversity of life.

6) This Charter shall promot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rticle 13. Activities for the dignity, sanctity, 

and safety of life are as follows:

1) Promote and educate about the dignity 

and sanctity of all living beings.

2) Establish a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 the life-earth and ensure denuclearization.

3) Stop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close down old nuclear 

power plants.

4) Stop the construction of unnecessary 

dams and destruction of rivers. 

5) Stop the destruction of mountains and 

forests and pollution of seas.

6)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ncluding solar power.

7) Support eco-friendly farming and urban 

farming.

8) Implement regulations on GMOs.

9) Elucidate and educate abou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imals.

10) Carry out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is Charter.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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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Japanese)

世界生命憲章 : ソウル案

-生命の尊厳と非核世界に向けて-

前文

すべての生命は尊厳である

すべての生命体は自ら生まれ育ち、適応する主体
的存在である。生命の尊厳は最上の価値である。

人間とすべての生命は相互依存的な存在である

地球上では数十億年の間、多様で数え切れない生

命体が誕生・成長・成熟・消滅の循環を繰り返して

きた。地球のすべての生命体は網の目のようにつな

がり、依存しながら、一つの生命共同体を形成す

る。すべての生命は他の生命の誕生と消滅作用を助

けている。人間を含んだすべての生命体は環境と相

互作用をするので、いかなる有機体や無機物も決し

て単独では存在できない。

生命の尊厳が壊されている

地球歴史の末に登場した人間生命体は文化を育て

て文明を発展させてきた珍しい存在である。だが、

この人間の貪欲のために地球自体は勿論であるが他

の色々な生命体も苦痛を受けている。人間界内部さ

えも差別と人権侵害と暴力が日常化されていて、そ

のために、他のすべての生命体も危機に置かれてい

る。だが、すべての生命体は人間と同じく、各自生

まれながらにして尊厳ある存在である。

人間の貪欲と核拡散で地球は危機に直面している

地球村のあちこちで温暖化をはじめとする気象異

変、微細ホコリ、水不足、森林破壊、砂漠化、海洋

汚染などが、危険水準に至って既に久しい。機械論

的自然観、科学技術体制に対する盲信、限りない戦
争、そして人間の利己的思考によって、全滅的危機

に置かれているのである。特に、原子力発電所と核

兵器の拡散は人間だけでなく、地球上のすべての生

命共同体の終末を加速化している。核兵器は私たち

の世代を全滅に到らすことができ、原子力発電所は

未来世代まで災難に陥れるだろう。さらに核廃棄物

は未来世代に犠牲を強要し、人類自ら良心の破壊と

自己否定を招いている。

破壊に対する深甚な反省と悔い改めが必要である

地球で共に生きていく生命体と生態系の危機はす

なわち個人の危機であることを人類が自覚する時、

地球の恒久性は保障される。地球から生物種が次々
と絶滅して行けば行くほど生物多様性が破壊され、

その被害は同じ生命の網に属した人間にも返ってく

る。姿勢を変えなくては破滅を避けられない。深い

反省と悔い改めが必要である。

持続可能な生命共同体が維持されるように見守らね

ばならない

地球生命共同体のかく乱と破壊は人間とすべての

生命の絶滅を招くであろう。人類は先の世代から譲
り受けた地球を持続可能な生命共同体として保存

し、未来世代に譲り渡す責任と義務がある。人類は

地球生態系と人類、そして生命体を持続的に保護す

る方策を見つけ出さねばならない。

列強は思考と体系の大転換を追求せよ

人間だけでなく、すべての生命体を危機に追い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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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行為は、根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類のその

いかなる組織や国家も地球を独占的・排他的に支配

する権利はない。すべての生命体は自身の生命権を

侵害されない権利がある。地球はすべての生物と無

生物の共同の遺産である。したがって、人類史を支

配してきた列強は地球破壊と殺生の歴史を反省しな

ければならず、すべての地球生命体が共存する生態

系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思考と体系の大転
換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地球生態系を保護する全地球的体制を組織しよう

もはや人類の競争的政治経済体制と浪費的考え方

を根本的に変革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間、国際連合(UN)と国際原子力機構(IAEA)を

含む国際機構は地球的生態危機に適切に対応できな

かった。彼らは本質的に限界がある。自然秩序に

従って節制を土台とする全世界的連帯網と体制を新

しく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約束に終わら

ず実行に至る拘束力ある体制が必要である。この

間、結んだ協約等も‘生命の尊厳’を基礎として、

すべて新しく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原則

第１条．すべての生命体はそれ自体で尊厳である。

第2条．すべての生命体は相互連携という‘生命の

網’に属している。

第3条．人間は生命の循環性,多様性,相互依存性を深

く理解して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条. 地球は人類を含むすべての生命体が共に生

きていく唯一の場である。

第5条. 人類を含んだすべての生命体は一つの地球

生命共同体に属する。

第6条. 生命は生きてきた来歴が宿っている実体と

して生態と環境の基礎である。

第7条. 人類が持った知識と知恵はすべての生命と

生命共同体のために使わなければならな

い。

第8条. すべての人は自身のために犠牲になった他

の生命体たちに対して感謝しなければなら

ない。

第9条. すべての人はすべての他の生命体を尊重

し、地球生態系を共に守り、保護する責任

がある。

第10条. すべての人は他の生命体の苦痛を減らし

‘生命福祉’を増進する責任がある。

第11条. (実行すべき価値)以上の原則を守るために

人類が指向し、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価値は次のとうりである。

1)人類は他の生命体より優れているという認識を

捨てる。

2)人類は他の生命体に感謝し、彼らの生命権を尊

重する。

3)人類は他の生命体との共生と調和のために、地

球的な協力と連帯の必要性を認識する。

4)生命体を破壊するすべての形態の戦争とテロに

反対する。

5)人類とすべての生命体に災難と滅亡を招く核拡
散と原子力発電所に反対する。

6)生命価値を傷つける生命操作および生命産業に

反対する。

第12条. (目的と適用範囲)この憲章の目的と適用範

囲は次のとおりである。

1)すべての国家が生命および生命倫理に関する政

策と法律を制定する時に必要な原則と手続を提

示する。

2)国家間協定と交流に基本的指針として適用す

る。

3)個人、集団、共同体、公共機関、企業の生命と

生命問題に関する指針として適用する。

4)人間を含むすべての生命体の尊厳性と相互共存

を保障し促進する時に指針として適用する。

5)生命と生物の多様性を保護・増進する時に適用

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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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現世代が未来世代の利益を保護・増進する時に

適用する。

第13条. (実行事業および計画)人類はすべての生命

の尊厳と安全のために次の事業を展開す

る。

1)生命体の尊厳性を自覚するための広報と教育

2)脱核と地球村の安全を統率する体制の構築

3)原発建設阻止と老朽原発の閉鎖

4)不必要なダム建設および河川破壊の阻止

5)山林破壊と海洋汚染の阻止

6)太陽光など再生可能エネルギー使用の拡大

7)生態的農業と都市農の支援

8)遺伝子操作(GMO)規制の実践
9)動物保護の義務明示と拡大

10)その他、この憲章の内容と趣旨に合う事業

２０１７－０５－２９

（翻訳　２０１７－０６－１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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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生命憲章 : 首爾案 

- 朝向追求生命尊嚴與無核武的世界 -

  3-4)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Chinese)

前文

所有生命都有尊嚴

所有生命都是各自誕生、成長進而適應這個世界，並
且具有主體性的存在，生命的尊嚴是至高的價值。

 

人類與所有生命是互相依存的存在

地球數十億年來，各式各樣無數的生命體反覆著誕

生、成長、成熟、消滅的循環。地球的所有生命體交

織成一片網，互相依賴，形成了生命共同體。所有生

命與其他生命的誕生及消滅之間存在著交互作用，包

含人類在內，所有生命體都與環境間存在著相互作

用，任何的有機物或無機物，絕對都無法獨自存在在

這個世界上。

生命的尊嚴正在遭到毀損

在地球歷史上最後登場的人類生命體是創造文化、發

展文化的珍貴存在。然而，也是因為這些人類的貪

慾，不光是地球本身，連帶其他各種生命體都受到折

磨。甚至連同為人類的群體之間，互相的歧視、人權

侵害與暴力都漸漸成為日常的一部份，其他的所有生

命體也因此處於危機之中。但是，所有的生命體都和

人類一樣，是各自獨立誕生的、具有尊嚴的存在。

因為人類的貪慾和核武擴散地球正面臨危機

在地球村各地，以全球暖化為始，加上氣候變遷、微

塵、缺水、森林破壞、沙漠化、海洋污染等，這些問

題發展到危險的程度已經好一段時間。對於機械論自

然觀與科學技術體制的盲信、永無止境的戰爭，人類

為了一己之利，讓整個地球面臨著全滅的危機。尤其

核能發電場與核武的擴散，不只是對於人類，對於地

球上所有生命共同體來說，都是在加速世界末日的到

來。核武可能終結我們這個世代，核電廠則可能使未

來的世代陷入災難。核廢料的存在更是等同強迫未來

的世代為我們的便利犧牲，人類持續著良知崩解與自

我否定的過程。

對於已經造成的破壞，深刻的反省與懺悔必要的

唯有在人類產生自覺，將共同生活在地球上的生命體

和生態系的危機視為自己的危機時，才能保障地球的

永恆。隨著地球上的物種一一滅種，生物的多樣性被

破壞，人類同屬生命體系網中的一員，這些破壞自然

會反撲到人類身上。唯有改變對待地球的態度，才有

機會避免滅亡。深刻的反省與懺悔是必要的。

必須細心呵護生命體系，讓生命共同體能夠自主永續

發展

干擾與破壞地球生命共同體，將會招致人類和所有生

命的滅種。上個世代的人類將地球留給我們，我們有

著保存地球生命共同體，並將完整的地球留給下個世

代的責任與義務。人類必須找出能夠永續保護地球生

態系、人類和所有生命體的對策。

列強必須追求思考模式與體系的改變

必須根絕將人類和所有生命體推向險境的行為。無論

是什麼樣的組織或國家，人類都沒有任何以獨佔或排

他方式支配地球的權力。所有的生命體都有權保護自

己的生命圈不受到任何侵害。地球是所有生物和無生

物的共同遺產。因此，在人類歷史上支配著地球的列

強，必須反省破壞地球和殺害生命的行為，必須改變

思考模式與體系，追求所有的地球生命體能夠永續發

展的生態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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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能夠保護地球生態系的全球性體制

人類必須對現存的競爭性政治、經濟體系和消費主義

的思考方式進行根本性的變革。一直以來，包含聯合

國(UN)與國際原子能總署(IAEA)在內的國際機構，

並沒有對全球性的生態危機採取適當的措施，這些機

構有著本質上的極限。必須以遵循自然秩序和節制為
原則，構築新的全球性生態網和體制。全球性體制不

能只停在約定的境界，需要健全的體制，確保有效執

行的持續力。往年締結的協約也需要以「生命尊嚴」

為基礎，一起進行新的整頓。

原則

第1條. 所有生命體都有尊嚴。

第2條. 所有生命體都屬於相連的「生命網」

第3條. 人類必須深刻理解並尊重生命的循環性、多

樣性、相互依存性。

第4條. 地球是包含人類的所有生命體共同生活的唯

一住所。

第5條. 包含人類的所有生命體都屬於同一個地球生

命共同體。

第6條. 生命蘊含著活過的痕跡，是組成生態和環境

的基礎。

第7條. 人類必須將自身具備的知識和智慧用於對所

有生命和生命共同體有益之目的。

第8條. 所有人必須對為自己犧牲的其他生命體心懷

感謝。

第9條. 所有人都有尊重其他生命體並一同守護地球

生態系的責任。

第10條. 所有人都有減少其他生命體所受的痛苦並增

進「生命福祉」的責任。

第11條. （必須推動的價值）為了遵守上述的原則，

人類必須視為目標並推動的價值如下。

  1)拋棄自己比其他生命更優越的認知。

  2)對其他生命體心懷感謝，並尊重其生命權。

  3)為了追求與其他生命體之間的共生與和諧，對不

間斷的合作和聯繫之必要性達到一致認同。

  4)反對破壞生命體的所有型態之戰爭和恐怖行動。

  5)反對可能對人類和所有生命體招致災害與滅亡的

核武擴散和核能廠。

  6)反對破壞生命價值的生命組織和生命產業。

第12條. （目的和適用範圍）本憲章之目的和適用範

圍如下。

  1)提供所有國家在制定生命及生命倫理相關之政策

和法律時必要的原則和程序。

  2)適用於國家間的協定和交流的基本方針。

  3)適用於個人、團體、共同體、公共機關和企業的

生命和生命問題相關方針。

  4)適用於保障並促進包含人類的所有生命體之尊嚴

和相互依存性的方針。

  5)適用於促進生命和生物多樣性之保護。

  6)適用於保護並增進當代與未來世代的利益。

第13條.（實施事業及計畫）為了所有生命的尊嚴和

安全，人類應推動下列事業。

  1)進行推廣及教育，以提高對生命體尊嚴之自覺

  2)建構管理廢核與地球村安全的體制

  3)停止建設核電廠與關閉老舊核電廠

  4)停止不必要的水壩建設和河川破壞

  5)停止山林破壞和海洋污染

  6)擴大使用太陽能等再生能源

  7)輔助符合生態的農業和城市農業

  8)實施基因改造植物(GMO)規制

  9)具體明示並擴大動物保護義務

 10)其他與本憲章主旨相符之事業

2017-05-29

(飜譯2017-06-20)

  



- 72 -

  3-5)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Vietnamese)

Hiến chương về sinh mệnh thế giới : bản thảo Seoul
-Tôn trọng sinh mệnh và hướng tới thế giới không hạt nhân-

Toàn văn

Tôn trọng tất cả sinh mệnh

Tất cả cá thể sinh mệnh đều là sự tồn tại của 
chủ thể tự sinh ra, lớn lên và thích ứng hoàn 
cảnh. Tôn trọng sinh mệnh là giá trị tối cao.

Con người và tất cả các sinh mệnh là sự tồn tại 
tương hỗ lẫn nhau

 Trên trái đất này trong hàng tỷ năm qua đã thấy 
sự lặp đi lặp lại vòng tuần hoàn của vô số sinh 
mệnh sinh tra, lớn mạnh, trưởng thành rồi biến 
mất. Tất cả các cá thể sinh mệnh trên trái đất 
này kết nối và dựa vào nhau giống như chiếc 
lưới và hình thành nên một cộng đồng sinh 
mệnh. Tất cả sinh mệnh đều đang bị ảnh hưởng 
của sự sinh ra và mất đi của các sinh mệnh 
khác.Tất cả các cá thể sinh mệnh bao gồm cả 
con người đều chịu tương tác từ môi trường nên 
dù là cá thể hữu cơ hay vô cơ thì đều không thể 
tách rời và tồn tại độc lập được.

Sự tôn trọng sinh mệnh đang dần bị mất đi

Cá thể sinh mệnh con người xuất hiện vào giai 
đoạn cuối của lịch sử trái đất chính là sự tồn tại 
quý giá nhờ sự phát triển của văn hóa và văn 
minh nhân loại. Nhưng cũng chính vì tham vọng 
của con người mà trái đất và rất nhiều sinh mệnh 
khác đang phải chịu nhiều nỗi đau. Ngay trong 
nội bộ nhân loại cũng hình thành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i phạm nhân quyền, bạo lực, chính điều 
đó làm cho tất cả các cá thể sinh mạng khác 
đang phải đối diện với nguy hiểm. Nhưng tất cả 
các sinh mệnh khác cũng giống như con người 
ngay từ khi sinh ra đều là những chủ thể nhận 
được sự tôn trọng.

Tham vọng của con người và sự lan rộng của hạt 
nhân khiến trái đất đang đối mặt với nhiều nguy 
cơ

Ở khắp nơi trên thế giới những yếu tố gây nguy 
hiểm như hiện tượng trái đất nóng lên, biến đổi 
khí hậu, bụi, thiếu nước, tàn phá rừng, sa mạc 
hóa, ô nhiễm biển ...đã xuất hiện từ rất lâu. Thế 
giới quan tự nhiên theo thuyết cơ giới, sự tin 
tưởng mù quáng vào nền khoa học kỹ thuật, 
những cuộc chiến không ngừng, và cả những sự 
cố ích kỉ của con người đang mang tới những 
nguy cơ biến mất của sinh mệnh. Đặc biệt sự lan 
rộng của các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vũ khí hạt 
nhân đang đẩy không chỉ con người mà toàn thể 
cộng đồng sinh mệnh trên thế giới đến hồi kết 
một cách nhanh chóng. Vũ khí hạt nhân gây nên 

sự kết thúc cho thế hệ của chúng ta,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gieo rắc những tai ương đến cả thế 
hệ tương lai. Hơn thế nữa những rác thải hạt 
nhân chính là sự ép buộc phải hi sinh với thế hệ 
tương lai, đang là những khởi đầu phá hủy lương 
tri và phủ nhận chính mình của nhân loại.

Cần những sự kiểm điểm và hối lỗi về việc tàn 
phá

Khi con người ngộ giác ra rằng nguy cơ của tất 
cả các cả thể sống trên trái đất và hệ sinh thái 
chính là nguy cơ của bản thân thì sự vĩnh hằng 
của trái đất sẽ được bảo tồn. Những sinh vật trên 
trái đất dần dần tuyệt chủng thì tính đa dạng sinh 
học sẽ bị phá vỡ và sự thiệt hại đó sẽ đến với 
con người, một mắt xích trong mạng lưới sinh 
mệnh. Nếu không thay đổi suy nghĩ thì sẽ không 
tránh khỏi sự tuyệt chủng. Chúng ta cần những 
kiểm điểm và hối lỗi sâu sắc.

Phải theo dõi để các cộng đồng sinh mệnh phát 
triển bền vững có thể tự duy trì

 Sự hỗn loạn và phá vỡ cộng đồng sinh mệnh 
trên trái đất sẽ là khởi đầu sự tuyệt chủng của 
con người và hàng ngàn sinh mệnh . Nhân loại 
được thừa hưởng trái đất từ nhũng thế thệ đi 
trước và phải có trách nhiệm và nghĩa vụ bảo tồn 
các cộng đồng sinh mệnh phát triển trên trái đất 
để truyền lại cho thế hệ sau. Nhân loại phải tìm 
ra phương án bảo vệ hệ sinh thái trái đất, bảo vệ 
chính mình và quần thể sinh mệnh.

Các nước lớn thay đổi về cả tư duy và hệ thống

 Cần loại bỏ triệt để những hành vi gây ra nguy 
cơ cho không chỉ con người mà cả cho những 
sinh mệnh khác. Không có bất kỳ tổ chức nào, 
quốc gia nào có quyền độc chiếm trái đất. Tất cả 
các sinh mệnh đều có quyền không bị xâm phạm 
đến quyền sống của bản thân mình. Chính vì vậy 
những nước lớn , đã từng thống trị trong lịch sử 
nhân loại, cần phải tự nhìn lại lịch sử phá hoại 
và sát sinh trên trái đất của mình, phải đưa ra 
những thay đổi về tư duy và hệ thống thể chế để 
duy trì hệ sinh thái tôn trọng tất cả sinh mệnh 
trên toàn trái đất. 

Xây dựng hệ thống bảo vệ hệ sinh thái trái đất 
trên toàn cầu

Giờ đây, nhân loại cần phải thay đổi cốt lõi của 
thể chế kinh tế chính trị cạnh tranh và tư duy 
lãng phí. Suốt thời gian qua các tổ chức quốc thế 
như Liên Hợp Quốc (UN) và Cơ quan Năng 
lượng Nguyên tử Quốc tế(IAEA) đã không th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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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ưa ra những biện pháp đối ứng phù hợp với 
những nguy cơ sinh thái toàn cầu. Bởi về cơ bản 
họ cũng có những hạn chế nhất định. Cần phải 
xây dựng thể chế mới liên kết toàn thế giới trên 
nền tảng là sự tiết chế tuân theo nguyên tắc của 
tự nhiên. Cần một nền thể chế không dừng lại ở 
những hứa hẹn mà cần có năng lực thực thi. Tất 
cả những hiệp ước trong thời gian qua cũng cần 
lấy ‘tôn trọng sinh mệnh’ làm cơ sở để thiết lập 
mới lại tất cả các vấn đề.

Nguyên tắc

Điều 1. Tất cả các cá thể sinh mệnh đều nhận 
được sự tôn trọng.
Điều 2. Tất cả các cá thể sinh mệnh đều thuộc 
‘mạng lưới sinh mệnh’ liên kết theo hình thức 
tương hỗ.
Điều 3. Con người cần phải hiểu rõ và tôn trọng 
tính tuần hoàn, tính đa dạng và sự phụ thuộc 
tương hỗ của sinh mệnh.
Điều 4. Trái đất là nơi cư trú duy nhất của tất 
cả các sinh mệnh bao gồm cả con người.
Điều 5.Tất cả các sinh mệnh bao gồm con người 
thuộc một cộng đồng sinh mệnh trái đất.
Điều 6. Về bản chất sinh mệnh là nơi tập trung 
nội lực sống nên nó là cơ sở tạo nên sinh thái 
và môi trường.
Điều 7. Tất cả những kiến thức và tri thức của 
con người cần sử dụng vì tất cả các sinh mệnh 
và cộng đồng sinh mệnh.
Điều 8.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phải biết cảm ơn 
những sinh mệnh khác đã hi sinh vì bản thân 
mình.
Điều 9.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ần tôn trọng tất 
cả các sinh mệnh khác và có trách nhiệm cùng 
giữ gìn và bảo vệ hệ sinh thái.
Điều 10. Tất cả mọi người có trách nhiệm giảm 
bớt những nỗi đau lên sinh mệnh khác và nâng 
cao ‘phúc lợi sinh mệnh’
Điều 11. (Những giá trị phải thực thi) Để thực 
hiện những nguyên tắc trên thì nhân loại cần định 
hướng và thực hiện những giá trị sau1) Cần loại bỏ suy nghĩ con người siêu việt 

hơn các sinh mệnh khác.

2) Con người cần cảm ơn và tôn trọng 
quyền sống của các sinh mệnh khác.

3) Con người để cùng sống và hòa hợp với 
các sinh mệnh khác cần có sự hợp tác 
trên toàn trái đất và nhận thức về tính 
cần thiết của sự liên kết.

4) Phản đối mọi hình thức chiến tranh và 
khủng bố tàn phá sinh mệnh.

5) Phản đối sự lan rộng của hạt nhân và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những mầm mống 
gieo rắc tai họa và sự tuyệt chủng.

6) Phản đối các hình thức sản sinh sinh 
mệnh, công nghiệp sinh mệnh phá vỡ 
những giá trị sinh mệnh.

 Điều 12 (Mục đích và phạm vi áp dụng) Mục 
đích của hiến chương và phạm vi áp dụng như 
sau 1) Đưa ra các nguyên tắc và trình tự cần 

thiết cho tất cả các quốc gia khi xây 
dựng chính sách và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sinh mệnh và nguyên lý sinh mệnh 

2) Ứng dụng làm phương châm cơ bản 
trong hiệp ước hợp tác và giao lưu giữa 
các quốc gia.

3) Ứng dụng làm phương châm về sinh 
mệnh và các vấn đề sinh mệnh cho cá 
nhân, tập thể, cộng đồng, cơ quan nhà 
nước, doanh nghiệp.

4) Ứng dụng làm phương châm khi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sự tôn trọng dành cho sinh 
mệnh bao gồm cả con người và tính 
tương hỗ của các sinh mệnh.

5) Ứng dụng làm phương châm khi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sinh mệnh và tính đa dạng 
của sinh mệnh.

6) Áp dụng khi thế hệ hiện tại bảo vệ và 
nâng cao lợi ích cho thế hệ tương lai.

Điều 13 (Dự án thực thi và kế hoạch) Nhân 
loại triển khai các dự án sau vì sự tôn trọng 
và an toàn của hàng ngàn sinh mệnh.1) Quảng bá và giáo dục để nâng cao nhận 

thức về sự tôn trọng dành cho sinh mệnh

2) Xây dựng hệ thống quản lý thế giới an 
toàn và loại bỏ hạt nhân.

3) Ngăn chặn xây dựng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và phá bỏ những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lạc hậu.

4) Ngăn chặn việc xây dựng các đập không 
cần thiết và phá hoại sông ngòi.

5) Ngăn chặn việc phá rừng và làm ô nhiễm 
biển.

6) Mở rộng việc sử dụng các năng lượng tái 
sinh như năng lượng mặt trời.

7) Hỗ trợ nông nghiệp và nông nghiệp đô 
thị theo hình thức sinh thái

8) Thực hiện quy chế về sinh vật biến đổi 
gen (GMO)

9) Dự án nhân rộng và nhấn mạnh nghĩa vụ 
bảo vệ động vật

10)  Những dự án khác phù hợp với nội 
dung và mục đích của hiến chương.



 3-6)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T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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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inion on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1) Kim Kwang-chul(South Korea, Former representative of 'The Solidarity for Green 

Education of Ecological Life')(English Summary)

Let's turn the point of view on anthropocentrism into a Deep-ecology and Social ecology.

Deep-ecologists said that "All nature is a unity, and humans are part of nature.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nature have worthy of itself. Human beings have no right to hurt the 

richness and diversity of ecosystems, except for the natural elements that are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human life"

Social ecologists, such as Murray Bookchin, insist that "Planned economy by Socialism, which 

does not allow the liberty of residence and the excessive production as much as they need for 

the prohib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n prevent rapid industrialization. Thus, we must 

claim the environmental advantage of socialism which can ultimately destroy the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We have also seen the environmental crisis of the earth as one 

of new historical elements that finish capitalism.“

As an alternative, deep ecologists and Social ecologists insisted an ecological society based on 

anarchism, small ecological communities using natural ecological technologies such as solar 

energy or organic farming. I think we should  listen to their claims to overcome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for better making the 'The World Charter on Life' .

Nevertheless, the overall tone of this draft states that human beings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ecosystem crises only on their own point of view, while acknowledging that they have 

caused the current ecological crisis. It seemed that  'ecosystem crisis solution' in human sides, 

is not an essential approach to ecosystem fundamental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 In the "Preamble"

'Humans, who appeared recently on the Earth, are unique living beings, having developed 

culture and civilization. However, all living beings are now suffering from the results caused 

by the limitless human greed. Even amongst humans,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have become daily routine life which causing more crises to other living beings.'

'Humans have nearly abdicated the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hand down a sustainable 

Earth to future generations. Humans must take up a new practice of comprehensive, sustained 

care for the fullness of life for all living beings. Humans must serve as faithful stewards 

caring for the lives of all living beings.'

'The need to create a new global assemblage is greater than ever. Not only the too much 

competitiv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but also wasteful way of life for humans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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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ly chan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IAEA have not been effective in the protection for living beings  from the global 

ecological crises. Due to the fundamental limitations, a new global assemblage for Life 

Community must be built. This initiative not only for making promises but also  act to build an 

accounta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must be 

rewritten to be centered  on the dignity and sanctity of life.'

○ In the "Principles"

'Article 7. Knowledge and wisdom of humans shoud be used in stewardship for all living 

beings and the Life Community.

Article 8. Humans shall appreciate other living beings for their interdependence with humans.

Article 9. Humans shall respect all other living beings and take joint responsibility for 

preserving and caring for the global ecological system.'

In addition, the contents of Articles 11 to 13 are deviated from the viewpoint of 

Deep-ecology and social ecology  described as a view that human beings are superior to 

other living things and can restore the order of ecosystems by human organization, technology, 

and efforts. 

Therefore, all peoples in the world can agree when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is a fundamentalist declaration that goes beyond human supremacy, anthropocentrism, 

technologicalism or rationalism, and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nd life. When establishing 

fundamental values right away, various academic claims, declarations, policies, and concrete 

action plans will be derived throughout the globe, even though there may be some difficulties 

to accommodate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So, for the declaration of life for the whole 

world, the charter should contain more fundamental and essential contents.

I hope you have a more concrete and practical message.

There is no intention to oppose the declarative meaning of the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But the most contents are too much abstract and not practical. If this Draft is 

adopted as a result of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there may be a declarative 

meaning, but peoples are more likely to think that it is just the right word. We needs a 

message strongly appeal to the reader, not only they agree but also to live with practical 

content. Is this idea my own idea? 

There is a limit to mention all the problems according to 'life'  the comprehensive slogan. It 

would be better to create a "Code of Practice" to describe how to make every day living 

environmental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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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생명헌장 소견문 

  1) 김광철(한국, 초록교육연대 전 대표) (한글 전문)

 

 지구 생태계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오고 있는 인간이 다시 한 번 각성하여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열망을 안고, 먼저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들

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세계인들에게 호소하자는 것이다.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할 이야기의 초안으로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을 만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거의 2년에 걸쳐 수차레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하여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을 마련하고 2017년 5월 

3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하여 일본과 홍콩, 대만을 거쳐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방콕에까지 이르렀다. 거

의 5개월 2천여km에 이르는 긴 여정에서 현재까지 예정대로 별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례단

장인 이원영 교수의 집념과 타고난 건강, 의지,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일

본 순례길에서부터 많은 구간을 동행했던 일본인 하라 상이 함께 결합한 것은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앞

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0여 년 전 신라 승려 혜초가 험난한 산길과 물길을 헤치고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찾아 부처님의 가

르침을 모셨던 것처럼, 과거 서역과 중국을 오가던 상인들이 열었던 실크로드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단지 각자 발 딛고 있는 지역을 넘어 함께 숨쉬고, 함께 마시며,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공기와 

물, 대지 위의 수많은 동식물 등 생명들과 호흡을 하면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고유한 역사

와 문화를 만들어 왔고 생명체들은 생명체들 나름대로 계를 이루어 생태계의 질서를 만들어 왔다. 이런 

선각자들과 인류의 노력을 오늘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그 길을 걸으며 지구촌 생명 모두가 각자의 영역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1. ‘생명, 탈핵 실크로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본다

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과 생명,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전쟁의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인간만이 아

닌 모든 생명체들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인간들에 의한 전쟁인 것이다. 특히 핵전쟁은 생명의 절

멸을 가져오는 아주 야만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생명, 탈핵 실크로드’에서 내세우는 ‘생명, 탈핵’의 

가치의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호도 지금까지와 같이 ‘생명, 탈핵’으로는 부족하고, 

‘생명, 평화, 탈핵의 실크로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인간 중심주의적 생태관을 근본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전체 자연은 하나의 통합된 것이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속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그 자체로서 본래 가치가 있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연요소를 제외하고는 인

간이 생태계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해칠 권리가 없다.』는 근본생태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Murray Bookchin(머레이 북친) 등 사회생태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과도한 개발정책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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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급속한 산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환경적 우위를 주장하고 궁

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구 환경위기가 자본주의의 종말

을 예고하는 새로운 역사적 요소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아나키즘), 소규모 생태 공동체, 태양열이나 유기농법과 

같은 자연생태 기술 등에 근거한 생태적 사회로 변화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지구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이들 근본생태주의자와 사회생태주의자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세계 생명 선언문’의 

지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마련된 안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조는 인간이 현재 지구의 생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스스로 생태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서술하

고 있는 것은 ‘생태계의 위기 해법’을 인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생태계의 근본에 대한 본질적 접근

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서술의 예를 보면, 

 □ 서문에서 살펴본다면,

『지구 역사의 막바지에 등장한 인간생명체는 문화를 창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희귀한 존재이다. 하지만 

바로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인간계 내부

조차도 차별과 인권침해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도 위기에 처해 있다.』

『 인류는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책임

과 의무가 있다. 인류는 지구생태계와 인류 그리고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구생태계를 보호할 범지구적 체제를 조직하자

이제 인류의 경쟁적 정치경제 체제와 낭비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연합(UN)

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지구적 생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연 질서를 따르고 절제를 토대로 삼는 범세계적 연대망과 체제를 새로이 구축해

야 한다. 나아가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이르는 구속력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존엄’을 기초로 하여 모두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 내세우고 있는 ‘원칙’에서 살펴본다면,

  『제7조. 인류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과 생명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며 지구 생태계를 함께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11조~제13조까지의 ‘가치, 목적과 적용범위, 실행 사업의 내용 및 계획’ 등이 전반적

으로 근본생태주의적 관점과 사회생태주의적 관점과는 벗어나 있는 다른 생명체들보다 인간이 생명이 우

위에 위치해 있고, 인간의 조직과 기술, 노력에 의하여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다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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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무한 착취를 일삼는 현대 문명의 자연관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자

연 착취 구조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전 인류가 살아갈 지구 생태계는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는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연 생태계의 하나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생

태 순환의 질서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공존

하는 세상이다. 이런 원칙에 기초한 세상이야말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이런 지속 가능한 녹색 세상을 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교육적 노력

을 다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녹색세상을 열기 위하여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의 제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생태위기를 조장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 생태계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 생명 산업 지향;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산업화는 지

양되어야 하고 모든 생명가치를 우선시 하는 산업을 중심에 두는 사회 경제체제를 지지한다.

- 인간과 자연의 공생; 우리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가치가 차별화 되어서는 안 되고 더불어 

공생해야 한다고 믿는다.

- 생명 윤리 존중; 우리는 유전자 조작, 생명 복제 등 생명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단

호히 반대하며 자연의 이치대로 종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세계화 반대; 우리는 거대 자본이나 강대국이 인간과 자연, 약소 국가를 침략하고 경제적으로 지배

하려는 세계화와 패권주의를 배격한다.

- 비폭력 지향;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격하고 인간이 인간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따라서 본 ‘생명 선언문’을 인간 우월주의,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주의 또는 합리주의, 이분법적 생명관 

등을 뛰어넘는 원리주의적인 선언으로 자리 잡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생태위기의 근본을 지적하고 성찰하면서 그 

근본 가치를 공고히 바로 세울 때,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학문 유파의 주장이나 선언, 또는 정책, 구체적 

실천방안 등 파생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생명 선언’이라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강령도 참고해 보자

 다음은 발표자가 2004년 한국의 환경교육운동단체인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맡았

을 때, 지난 10년 간의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운동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몇 개월에 걸친 논

의와 협의를 거쳐 완성하고 총회에서 채택을 하여 지금까지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강령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생명헌장 초안의 내용 중에 언급이 별로 안 된 부분 중에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강령 

중 관심을 가져볼만 한 내용을 주서하니 세계생명헌장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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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한다.

- 군비 경쟁 반대;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말살하기 위한 군비 경쟁과 군수 산업의 확산을 반대한다.

- 생명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교육한다.

- 자연을 이용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연관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환경친환적

이며 친생태적인 자연관에 기초한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먹을 거리 선택을 위한 녹색 식생활 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를 지향하고 학생들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태도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공해를 예방하고 자원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회용 사용을 지양하고 재생, 재활용 소비를 통한 

녹색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전문이나 적용범위, 실행 사업 등을 언급할 때 고려해 보았으면 좋은 생명 파괴와 지속가능성의 문제들

1)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어떤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많은 지구인들

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에서의 계속되는 긴장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자가 힘을 내려놓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를 하고, 북한을 인정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긴장관계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서 외치고 요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문 등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

2) 세계화와 생명 파괴 반대하는 전 세계 NGO 연대 결성을 제안하자

 이번 ‘생명, 탈핵 실크로드’에서 그 길에 앞장서고 계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우리의 이런 뜻을 

전달하고 더 큰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함께 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성사되어 단절과 죽임의 문화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 지속성을 확

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서 세계 생명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세

계 곳곳에서 생태 보전과 세계화 반대를 외치는 세계시민, NGO 연대 결성을 제안하고 이번 순례길에서 

그런 단체와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생명, 경제 공동체’,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지금 전 세계는 물질만능과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이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긴장 관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생명, 생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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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것인가? 

 당장 세계국가를 완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U, 아세안 등과 같이 지역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

서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경제협력은 물론 자원을 나누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자연파괴, 생명파

괴 문제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자연과 생명 파괴는 최소화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돕는 

경제협력체부터 출발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이런 지역 연합이 세계국가를 지향해 나가

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 생명 위기에 빠져 있는 지구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신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국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에 나선 순례단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지적해야 한다. 스스로를 세계 경찰국가

라고 자임하는 미국이 지역 공동체와 세계국가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계생명헌장’에서 이런 내용을 전문 등에서 언급하며,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4)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강력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1992년 192개국 정상 또는 관계 장관, 6000여 명의 전 세계 NGO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0년마다 이의 이행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일어

날 수 있도록 제1세계 국가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잘 이행이 되고 있질 않다.

 ‘지속가능한 개발’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기아, 질병, 문맹, 저개발 등 

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제1세계 국가들이 발벗고 나서서 지원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촌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이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고 선언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에서는 저개발국가들의 이

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을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 결의를 하고,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으면 좋겠다.

 

 5) 좀 더 구제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다

‘생명, 탈핵 서울안’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반대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이 안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서 너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지울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안이 ‘생명, 탈핵 실크로드’의 결과물로서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읽고 ‘그래, 옳은 말이지’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인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

금 강렬하게 어필하고, 감동으로 다가가서 ‘그래, 크게 동의하며, 나도 이 선언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나

가야지’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본 토론자만의 생각일까?

 ‘생명’이라는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슬로건을 내걸면서 현재 인류가 처하고 있는 ‘생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엑기스를 추출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실천 강령’을 만들어서 담는 것이 좋겠다. 

 6) 헌장조문의 배치를 재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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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 생명 헌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생명 선언’ 등의 용어로 고치자

 ‘헌장’하면 얼른 떠오르는 용어는 ‘유엔 헌장’이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이 결성되게 된 배경과 

이유, 목적 등이 배치되어 있고, 유엔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하였다. 

즉 한 국가의 헌법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한 조직의 정관

이나 규약 등과 같이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목적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이나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로 알고 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 후에 그런 조직적 전망과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선언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

다면 ‘생명, 평화, 탈핵 선언’ 정도의 타이들을 걸고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따라서 ‘생명, 평화, 탈핵 선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좋고, ‘세계 생명 선언’ 정도로 규정하

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3) ‘세계 생명 선언’의 조문 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으면 좋겠다.

  『소제목을 달지 않은 2~5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성되는 전문 - 조문 』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4) 제11조~제13조의 내용은 따로 빼내어, ‘세계 생명 선언’ 이행을 위한 ‘생명 선언 강령’ 또는 

‘생명 선언 이행 방안’ 등으로 따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생명 선언문’에 이 내용들을 넣어서 채택을 하겠다면 제11조 (실행해

야 할 가치), 제12조(목적과 적용 범위), 제13조(실행사업 및 계획) 등과 같이 서술하려면 제1조부터 제

13조까지 이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옳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제11조~제13조의 괄호 속의 ‘가치, 

목적과 적용 범위, 실행 사업 및 계획’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제13조의 ‘사업’ 등은 별도로 빼 내어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선언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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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toward	 a	 Nuclear-free	 World

Comments by Dr. Gregor Wolbring  (Sept 2017)
Preamble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as creative 
subjects who grow,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continuously adapt. The dignity of life is supreme in 
its value and should not be violated.

[GW1]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depend 
on each other for life. Throughout [GW2]the past   
several billion years in the history of the Earth, all 
living beings have maintained the cyclical movement 
from birth, growth, and maturity to death. This cycle 
of life is a complex web of mutual interdependence 
forming a single Life Community as all living beings 
take part in the birth and death of all living beings. 
No one organic or inorganic thing can exist in   
isolation from the Life Community.

[GW3] Humans, who appeared recently on the Earth, 
are [GW4]unique living beings, having developed 
culture and civilization. However, all living beings 
now are suffering due to limitless human greed. 
[GW5] Even amongst humans,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have become daily 
routines causing more   crises to other living beings. 
[GW6] But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GW7] In recent years,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micro-dust and other air pollution, water 
shortages, deforestation, desertification, and marine 
pollution have reached a critical level. The 
mechanistic view of nature, blind faith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gimes, endless wars, and 
anthropocentric thinking have brought the threat of 
total extermination of all living beings on the Earth. 
[GW8] In particular,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plants threaten the 
extinction of not only humans, but the very Life 
Community itself. Nuclear weapons can instantly 
destroy humanity while nuclear power plants will 
bring disasters in the future. What’s more, humans 
are destroying their conscience and self-negating their  
 existence as nuclear waste forces sacrifices and risk 
onto future generations.
 
The permanency of the Earth is guaranteed only 
when humans realize the fact that the current 
ecological crises facing the Life-Earth are their own 
crises. The rapid extinction of species and   
shrinking of biodiversity are leading us toward 

[GW1] Does Nature depend on humans for   
life? Do animals depend on Humans? Humans 
depend on a functioning Nature and on animals.
[GW2] That implies there was a time that   
was not the case

[GW3] Humans, who appeared recently on the   
Earth, are unique living beings, having 
developed culture and civilization. However, all 
living → Humans, appeared recently on the 
Earth. All living
[GW4] Everything is unique. There are no   
two species being exactly the same 
[GW5] Is that needed?
[GW6] Was already mentioned and also the   
term dignity is a rather fuzzy concept?
[GW7] In recent years,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 In recent years, many nature   
related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GW8] Why is that highlighted as particular 
bad.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actionss that  
 lead to destruction if I follow the rest of the 
document. 

2) Gregor Wolbring(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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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ide in which the web of life may be so 
seriously damaged that it can no longer heal itself. 
If this happens, destruction will come to humans as 
they are part of the web of life. Without a change 
of heart and mind, this ecocide is inevitable. Humans 
must regret this, and repent.

It is certain that the destruction of the Life-Earth 
would bring the end of all living beings. Humans 
have nearly   abdicated the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hand down a sustainable Earth to future 
generations. Humans must take up a new practice of 
comprehensive, sustained care for the fullness of life 
of all living beings. Humans must serve as faithful 
stewards caring for the lives of all living beings.
All destructive actions against not only humans but 
also all living beings must be eradicated. No one 
organization or state has the legitimacy to 
monopolize or have exclusive right to the Earth.   
All living beings have rights to life that must not be 
infringed upon. The Earth is the Commons of all 
living and non-living beings. [GW9] Therefore, the   
powerful advanced nations must apologize for the 
history of ecocide and immediately seek great 
transformation of societies in order to sustain the 
Life Community.

The need to create [GW10]a new global assemblage 
is greater than ever. Not only the highly competitiv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but also wasteful 
thinking must be fundamentally chan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AEA have not been 
effective in responding to global ecological crises. 
They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GW11] 
Accordingly, a new global assemblage for Life 
Community must be built. This initiative must not 
stop at making promises but   must act to create an 
accounta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must be rewritten to 
be centered [GW12] on the dignity and sanctity of 
life.

Principles
Article 1.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GW13] Article 2. All living beings constitute a 
single web of life.

Article 3. Humans must deeply understand and pay 
respect to the cycle of, diversity of, and 
interdependency of life.

Article 4. The Earth is the only habitat for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Article 5.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belong 
to one global Life Community.

[GW9] to whom? Other humans? As also 
powerless humans are behaving mostly 
anthropocentric and as Nature and animals are 
not understanding us whats the point?

[GW10] Of what?

[GW11] How could they be build in ways that 
they do not end up with the same limitations as 
the UN?

[GW12] What does this really mean?

 

[GW13] Article 2 and 5 seem to say the sam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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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14] Article 6. Life must be the foundation of 
ecology and environment as it holds the accumulated 
history of all living beings.

Article 7. Knowledge and wisdom of humans must 
be used in stewardship for all living beings and the 
Life Community.

Article 8. Humans shall appreciate other living 
beings for their interdependence with humans.

[GW15] Article 9. Humans shall respect all other 
living beings and take   joint responsibility for 
preserving and caring for the global ecological   
system.

Article 10. Humans shall alleviate the suffering of 
other living beings and promote 'life welfare.'

Article 11. Actionable values to uphold the above 
principles are as follows:
1) We shall abandon the notion that humans are 
superior [GW16]   than other living beings.
2) We pledge to appreciate all living beings and 
[GW17]to   respect their right to life.
3) We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coexistence and 
harmony of all human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other living beings, individual efforts to preserve 
a sustainable ecological system, and cooperation and 
solidarity on a global basis.
4) We oppose any kinds of wars and terrorism, 
exploitation,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GW18] 
based on class, race, caste, religion, [GW19] or sex.
5) We oppose the nuclear proliferation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s which will bring about 
catastrophes and the extinction of humanity and other 
living beings. 
[GW20] 6) We oppose 'biological manipulation' 
[GW21] and the ‘biotech industry’ that damage life 
values. 

Article 12.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Charter 
are as follows:
1) This Charter shall provide the necessary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all nation-states when 
they draft legislation, make laws, and set policies 
regarding life and bioethics.
2) This Charter shall be the basic guideline for 
international treaties and exchanges among 
nation-states.
3) This Charter shall be the guideline for   
individuals, groups, communities, and corporations 
regarding life and issues related to life.
4) This Charter shall be the guideline for   
promoting the dignity, sanctity, and co-existence of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GW14] why would the historical be   
impotant? What is meant here with history?

[GW15] Article 7 and 9 seem to say the same 
thing

[GW16] than → to

[GW17] Does that mean not eating plants? 

[GW18] By starting to list you run into   
danger that you miss some like the ability I 
added which is very likely the umbrella 
discrimination mode …
[GW19] or sex -> ability or sex

[GW20] What is that? Do farmers not biological 
manipulate?
[GW21] How do they damage lif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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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22] 5) This Charter shall promote and protect 
life and the diversity of life.
6) This Charter shall promot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GW23] Article 13. Activities for the dignity,   
sanctity, and safety of life are as follows:
1) Promote and educate about the dignity and 
sanctity of all living beings.
2) Establish a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 the 
life-earth and ensure denuclearization.
3) Stop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close down old nuclear power plants.
4) Stop the construction of [GW24] unnecessary   
dams and destruction of rivers. 
5) Stop the destruction of mountains and forests and 
pollution of seas.
6)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GW25] 
including solar power.
7) Support eco-friendly farming and urban farming.
8) Implement regulations on GMOs.
9) Elucidate and educate abou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imals.
10) Carry out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is Charter.

2017-05-29

[GW22] What does this mean? No eating of   
plants? 

[GW23] According to Article 12 1this charter is 
to provide procedures. But I don’t think Article 
13 does that

[GW24] Who decides what is necessary?

[GW25] Why mention that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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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eok Il-ung friar(South Korea)

1. The content defined in the first paragraph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as 

creative subjects who grow,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continuously adapt.” and the 

content in the second paragraph “No one organic or inorganic thing can exist in isolation 

from the Life Community.” are contradictory and conflicts arise.

2. I doubt whether the claim that “all living things are born by themselves is universal at the 

first paragraph.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is claim somewhere in the Charter.

3. The word "human life" in the third paragraph is strange. I do not know if it is meaningful to 

distinguish life and life from each other. Is not it just enough to say "human"?

4.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This argument in the third paragraph also needs 

explanation.

5. In the next sentence of the fourth paragraph, “The mechanistic view of nature, blind faith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gime, endliss wars, and anthropocentric thinking have 

brought the threat of total extermination of all living beings on the Earth.” I think we have 

to put in an appropriate subject to replace the earth or “the earth”.

6. In the fifth paragraph, “web of life” seems to be talking about “Indramang”, which is a 

bit awkward.

7. Unless you intentionally use the word '保存(보존)' in the sixth paragraph, it is likely that 

you need to modify it to '保全(보전)'.

8. In the seventh paragraph, the view of the “earth as heritage” is extremely uncomfortable 

and unfit for the whole context. The whole point of view is that “the earth itself is a 

living thing and can not exist apart from all living things”? So the earth needs to be 

viewed as an organism rather than a heritage.

9. In the eighth paragraph, is not it enough to change the word "earth ecosystem" to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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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주교 석일웅 수사님의 소견문

1. 전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나고 적응하는 주체적 존재이다>라고 

정의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므로 어떠한 유기체나 

무기물도 결코 홀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모순, 충돌이 일어납니다. 

2. 모든 <생명체가 스스로 태어난다>고 하는 주장이 보편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헌장의 어느 부분에선

가는 이 주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세 번째 단락의 <인간생명체>라는 말은 어색합니다. 생명과 생명이 깃들어있는 존재를 따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간>이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4. 세 번째 단락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다>는 주장도 설명이 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5. 네 번째 단락에서 <인간 이기적 사고로 인하여> 다음에 <지구> 혹은 지구를 대체할 적절한 주어를 넣

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다섯 번째 단락의 <생명의 그물>은 인드라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용어가 다소 어색합니다. 

7. 여섯 번째 단락의 <생명공동체로 보존>에서 보존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생명공동체로 

보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8. 일곱 번째 단락에서 <지구를 유산>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불편하고, 헌장의 전체적인 기조에도 어

울리지 않습니다. 헌장의 내용에 흐르고 있는 관점은 <지구도 자체로 생명체>이고 <여타의 모든 생명

체와 홀로 떨어져 결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유산이기 보다는 유기체로 보는 시

각이 필요합니다. 

9. 여덟 번째 단락의 <지구생태계>라는 말은 <지구>라고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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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eizo Taguchi, Hiroko Taguchi (Japan) 

「根本原因を皆が知るべきである」

　上記の諸問題と戦争と原発の根っこは同じである。これらの悲惨さを人々にいくら訴えても問題はなくな

らない。なぜならこれらの問題を必要として引き起こしている人々が存在し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この

人々の手先となって利益のおこぼれにあずかっている人々が存在しているからである。そして多くの民衆が

これらの人々に騙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この事実を我々は全人類に知らしめるべきだ。さもなくば問題は

解決しない。

'모두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전쟁 및 원자력 발전소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비참

한지 사람들에게 호소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

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익의 몫에 대한 사람들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Everybody should know the root caus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ars and nuclear power plants have the same root. To 

appeal to people for how miserable those problems are, is no use. Because some men who 

need the problems make the problems. Such men do exist. And because some people are tools 

of the men for the shares of the profits. They do exist. And because most people are cheated 

by those men. We should tell everybody about it. Otherwise we can not solve the problems.

“每個人都應該知道根本原因”

上述問題和戰爭與核電廠的根源是一樣的。 無論這些痛苦對人多麼有吸引力，這個問題不會消失。 因為有需

要的人會造成這些問題。 另外還有人掌握在這些人手中，誰也是溢利的。 許多人受到這些人的欺騙。 我們應

該讓全人類知道這個事實。 否則問題將無法解決。

ＶＩＥＴＮＡＭＥＳＥ

"Mọi người nên biết nguyên nhân gốc rễ"

Những vấn đề trên và nguồn gốc của chiến tranh và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là như nhau. Không 

có vấn đề bao nhiêu hấp dẫn những đau khổ cho mọi người, vấn đề sẽ không biến mất. Bởi vì 

có những người gây ra những vấn đề này khi cần thiết. Ngoài ra, có những người trong tay của 

những người này và đang ở trong sự đổ tràn của lợi nhuận. Và nhiều người đang bị lừa dối bởi 

những người này. Chúng ta nên làm cho thực tế này được biết đến với tất cả nhân loại. Nếu 

không vấn đề sẽ không được giải quy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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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hammaparipunna Samaneri (Thai) 

For the Sake of All Beings on Earth: No More War, No More Nukes

“Since wars begin in the mind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UNESCO

(http://www.unesco.org/new/en/unesco/about-us/who-we-are/history/constitution)

 The opening lines of UNESCO’s constitution engraved in ten languages in the Tolerance 

Square Wall, UNESCO, Paris.

 First of all, let me start with a few na�ve questions and answers, ‘Why do we need nuclear 

weapons? Because there is the outbreak of war. Why do we have war? Because of the 

unsolvable/non-negotiable conflict of interest/benefit – race, religion, natural resources, 

territory, etc. If the conflict is not our conflict, we do not care, but if it is ours, we do care, 

and will put every effort to protect our interest/benefit. What is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It is the hatred or no loving kindness among nations/ethnic groups. As far as there is a war, 

there is weapon production. To date, nuclear weapons are the most powerful and destructive 

ones. That is why some nations have developed, or are trying to develop them for national 

security reason, or an excuse?  Well, an interesting question is who will get the most benefit 

without loss of their people’s lives to the war? Of course, arms dealers. Another question is 

who will bear the great loss and the impact of the nuclear weapons’ residual radiation and 

fallout on their lives? It is all beings on earth – be it living or non-living. As such, the 

outbreak of war is no longer the responsibility of the two state parties in conflict and arms 

dealers, but it is our own responsibility to stop any potential the outbreak of war before it 

take places for the sake of peace for all beings and our global village as His Holiness Tenzin 

Gyatso,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put it almost 40 years ago.

 “The World grows smaller and smaller, more and more interdependent…today more 

than ever before life must be characterized by a sense of Universal Responsibility, not only 

nation to nation and human to human, but also human to other forms of life.” 

(His Holiness Tenzin Gyatso, 1979, cited in Kabilsingh et al., 2010)1)

 Recently,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is the world’s first 

legally binding treaty prohibiting nuclear weapon has been signed on September 22, 2017 at 

1) Samaneri of Songdhammakalyani Bhikkhuni Arama, 195 Petkasem Hwy., Muang District, Nakhon 
Pathom 73000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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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New York. It was adopted on July 7, 2017 in the UN conference to 

negotiat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prohibit nuclear weapons held in New York. In the 

conference, 122 nations voted ‘yes’, still one nation (Netherlands) voted ‘no,’ and one 

nation (Singapore) abstain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ations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were not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for some reasons. However, at the very least, this is a very good start towards a 

nuclear weapons-free world in the future. The UN is now actively working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by enforcing The 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7588).

 Simultaneously, The Seoul Draft of the World Charter on Life toward a Nuclear-free World 

has been being developed. The Charter goes beyond no nuclear weapons; it encompasses no 

nuclear power plants as they are seen as time bombs which can be exploded any time, just 

like 2 disasters in the past, the explosions of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in USSR (April 

26, 1986) (https://en.m.wikipedia.org/wiki/chernobyl_disaster)

and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March 11, 2011)

(https://en.m.wikipedia.org/wiki/Fukishima_Daiichi_nuclear_disaster) 

Both events were such a great loss of not only humankind, but also other beings on Earth.

 The Charter is based on a paradigm shift in how we see the world through new lens to 

create mutual understanding that all living beings are born with dignity, and they constitute a 

single web of life. The world is the only habitat for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Consequently, humans must deeply understand and pay respect to the cycle of, diversity of, 

and interdependency of life, and thus, life must be the foundation of ecology and environment 

as it holds the accumulated history of all living beings. The Charter emphasizes that human 

beings and all other living beings are equally important to take joint responsibility for 

preserving and caring for the global ecological system. The Charter also provides all 

nation-states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basic guideline, and activities for the nuclear-free 

world-to-be to.

 Both the Treaty and the Charter give us a ray of hope for nuclear-free world-to-be to 

protect and promote life and diversity of life on Earth for future generations. My question is 

do we leave something crucially important to our web of life behind? What about non-living 

beings? While the Treaty tends to focus on a big picture of the world at the state level, the 

Charter tends to propose a new point of view on equal dignity and importance of human 

beings and other living beings and touch lightly on non-living beings in Article 13 about 

activities for dignity, sanctity, safety of all living beings. 

 My proposal is inclusion of non-living beings is inevitable as they are part of the nature on 

Earth where our lives rely on them one way or another. They have been overlooked for ages. 

We should pay respect to them too as Chatsumarn Kabilsingh (currently know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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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hammananda Bhikkhuni) stated in her book, Buddhism and Nature Conservation, as 

follows.

“Oh please be silent, let us lend ears so that the nature may speak of the hidden 

sorrow of the waves, of suffering birds and wounded trees, and of how people have neglected 

them through the long and lonely years.”  

(Chatsumarn Kabilsingh, 2010)

 It would be better if non-living beings concept is integrated into the Charter’s Principles 

since the first place. We need to keep in our minds that all beings – be it humans, living 

beings, or non-living beings – are born/created with dignity and deserve respect equally. All 

beings are interdependent and co-existing in the nature. The nature kindly accommodates the 

right proportions of each being while it must also maintain its equilibrium. Losing its 

equilibrium leads to natural disasters. Since wars and nuclear weapons can severely destroy 

all beings leaving unimaginable impact on all beings. Both are avoidable by growing and 

cultivating seed of loving kindness and peace in the human minds.  

 In this conference, we have started a new chapter of the world history by making our world 

to be nuclear-free world. We have been thinking of, and planning for, it.  We are not day 

dreamers.

When we think about it, it is just a dream.

When we plan for it, it is possible.

When we do it, it is real!

No More Wars, No More Nu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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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s Candle Revolution(“The Solidarity for Green Education of Ecological 

Life”Former representative, Poet Kim Kwangchul)

1. What is Korea’s Candle Revolution?

 A candlelight vigil was held every Saturday and on many weekdays from October 29th, 2016 

to April 29th, 2017. Concerned citizens flooded the streets and plazas with lit candles until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and the new Moon Jae-In government was launched 

through proper, legal elections. In the peaceful demonstrations, in which 17 million people 

participated, slogans such as "Step down Pres. Park", “Break up the conglomerates”, and 

“Clean up old evils” were chanted.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forced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from her power.

2.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candle revolution

 Park Geun-hye wa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to resign beginning in 2013. Citizens 

(predominantly netizens) first demanded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by stating that she 

was illegally elected.

 At the time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more citizens demanded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saying that she wa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304 

students and citizens aboard the ferry by not properly giving direct orders to rescue them.

 In addition to the ferry incident, President Park Geun-Hye also order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form Korean textbooks in 2015. NGOs, scholars, teachers and many citizens 

were upset and again demanded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for this grievance as well.

 When farmer activist Baek Nam Ki died on September 25th, 2016, it was defined as violence 

by the state, and farming organizations, NGOs, social organizations, labor movement groups and 

citizens once again demanded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On October 12th, 2016, the candlelight revolution gained more support due to The Culture 

and Arts Blacklist Incident, in whic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Blue House attempted to prevent the emergence of broadcasts 

and national support for blacklisted cultural artists.

 The decisive moment of the candlelight vigil, which called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was when her relationship with Choi Sun-Sil came to light. On September 20th, 

2016, the Hankyoreh Newspaper reported that Choi Sun-Sil was involved in the Mi-r 

Foundation and K-Sports Foundation, which were created by certain Korean conglomerates. 

Koh Young-Tae, who was an employee of the K-Sports Foundation, supplied this information 

and JTBC broadcast the “Gate of Choi Sun-sil”. Citizens were shocked at the news.

 Citizens learned that “President Park had discussed important national policies with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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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il and Sun-Sil had intervened in some meetings with high-ranking officials, and in 

issues such as revising the President's speech and asking for personal favors. Park and Choi 

used their power to create the Mi-r Foundation and the K-Sports Foundation, allowing certain 

conglomerates to make money. In addition, Choi's daughter illegally entered Ewha Womans 

University, which created an incident relating to the legality of her bachelor's degree.”

 Citizens who learned of these reports began flooding the streets and plazas with lit candles 

and demanded that Park Geun-Hye step down from her office.

 Of course, there are many indirect reasons for their call for impeachment as well, such as 

the polarization of society, youth unemployment,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 citizens, 

unilateral operation of the nation, incompetence and corruption.

3. The progress of the candle revolution

■ October 29th - November 11th. Candlelight citizens wanted the president to step down on 

her own, but Park did not express any intention of doing so.

■ November 12th - November 25th. On November 9th, the 'emergency national action for the 

resignation of the Park Geun-Hye regime' was formed, and on November 12th, a million 

candles were lit.

■ November 26th, 2016 - April 29th, 2017. On November 29th, Park said that she had acted 

in the interest of the country and announced that she would leave her fate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eople became angrier, more citizens with candles gathered, and a call for 

Park Geun-Hye's resignation was raised. On November 26th, about 2 million citizens with 

candles gathered. On December 3rd, the largest number of citizens with candles in history, 

more than 2.3 million, were lit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Park Geun-Hye.

■ On December 9th, 2016,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a proposal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After the vote of the plenary session, 234 votes - more than 

two-thirds of the vote - was approved. This showed that several members of the Liberty 

Korea Party, of which Park was a member, were in favor. Park Geun-Hye was suspended 

from her presidential authority and Prime Minister, Hwang Kyo-Ahn, would assume the 

position of acting President.

■ On December 31st, 2016, more than one million candles were lit and approximately 

500,000 people gathered to protest every week during the cold months of January and 

February.

■ On March 10th,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pheld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in accordance with al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s a result, a new 

presidential election began after Park Geun-Hye finally stepped down.

■ From October 29th, an anti-nuclear movement called 'Pilgrimage of Hope f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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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nuclear Korea,' set up a tent in Gwanghwamun, and on February 8th demonstrators 

asked the presidential candidates to publicize their views on an anti-nuclear Korea.

4. The result of the candle revolution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led to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th, 2017, 

in which Moon Jae-I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elected President. Apparently, 

Korea's candlelight vigor has been successful, as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pushing for 

the “clean up of old evils”, which was one of the demands of the candlelight protestor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

 The top five party candidate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ll made pledges for an 

anti-nuclear Korean peninsula, except for the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When Moon 

Jae-In was elected, he attended a ceremony for the permanent suspension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on June 19th, and declared that he would not build any new nuclear power 

plants. President Moon has also announced that he will decide whether to continue 

construction on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5 and 6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by forming a national public committee.

 Through this candlelight revolution,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oi Sun-Sil are 

still being tried for various irregularities and crimes. Kim Keun-Chun, former Chief 

Presidential Secretary of Park Geun-hye, and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a 

representative of the conglomerate in Korea, were both taken into custody for bribery. In 

addition, a trial is underway with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and Tourism 

related to the blacklisting saga, as well as with Blue House CheongWaDae's assistants, and the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who were involved in the illegal admission of Choi 

Sun-Shil’s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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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촛불 혁명- 초록교육연대 전 대표, 시인 김광철

1. 한국의 촛불 혁명이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 사이에 매주 토요일 또는 평일에도 있었던 촛불 집회(촛불 

시위)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집회와 

시위 등의 행동에서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길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박근혜 퇴진’과 ‘재벌 해

체’, ‘적폐 청산’ 등을 외치면서 연 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평화 시위로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

소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사건을 의미한다.

 

2. 촛불 혁명의 배경과 원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퇴진 요구는 2013년 때부터 있었다. 요즘 한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 하

나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

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조작 사건으로 부정선거로 규정한 사람들이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였고, 2014

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여 304명이나 되는 단원고 학생

들과 국민들을 제대로 구조도 하지 않고 숨지게 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 이후 대통

령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관

련학자, 전교조 등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때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였다. 

 2016년 9월 25일 농민운동가 백남기씨가 사망하자,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 노동

운동 단체와 국민들이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6년 10월 12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문화예술인들의 방송 출연이

라든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문체부, 국정원, 청와대 등이 개입된 사건)이 터지면서 촛불에 기

름을 부은 꼴로 촛불이 크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른 계기는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고, K스포츠 재단 직원이었던 

고영태씨의 제보로 JTBC 방송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방송이 되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가 중요 정책들을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의논하는가 하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주

기도 하고, 인사 청탁 등의 문제에 개입을 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고위 공무원들의 인

사까지 개입한다. 박근혜는 물론 최순실은 권력의 실세임을 이용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면

서 많은 재벌들이 출연을 강요하고, 그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과 그 후에 학사운영과 관련되 비리 등 도가 

넘치는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촛불을 들

고 광장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간접적인 원인도 많다. 사회 양극화 문제(금수저 흙수저 문제), 청년 실업, 정부와 집권여당의 소

통이 없는 일방적 국정 운영 및 친박 중심의 국정 운영 등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국민 무시 등 소통의 

부재 등의 간접적인 원인도 한몫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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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촛불 혁명의 경과

■ 10월 29일 ~ 11월 11일 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기를 촛불들은 원했지만 박근혜는 그럴 뜻을 

밝히지 않았다.

■ 11월 12일 ~ 11월 25일, 11월 9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되고 나서  ‘박

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11월 12일에는 100만 촛불이 타올랐다.

■ 11월 26일 ~ 2017년 4월 29일, 11월 29일 박근혜는 자신의 행동은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여 더 많은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11월 26일에는 200만 명에 가까운 촛불들이 모였고, 

12월 3일에는 역사상 최고로 많은 230만 명이 넘는 촛불들이 전국 주요도시에 타오르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다.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 상정되어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4표로 2/3가 넘

는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러 명이 찬성

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된

다.

■ 2016년 12월 31일에도 100만 명이 넘는 촛불이 타올랐고, 1월과 2월의 혹한기에는 매주 대략 5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탄핵 인

용’했다. 그 결과 이때부터 박근혜를 이을 새로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사실상 접어들게 된다.

■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적폐 청산’을 적극 외치면서 많

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30일 간의 ‘탈핵희망 도보 순례’를 마치고 2

월 8일부터는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대선 후보 탈핵 공약하라’를 내걸고 무기가 천막 농성에 들어갔

다.

4. 촛불 혁명의 결과

 박근혜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뽑히면서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촛불혁명은 완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들의 요구인 ‘적폐 청산’을 위하여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정권 초기부터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후보만 빼고 다 탈핵을 공약하였

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6월 19일에 있었던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재인 대통령은 ‘신규원전은 짓지 않겠다’ 선언을 하면서 지금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국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현재는 한창 숙의 과정에 있다.   

 이 촛불 혁명으로 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은 재임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삼성의 실

질적인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체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 부정입학과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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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meaning of the world's historic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Professor 

Lee, Ki Young, Hoseo University)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which first started in South Korea on October 26th, 2016, 

and was held until April 27th, is one of the most advanced forms of victory through citizens' 

direct democracy in world history and was carried out without a drop of bloodshed. Before 

this revolution, democracy in Korea had been on the verge of collapse due to 'neoliberalism', 

yet the suffering Korean people communicated through SNS and spontaneously gathered in 

Gwanghwamun.

This is in large part due to the grassroots resistance spirit that has flowed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uch as the Donghak Revolution. This embodies the spirit of the 

Taegeukgi philosophy of the Korean people who li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or thousands of years. Now, the spirit 

of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will hopefully spread throughout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in the world, where greedy capitali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rive off of infinite 

competition, and the fear of a Third World War including nuclear war.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a light for the oppressed and can help rescue the global village from the current 

crisis we all face. Self-interest and corporate-oriented neoliberalism was largely initiated in 

England by then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and has thus made the world a crucible of 

infinite competition. As a result, a large percentage of people have been suffering from being 

over-worked due to this infinite competition.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North America and 

Europe, people are turning their attention from a basic distrust of politics to extreme right 

(and left) fascism. However, this is destroy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cultures and 

countries and is continuing to fuel competition for money, and a concern about a potential 

Third World War.

It is time to take a look at another option;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South Korea. In 

Korea, upwards of a million citizens gathered in Gwanghwamun every day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engage in free debate. This action quickly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by citizens 

using SNS, and the Korean citizens began to see many other candlelight debates and peaceful 

marches form in numerous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roughout the peninsula.

In the end, the power of such a strong candlelight demonstration could not be easily dismissed 

and it resulted in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who was a strawman (strawwoman) 

controlled by non-elected secret people and/or groups, that also held influence over man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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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e, prosecutors, and weak politicians, all of which have had devastating results fo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democratic order. The indignant Korean citizens gathere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formed the first 10 million people-plus non-violent demonstration 

for direct democracy in world history. Citizens forced President Park to step down, (Park had 

been pursuing private interests through breaking constitutional order), and ultimately restored 

their democracy by electing a new president, Moon Jae In.

Through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demonstrators helped publicize human rights abuses, 

labor oppress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at had been committed by the former 

government and also highlighted the Samsung business group, which was involved in many 

illegal activities. In essence, it was an 'old village' movement which denied and brought down 

the Saemaul, 'new village' movement which was causing deep corruption all over the country 

and destroying traditional Korean cooperative values and traditions. Candlelight demonstrations 

first developed during the Gwangju Citizens Revolution (6.10) uprising in 1987, and again 

surfaced during the demonstration in 2008 in response to mad cow disease.

'Modern democracy' has been using elections to legitimize and justify continued domination of 

vested interests by the inheritors, which would inevitably lead to the fall of free market 

capitalism. In the ancient Greek city of Athens, the Roman Republic, and the Renaissance-era 

Italian Free City, these cultures imposed many barriers to prevent such hegemony and 

centralization of power, and sought to make violent and irresponsible governments impossible. 

They took anti-corruption measures and believed in resistance to the temptation of power.

In Korea, although the Gwangju Democratization Uprising had failed, Koreans learned from it 

as they took to the streets during the 6.10 Uprising, and the 2008 candlelight demonstration 

against mad cow disease demonstrating their civilized sovereignty. A citizens' democracy has 

now been realized through the building of a citizen's council. It is a very different view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s currently making the world more unstable by picking Donald 

Trump, a unusual selfish mannered, coarse realty dealer. Along with advice from experts, the 

Citizens' Assembly helps realize a deliberativ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will be involved in 

discussion and decision making, such as with the current plan for the de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on the peninsula. It is not a vertical system of society dominated by power and 

money, but a horizontal system based on everyone's own role within it. This natural 

philosophy of Korean tradition and cultural heritage is evident in the song 'River Han is 

f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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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eb. 2017.

Laos, Aug. 2017.

Thailand, Sept.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