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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청원 서명 운동 안내문>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운동 
- 생물 다양성 붕괴와 기후위기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이 
없었을 때보다 최대 1,000배 빠른 속도로 지구상의 종들을 멸종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고 추정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기후위기는 해수면 상승과 더 
극심한 날씨를 유발하여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이 위기는 지금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자매와 형제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이 피해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에 걸친 비극
적인 생명 손실과 함께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용서하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몇 번 용서하지만, 피조물은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피조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피조물이 당신을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36쪽)

2021년과 2022년에는 우리 지구를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있습니다. 이 
두 회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피조물 보호를 위해 과감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
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모두는 가장 취약한 이들과의 연대와 
모든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 COP26, COP15에서 긴급한 행동을 결정할 것을 요구합
니다. 이에 우리는 각 총회 참여국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기후 비상사태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함께 대처하라. 
하나,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고 더 이상의 생물 다양성 손실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조
치를 보장하라.
하나, 기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에서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권리를 포함한 인
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라.

COP15와 COP26을 앞두고 우리는 지구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위해 목소리
를 높이고 그들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를 위해 각국 
지도자에게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생물다양성과 기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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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세요.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청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청원 서명하기 (한글) gccmkorea.kr/goto/hphp
      (영어) thecatholicpetition.org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
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61항)

청원 서명운동 공동주관 ‘찬미받으소서 운동’(Laudato Si' Movement), 
한국 파트너 ‘가톨릭기후행동’(GCCM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