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션> 접경지역의 평화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쳐 프로그램:
비인간중심주의 세계관1)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 (UN 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소개

2009년 유엔총회가 4월 22일을 국제 어머니 지구의날로 선포하고 같은 해 하모니위
드네이쳐에 관한 제 1차 총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하모니위드네이쳐 프로그램이 시
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비인간중심주의(non-anthropocentrism) 또는 종
종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라고 하는 지구중심적 세계관에 있다. 이런 의
미에서 2009년 이후 매해 4월 22일 하모니위드네이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금까
지 12개의 관련 결의안 채택과 10회의 회의 개최 등을 이어왔다. 2020년에는 전문
가 보고서 발간과 함께 10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하모니위드네이쳐 프로그램은 다음을 통해 비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지식을 공유한
다:
1) 전용 웹사이트 www.harmonywithnatureun.org
2) 페이스북 (#harmonywithnature)과 트위터(@UNHwN) 계정
3) 법률 및 정책에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 이행 모니터링
http://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
4) 비인간중심주의적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천가들의 지식 네트워크와 프로그
램 공유 http://harmonywithnatureun.org/experts/
우리는 지구법학의 폭과 깊이를 고려해 다음 8가지 학문을 다루었다:
1) 이 발제는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보고서에 기반한다. https://undocs.org/en/A/75/266
and its Supplement http://files.harmonywithnatureun.org/uploads/upload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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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 생태경제학, 교육, 전체론적 과학(생물학, 화학, 우주론, 지질학, 물리학, 어
업과 물을 포함한 전체론적 푸드 시스템 포함) 및 전체론적 의학, 인문학(인류학, 언
어학, 심리학, 사회학 등), 철학 및 윤리, 예술과 미디어, 디자인 및 건축, 그리고
신학과 영성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롭게 사는 비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은 수세기 동
안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을 신성시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
로 간주한 토착민들의 우주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그들에게 땅과의 상호작용은 땅
이 생산하는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비옥한 토양, 식량, 의약품 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토착민의 땅은 지구 영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세계에 남아있는 생물 다양성의
80%를 포함하고 보전한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며 상호작용하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자연을 자원으로 보는 대신 친척이나 가족으로 간
주한다.
그들은 삶의 의미가 모든 삶과의 공존의 균형에 달려 있음과 ‘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가치와 윤리가 균형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
한다. 토착민들에게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지구를 보장하는 열쇠는 인류와 땅, 자연
전체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것은 수마 칵수에이(Suma Kaksuay) 또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 스페인어로
Good Living을 의미)로 표현되는 안데스 토착민의 우주적 세계관에 반영된다. 부엔
비비르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 자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활, 숨쉬는
환경,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토착 철학과 통치, 삶의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비인간
중심적 관점은 안데스 토착민의 사상에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한 관점은 인류와 어
머니 지구의 동일한 관계를 공유하는 전 세계의 많은 다른 고대 문명, 문화, 영적인
것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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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비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우리를 자연과 분리하는 현재의 인류 중심주의와
뚜렷하게 대조되는데,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자연을 단지 자원으로 보는 현재 성장
기반 경제시스템의 수익성 지배논리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법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중심적인 현행 환경보호법과 크게 대립되며, 무한성장
에 기반한 지속 불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계속되게 한다.
서구의 법률 전통은 자연인과 법인(인간이 만든 회사, 국가, 협회 등)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 점점 많은 곳에서 자연의 법적
권리 또는 자연이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법은 자연이
사물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이거나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자연의 권
리 혹은 어머지 지구의 권리)하는 중요한 변화를 인지했다.
게다가, 헌법 및 국제법에서 토착민의 관습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인류
중심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현대 환경법과 대조적으로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관습법에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판결은 토착적
서술이 법적 다원주의 개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처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그들의 견해는 실증적인 법체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9년 11월 7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물이 우주와 연결된 순환하는 생명체이며
마야인들의 수호령임을 인정했다. 2019년 11월 12일 콜롬비아의 평화특별재판소가
아와(Awá)족의 광대한 영토, 캿사 수(Katsa Su)를 권리의 주체이자 무력 분쟁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2020년 2월 6일, 미주인권재판소는 우리토지협회 원주민 공동
체 구성원의 아르헨티나 상대 소송에서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조상의 땅을 가질
권리가 있고 공동체 재산에 대한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인계되어야 한다고 판결했
다. 2020년 4월 1일, 브라질 아마존의 아샤닌카(Ashaninka) 사람들을 위한 전례
없는 법정 합의에서는 1980년대 유럽 가구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시행한 삼림 벌채
를 범죄로 보고 아샤닌카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보장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20일
미국 아이다호의 네즈 퍼스(Nez Perce) 부족 총회는 스네이크강을 존재, 번성, 진
화, 흐름과 재생, 회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살아있는 실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지난 10년 동안 원주민들이 펼쳐 온 더 큰 그림과 서구 법
률체계를 통해 그들의 신념이 공식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지난 50년 동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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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우리가 사는 환경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인식이 커졌지만, 환경법은 오염을
줄이고 인간이 의존하는 종과 서식지 손실을 막는 데 크게 실패했다. 게다가 1960
년대 이후 지속 불가능한 개발에 대한 경고는 생산과 소비와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
농도, 삼림 벌채, 그리고 종의 멸종에 대해 과학자들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면서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초래했다. 육상 및 수생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손
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구 중심의 법에 대한 새로운 비인간중심적 이해는 인류가 생각하는 자연의
효용성과 무관하게 권리를 가진 지각 있는 존재로 자연을 인정한다. 법률에 대한 새
로운 이해는 인류를 파괴가 아닌 재생으로 이끄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과 식량 생산의 순환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인간사회가 인간이 파괴가 아닌 재생을 이끄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산타페 국립 리토랄대학교 법사회과학부 교수인 곤살로 소초(Gonzalo
Sozzo)는 자연보호에 있어 환경법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그것이 지구에 대한 끝없는 착취라는 생각을 결코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2)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가진 환경법의 약점은 항상 사법의 문 앞에서 멈춰섰다
는 사실과 연결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의 환경법 교수이자 뉴질랜드 환경법
센터의 창립 이사인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는 1960~70년대 새로운 환경법에 사유재
산권에 따른 몇 가지 환경 의무만 추가했고, 계속해서 재산법과 상법의 ‘가난한 친
척’으로 충분치 않는 조치만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3)
현재까지 35개국4), 370개 이상의 입법과 정책이 채택되었거나 시행 중이다. NGO,
입법자, 입법기관이 협력해 자연을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 및/ 또는 법적 ‘인격’의 주
체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입안, 채택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학계와 많은

2) Gonzalo Sozzo, Derecho Privado Ambiental: El Giro Ecológico del Derecho Privado (Santa Fe,
Argentina, Rubinzal-Culzoni, 2019)
3) Klaus Bosselmann, The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Transforming Law and Governance, 2nd ed.
(Milton Park, Abingdon, Oxfordshire, United Kingdom, Routledge, 2017)
4)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벨리즈,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
카,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
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스위
스, 우긴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 및 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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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핵심 역할은 공식 및 비공식 교육에서 모두 강조되어야 하며, 이런 공공 참
여의 결과가 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인다.
수많은 학교, 대학 및 학술기관이 지구법학과 관련하여 커리큘럼을 도입하거나 강화
해왔고 공공 참여는 이 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공동 목표를 가
지고 다양한 형태로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0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에 대한 보고서 부록을 참고하길 권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의 고유권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정
확히 말하면, 인류를 지탱하는 생태계가 법적으로 존재할 권리가 없다면 인간의 생
명권은 무의미하다. 각 존재의 권리는 다른 모든 존재의 권리에 의해 제한된다. 이
패러다임에 의해 발전된 가치인 공평, 협력, 대화, 포용, 이해, 합의, 존중 및 상호
교감 등은 인류세 시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여정에서 생태경제학의 열망을 보완한다.
자연의 권리 입법화가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벌목, 가스, 석유, 광업 등 채굴
산업으로 야기되는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국경지역에서 평화를 확보하는 데 미칠 영
향을 알기에는 이르지만, 중남미 지역의 토착민과 아프리카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
채택되는 많은 새로운 법률이 생물 문화권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
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플로리다 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났는데, 11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오렌지 카운티는 ‘자연의 권
리’법5)을 채택한 미국 최대 지방자치체가 되었다. 두 번째는 유럽 경제사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11월 17일 ‘자연의 기본권에 대한 EU 헌장 준수’6)라는 제목의 연구결
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유럽
연합 법적 질서에 자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틀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https://www.centerforenvironmentalrights.org/news/press-release-huge-win-florida-rightsofnature
?fbclid=IwAR0hAJM9-BCdppIGv5QqZ4H0EpY1czFn7m323jHg33_nyQwEWGPGB1LGQBA
6) UN Harmony with Nature Knowledge Network Experts: Silvia Bagni, Michele Carducci, Mumta
Ito and Massimiliano Montini, in collaboration with other experts, contributed to the writing of the
Study which is available at: https://www.eesc.europa.eu/en/our-work/publications-other-work/
publications/towards-eu-charter-fundamental-rights-nature?fbclid=IwAR0Lyti_OEfNDDqkHsTVcxA
Q-ROtenIUzL2YeM8qhbpEx0duZCCKtLaSl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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