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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가 UN 총회에 2개의 결의안을 도입한 지 10년째다. 첫 번째 결의안은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로 선언한 것이었
고 둘째는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첫 결의안이었다. 그 이후로 UN총회는
Harmony with Nature에 관한 10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4월 22일마다 UN
총회 Harmony with Nature Interactive Dialogue를 통해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을 기념해 왔다.
Harmony with Nature의 본질은 어머니 지구와 인간 사회를 화해시키는 것으로서
많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바꿔 어머니 지구를 살아 있는 존재,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지구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
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대지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Harmony with Nature
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
다른 여러 분야 중 특히 법률 및 교육 기관은 인간사회가 자연에 가하는 점점 더 많은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피해에 대해 인식하며, 인간 사회와 자연의 화해를 돕고 있다.
국제 과학공동체, 영적 지도자, 지역사회 및 토착 지도자, 국가 지도자, 국가 및 정
부 책임자, 입법자, 청소년 단체 및 전 세계 이해관계자 모두 어머니 지구에 대한
학대와 상처를 널리 인식해 왔다.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뒤집기 위
해, 어머니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연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점
점 더 많은 국가에서 필수적인 법적 도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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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의 예를 들자면 2019년 3월 콜롬비아의 톨리마(Tolima) 행정 재판소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코엘료(Coello) 강, 콤베이마(Combeima) 강, 코코라(CoCora) 강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 세 강은 보호, 보존 및 유지 보수 권한을 가진 법인이 된 것이
다. 강의 권리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은 강에서 채굴 작업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천의 오염과 착취를 막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톨리마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영
국의 프롬(Frome) 마을은 마을의 프롬강의 법적 인정과 보호를 추구하는 등 전 세
계에 걸쳐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어머니 지구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유망
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12.8
(“2030년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방식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구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어머니 지구를 희생하지 않고 지구와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진
보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로서 책임 있고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교육 분야의 변화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움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남크로스대(Southern Cross University) 법과 정의 대학원
(School of Law and Justice)과 같은 기관은 유엔 Harmony with Nature 프로
그램과 제휴하여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에 관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스페
인의 발렌시아대학교(University of Valencia)는 헌법 법석사 학위에 자연의 권리 연
구를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관들은 학생들
에게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
들에게 그러한 공존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19년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쳐 보고서(A/73/236)는 전 세계 지구법의 실행
과 확산을 광범위하게 문서화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와 프로그램 관련 모든 정보는
Harmony with Nature 단독 웹사이트인 www.harmonywithnatureun.org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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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withnature)과 트위터(@UNHwN)에도 공유되어 있다.
또한, 학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발행되는 ‘생태 시민’(The Ecological Citizen) 저널은 지구중심
법(earth-centered law),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학
술지이다. 이 저널은 독자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모든 사람들이 지구 중심 패러다임에 대해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적인 원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호주지구법연맹(Australian Earth Law
Alliance)이나 마틴 블르 캠페인(Compagnie des Matins Bleus)과 같은 교육 프로
그램도 있다. 여기 한국에서는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을 주최하고 주관하는 ‘지
구와사람’이 지구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아시아 생태문명의 가치와 경험을
Harmony with Nature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훌륭한 예이다. 작년 네덜란드에
서는 지구 신탁 이니셔티브(Earth Trusteeship Initiative)라는 단체가 “자연의 권리
를 포함하는 인권과 지구 신탁 책임의 세계선언에 대한 헤이그 원칙(Hague Principles for a Universal Declaration on Responsibilities for Human Rights and
Earth Trusteeship)”을 시작했다.
오늘날, 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은 전세계에서 Harmony with Nature 프로
그램과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네트워크와 함께 어머니 지구
를 존중과 평등으로 대우해야 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인정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존재론적 위협과
자연계의 생태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끔찍한 예측에 직면하여 유엔에 의한 어
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 선언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1) 이 세계적
선언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돕는 국제적인 도덕적 나침
반을 제공할 것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적 전통에 따라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다원적이

1)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Harmony with Nature (A/74/236), paragraph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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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생태계, 땅과 바다, 문화,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데 달려 있다. Harmony with Nature는 비단 인간의 삶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를 요구한다.2)

2)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Harmony with Nature (A/74/236), paragraph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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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introduced
2 resolutions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first resolution
declared 22 April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The second was the
first

resolution

on

Harmony

with

Nature.

Since

then,

the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10 resolutions on Harmony with Nature, and
every 22 April, commemorates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with an
International Interactive Dialogu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essence of the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is reconciling human
societies with Mother Earth. It is about changing the anthropocentric
perspective

many

societies

hold

and

replacing

it

with

the

non-

anthropocentric or Earth-centered paradigm treating Mother Earth as a
living and equal being. This fundamental change from the status quo is
necessary to at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Mother Earth and to be

in harmony with Nature.
Recognizing the increasingly irrevocable ecological damage inflicted upon
Nature by human societies, leg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mong
many others, are assisting in the reconciliation of human society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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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and scientific community, spiritual leaders, community
and indigenous leaders, national leaders,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legislators, youth groups and stakeholders worldwide have all widely
acknowledged the abuse and injury towards Mother Earth. In order to
reverse

the

detrimental

impact

of

human

activities

on

the

Earth

System, recognizing Rights of Nature to protect Mother Earth has
become an essential legal tool in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worldwide.
Just to cite a few examples, in May 2019, the Administrative Tribunal
of Tolima in Colombia recognized the rights to three rivers in its
jurisdiction: The Coello, Combeima, and Cocora rivers became legal
entities with rights to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A
court decision based on the rivers’ rights not only stopped exploitive
mining in the rivers but laid a firm foundation to prevent further
pollution and exploitation of the rivers.
The Tolima experience is extremely encouraging and, similar processes
are ongoing worldwide. In England, the town of Frome is also seeking
legal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the River Frome.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promising strides being made towards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Mother Earth trough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Nature.
A vital component of the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is people
learning the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each society has in protecting
Mother

Earth

and,

as

stated

in

target

12.8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suring that people everywhere have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awarenes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festyles in Harmony with Nature”.
And people around the world are learning thanks to chang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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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ctor teaching students to responsibly and properly transform
human society to a world of coexistence with Nature, where human
progress is not achieved at the expense of Mother Earth but in harmony
with her.
For example, institutions such as the School of Law and Justice at
Southern Cross University in Australia have partnered with the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to offer classes on Earth Jurisprudence. In
Valencia, Spain, the University of Valencia now includes in its Master’s
degree in Constitutional Law the study of the adoption of the Rights of
Nature. These institutions, as well as many others around the globe,
are teaching student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world where Nature
and humanity coexist on equal terms and, are also providing students
with the knowledge to help achieve such coexistence.
The most recent 2019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Harmony with Nature (A/74/236) extensively documents the implementation
and proliferation of Earth Jurisprudence worldwide. This report as well
as all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gramme can be found at its
dedicated website: www.harmonywithnatureun.org and knowledge is also
shared

through

its

facebook

#harmonywithnature

and

twitter

pages

@UNHwN.
Furthermore,

informing

and

educating

those

outside

the

world

of

academia is also of paramount importance. For example, in the United
Kingdom, “The Ecological Citizen” journal is an internationally peerreviewed

journal

that

covers

topics

on

Earth-centered

law,

Earth

Jurisprudence, and the Rights of Nature. This journal is growing in
readership and is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public at large, thus
ensuring that all people can become acquainted with the Earth-centered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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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lso programmes such as the Australian Earth Law Alliance or
Compagnie des Matins Bleus striving to educate while actively working
on local caus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for Earth is
another great example of raising awareness on Earth Jurisprudence and
its linkages with the values and practices of an ecological civilization in
East

Asia.

In

the

Netherlands,

last

year,

the

Earth

Trusteeship

Initiative launched the Hague Principles for a Universal Declaration on
Responsibilities

for

Human

Rights

and

Earth

Trusteeship,

which

includes the Rights of Nature.
Today, the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includes a Knowledge
Network, composed of many experts worldwide who significantly and
steadily contribute to the Programme and work towards a common goal:
to recognize Mother Earth as a living entity deserving respect and
equal treatment.
In this regard, faced with dire predictions of the existential threat that
climate

change

represents

to

all

species

on

Earth

and

rapidly

deteriorating ecosystems of the natural world, the calls for a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other Earth by the United Nations are
growing. A Universal Declaration will provide an international moral
compass to guide humanit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1)
The

Earth-centered

paradigm,

guided

by

the

oldest

jurisprudential

traditions of humankind, is inherently pluralistic.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depends on respecting, protecting and nurturing diversity –
of ecosystems, land and seascapes, cultures, traditions. Harmony with
Nature calls for a deep appreciation of the many ways of being that life –
not just human life, but all life – has imagined.2)

1)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Harmony with Nature (A/74/236), paragraph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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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Harmony with Nature (A/74/236), paragraph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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