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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Living in the Light of Christ’s Peace)

핵 폐기를 위한 대화

하느님과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탄원하오니, 
원자폭탄과 핵 실험 그리고 모든 분쟁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신하여  , 

온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자.

어떤 전쟁도 어떤 무력 충돌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 
그토록 엄청난 고통도 다시는 겪지 않게 되기를! 

우리 시대와 우리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 3 -

내용 목차 

들어가는 말 히로시마에서 뉴멕시코까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는 여정  : , 4

부   평화의 장인이 되라는 부르심 교황 프란치스코 교회 복음의 가르침 1 : , , 8

부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핵 위협 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가 2 : 18 

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은 핵 폐기 3 : 25

부   나아가야 할 길 성찰 대화 그리고 행동4 : , ,  31

맺음 말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 34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37 

서한 요약 39

부록 연구 성찰 그리고 행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 40

부록 개인 성찰과 모임에서의 논의를 돕는 질문 2  44

참고 도서 45

주석 48



- 4 -

들어가는 말 < >

히로시마에서 뉴멕시코까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는 여정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년 월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했습니다 년 월   2017 9 , . 1945 8 6
일 인류가 핵시대의 어둠이라는 선을 넘어 섰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은 암울하면서도 정신이 , 
번쩍 들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을 한 번에 죽이고 심지어 눈 . 
깜짝할 사이에 온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거닐면서 이런 사악한 .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전시관에서 년 월 그 운명적인 아침에 히로시마의 학생들이 밝은 불빛에 이끌려   , 1945 8 , 
창문으로 달려갔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 
거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보통 빛은 새로운 삶과 더 명확한 . 
시야를 갖게 해 줍니다 하지만 그 날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전쟁에 사용된 최초의 핵 폭. . , 
발로 생성된 빛은 오로지 파괴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년 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제가   1962 10 , 
학생이던 때를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 
는 길에 몇 대의 러시아 비행기가 원자폭탄, 
을 투하하는 건 아닌가 싶어 하늘을 올려다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달. 
려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은 두려워할 .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망갈 시. 
간도 도망 칠 집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히. 
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을 가로질러 소각된 원
폭 돔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 

핵전쟁 가능성이 현실이 되리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핵 위협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핵전쟁에 대비하여 책상 밑에 숨거나 가장 가까운 . 
방공호를 찾는 연습을 했던 일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그런 기억, 
을 다시 생생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제가 뉴멕시코로 돌아온 지 하루인가 이틀 뒤 친구 몇이 산타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 . 
는 친구들을 뉴멕시코 역사박물관에 데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색적인 이야기가 담겨 . 
있는 전시관을 관람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 
기에 맨해튼 프로젝트, (the Manhattan Project)1)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와 샌디아 국립연구소(the Sandia National Laboratory)의 

1)  제 차 세계대전2 중에  ( 년1942 부터  년1946 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
폭탄개발 프로그램이다 전쟁 기간 동안 두 종류의 핵폭탄이 개발되었는데 하나는  . ,  우라늄-235를 탄
두로 사용한 포신형 핵분열 무기이고 또 다른 종류는,  플루토늄을 탄두로 한 내폭형 핵폭탄이었다 폭. 
탄의 개발과 제작은 뉴멕시코 주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원폭 투하 후의 히로시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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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정 그리고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한 ,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 전시물들을 일본을 방문하기 전 그러니까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바. , 
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보았던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에 . , 
붙여진 별칭인 리틀 보이 과 팻 맨‘ ’ ‘ ’2)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습니다 그 폭탄들이 . 
일본의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친구들과 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 외곽으로 외출했을 때 이 도, 
시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닫게 되
었습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의 거룩한 신앙 그리스도의 평화, 
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나가라는 
영감을 준 신앙의 도시 산타페는 
평화의 성모 누에스트라 세뇨라 , 
데 라 파스(Nuestra Señora de 
la Paz)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우. 
리 도시의 역사 히로시마와 나가, 
사키 폭탄을 만들어 낸 길고 어두
운 유산 그리고 그 이후 제작된 , 
수천 개의 핵무기를 생각하니 몹시 
심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그것. . 
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핵무기를 해체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 주님의 평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보살피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신 공동의 집인 지구를 파괴
할 잠재력을 지닌 무기를 이곳 산타페에서 만든다는 건 
제게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산타페 대교구는 강력. 
한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부여야 하고 이 무기들이 다시, 
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구나 우리 서로를 파괴하지 , 
않아야 하며 대신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대화와 협상 , ,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모든 국제 분쟁을 해결할 
국제기구에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
니다. 
역사적으로 산타페 대교구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부  , 

였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창출과 제작에 대한 우리의 역. 
할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평. 
화 활동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뉴멕시코. 

에서 또 미국 전역에 걸쳐 핵 폐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진행된( 년1945 월 일 뒤 두 종류의 핵폭탄이 만들 7 16 ) , 
어졌다 포신형 핵폭탄에는.   리틀 보이‘ (Little Boy)’ 내폭형 핵폭탄에는,   팻 맨‘ (Fat Man)’이라는 이름
이 붙여졌다 미국 국방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년. 1945   월 일8 6 ,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월 일8 9 에는 ‘팻 맨’이 투하되었다.

그림 원폭 투하 후의 나가사키2 : 

그림 우라카미 가톨릭성당에서 발3 : 
견된 불타버린 나가사키의 마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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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 온 위험스런 곤경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 
리는 이 일에 대해 서로 우리 모두와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며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위협, , 
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우리 지구를 평화와 . , ,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긴급한 문제에 대한 공개 대화를 시작하고 핵 폐기를 위한 ,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글과 증언을 통해 이런 중대한 대화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바다   . 

핵무기 실험터에서 년 넘게 평화 철야운동을 조직하고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에 참여하며 50 , 
핵 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 온 산타바바라 관구의 전 프란치스코회 소속 루이 비탈레 신부

를 생각합니다 비탈레 신부는 영성에 중점을 두고 비폭력적 삶(Father Louis Vitale, OFM) .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조직인 파체 에 베네‘ (Pace e Bene 의 창립자 중 한 사)’
람입니다. 

저는 또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핵무기 시설에 들어가 핵 폐기를 요구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에서 몇 년의 수형생활을 하고 년 세의 일기로 사망한 메건 라이스 수녀, 2021 91 (Sister 
Megan Rice)를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수감 기간 동안 메건 수녀는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 , 
가사키 폭탄 투하를 역사상 가장 큰 수치 라고 주장했습니다 메건 수녀는 자신의 유일한 죄‘ ’ . 
라면 세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한 70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놀라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 
저는 여러분에게 평화라는 대의에 새롭게 투신하기를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로 이어질 , 
활발한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 ? 
아니면 언제 할 것입니까 제 차 세계대전 중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했듯이 악 앞에서 침묵? 2 , “
하는 일 자체가 악이다 하느님은 그것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 . 
것이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 .”1) 지속적으로 핵전쟁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뒷전에 몰러 앉아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폐기하고 다. 
시는 사용하지 않게 할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서한에서 저는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언젠가   .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핵 위협이라, 
는 우려와 공포가 없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생각과 우려를 나누기 
위해 평화의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작성한 이 성찰 서한을 내놓습니다, .   

저는 제 차 바티칸 공의회와 다른 교황님들 그리고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내놓은 문서들  2 ,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신 일 그리고 교황, , 
님이 최근에 내놓은 핵 폐기 요구를 성찰할 것입니다 저는 평화의 왕자 우리에게 평화의 장. , 
인이 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 
핵무기의 현 상황에 대해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당장 비핵화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 
해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할 것, 
입니다.

저는 이 전국적인 대화가 핵 페기를 향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대화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핵 폐기라는 선. 
물을 간구하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평화롭게 서로를 바라보고 여전히 개발되고 있. . 
는 핵무기에 대해 또 핵전쟁 준비 작업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평화의 새로운 미래 평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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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 평화와 비폭력의 새로운 문화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합니다, .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행성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자매이자 형제로서 ,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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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
평화의 장인이 되라는 부르심 

교황 프란치스코 교회 복음의 가르침- , , 

최근 몇 년 사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톨릭교회가 핵무기와 핵 억지력을 지지하는 태도로  , 
부터 핵무기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태도로 극적인 변화
를 이끌어 냈습니다 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 억지력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 2017 ‘ ’
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와 통합적 군축 전망 에 관한 . ‘ ’
온전한 인간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 심포지엄 법정에서 개진된 것입니다.  

년 월 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원자폭탄 생존자들  2019 11 24
을 만났고 핵 폐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핵무기는 오늘날 야기할 수 있는 죽음과 파, . ‘
괴의 블랙홀 이라고 열정적으로 설파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 ‘ ’ . 
교황은 원자력을 전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인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의 “
미래에 대한 범죄이며 전쟁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핵무기의 보유와 마찬가지로 ...
부도덕하다.”2)고 덧붙였습니다.

나가사키 기념관에서 모든 원폭 피해자를 위해 헌화한 뒤 교황은 핵무기 경쟁이 잘못된 안  , 
전의식을 만들어내고 국제 관계를 오염시킨다고 선언하고 이 무기들은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며 환경적으로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가
족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 , 
유지 판매를 통해 쌓은 재산과 낭비되는 돈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인 것입니, 
다.”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핵무기 없는 세계가 가능하고도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무기, 
가 국가 안보나 국제 안보 차원에서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도주의적이고 환경적인 관점에. 
서 핵무기의 배치가 가져올 재앙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하며 핵 정책에 , , 
의해 조성된 공포 불신 적대감이라는 풍토가 고조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 .3)

두 달 뒤인 년 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나라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  2020 1 , 
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의 호소는 핵무기 금지 조약. (the Nuclear Weapons Ban 
Treaty)으로 알려진 조약보다 이틀 앞서 나왔습니다 이 조약은 서명국들이 핵무기를 개발. , 
시험 생산 비축 보관 이전 그리고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 , , , ,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의 무차별적인 . 
영향을 언급하면서 핵무기는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환경에는 장기적인 피, “
해를 유발한다 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 . “
필요한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 , “인
류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와 다자간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년 월 일 일본 핵공격 주년 기념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 번 핵무기가   2020 8 6 75 , “
전혀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4)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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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 폐기  
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 뉴멕시코에 있는 여러분도 그 대화를 지속. 
하기를,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무기고를 해체하고 세상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 ,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는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협을 비난해 왔습니다 핵 폐기와 비확산 지지는 .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에 확고히 뿌리
를 두고 있으며 교황 요한 세 제 차 바티칸 공의, 23 , 2
회 문서 교황 바오로 세 교황 요한바오로 세 교, 6 , 2 , 
황 베네딕토 세와 가장 최근에는 현 교황인 프란치16
스코 교황에 의해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불과 년 만에 년 회칙 지상의 평화  1962 1 , 1963 (『 Pacem in 
Terris 에서 교황 요한 세는 나라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시대의 징표) 23 ‘ (Signs of 』

를 읽어야 한다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에도 지속해 the Times)’ , 
온 군비 경쟁을 성찰했습니다 교황 요한 세는 군비 경쟁의 파괴적인 결과에 주목하고 핵. 23 , 
무기 금지와 더불어 상호 신뢰에 기초한 항구적인 평화가 있어야 군비 경쟁이 종식될 것이라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한 국가들이 고도의 정신적 능력과 경제적 자원들을 모아 거대
한 규모의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계속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고
통스런 일이다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은 큰 부담으로 희생당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 ,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의한 도움을 불가피하게 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정의 지성 인간성은 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금지되어... , , ...
야 한다 전쟁 목적을 위한 무기 생산의 중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인간들의 마음으로. 
부터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장 해제가 ,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 
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 
다.5) 

년 뒤인 년 제 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인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1 1964 2 , 『
(Gaudium et Spes 은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군비 경쟁처럼 우리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문)』
제에 교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성찰했습니다 국가 사이의 평화 엄청난 전쟁 무기. , 
에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전쟁이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면서, , 
사목헌장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보호책으로 삼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도 확실하고 진실한 평화가 아니라
는 확신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 전쟁의 원인들이 제거되기는커녕 . 
오히려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신무기의 군비에 엄청난 재화를 소모하고 . 
있는 동안에는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불행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

핵무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 사… 
이의 진실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동등
한 무기 공급의 소유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상의 평화 항-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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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비 경쟁은 인류의 극심한 역병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
입히는 것이다.6) 

교황 요한 바오로 세는 년 월 히로시마에 있는 유엔대학 과학자들에게 행한 연설에  2 1981 2
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해진 상처가 어떻게 인류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 
했습니다 교황은 핵으로 인한 절멸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구의 미래는 유일한 한 가지 요. “
소 즉 인류가 어떻게 도덕적 전환을 할 것인가 달려 있다, .”7)고 말했습니다. 

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세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군비 경쟁에 대한 교회의 가  1982 2 , 
르침은 일관되고 명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자 시대 가 시작된 뒤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의 태도는 2 ‘ ’ , 
분명해졌다 교회는 끊임없이 평화에 기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의지하. 
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다 국제적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풍토를 . 
유지할 것을 장려해 왔다 평화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지지했다 전쟁의 . .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새롭고 더 치명적인 파괴 수단이 발달. 
하면서 전쟁은 그것에 연루된 위험을 드러냈고 즉각적인 위험을 넘어서서 협력 상, , , , 
호 신뢰 형제애와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지적했다, ... 
제 차 바티칸 공의회과 그 이후의 모든 교황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표명해 왔는2
데 각자의 신념을 군비와 무기 통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입했다 가, . [
톨릭교회는] 군비경쟁에 대해 개탄해 왔고 있을 수 있는 무기 오용에 대한 더 큰 안, 
전장치뿐만 아니라 상호 진보적이고 검증 가능한 군축을 요구했다. 모든 나라의 독립
과 자유 그리고 합법적인 안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해 왔다 가톨릭, ....
교회의 끊임없는 우려와 지속적인 노력은 전반적이고 검증 가능한 무장 해제가 이루
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윤리적 선택으로 이끌릴 ,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8)

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과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핵무기 경쟁을 염두에 두  1983 , 2
고 미국의 주교들은 평화의 도전, (『 The Challenge of Peace) 이라는 사목 서한을 내놓았습』
니다 이 서한은 . 당시 미국의 핵 정책에 가톨릭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하나의 지도를 제공했습
니다. 주교들은 미국의 억지력 정책을 재고하고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더 안정“ , 
적인 국내 국제 안보체제로 이행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 정치적 윤리적 노력이 필요하, , , 
다.”9)고 표명했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년 냉전 이후 세상에서의 평  1993 , 
화 구축에 관해 내놓은 성명 정의의 열매는 평화에 “
뿌린 씨앗(The Harvest of Justice is Sown in 
Peace 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찰을 계속했습)”
니다 주교들은 미국의 주교로서 우리는 전에도 . “...
비슷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리적 임무는 . ‘
이런 무기들의 대폭적인 삭감을 진행하거나 궁극적
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일’”10)이라고 진술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세는 년 월 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 진리 안의 평화  16 2006 1 1 , “ (In Truth, 

가톨릭교회의 끊임없는 우려와 지“...
속적인 노력은 전반적이고 검증 가능
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 
든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윤리적 선택으로 이끌릴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세 년- 2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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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라는 제목을 붙이고 핵무기와 그것이 제공하는 잘못된 안보 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 . 
베네딕토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 생산과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의 미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사회가 지혜롭고 용기 있게 새로운 확신? 
을 가지고 합심하여 군비 축소의 과정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모든 사람
과 모든 민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11) 

베네딕토 교황은 계속 말합니다 국가가 평화를 유  . 
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개념은 해로울 뿐“
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핵전쟁에서는 승. 
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평화의 진리는 공. 
개적으로든 비밀리에든 핵무기를 보유한 정부들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려고 계획한 정부들을 포함한 모

든 사람이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으로 진로를 선회하여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핵 폐기를 위해 ,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여 절약된 자원은 모든 국민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 , 
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 계획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12) 

년 월 일 일반 대중을 위한 연설에서도 교황 베네딕토 세는 협력적이고 안전한   2010 5 5 , 16 “
핵 폐기를 향한 진전은 관련 국제 서약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 평화는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신뢰와 의무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다.”13)고 말했습니다. 

년 월 일에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국제 정의와 평화 위원회가 내놓은 핵 폐기에   2020 2 14 , 
관한 성명은 핵 위협에 대해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력을 확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의 말씀은 상호 파괴의 위협에 안주하는 국제 관계의 현상유지 태도(the status quo)가 바뀌
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명쾌한 요구이다 미국의 주교로서 우리는 전. , 
에도 비슷한 호소를 한 적이 있다 윤리적 임무는 이런 무기들의 대폭적인 삭감을 진행하거. ‘
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14) 
회칙 모든 형제들  , (『 Fratelli Tutti 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 』

국제 평화와 안정은 안보 상호 파괴나 전멸의 위협 단순한 권력 균형 유지에 관한 , , 
그릇된 의미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전면 폐... , 
기라는 궁극 목표는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 명령이 됩니다... 
무기와 기타 군비 지출 비용으로 결정적인 기아 퇴치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 
을 위한 세계 기금을 조성합시다.15) 

바로 몇 달 전인 년 월 일에 열린 군축회의에서 바티칸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  2021 11 17 , 
린 추기경(Cardinal Pietro Parolin)은 안보는 상호 파괴와 공포의 위협에 바탕을 두어서는 “
안 되며 정의와 온전한 인간 발전 인권 존중 창조에 대한 관심 교육과 보건 시설의 증진, , , , , 
대화와 연대에서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이어 핵무기의 .” . “
전면 폐기라는 궁극 목표는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명령 이며 실천” ...“
적인 접근을 하려면 현재 많은 논쟁에 스며들어 있는 공포와 고립주의를 뛰어넘어 평화와 안
보에 대한 다자간의 협력 윤리에 대한 성찰을 촉진해야 한다.”16)고 강조했습니다. 

무기 생산과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의 미래가 가능,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 베네딕토 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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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비폭력 메시지“ ” - 

억지력을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활동에서부터 핵  
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 교리의 발전을 추적할 때 저는 핵 시, 
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
로서 비폭력 에 비추어 예수와 복음을 이해하도록 , ‘ ’
초청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년 월 일 주년을 맞은 세계 평화의 날에2017 1 1 50 ,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폭력 평화를 위한 하나의 “ - 
정치 방식(Nonviolence A Style of Politics for —
Peace) 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 

이 역사적인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  , 
의 폭력과 예수님의 비폭력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인 비폭력을 우리의 삶의 방식 으로 삼자고 ‘ ’
촉구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기껏해야 강제 이주와   “
엄청난 고통만 야기될 뿐 이며 엄청난 자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어 젊은이 궁핍한 가” “ , 
족 노인 아픈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최악, , , . 
의 경우 폭력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 , 
니다.”17)

예수께서는 비폭력의 삶을 보여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 .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적극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느( )... . 
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환영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어김없이 설파했습니다 그분은 , .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마태 다른 뺨을 돌려 대라고 마태 가르치셨( 5,44) ( 5,39) 
습니다 그분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 와 비난하고 돌로 치려는 사람. 
들을 막으셨고요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씀하( 8,1-11), 
셨을 때 마태 예수님은 비폭력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이르기( 26,52), . 
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평화가 되셨고 .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 에페 ( 2,14-16).”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
것은 비폭력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포
함한다 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원수를 사랑하.” . 
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교 비폭력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것“ . 
은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에 대응하여 불...
의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라고 한 교황 베네딕토 세 의 .” 16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인들 사이의 민족들 사이의 형제애와 평화로운 공존의 윤리는   “ ,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
되는 것은 비폭력에 대한 그분
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포함한다.”
- 교황 프란치스코

   오토 판콕 의 작품 < ((Otto Pankok)
총을 부수는 그리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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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폭력 폐쇄적인 사고의 논리가 아니라 책임과 존중 진지한 대화라는 논리에 바탕을 , , ,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 . “나는 군축 그리고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호소합, 
니다 핵 억지력과 서로에 대한 확실한 파괴 위협은 그런 윤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 고 결”
론 지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의 적극적인 비폭력을 실천하자는 엄숙한 요청으로 글을 맺습니다  . 

자선과 비폭력이 개인 사회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서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널리 , , 
통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지역적이고 일상적인 상황과 국제 질서에서 비
폭력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행동 그리고 실제로 모든 형태의 정치 생, , , 
활을 나타내는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비폭력은 일치가 갈등보다 진정으....
로 강력하고 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적극적...
이고 창의적인 비폭력을 통해 평화를 건설하려는 교회의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모든 응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
도움이 됩니다...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폭력을 제거하고 비폭력적인 사람, 
이 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비폭력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 
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길 기대합니다.

예수의 비폭력을 살아내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에 비추어 저는 예수께서 어떻게 비폭  , 
력을 실천했으며 여기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 , ?”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 
믿어라.” 마르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폭력과 불의 전쟁과 제국의 시( 1,15) . , 
대가 종말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평화의 .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비폭력 안에서 생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 
진복팔단과 산상수훈 마태복음 장 에서 예수님은   ( 5-7 )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5,9) ,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 눈은 눈으로 이는 ‘ ,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5.38-39).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 .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 . 
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 . 
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 ,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5,43-45)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은 평화를 이루
는 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 딸인 우리 역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 ,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보편적이며 비폭력적인 사랑을 행하시며 보편적인 비. , 
폭력 사랑을 행하시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 역시 보편적이며 비폭력적인 사랑을 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용. 
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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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고 전쟁이나 정당한 전쟁론. , ‘
에 대한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just war theory)’ .

이런 가르침은 너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인 거 아니냐는 의문을 품은 사람도 많습  
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마르틴 루터 킹 목사. , (Dr. Martin 

는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Luther King, Jr.) “ , 
다.”18)라고 말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 
킹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 

예수님의 훈계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는 명령보다 따르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 ”
니다 어떤 사람은 이 훈계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 .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비겁한 사람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
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전에 없던 긴급성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어진 갖가지 격변. 
은 우리에게 현대 인류가 증오라는 길 다시 말해 멸망과 파멸로 몰아가는 여정에 있, 
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 
몽상가의 경건한 명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심지어 , . 
원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
리의 책임은 이 명령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명령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열정적으로 , 
살아내려 힘쓰는 일입니다.19) 

킹 목사는 원수에 대한 비폭력적인 사랑이 오늘날 남아 있는 유일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  
며 정치적인 해결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여기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 
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적에게 핵무기를 투하할 준. 
비를 포함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중단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러시. 
아 중국 이란 북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형제자매로 여기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 , , , 
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카의 기록 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직후 제자  (9,54-55) , , 

들이 원수를 죽여도 되는지 물은 장면을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제자. , 
들은 원수들에게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뉴멕시코에 있는 .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직적인 불의에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여 유대와   , 

사마리아의 국경을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미워하며 서로를 향. 
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싶으셨기에 일부러 그들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
다. 

도중에 어떤 사마리아 마을은 그들의 원수인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이  
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 “주님 저희가 ,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루카 라고 물었습니다( 9,54)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편적인 사랑과 창조적인 비폭력을 실천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명



- 15 -

했지만 제자들은 원수를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낸 선지자 엘, . 
리야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습니다. 
루카는 그저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고 말합니다(9,55) .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오길 바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  . 

을 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과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십. 
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 . 
리가 당신처럼 비폭력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년 뒤 여기 뉴멕시코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지옥불을 내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  2000 , 
라 실제로 지옥불을 쏟아 붓기 위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 왔고 히로시마와 , 
나가사키에 있는 수만 명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데 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우, . 
리는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만 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지. 
옥불을 불러 내리고 싶어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을 불러 내리는 . 
행위를 해왔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지기를 바란   .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면 예수님은 지옥불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계속해서 ,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도 틀림없이 꾸짖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된 책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핵무기는 비폭  . 
력적인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진지. 
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께서 오. 
늘날의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 만. 
드는 일을 멈추십시오. 핵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핵무기를 해, 
체하고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받아 들여야 , 
합니다. 
루카복음서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대화를 시작  

하기 위해 당신보다 앞서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루카 72 .(
10,1-12).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각 가정에 평화의 말로 문안하고 평화의 축복을 베풀어 하느님의 평화의 나라를 선
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돌아온 제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졌기에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 . 
순종하여 평화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 역시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라 말씀하십니다...” 루카 ( 19,41-42). 예수님은  폭력과 불의의 문
화가 더 큰 폭력을 낳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서기 년에 예루살렘에 진. 70
군하여 그 도성을 파괴했을 때 그 일이 실현되었으니까요 오늘날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 , 
는 세상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파괴를 . ,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조직적인 불의에 맞서기 위해 성전에서 비폭력적이고 직접적

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체포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 
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자리 잡은 폭력에도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 우리가 생산하는 핵무
기를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지“
기를 바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면 예수님은 지, 
옥불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계속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도 틀
림없이 꾸짖으실 것입니다.”
존 웨스터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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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니다 또 잔을 드시고. ,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
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나를 위” . “
해 그들의 몸을 부수고 나를 위해 그들의 피를 흘리게 , 
하라 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 내 ” . “
몸을 바치고 내 피를 흘렸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 , ”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비폭력이라는 새로운 계
약을 제시하십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비폭력적인 예수님의 길을 취하여 다른 사. , 
람을 죽이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고통당하고 죽기를 더 우선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  , 

기 위해 폭력적으로 칼을 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베드로가 병사를 치자 예수님은 마지막 계명을 내리십니다. , . 칼을 내려놓아라“ .” 바 
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공동체와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며 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폭력에 관해 얼마나 진. 
지하신지를 깨닫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져버립니다, .  
체포 재판 고문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심지어 자신을   , , , ,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비폭력적입니. 
다 예수님은 복수나 앙갚음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말로 친구들을 맞이하고 평화. . , 
와 비폭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다시 파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 민족의 적들까지도 사  , , , 
랑하기를 요청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비폭력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 
대화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확실히 이 명령은 여기 뉴멕시코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준. , 
비되고 있는 폭력에 맞서 핵 폐기를 시작하여 어느 누구도 다시는 하늘에서 지옥불을 끌어내, 
리지 않도록 하자는 도전 과제입니다 킹 박사는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 “
듣고 따르길 바란다.”20)고 결론 지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배우지 않“
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파괴를 , 
향하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스터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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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샌디아의 살바도르(Nuestro Salvador de las Sandias), ©, 
윌리엄 하트 맥니콜스 신부(Fr. William  Hart McNichols),
http://frbillmcnichols-sacredimages.com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 민족, , , 
의 적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요청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비폭력적인 예수님, 
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대화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 웨스터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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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핵 위협

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가- 

로마 가톨릭 산타페 대교구에는 환경의 수호성인이자 평화와 가난한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인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스러운 신앙 이라‘ ’
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 
코로부터 당신의 교황명을 따 온 교황 프란치스코
는 핵무기 폐기를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는 미국 어느 교구 어, , 
쩌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산타페 대교구 경계 내
에서 더 많은 핵무기를 설치하는데 돈을 쓰고 있
습니다.21)  

교황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 ”22)

고 분명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예전에 교황청은 핵 . 
보유는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지력 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 ’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년 교황청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2015 . 

핵무기 보유는 설령 그것이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무기의 어떤 사용 가능성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와 .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는 이것에 , 
점진적인 폐기를 향한 단계 라는 조건을 붙이고 억지력이라는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 ’
를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은 실현되기는커. 
녕 폐기와는 멀어졌습니다 완전한 폐기를 향한 더 이상의 진척도 없고 보다 안전하. , 
고 훨씬 진정성 있는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 설치는 그 , 
정당성을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핵무기 사용의 부도덕성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 
보유하는 일도 부도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핵 폐기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할 때입, 
니다.23) 

사실 미국과 소련 현재의 러시아 이 억지력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만 어마어마한 핵무  ( )
기를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핵무기 정책은 항상 억지력과 핵전쟁 전투력의 혼합체였. 
고 이 두 가지 모두 오늘날 전 지구의 절멸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년 오바마 행정부, . , 2010
가 높은 수준의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를 마친 뒤 국방부는 , “미국이 잠재
적인 적에 대항할 수 있는 상당한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요구한다. 새로
운 지침은 카운터 밸류‘ (counter-value)’3)나 최소한의 억지 전략 에 의존하지 않는다‘ ’ .”24)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핵전쟁 능력의 실행은 년 트럼프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에 의해 증강되  2018

3) 군사 교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도시나 민간인처럼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의 자산을 표적으, 
로 삼는 것을 말한다 는 상대의 군대와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Counter-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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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저위력 잠수함 핵탄두 년대 초에 철수했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 , 1990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이전에 폐기하기로 계획되었던 , 미국 최대 규모인 메가1.2 
톤25) 핵폭탄의 지속적인 보유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26)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년 초 발 2022
표 예정인 새로운 핵 태세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새로운 핵전쟁 . 
능력 추구를 역행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는 억지력을 위해서라면 몇 백 개 정도면 될텐데 수천 개의 핵무기를   ,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쟁 능력을 갖추려는 이 끝없는 추구는 . 핵 보유국들의 거대
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동하는데‘ ’ , 미국은 향후 년에 걸쳐 최소한 조 천억 달러30 1 7
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27)

이 모든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청하신 핵무기 폐기에 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살  . 
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 핵무기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구세주 , 
예수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스러운 신앙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처럼 산타페 대교구, 
는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옹호하고 지도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프란치스코 성인께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향한 긴 여정에 나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청합니다. 

새로운 핵무기 경쟁 

미국이 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지에 대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르 알페로비츠 같은 많은 학자들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년 . 1945 8
월 일에 항복하려고 했고 미국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트루먼 15 , . 
행정부의 많은 핵심 인사들은 원폭 투하를 반대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끔찍한 폭탄을 ,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에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에 대량살상무기를 투하했으며 그렇게 핵무기 경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 . 
일부 역사가들은 년대 초에 전쟁을 담당했던 부서가 원자폭탄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1950 “ ,” 
원자폭탄이 그 해 월 침공으로 사망했을지도 모를 미국인 백만 명의 죽음을 막았다는 신화11
를 창안해 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 신화는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으니 더 논의될 필. , 
요가 있습니다.28) 

오늘날 인간 가족 전체 실제로 지구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핵무기   , . 
경쟁으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핵무기 경. 
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 중거리 핵 군사력 종료와 미국 러시아 사이의 개방된 하늘 조약 -
∙ 미국은 여전히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지구를 몇 번이라도 파괴하 3,750 , 

기에 충분한데 핵무기 폐기는 년에 약 개의 탄두 정도로 둔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 1 75 . 
재 기존의 핵무기를 재구축하여 새로운 군사력을 갖추려 하고 새롭게 설계된 탄두도 생산,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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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핵무기 생산 공장들이 적어도 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2075 , 새로운 핵탄
두를 운반하기 위해 신형 중폭격기 잠수함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만들어지고 , ,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매년 개까지의 플루토늄  80
피트 폭탄 코어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년도 연구실 예산인 억 달러의 ‘ (pit)’ . 2022 40

가 핵심 핵무기 연구와 생산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72% .29)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심 사명 [ ] 

∙ 러시아 역시 주요 현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  ‘ ’ . 
진화된 핵무기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신형 핵무기를 결코 방어할 수 없을 거라고 ,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만 한 미국 상원의원은 핵전쟁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
∙ 중국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위한 수백 개의 새로운 경화 사일로4)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사일 원자핵 탄두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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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극초음속 운송 차량으로 보이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핵전쟁으로 몰아넣. 
을 수도 있는 대만에 대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 능력 증대는 새로. 
운 핵 태세 검토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게 더 강경한 입장을 채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리
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는 또 인도 중국 파키스탄 사이의 자 핵무기 경쟁을 촉. , , 3
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영국과 파키스 , 

탄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이란과의 핵 거래를 종료한 뒤 이란은 폭탄 제조 능력에 가까운 우라늄을 농축한  ,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 , 
선제적 군사 행동을 위협해 왔습니다. 
∙ 북한은 약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 계획을 내놓고  45 ,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 남. , 
한 사이에 재래식 무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경쟁은 본질적으로 자기 영속화 경향 즉 끊임없이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작용을   - , 
불안정하게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드러냅니다 그 예. 
로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핵무기는 어떤 면에서는 부, 
시 대통령이 년 탄도 미사일 방어 조약2001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일방적으로 종결지
은 것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반응입니다 재임 기간에 .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 국민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은 오직 하나뿐입
니다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 
워서는 안 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두 나라의 유일한 가치는 핵무기를 절대 사. 
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30) 라고 직설 
적으로 말했습니다.

전 지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레이건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요청해 온 대로 다자간 검증 가능한 핵무기 제거입니다, .

핵무기의 위험

핵전쟁의 명백한 위험은 거의 대부분 비전투원이었던 약 만 명의 사망자를 낸 히로시마  20
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잠재적인 핵 위험을 추산할 . 
때 핵무기가 초래할 끔찍한 피해는 현재 전 세계에는 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으며 그 , 13,000 , 
중 일부는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폭탄보다 배나 더 강력하다는 사실로 가중됩니다 약 100 . 

개에 이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탄두는 2,000 , , ,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사용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31)

  

4) 사일로 는 미사일의 지하 격납고 겸 발사대를 말한다 (silo) .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
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렇다면 핵무기를( ) 완전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연두 1984 , ,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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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핵무기 보유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 채굴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여 명의 폐암 사망자를 낸 것 , 1,000
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들 뉴멕시코의 디네, ( Diné와 라구나 푸에블로Laguna 
Pueblo를 포함하여 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32) 
∙ 핵무기와 연관된 일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방사능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질환 

에 시달리거나 사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소송을 제기. 13
했습니다 산타페 대교구 내에서는 로스 알라모스 . 
국립연구소를 대상으로 건 샌디아 국립연구17,595 , 
소를 대상으로 건의 소송이 청구되었습니6,239
다.33)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핵무기 연구와 생 
산이 이루어진 년 동안 약 만 제곱 야드의 75 , 90
방사성 유해 폐기물이 내부 처리가 되지 않은 구덩
이와 참호에 매장되었습니다.34) 종합적인 정화 계 
획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하수는 엄청난 오염. 
물질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
다.35)  
∙ 핵무기 실험에서 발생하는 낙진은 년부터  1945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만 명에 이르는 2000 43
암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명이 . 
긴 탄소 낙진 으로 결국 만에서 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14 (carbon-14 fallout) 120 240
하게 될 것입니다.36) 뉴멕시코의 트리니티 실험 낙진 피해자(Trinity5) Test downwinders)
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 미국은 핵무기에 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10 ,37) 향후 년에 걸쳐 핵무기 비축과 수 30
송체계를 현대화하는데 약 조 억 달러를 재투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병들고1 7000 . ,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핵전쟁에 얼마, . 
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검토되어 온 주제인 핵전쟁 이후의 긴 핵 겨울 , , ‘ ’6)의 파
국적인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년 월 유엔 보고서는 주요 핵 치환은 직접적. , 1998 5 “
으로 수억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수십억 명의 사람을 죽일 수 , 
있다 고 결론 지었습니다.” .38) 

핵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고와 잘못된 계산 

5) 트리니티 는 인류 최초의(Trinity)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에 붙여진 코드네임이다.  년1945   월 일7 16 , 미
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르도 포격장 에서 실험이 실시  (Alamogordo Bombing and Gunnery Range)
되었다 사용된 폭탄은.  플루토늄 폭탄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팻 맨 과 같은 종류이(Fat Man)
다 트리니티 실험의 크기는.  TNT 킬로톤 이상의 규모였다고 밝혀졌다 22 .

6) 핵 겨울 은 핵전쟁으로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인위적으로(Nuclear winter)    빙하기가 발생
하는 현상을 말한다. 핵무기 사용에 의한 폭발과 그에 동반되는 광범위한 화재로 공중에 발생한 재와  
연기에 의해 태양광이 가려진 결과다. 칼 세이건 등의 학자들이 제창했다  . 

그림 4 : 내부 처리 되지 않은 구덩이에 매
장하기 위해 방치된 방사성 유독 폐기물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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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폭탄 가운데 하나인 파운드의 수소   1957 , 42,000 
폭탄이 산타페 대교구 내 앨뷰커키 커틀랜드 공군기지 남쪽 마일 지점에 우연히 떨어졌습4.5 
니다.39) 폭발물이 완전히 내장되어  
있었다면 이 폭탄은 어쩌면 뉴멕시
코 중심부를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고는 년 월   1961 1 23
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골드스보로 
상공에서 발생했는데 분해되던 ,  

폭격기에서 메가톤 규모의 B-52 4 
폭탄 두 개가 떨어진 것입니다 샌. 
디아 연구소의 한 핵무기 전문가가 
두 번째 폭탄에서 우발적인 폭발을 “
막기 위해 설계된 개의 안전 시스4
템 가운데 개가 작동하지 않았으3 
며 네 번째 안전장치인 간단한 저, 
전압 스위치가 그날 노스 캐롤라이
나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40)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구축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 잠수함에 탄 장교   1962 , 
명 가운데 한 사람은 핵 어뢰의 발사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행위로 거의 확3 . 

실시되던 전면적인 핵전쟁의 개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41) 
  년 소련의 전면 핵 공격에 대비하여 모의실험을 하던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의 훈1979 , 
련 테이프가 조기 경보망에 실수로 삽입되었습니다 그 후 년 사이 미국의 경보 시스템은 . 2 3
차례나 더 잘못된 경보를 발생시켰습니다.42)  
  년 월 일 소련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관할하던 대령은 미국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1983 9 26 , 
온다는 두 건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위 당국에 대응 공격
을 개시하라고 통보하기 전에 그는 지상 레이더 상에서의 확인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 
장하며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복종이 세상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43)  

년에 러시아 전략군은 과학 장비를 실은 미 노르웨이 로켓을 핵무기로 무장한 미사일  1995 -
로 오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미사일의 궤도가 위협적이지 . , 
않은 것으로 계산되기 전에 처음으로 핵 축구‘ (nuclear football)’7)를 작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핵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 
가지 사건 이후 핵무기에 대한 명령과 통제 안전 메커니즘은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 , . 
든 핵무기를 없애지 않고서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위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핵전쟁의 현실적인 위협은 남아 있으며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핵무기 경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7) 대통령 비상 가방 이라 불리는 서류(the president's emergency satchel)    가방으로, 대통령이 비상작 
전센터 같은 고정 지휘소를 떠나 있을 때  . 핵 공격을 승인하는 장비를 말한다 전략 방어 시스템의 모. 
바일 허브로 기능하며 고위 보좌관이 들고 다닌다, . 

그림 5 : 년 월 일 1945 7 16 트리니티 핵 실험 , 
원자 시대의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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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경쟁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미국 양자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테러리스트나 하위 국가 행위자들에 8) 의해 국지적인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핵무기를 사용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새로운 사이버 전쟁 기술은 핵 방어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핵무기의 지휘와 통제권 , 

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 극초음속 전달 플랫폼과 인공 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 
∙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을 포함한 갈등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엄청난 혼란과 인 

간의 이주를 야기할 것입니다.

8) 하위 국가 행위자 에는  (sub-state actors)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지식 전문가 단체 국제기구 반, , , , 
란을 일으키는 집단 테러 단체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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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3
엄청난 빛을 목격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은 핵 폐기 -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의 실패

흔히 세계 핵확산 금지체제의 초석이라고 불리는 핵확산금지조약 은 년에 발효되  (NPT) 1970
어 개국이 서명했습니다 다른 어떤 조약보다 많은 나189 (
라가 서명). 조약에 서명한 각국은 선의를 지니고 핵무기 “
경쟁의 조기 중단과 핵 폐기에 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
하는 데 협의한다.”44)는 내용을 대가로 비핵 보유국들이 , 
핵무기 취득을 포기한다는 그랜드 바겐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핵무기를 가진 어느 나라도 그 엄  , 

숙한 약속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무기를 무기한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 
모 현대화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점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 

년에 교황청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2014 . 

세계 지도자들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그 밖의 국제 문서에 담겨 있는 무장 해제에 대
한 약속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세부 사항 이상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도덕적 약속입니다 핵보유국들이 핵 폐기를 향해 거의 또...
는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은 현상 유지 정책의 부당한 지속으로 간, 
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보유국들이 핵 폐기로 나아가는 한에서만 나머지 국가들도 
비확산 체제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45) 

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2015 (the Review Conference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 폐기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그 . , 
이후 갖가지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향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는 핵무기 강국과 . 
비핵 국가들 사이에 절망적인 교착상태를 드러내면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가톨릭교회는 처음부터 핵무기 금지 조약의 주도적인 지지자였습니다 년 월 금지 조  . 2017 3
약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약 체결 과정이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가는 , “
길에서 결정적인 한 걸음 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일” , ‘ ’46)이 아니라는 
희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바티칸은 년 월 이 조약에 서명한 첫 번째 국가였으. 2017 9
며 조약은 년 월 일 드디어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궁, 2021 1 22 . 

극적인 목표로 한 핵무기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 
속력 있는 국제 협정입니다. 이 금지 조약은 특히 화학 

핵보유국들이 핵 폐기로 나아“
가는 한에서만 나머지 국가들도 
비확산 체제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년 교황청- 2014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금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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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물학 무기 협약과 같은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 무
기에 대한 금지 조약에 비해 훨씬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조약은 핵무기 활동이 원주민들에게 . “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 을 인정하고” , “각 주 당국은...
그렇게 오염된 지역의 환경 복원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7)는 내용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산타페 대교구와 특별한 관련이 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과 우리 땅에 깊이 연관된 핵무기의 역사를 감안할 때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 
금지 조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조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장려할 특별한 ,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영원히 유지하는 뉴멕시코의 독특한 역할

뉴멕시코에는 미국 대 핵무기 실험실 중 두 곳인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3
있습니다 제 차 세계대전 동안 로스 알라모스 실험실 토지의 대부분은 아메리카 원주민 선. 2 , 
조들과 히스패닉 정착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압류되었는데 이로써 식민, 
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체계적인 폭력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생산한 핵  
무기의 발상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 폭발이 이루어진 트리니티 실험은 뉴멕시코 중남부 .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매혹의 땅. (the Land of Enchantment)이라는 맞갖은 별칭을 지닌 
뉴멕시코 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핵무기 보유 시설을 갖고 있는데 앨뷰커키 국제공항 남쪽 , 2
마일 지점에 위치한 커틀랜드 공군 기지 지하 저장고에 약 개에 이르는 핵탄두가 있다2,500
고 합니다 독립된 나라였다면 뉴멕시코는 세계 위의 핵보유국일 것입니다. , 3 .48)

연방 예산 문서에 따르면 뉴멕시코 주 에너지 시설 관리국은 회계연도에 억 달러  , 2022 80
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주 전체 운영 예산인 억 천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 , 73 4 . 
예산의 억 달러 가 에너지국의 반자율적 핵무기 기관인 국가 핵 안보국75%(60 ) (th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핵무기 연구와 생산 프로그램에 사)
용됩니다 국가 핵 안보국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핵무기 예산 억 달러의 가 뉴멕. 155 39%
시코 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뉴멕시코 주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전체 예산보다 두 배 이상 , 
많습니다.49) 
플루토늄 피트  ‘ (pit)’9) 폭탄 코어의 생산은  미국에서 산업 규모의 핵무기 생산의 초점이었는

데 년 미국 연방수사국 이 덴버 인근 로키 플랫 공장, 1989 (FBI) (Rocky Flats Plant)에서 벌어
진 환경 범죄를 조사하면서 갑자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년에 에너지국은 피트 생산 1996
임무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로 다시 이전시키고 연간 개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국가 , 20 . 
핵 안보국은 로스 알라모스 실험실에서 연간 개의 피트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연간 30
최대 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80 . 

회계연도에 투기적인 신형 핵무기에 사용될 피트를 증산하는 데만2022 50) 억 달러를 받게  10

9) 핵분열 물질과 중성자 반사체가 결합되어 있는 폭발 무기의 핵을 말한다 년대에 . 1950
시험된 일부 무기들은 로 만든 피트를 사용하거나 플루토늄으로 합성한 피트를 U-235
사용했는데 플루토늄 피트가 지름이 가장 작아 년대 초부터 표준이 되었다, 1960 .

관한 조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조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장려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 웨스터 대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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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실험 유예로 이 무기들이 전면적으로 시험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것, 
은 미국이 다시 시험을 진행하도록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분명히 그 조치를 ,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약 만   90

평방 야드에 이르는 방사성 유해 쓰레기51)를 리
오그란데 강10)에서 마일 떨어진 내부 처리를 하3
지 않은 구덩이와 갱도에 묻고 덮어버릴(cap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폐기물은 그 and cover) .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하수에 흘러들어 영구
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뉴멕시코 주에는 또 미국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심층 지질 처리장인   격리 파일럿 플랜트

약칭 가 있습니다 국가 핵 안보국은 앞으로 의 용(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 WIPP
량의 절반은 신형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피트 폭탄 코어 생산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 ’ 
기물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52) 
뉴멕시코는 자체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적이 없는데도 원자력업계는 우리 주에 이른바 통합   ‘

임시 저장소(Consolidated Interim Storage) 를 설치하여 만 톤 이상의 치명적인 고준위 ’ 10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53) 년 동안 상업용 방사성 폐기물을 발65
생시키면서도 영구적인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저장소가, 임 ‘
시 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활용할 기금을 빼앗는 핵무기

핵무기 산업이 직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는 이유로 뉴멕시코 의회 대표단은 핵  , , 
무기 산업을 역사적으로 크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혹의 땅 뉴멕시코는 개 주 전체. , 50
의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늘 최 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무기 산업이 일부 특권. 
층이 아니라 전체 뉴멕시코인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걸까요 증거는 그 반대를 보여 줍니? 
다. 핵무기 산업이 년 동안 뉴멕시코에서 가동되어 왔는데 인구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79 , 

년 위이던 인당 소득이 년에는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1959 37 1 2019 49 .54) 더욱이 최근의 한 , 
경제 연구는 연구소의 존재가 로스 알라모스 카운티 주변 개 카운티 정부의 경제적 순 이익7
을 유출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55) 대조적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로스 알 , , 
라모스 카운티는 중위 가구 소득 면에서 미국에서 번째로 부유한 카운티로 평가되었습니다4 .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뉴멕시코에는 의 히스패닉계와 의 아메리카 원주  , 48% 12%
민이 거주합니다 로스 알라모스 카운티에는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미. 79% , 
국의 다른 카운티보다 인구 비례 상 백만장자가 더 많습니다 반면 뉴멕시코는 빈곤에 시달리. 
는 아동과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매혹의 땅은 전반적인 아동 복지 면에. 
서 모든 주 가운데 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 경제적 불평등과 제도적 인종차별이 만49 . 
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년 교황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14 , .  

10) 리오그란데 (The 는 미국과 멕시코를 통과하는 길이에 이르는 강이다Rio Grande) 3,051km . 콜로라
도 주남쪽에서 발원하여   뉴멕시코 주를 거쳐 텍사스 주로 흘러든 뒤,  멕시코 만으로 흐른다 이 강을 . 
경계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한다.

총이 제작되고 군함이 진수되고 로켓, , 
이 발사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먹을 ,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서 돈
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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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 종식되고 여 년 전 핵 교착상태 의 종식은 전 세20 , (the nuclear stand-off)
계 빈곤층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화 배당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사
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수를 줄이고 있는 바로 그 국가들의 핵, 
무장 현대화 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 .56)

냉전 이후 미국에서는 핵무기 현대화 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비용에는 전체 비  ‘ ’ , 
축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잠수함 폭, , 
격기를 만드는데 드는 엄청난 액수가 포함됩니다 더욱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자와 빈자 사이. , 
의 경제적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다음 연설은 유명합니다. . 

총이 제작되고 군함이 진수되고 로켓이 발사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먹을 음식, , , , 
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입을 ,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
을 의미합니다. 무장한 세계가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땀 과 . , 
학자들의 천재성 아이들의 희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 ...
을 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전쟁의 구름 아래 인류는 철로 만든 십자가에 . ,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57)

년에 교황청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2014 . 

수십 년 동안 핵 강대국 중심의 정치 체제가 세계 빈곤층에 미친 영향은 명백해 졌
습니다 년 전 제 차 바티칸 공의회는 핵 무기 경쟁은 인류에게 정말로 위험한 . 50 , 2 “( ) 
함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히는 함정 이라고 선언했습, ”
니다 오늘날 핵무기의 생산 유지 배치는 빈곤을 개선하고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 , , , , 
발전을 위해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습니다 핵시설 확장. 
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빈곤의 패턴을 영속시키고 있습니다.58)

  
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19 , . 

핵 공격이 인간과 환경에 초래한 끔찍한 재앙을 목격한 여기 이 도시에서 무기 경쟁,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기 경쟁은 인간의 . 
온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유지 판매를 통해 쌓은 재산과 낭비, , , , 
되는 돈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인 것입니다.59)

갖가지 통계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바로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전면 폐기에   , 
투신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과 다른 많은 분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 
는 대량살상무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쏟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끝내야 합니다 그 투자는 . 
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을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막대한 자금을 교육 의료 환. , , 
경 정화 기후 위협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재건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감염병에 맞서 모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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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제공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미래의 전쟁을 막기 위한 진정한 국제 분쟁 해결   , 

프로그램에 지원함으로써 전쟁 자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 , 
파괴에 직면해 있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 상황에서 핵전쟁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 자원을 낭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라는 힘겨운 작업에 착수하고 우. . , 
리의 지구를 돌보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의 문화의 창조와 건설
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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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세계는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주창하는  
목표일뿐만 아니라 수백만 남녀의 열망입니다, . 

인간 가족의 미래와 생존은 이 이상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년 핵무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엔나 컨퍼런스에서 밝힌 연설-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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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
나아가야 할 길 

성찰 대화 그리고 행동 - , , 

저는 긴급한 핵 폐기 필요성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 계신 여러  
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핵을 감축하고 . , , , 
나아가 폐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뉴멕시코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창조적인 대화를   , , 
나누며 국립연구소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산타페 대교구는 년, . 1982
부터 년대 초까지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2000 , (Santuario de Chimayó)에서 로스 알라모스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한 연례 에큐메니컬 및 종교간 기도 순례(an annual ecumenical and 
interfaith Prayer Pilgrimage for Peace)를 후원해 왔습니다.60)

년대에 산타페 대교구는 교구 신자들 성직자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 직  1980 , , 
원 군대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했는데 그 모임에서 , , 우리는 성경 가톨릭 사, 
회교리 제 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2 .

지난 년 동안 매년 월 일 가톨릭 신자들과 뉴멕시코 주민들은 히로시마 폭탄이 세워  15 , 8 6
졌던 장소인 로스 알라모스의 애쉴리 폰드 공원(Ashley Pond Park)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면
서 핵 폐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어떻게 니네베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해 회개하. 
라고 요청했는지 그러자 , 자루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한 니네베 사람들에 대해 기
록한 요나서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뉴멕시코 주민들은 매년 히로시마 기념일에 로스 알라모스. 
까지 걸어 가 니네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루옷과 재를 걸치고 인도에 앉아 분 동안 침30
묵 기도를 하며 전쟁과 핵무기가 초래한 죄를 회개하고 평화의 하느님께 핵 폐기라는 선물, “ , 
을 내려주시도록 간청 합니다 그들은 연구소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핵폐기물을 정화하” . , 
고 환경을 치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인 일에만 종사하기를 기대, , 
합니다 주민들은 이 목표가 뉴멕시코와 세계를 폭력의 땅에서 비폭력의 새로운 땅으로 바꾸. 
어 놓으리라고 말합니다. 

핵 폐기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비폭력적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라  , 
는 데 동의한다면 뉴멕시코를 시작으로 핵 폐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어떤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대화에 필요한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할 것을 ? , 
요청합니다. 
먼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대대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 . 

작업은 환경과 지하수를 영구히 보호하는 동시에 수십 년간 보수가 좋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뉴멕시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핵  . 
무기 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대신 핵무기를 해체하는 길고 기술적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또 검증 가능한 핵 폐기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위한 계획 그. , 
리고 전 세계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로스 알라모. 
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핵 비확산 프로그램은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가능하게 할 핵무
기와 핵 물질의 원격 감지 회계와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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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무기 통제 조약을 지원하기 위해 향상된 검증 기술이 필요합. 
니다 기존 핵무기의 해체와 처리를 위해 위 두 연구소의 설계 전문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 
런 모든 기술적 수단이 핵무기가 없는 검증 가능한 미래 세계를 보증하는 동시에 앞으로 고, 
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재앙적인 기후 변화가 이제 정말로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었다는 데 동의할 수 있  

습니다 더 가속될 환경 파괴와 인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생산과 유지 관리에 사용. , 
되는 수십억 달러를 이전시키는 일이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인 작업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합
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년 회칙 찬미받으소서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2015 , : (『 Laudato 
Si’ : On Care for Our Common Home) 에서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 , , 』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 , , . 
중대한 도전 과제입니다.”61) 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우리는 뉴멕시코에서 핵무기에 사용되는 자원을 태양열 풍력과 지열 자원을 얻어내  , , 

는 데 동원할 수 있고 이런 자원은 화석 연료 추출을 중단함에 따라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 . 
뉴멕시코 에너지국이 재생 에너지 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자금은 우리 주 핵무기 예산의 0.4%
에 불과합니다.62)

년 월 뉴멕시코 주 의회는 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두 배로 늘리고 년  2019 3 , 2025 , 2030
경에는 재생 에너지를 까지 활용하고 년경에는 탄소 없는 전력을 생산하도록 50% , 2045 100%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뉴멕시코 주는 청정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 
최대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년에는 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자극8,830 , 2030 46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63)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대대적인 정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 , 
생 에너지 사업의 확대 역시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악화되는 기후 변화를 완
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뉴멕시코 북부 지역의 상생 사업이 될 것입니다, (win-win) . 

더 나아가 이곳 뉴멕시코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 준비에 사용되는 막대한 자  , , 
금을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는데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 
자금을 국제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면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 
리의 자원을 세계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투자한다면 전쟁 , 
자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모두. , 
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도덕적인 문제를 지닌 핵무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과 경제  

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현 가능. 
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산타페 대교. . 
구는 특히 뉴멕시코 의회 대표단과 주지사에게 그런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도에 뿌리내리고 비폭력에 기반을 두며 핵 폐기가 성취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 초  , , 
점을 둔 우리의 모든 대화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 . 
함께 해 주시는 평화의 하느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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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아의 성모 마리아(Nuestra Señora de las Sandias), © 
윌리엄 하트 맥니콜스 신부(Fr. William Hart McNichols),

http://frbillmcnichols-sacredimag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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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말 < >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서한에서 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영향 핵 폐기에 나서자는 프  , 
란치스코 교황의 요청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 비폭력 보편적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 , , 
복음적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핵 위협의 실체 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 , 
그리고 핵 폐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해결책과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 
여러분에게 핵 폐기에 관한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 
멕시코에서 핵무기의 생산과 유지를 중단하고 핵무기 없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새, 
로운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년 크리스마스 강복 연설  2021 (Christmas Urbi et Orbi11) address)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는 사적으로든 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conversation) (dialogue) 
습니다. 

주님의 말씀 은 대화에 필요한 살 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독백이 아니(Word) (Flesh) . 
라 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 자신에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화는 . , , 
사랑과 생명의 영원 무한한 친교입니다 말씀이 살이 되신 위격인 예수를 세상에 오. 
게 해 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만남과 대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 , 
주님은 당신 안에서 육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뢰와 희망 속에서 ,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복잡다단한 위기 앞에서 기나긴 대화의 여정에 나서기보다 대, 
화를 회피할 위험 지름길을 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화에 나서는 여정, . 
만이 갈등 해결과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이끌 수 있습
니다.64)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이 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 
우리 사이의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킨 해법은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이끄는 유익한 대, 
화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솔직하고 성실한 노력입니다 핵 폐기에 관한 대화는 이런 대화에. 
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명의 제자를 당신 앞에 보내시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  72 ,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 “ (My peace 
is my gift to you, 요한 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예14,27)” . , 
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건넨 말씀은 평화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11) 라틴어 우르비 에트 오르비 (Urbi et Orbi 는)  ‘로마 도시와 전 세계에게 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에서   ’ , 
성명문의 서두에 썼던 문구였다 오늘날에는.  교황이 라틴어로 행하는 공식적인 축복과 강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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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로 평화의 말을 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대화를 이곳 뉴멕시코와 전 세계의 핵 폐기를 위, 
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한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  , 
갔던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평화의 빛이 아니라 죽. 
음과 파멸로 이끈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죽음 멸망의 어둠으로부터 우리  . , 

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 ‘ ’ . 
핵무기의 밝은 빛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보편적인 사랑의 참된 빛 보편적인 자비. , 
의 빛 보편적인 평화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완전한 비폭력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 . . 
빛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새로운 미래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볼 , 
수 있게 해 줍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the Feast of the Transfiguration)인 
월 일에 발생했습니다 변모 이야기에서 마태 마르 루카 예수님은 8 6 . ( 17,1-8, 9,2-8, 9,28-36)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밝고 흰 빛으로 변형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 . 
라 죽은 듯이 땅에 엎드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지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 ”
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즉 세상의 빛이요 치유하는 평화의 빛이심. , 
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의 어둠과 핵전쟁 위협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  , 

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은 핵전쟁에 대비하여 수천 개의 핵무기를 건설하. 
고 개발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하게 했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사랑 비폭력이라는 약속된 새 땅을 볼 . ,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변모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 , , 
어나 바로 여기 뉴멕시코에서 시작하여 약속된 평화의 땅 핵무기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 ,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서로  , . 
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가족 구성원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의 집을 공유하는 하느님, , 
의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든 어디서든 핵전쟁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 
다 우리는 핵 폐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무기를 해체하. . , 
고 땅을 정화하고 그 막대한 자원을 국제적 비폭력 분쟁 해결 구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 . 
런 조치들은 기아 빈곤 인종 차별 그리고 탐욕 같은 전쟁 자체의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습, , , 
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우리는 뉴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새로운 미  , , 
래를 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저장하지 않는 새로운 비폭력의 뉴멕시코 모든 사람이 핵전쟁. , 
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뉴멕시코에서 기아. 
와 빈곤을 종식시키고 학교와 보건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의 삶을 유지하는 고용을 보, , 
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비폭력의 삶을 가르치는 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런 대화를 추구하고 핵 폐기라는 임무를 떠맡는다면 우리는 우리 땅과 세상을 더 . ,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온전히 사는 법을 ,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 는 신의 위대함 이라는   (Gerard Manley Hopkins) “ (God's Grandeur)”
시에서, “성령께서 구부러진 세상 위에 밝은 날개를 펼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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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65) 지구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밝은 날개의 빛은 지혜 신중함 용기로  . , , 
가득 차 있어서 평화에 관한 유익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 대화는 폭력과 , . 
핵전쟁의 위협으로 자주 굽어지는 가난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 
빛나는 날개의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요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침의 별 그리스’( 1,5) . 
도는,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의 빛을 내려”(Easter Exsultet - 부활절 
환희)66)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핵 폐기에 관한 대화 . , , 
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가 됨으로써 전쟁의 도구를 없. , 
앨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 
니 우리는 이 대의명분과 인류 전체와 전 지구에 드리워진 위험한 위협에 맞갖은 긴박성을 , 
지니고 전 세계로부터 핵 폐기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산타페 대교구 소속, . 
의 모든 신자와 뉴멕시코의 모든 주민에게 이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할 중대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핵 폐기라는 도전 과제를 떠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엄청난 , . 
일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임무를 위해 제자를 두 사. 
람씩 보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사명과 권능. , 
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당면한 과제를 수행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 

세기 초 스페인에서 뉴멕시코로 전해진 축복받은 어머니 이미지에 부여된 첫 번째 칭호   17
중 하나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파스‘ ( 평화의 성모님Nuestra Señora de la Paz )– 였’ 
습니다 평화의 성모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 속. , 
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청하면서 여러분께 핵 폐기를 향한 이 새로운 대화, 
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에서 여러분의 형제, 
대주교 존 웨스터  C. 

산타페 대교구 
년 월 일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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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오 세상의 성스러운 주관자여, ,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sow love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where there is doubt, faith 
where there is despair,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light 
where there is sadness, joy. 

O divine Master, grant that I may not so much seek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be understood as to understand, 
to be loved as to love. 
For it is in giving that we receiv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and it is in dying that we are born to eternal lif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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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 Fr ancis of Assisi” by Br. Mickey McGrath, OSFS, Courtesy of 

Tri nity Stores, www.trinitystores.com, 800.699.4482) 



- 39 -

서한 요약 

년 월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했습니다 년 월   2017 9 , . 1945 8 6
일 인류가 핵 시대의 어둠이라는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은 암울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타페 대교구는 이런 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 
않도록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평화 작업을 회복해야 할 때.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뉴멕시코에서 또 미국 전역에 걸쳐 보편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냉전보다 틀림없이 더 위험한 새로운 핵무기 경쟁으로 .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 온 위험스런 곤경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 
아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 앞에서 저는 핵무기 경쟁이 본, , , 
질적으로 영속적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자기 영속화 즉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 , 
반작용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가속시키는 악순환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핵무기 경쟁을 가. 
중시키는 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위협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를 강구해야 합니다 인류를 생각한다면 지구를 생각한다면 평화와 인간 양심을 주관하시는 . , ,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긴급한 질문에 대한 공개 대화를 시작하고 핵 폐기를 향한 , ,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뉴멕시코 주 앨뷰커키에 있는 커틀랜드 공군 기지에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핵무기 연구소   

그리고 미국 최대의 핵무기 저장소가 있기에 산타페 대교구는 핵 폐기를 옹호하는 활동에서 , 
특별한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 정화 사업으로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생활을 보. 
장하는 일자리 제공하고 비확산 프로그램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일도 장려해야 합니다, . 
  가톨릭교회가 억지력 의 조건부 수용으로부터 핵 폐기가 도덕적 명령이라고 태도를 전환하‘ ’
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 보유의 부도덕성에 대해 명확한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단
지 억지력을 위해서라면 몇 백 개 정도면 될텐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 
피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전쟁용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핵, 
무기를 현대화 하고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최소 조 천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워 가난‘ ’ 1 7 , 
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기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오래 전부터 핵무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바티칸은 핵무기 금지   .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언한 대로. , “우리는 핵무
기 금지 조약을 포함하여 핵 폐기와 비확산이라는 주요 국제법적 기구를 지지하는 활동에 결, 
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향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그 조.” 
약을 지지하는 일은 핵무기의 발상지인 산타페 대교구의 의무입니다.
복음서에 대한 묵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종 비폭력적인 예수 그리고 평화를 이루  , ‘

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와 원수를 사랑하라 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 ‘ ’ . 
에 나오는 대로 비폭력을 실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발 
을 들여놓고 평화의 새로운 미래 약속된 평화의 땅 평화와 비폭력의 새로운 문화를 향해 함, , , 
께 걸어가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 우리 공동의 집에 사는 형제자. , 
매로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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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연구 성찰 그리고 행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핵 책임 동맹(Alliance for Nuclear Accountability) 
https://ananuclear.org/ 

무기 통제 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 

핵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http://nuclearactive.org/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ttps://fas.org/issues/national-security/ 

교황청(The Holy See) 
https://www.vatican.va/content/vatican/en/search.html?q=nuclear+weapons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https://www.icanw.org/ 

뉴멕시코 핵 감시(Nuclear Watch New Mexico) 
https://nukewatch.org 

팍스 크리스티 USA(Pax Christi USA) 
https://paxchristiusa.org/nuclear-disarmament/ 

핵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https://www.ucsusa.org/nuclear-weapons 

유엔(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site-search?query=nbuclear+weapons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https://www.usccb.org/committees/international-justice-and-peace/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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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옹호 활동

  미국 핵무기 복합체에서 마법의 땅 뉴멕시코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뉴멕
시코 주 의회 대표단은 특히 핵무기 문제에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자간 .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대표단에게 알릴 것을 촉구합니
다 핵무기 생산 대신 환경 정화 비확산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녹색 경제를 통해 생활을 . , , 
보장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년 마지막 연구가 이루어, 2008
진 이후 안전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연소물 우려가 증가했으므로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 , ,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공적 환경 영향 보고서도 요구합시다.

Senator Martin Heinrich 
(202) 224-5521
https://www.heinrich.senate.gov/contact/write-martinSenator  

Ben Ray Lujan 
(202) 224-6621
https://www.lujan.senate.gov/contact/contact-form/Representative 

Melanie Stansbury, NM-1 
(202) 225-6316
https://stansbury.house.gov/contactRepresentative 

Yvette Herrell, NM-2 
(202) 225-2365
https://herrell.house.gov/contactRepresentative 

Teresa Leger Fernandez, NM-3 
(202) 225-6190
https://fernandez.house.gov/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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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대화에 참여합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본당의 신부 신자들과 함께 뉴멕시코에 ! , , , , • 

있는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 서한을 공유하고 핵무기 폐기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대화를 시작합시다, .  • 

이 서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본당 신자들과 저녁 모임 온라인상으로라도 을 가집시다( ) . • 

뉴멕시코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 • 

생화학 무기 금지 조약과 유사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합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회칙 찬미받으소서 와 모든 형제들 을 읽고 공부합시다, . • 『 』 『 』

본당에서 공부 모임을 시작합시다  . 

폭력을 줄이고 평화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비폭력에 대해 날마다 공부하고 연습, • 

합시다. 

본당 신부님께 신자들의 기도에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 

요청합시다. 

핵 폐기를 위한 대중적인 평화기도 집회를 엽시다. •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더 이• 

상 참여하지 않도록 직업을 바꿀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합시다. 

젊은이들에게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복음을 가르칩시다 청년들이 평화의 장인이 되도록 지. • 

원하고 비폭력을 실천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활동하도록 격려합시다, , .

에서 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https://www.icanw.org/ 2017• 

페인(ICAN -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조직에 대해 ) 

알아봅시다. 

어딘가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당신의 자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합시다, . • 

핵무기에 투자하지 않는 방법은 을 참조합니다  https://www.dontbankonthebomb.com/ . 

지역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에게 연락하여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고 환경 정화, , , , • 

비확산 프로그램과 녹색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합시다 로. 

스 알라모스 실험실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공적 환경 영향 보고서를 요

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 플루토늄 피트 생산의 . 2008 , 

확대 계속되는 핵 안전성 우려 그리고 연소물 위험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 , ,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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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매체에 시민의 견해 알리기 뉴멕시코 일부 언론에 편지를 보냅시다- . 

앨뷰커키(Albuquerque)  
Albuquerque Journal 
https://www.abqjournal.com/letters-to-the-editor 

칼스배드(Carlsbad)  
Carlsbad Current Argus. 
https://static.currentargus.com/lettertoeditor/ 

갤럽(Gallup) 
Gallup Independent 
letters@gallupindependent.com 

라스 크루시스(Las Cruces)  
Las Cruces Sun News. 
https://static.lcsun-news.com/lettertoeditor/ 

싼타페(Santa Fe) 
Santa Fe New Mexican 
https://www.santafenewmexican.com/site/forms/online_services/letter/letter_editor/ 
Santa Fe Reporter 
editor@sfreporter.com 

타오스(Taos)  
Taos News 
https://www.taosnews.com/site/forms/online_services/letter_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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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개인 성찰과 모임에서의 논의를 돕는 질문 

오늘날 전쟁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1) “
라 우리 공동의 집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전쟁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 “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부도덕합니다 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에 대, .” 
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비폭력적이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날 2) , ? 
평화의 장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 
니까 예수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라는 마틴 루터 킹 목? “ , .”
사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루카복음서 장 절의 말씀을 성찰해 봅시다 하늘에서 지옥불을 끌어내리려 하는 야3) 9 54-55 . 
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오늘날 뉴멕시코와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날의 핵전쟁 준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미국 과학자 연맹의 서한에서 인용했듯이 현재 세계는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4) , “ 13,000
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폭탄보다 배나 더 강력합니다 약 , 100 . 2,000
개의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탄두는 언제라도 사용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 , , ,”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프? ? 
란치스코 교황이 촉구했듯이 어떻게 하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킬 , 
수 있을까요?

미국 전역을 포함하여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5) “ , 
으로 이행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웨스터 대주교의 말씀을 성찰하고 토론합시.” 
다 우리가 그 조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요. ? 

각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자를 모두를 위한 교육과 사회 기반 시설을 재구축하6) “
고 환경과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고 특히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백신접종에 투자한다면, , , 
미국과 세계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웨스터 대주교의 말씀을 성찰하고 토.” 
론합시다 정부가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하도록 어떻게 촉구할 수 있을까요. ? 

우리는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핵무기 일자리 이외의 고용과 경제7) “
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발. , 
휘한다면 실현 가능합니다 산타페 대교구는 특히 뉴멕시코 의회 대표단과 주지사에게 그 목. 
적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는 웨스터 대주교의 말씀을 성찰하고 .” 
토론합시다 뉴멕시코 주민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대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 , 
운 일자리를 찾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8)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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