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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교오또교구 평화주간 메세지 

평화를 위해서, 원자력이용을 묻다 

교오또교구 주교 바오로오오츠카 요시나오 

 

  금년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3.11 동일본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드리도록 합시다. 전례가 없는 대재해로 인해 많은 존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집도 가족도 생화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베네딕도 16 세 교황님의 2010 년 평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구축과 

환경보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배울 수 있었듯이,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를 

통해서 한층 더 이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지진과 

쯔나미는 자연재해이지만, 원자력에 의한 사고는 인간에 의한 재해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성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의 개발이 만들어 낸 

제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과 환경에게 위협을 주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손에 허락된 과학기술인가 아닌가를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이, 지금, 원자력개발에 의한 

피해국이 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핵무기폐기와 전쟁이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평화운동도, 그 원점으로 돌아가「누구든지 인간답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생산의 

모델은 경제적･환경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경우,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는 

군비철폐를 추구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해서도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여, 환경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의 연구와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절전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번 여름이지만, 우리들도 다시금 안심과 안전을 위해서 

검소한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그러한 희생도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 

아니, 인류전체가 평화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평화의 기도  <성 프란치스코 > 
 
주여 !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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