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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비건 채식을 시급한 기후변화 해결책으로 제시한

칭하이 무상사의 기자회견

2010년 12월 18일 멕시코 언론인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적 지도자,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인 칭하이 무상사는 축산업이 

지구를 파괴하는 주원인이라는 점과 세계가 왜 비건 유기농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

한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노베다데스 데 킨타나로오(Novedades de Quintana Roo), 라 베르다드 에디토리알(La Verdad Editorial), 데 

페소(De Peso), 포르 에스토 킨타나로오(Por Esto Quintana Roo), 운 누에보 킨타나로오(Un Nuevo Quintana Roo), 라디오 포뮬라(Radio 

Formula), 라디오 투르케사(Radio Turquesa), 라 보스 데 로스 마야스 레비스타(La Voz de los Mayas Revista), 칸쿤 라디오(Cancun Radio), 

엘 페리오디코 킨타나로오(El Periodico Quintana Roo), 카날 10(Canal 10) 등등.

이 연설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는 극도로 긴박한 기후변화의 실태에 대한 최신 증거 자료에 대해 기자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미국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1%를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양의 메

탄과 탄소검댕(Black Carbon)을 방출함으로써 대기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거론되는 온실가스인 이

산화탄소와는 달리 메탄과 탄소검댕(그을음)은 대기를 가열하는 위력이 이산화탄소의 100배에서 4,470배나 되지만 대기에 잔존

하는 기간은 훨씬 더 짧다. 육류 생산을 중단해 이런 배출원을 줄인다면 지구를 냉각시키는 데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전세계가 비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40%나 더 줄일 수 있다는 자료를 인용했

다. 이런 ‘유기농 비건 채식 해결책’의 힘은, 기후변화 해결책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칭하이 무상사의 해박한 분석 및 견해가 소

개된 신간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www.Crisis2Peace.org에서 한국

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무료로 읽을 수 있다. 

이어서 칭하이 무상사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환경적 이유들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축산업은 식량 

생산에 역행합니다. 사실 그 ‘산물(産物)’은 기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물 부족, 식량 위기, 물·공기·토양 오염, 삼림 파괴, 사막

화, 죽음의 해역(Dead Zone),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많은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편안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기후변화가 멕

시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은 물론 육식 관련 질병으로 인한 멕시코인의 사망자 수까지, 강력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상

세하고 정중하게 답변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또한 기후변화를 위한 이런 우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언론과 그들의 고귀한 역할에 감사했다. 기자들

은 반할 만큼 맛있고 어떠한 잔인함도 포함되지 않은 점심을 통해 직접 비건 채식 해결책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기후변화 문

제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칭하이 무상사가 지적한 대로 비폭력을 통해 수십억 마리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비심 깊은 선(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음식과 돈만이 아닌 영적인 고취도 필요합니다. 우

리는 덕(德)과 자비심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칭하이 무상사는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환경 운동가,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음악가, 시인, 영적 지도자로서, 인

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은 모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다. 또한 그녀는 수십 년째 지구에서 가장 헌신적인 생태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 삼림 녹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빠르고 효과

적인 기후 위기 해결책인 유기농 비건 채식을 장려하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그녀의 생

각, 그리고 관음법문 명상법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www.SupremeMasterTV.com 또는 www.GodsDirectContac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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