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eyeckland 활동

  푸른 별.  우리들은 아름답고, 섬세하며 위험에 빠져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기 위해

우주로 갈 필요는 없다. 지구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환경을 위해 스스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

다. 독일에서는  약  460,000여  명이  분트(BUND-Bund fu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와  함께  하고 있다. 라인강 남쪽 상류의 프라이부르크 주변지역 (Achern,

Muellheim 중간)에서는 약 만 여명의 회원들이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이 단체에 자연자원의 보

호를 위하여 후원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 분트(BUND) 독일

  분트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독일 지부로, 1975년 처음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고

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 되었다. 분트는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힘있는 환경단체 중 한 곳이다.

460,000명의 회원과 약 2,200지역의 단체를 포함한 후원자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요 환경

문제를 위해 일하고 있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자연보호, 독일의 자연보

호세의 실질적인 가치를 재구성하거나 일반적인 농업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한 주제에 기본을 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잘 조직 된 로비스트이다.

분트의 다양한 지역단체들은 필요하면 국가수준으로 조직 되는 것이 허락된다. 국제적으로

분트는 대기정책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25세까지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트 유겐트(BUND

Jugend)는 각자의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우리의 이웃 분트(BUND)

  분트의 힘은 여러 곳에 분포 되어있는 작은 단체에 있다. 오르테나우(Ortenau), 프라이부르크

(Freiburg), 에멘딩엔(Emmendingen) 그리고 브라이스가우 호크슈바르츠발트(Breisgau-

Hochschwarzwald)에는 40개의 지역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환경단체들과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 곳에서 행해졌다.

1. 야생 동식물 보호

2. 조류, 박쥐, 양서류 보호

3. 환경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

4. 어린이와 청소년대상 환경교육

5. 환경에 위험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6. 원자력 발전소 반대

7. 유전자 조작 남용 예방

8. 소비자 보호 후원과 소비자 대상 상담

9. 토지 자원 유출 방지

  우리에게는 이 곳에 있는 위험에 빠진 수목과 하천, 마지막 박쥐의 주거지가 대양의 위험에

빠진 고래만큼 중요한 문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우리의 표어다. 길

위에서 울고 있는 두꺼비 한 마리, 예상치 못 한 사고로부터 보호 받는 나무 한 그루, 우리의 행

동덕분에 보호된 녹지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이다.

  이러한 작지만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열정은 그린피스(Greenpeace)와 같은 단체와 비교된

다. 또 한가지 부가적인 활동은 프라이부르크 호수공원에 있는 분트 에코스타치온(BUND

Oekostation)에서의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분트의 전통적인 활동 중 하나다. 이 홈페이지

에서 독일 분트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분트에서 하는 일

  라인강과 흑림 사이에 있는 우리의 고향, 프라이부르크는 아름답다. 라인강유역 초지대

Wyhler와 고요한 숲에는 야생 난, 물총새가 있다. 우리는 프라이부르크가 “환경수도”라는 이름

을 얻기까지 매우 능동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여기에 무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는 생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파괴의 과정을 다른 곳 보다 좀 더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을 계속 압박한다.

  위험에 빠진 종들이 피할 수 있는 지역은 줄어들고 있다.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 또한 위협받는다. 라인강 남쪽 상류지방은 인구밀집지역이 되었고, 평지 이용 또한 폭발적으

로 늘고 있다.

  분트는 지역 단체에서 하는 일을 후원하고 있고, 크고 작은 어느 곳이든 자연보호에 대한인식

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곳에 뛰어들어 일한다. 또한 ‘소방차 효과’를 가지고 공식적인 업무와

함께 지역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인터넷, 전시회, 강연, 입장 표명, 팜플렛 배부, 포스터 제작,

환경문제에 대한 상담, 충고, 운동 등 다른 지역과 정부 기구, 엘자스, 스위스와도 긴밀히 협동하

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 문제와 국경을 벗어나 얽혀있는 환경문제와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항하

여 반대입장에 서 있다.

  환경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주변의 엘자스 지역에서는 라인강을 따라서 오염을 시키는 중공

업지대가 자리잡았다. 프랑스 라인강 줄기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시설인 페센하임(Fessenheim)

의 기술적인 문제는 증가하고 있고, 스위스 국경의 라인강 최상류 지역 라이브슈타트

(Leibstadt)에는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 되어야 한다. 환경에 위협적인 공장시설, 바덴남

쪽지방의 문제, Kaliminen을 통한 지하수 저장, 라인강의 자연• 홍수 예방 연구, 크고 주요 지역

의 모든 환경보호 그 중에서도 평지 이용과 지역의 거주지를 주제로 일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존재하고 미래에 해를 주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사람들은 유

럽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변화 되고 있다. 그리

고 이 곳에서 분트가 미래에 할 일은 아직도 충분하다. 사람, 자연, 평화 그리고 미래가 위협받

고 있는 곳이 이 곳이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부탁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존중이 없는 환경보호는 존재할 수 없다. 많은 환경문제들은 세계화의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제

시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끝없는 성장은 제한된 사회 시

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분트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분트의 경영진은 민주적으로

뽑히고, 에코스타치온과 사무실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많은 직원과 후원

자들이 책임감과 기부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분트는 또한 훗날 함께 일 할 동료, 후

원자 그리고 기부자, 무엇보다도 환경과 자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스스로 이 일에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