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청두 국제회의의 마지막에, 우리는 인류가 역사상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막대한 어려움에 있어 우리의 운동이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큰 변화를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회 및 기후 위기의 무게는 우리가 투지를 가지고 시급하게 행동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태계 붕괴,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 생물 다양성 상실, 기아로 인한 사망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목격하고 있는 
걱정스러운 일들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이 무한한 성장 모델의 한계 너머를 보지 못하고, 
미흡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때때로 눈금조차 매겨지지 않던 저울 위의 바늘과 같아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회적 및 정치적 책임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 방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운동가가 
되어 앞으로 우리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하고 건설적인 비전을 가지고 공유된 감정과 공통된 행동으로 합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퍼뜨리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공유하는 것에 필수적인 논의와 대화를 전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두에서 우리 운동의 놀라운 다양성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도구인 커뮤니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자와 
남자, 어부와 농부, 요리사와 운동가, 장인과 교수, 젊은이와 젊은이가 아닌 이들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다양성의 가치에 
집중하고 모두에게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을 믿는 사람들의 물리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의 선언문에 서명한 지 30년이 지났고, 우리가 이뤄낸 멋진 일들이 관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길을 분명히 보여줄 새로운 협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회의 문서는 우리 네트워크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진정한 작업 도구가 되어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언어를 정의하고, 모든 
지역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을 통합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 공유된 과정은 생물학 및 문화적 다양성 촉진, 전인적 
교육, 음식의 미래에 대한 대화에 시급하고 적극적인 참여라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를 중심에 놓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행동가들과의 대화에서 음식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보여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커다란 기쁨, 그리고 우리 조직과 운동, 역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감성 지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 또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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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감사합니다,

www.slowfoo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