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4.(목) ㅣ 14:00~16:00

TBS TV, 유튜브 생중계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코로나19와 ‘정상 사고’에 길을 묻다

조조현현철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 코로나19: 질병의 문제, 개발/경제/사람의 문제

• 환경위기: 자연의 문제, 개발/경제/사람의 문제

•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 <찬미받으소서> 13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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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체, 메신저

• 극복할 대상, 귀 기울일 대상

• “멈추라.” “보라.” “들으라.” 

• “이 길로 계속 갈 수 있나?” 

• “다른 길로 가라.”

코로나19: 재난, 선물

•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인간: “설마?”

- 현재의 편익 vs. 미래의 위험

- 비합리적 행동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어려움

• 코로나19의 선물: ‘설마’를 현실로

- 변화의 계기, 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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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사고(Normal Accidents, Charles Perrow)

-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긴밀한 연계성이라는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

• ‘정상’

- 잦은 발생/예측 가능성을 뜻하지 않는다

시스템의 속성상 예상치 못한 다발적 장애의

상호 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 산업사회에 내재한 정상 사고

- 현대 산업사회가 구축해 놓은 주요 시스템은

고도의 복잡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다.  

- 산업사회 자체에 정상 사고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 세계화의 세계에 내재한 정상 사고

- 수많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고도의 복잡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 정상 사고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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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 세계화된 세계의 정상 사고

- 코로나19에 대한 직접 대응

- 세계화에 대한 성찰, 변화의 노력

• 정상 사고의 경고

- 작은 발단, 거대한 사건: 나비효과, 필연적

- 안전장치의 역설: 복잡성, 연계성의 증가

• 세계화의 세계에서, 재난

- 예측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다. 

- 우리의 일상: 고도의 복잡성과 연계성 à 거대한 재난

• 세계화 경제에서, 자연생태계와 바이러스 감염

- 규제 철폐: 개발, 채굴 사업 à 환경 파괴

- 축산 공장,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 인간 à 바이러스 à 인간

- 감염 ß 폭력 ß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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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적 대책이 요구된다.

- 안전장치의 역설: 세계화 내에서는 대책이 없다. 

-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 지역화

- 지역 간의 단절을 뜻하지 않는다.

- 획일적 단일화를 강요하는 긴밀한 연계를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느슨한 연계로

- 과잉 수준의 연결을 적정 수준의 연결로

지역화 경제

• 완전한 자급자족이 아닌 일정 수준의 자립적 경제 지향

- 불필요하고 과도한 국제 교역의 종식

- 불필요한 원거리 수송, 에너지 소비 감소

• 상호의존의 규모: 세계에서 지역으로

- 긴밀한 연계에서 느슨한 연계로

- 세계적 재난(정상 사고)의 발생 가능성 감소

- 5 -



• 세계화 경제: 경쟁과 지배

• 지역화 경제: 자급자족의, 협력과 연대

• 지역화: 개인과 지역의 강한 유대감 생성

- 이웃/지역의 자연을 다르게 보게 된다. 

- 자연, 팔 것에서 살 곳으로

- 자연에 대해 다르게 행동한다: 존중과 돌봄.

포스트코로나 전망

•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 사고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Henry Kissinger)

- 소수에게, 번영의 시대

- 모두에게, 거대한 재난 발생이 ‘정상’인 위험 시대

• 우리의 미래

- 건강한 자립 지역들이 연계/연대하는 지역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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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 반동, 기존 체제의 강화

• 한국판 뉴딜

- 근원적 전환의 동력 vs. ‘재난 자본주의’ 구현

- 녹색 vs. 잿빛

메신저 코로나19의 전언

•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미래의 위험을 무시하지 말라. 

• 세계적 재난의 가능성이 내재된 세계화를 벗어나라.

• 지역화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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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무심해 보인다. 세상 꼭대기에서 무소불위의 존재로 날뛰던
인간들이 하찮은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세계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여느 때처럼 봄은 오고 꽃이 피고 신록이 가득하고 여름이 온다. 길의
고양이는 볕을 즐기며 한가하게 졸고 있다. 인간만 자기가 만들어놓은
아수라장에서 신음한다. 누구를 탓하랴. 

자연이 코로나19를 통해 보내온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면, 자연은 인간을 다시 품을 것이다. 무시하면, 더 심하게

내칠 것이다. 인간이 쫓겨나면, 인간에게 쫓겨났던 동물과 식물이 인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적이 뜸해진 도심을 찾았다는
퓨마와 여우와 야생 염소가 바로 그 전조다. 

•지금,

•카이로스(καιρός)

•근원적 전환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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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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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대,
서울의 기후ㆍ대기 환경은?

■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ㆍ대기질 개선 활동

■ 시민과 함께한 기후변화 대응ㆍ대기질 개선 활동

■ 코로나 19로 인한 기후ㆍ대기 환경 변화

■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의 환경은?

백승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위원장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ㆍ대기질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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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추진

394만 TOE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폐열 등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에너지 효율화

건물효율화사업, LED 조명사업

32만 TOE 61만 TOE301만 TOE

에너지 생산/절감 (2012.5월 – 2019.12월) (원전 2기분)

135MW연료전지 설치

79,220대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212.7만명에코마일리지 회원 수 (2019. 12월 기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태양광 250.1MW 보급
미니발전소 284.7천 가구 확대

(2019. 12월 기준)

태양의도시서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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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소

- 계절관리제 기간 PM-2.5 35→28㎍/㎥로 감소(좋음일수10일↑, 고농도일수14일↓)

-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통행량 25% 감소, 시영주차장 주차대수 83% 감소

- ‘난방부문’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친환경보일러 3만 8천대 보급 및 에코마일리지 3만 2천명 가입

서울시미세먼지계절관리제추진

시민과 함께한
기후변화 대응ㆍ대기질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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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화문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시민과함께한거버넌스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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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기후ㆍ대기 환경 변화

2019년과 올해 춘절 연휴기간을 비교한 것으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출처.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
센터(CERA) 제공. 경향신문 인용

인공위성이측정한중국의이산화질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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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N 

NASA’s Earth Observatory published an image from the 

TROPOMI instrument in early March 2020, showing a dramatic 

decrease.

출처. NASA

2019년 ~ 2020년 Southeast USA 대류권 내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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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19 이후의 환경은?

- 파리 기후협약, 이클레이 등 Global Standard의 실효성 의문

► 기후 위기의 인식,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역할

포스트 코로나 19, 서울의 기후ㆍ대기 환경은?

“파리 협약이 실행된 지 정확히 3년 뒤인 2019년 11월 4일은 미국을 포함하여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협약 탈퇴를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첫 날이다. 11월 3일에 유엔에 보낸

서한으로, 미국은 1년이 걸리는 공식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출처 : HuffPost KOREA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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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감소, 유가하락, 언택트 시대, Nationalism 확대로 경제 빙하기와
상충하는 친환경 저탄소 정책의 방향점은?

포스트 코로나 19, 서울의 기후ㆍ대기 환경은?

“전력공급 예비율은 전력설비 공급 용량과

최대 전력 차이인 공급예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예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전기가 남아도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발전 전력 가운데 40% 이상이 남았다.”

출처 : 전자신문 2020. 4. 22.

► “2050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4대 실천과제와 달성 목표의 Review

- 국제사회에서 각광하는 K-Normal시대를 활용하는 서울시의 환경정책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19, 서울의 기후ㆍ대기 환경은?

“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전반적인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범위한

검사, 공격적인 접촉자 추적, 엄격한 공공보건 대책, 전면적인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기술의 조합이 이를 뒷받침한 수단으로 주목됐다.” 

“ 보건 전문가인 피터 드로박 박사는 “검사, 추적, 격리를 입으로 꺼내기는 쉽지만 집행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그대로 베낄 수도 있는 멋진 교훈”

출처 : CNN,서울신문 2020. 5. 9.

► 투명한 보건정책, IT와 AI를 장착한 첨단방역, 성숙한 시민의식과 친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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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정책을 위한 동반자적인 방향제시

포스트 코로나 19, 서울의 기후ㆍ대기 환경은?

“외신은 한국의 ‘3무(無)상황’(공황·사재기·봉쇄 없는)이 미·유럽 주요국과 가장 선명히 대비되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도 차분한 일상과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한국을 조명했다. 그 이유로 투명성과 열린 소통, 민관 협력을 원인으로 꼽았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5. 4.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협치하며 행정, 시민, 기업의 유기적인
시정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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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환경보건

임상혁(MD, PhD)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기후변화와 감염병

• 매개감염에 영향

–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예: 모기)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와 연관

– 말라리아는 평균 16도의 기온이 필요

– 아프리카의 말라리아가 한국에서도 발생

– 홍수는 고온다습 환경으로 매개체를 증가시킴

• 수인성 감염에 영향

– 홍수나 가뭄을 통한 물의 오염

–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면서 감염원에 노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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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본부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법정 감염병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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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인수공동감염병과 전파 매개 동물

박쥐는 원래 숲과 동굴 속에서 과일과 곤충을 섭식하며 살아
가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과 박쥐와의 접촉도 늘어가고, 신종 바이러스의 인간계
유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짐

출처: Photo by Todd Craven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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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녹색연합

한국의 코로나19

• 방역의 성공 요인
– 현 정부와 자치정부 지도자들
– 메르스의 경험
– 성숙된 국민의식
– 헌신적인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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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것들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것들

출처 :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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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환경보건

•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이후 경기부양책이 기후변화를 가속화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

• 기후변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심화

• 코로나19가 과거의 예처럼 ‘과속방지턱’이 되지 않으려면

전염병 극복과 함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병행

• 현 정부의 걱정스러운 규제완화 정책들

– 의료 민영화 정책 :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정보 상업화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 338개로 확대

코로나19와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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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GN,  녹색연합

출처 : 여시재

기후변화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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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서울을 만들려면

• 저탄소 에너지

• 안전한 먹거리

• 플라스틱 Free, 1회용품 Free

• 많은 공원, 푸른 환경

•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

• 그리고 참여와 연대, 거버넌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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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1회용 감량 및 재활용 문화

유미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장

서울시의 1회용플라스틱줄이기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 62.7% 감소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65.8% 감소

재활용률 48% → 55%로 증가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수립(’18.9월) 이후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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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ZERO

공공청사, 지하철역사 내 11회회용용 우우산산비비닐닐커커버버 제제공공 중중지지(’18.5월~)

업무공간, 회의실, 실내 행행사사 시시 11회회용용품품 사사용용금금지지(’18.7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224477개개 민민간간위위탁탁시시설설까까지지 확확대대(’19.1월)

ㆍ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실천운동 전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5대대 시시민민실실천천운운동동 전전개개

(캠페인 44회, 4,900명 실천서약)

1회용컵 비닐봉투 배달용품빨대 세탁비닐

서울시의 1회용플라스틱줄이기

ㆍ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서울형 자율협약 추진(전통시장, 세탁비닐커버 등)

1회용품 다량사용처 지도 점검(’19년 기준. 53,934건)

ㆍ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17년 3,466개소 → ’19년 10,045개소)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및 확충(성동 20톤 증설, 구로 40톤 신설 등)

서울시의 1회용플라스틱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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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출처 : 뉴시스

•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 언택트 소비 증가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허용에 따른 폐기물 증가

- 1회용품 줄이기 사회적 노력 물거품

코로나19로쏟아져나오는플라스틱쓰레기

• 식품업소 내 일회용 컵

• 1회용 페트 물병

• 배달음식 용기

• 인터넷 배송량 폭발로 인한 포장재

•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

• 마스크 등 의료용품

▷ 페트 : 유럽, 미국 수출길(재생섬유) 막혀 재활용 생산업체 23곳 18,000톤 적체

(한달 새 50 → 70%증가) → 환경부 1만 톤 공공 비축

▷ 배달음식 용기: 전년 대비 150% 증가. 국내 건설현장과 물류창고 사용 감소

코로나19로주요플라스틱쓰레기배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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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전부터 예고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려

• 재활용 단가 하락(유가 하락, 수출길 막힘 → 불법 투기 및 매립)

•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 움직임, 분리배출 및 쓰레기 수거, 

재활용 체계 혼란

출처: KBS 뉴스 따라잡기. ’20.4.23.

코로나19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쓰레기화

•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 vs. 일회용의 생태계 및 건강 위협

• 위기 ‘경계’ 때부터 일부 장소 내 식품접객업에 한해 1회용품 한시 허용, 
‘심각’ 단계 시 서울시 소재 모든 식품접객업 전면 허용

(일부 카페의 경우 텀블러 사용 금지까지)

• 과도한 불안감
-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은?)

• 총선 시 1회용 장갑 5,800만장 사용

출처: NEWS1. ’20. 4.15.

코로나19 방역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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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과다

• 시민 배출 행태 문제

• 재활용 수거 및 처리기업의 고충

• 생산ㆍ유통 단계의 문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이유

• 일상 속 생활 방역과 환경의 조화

• 방역과 환경을 동시 고려한 생활방역 지침 마련
- 감염병 유행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 보건과 환경(자원순환) 전문가의 공동 작업

“1회용 = 위생적이고 안전하다 ?”

일상에서의 재활용(자원순환) 의식 개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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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 일상 면역력 증진
- 위생과 재사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 속 시민의식 및 실천

• ‘일상의 멈춤 = 자연의 회복 =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대안 연구, 실험

• 정부, 산업계, 지자체 간 순환 경제 비전 공유 및 시행

(환경부, 2020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 선포)

“환경개선 = 경기침체 ?”

일상에서의 재활용(자원순환) 의식 개선(2)

•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재편, 자원순환시장 활성화

• 자원순환시설 확충 (수도권매립지 매립 조기 종료)

• 재활용(새활용) 시민(공동체)문화 활성화

(중고시장, 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새활용센터)

“일상이 곧 재활용이 되는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이후의 자원순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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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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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가 돌아왔다
- 코로나19와 환경위기

조조홍홍섭섭
<한겨레> 콘텐츠기획팀 기자

<인간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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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야생동물의 ‘귀환’

개도국 야생동물 ‘수난’

• 관광산업 붕괴
• 보전 재원 고갈
• 일자리 감소
• 밀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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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 인수공통감염병 위험

‘럭셔리 효과’ - 도시로 몰리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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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효과’는 없다

넓적? 길쭉? 포식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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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자 인한 ‘공포의 생태학’

• 포유류, 어류, 양서류, 무척추동물서 광범

• 눈덧신토끼 이용 포유류 실험(맥리오드 외 2018)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 약화, 활동 둔화, 번식력 감소, 
사망률 증가. 후대로 악영향 이어져

• 포식자는 사람의 전쟁, 재난 수준 스트레스 불러

인간만을 위한 지구

• 지표 식물의 3분의 1은 재배식물-광합성의 24~40%는

인간을 위해

• 인공 저수지 물이 강과 호수 6배

• 1960~2000년 인구 2배 경제 6배, 식량 2.5배

• 생태계 서비스 절반 사라져

• 금세기 중반 세계 어업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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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지구 차원 ‘업적’

• 25억년 - 질소순환 변경(하버-보쉬법)

• 3억년 - 기후변화 따른 바다 산성화

• 2억년 - 세계화로 새로운 초대륙 형성

• 80만년 - 대기 속 인위적 이산화탄소 방출

• 2만년 - 다음 빙하기는 언제?

• 1만년 - 제6의 멸종

사이먼 루이스 <네이처> 2015.3.15

‘호랑이’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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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은 가능한가

자연을 어떻게 대할까

사진=박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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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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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과 뉴딜은
만날 수 있을까

이원재

LAB2050

wonjae.lee@lab2050.org

미래는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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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못했던

대봉쇄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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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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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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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은 그린이었던 적이 없다

그린뉴딜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고성장기의 타협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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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 시대

환경운동은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

생명의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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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과 그린, 하나를 택한다면

뉴딜보다 그린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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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단단한 회복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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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모두가
환경운동가가 될 시간
- 방역 주체에서 전환 주체로

조한 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MAN 2020> BY  STEVE CU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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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진화 <MAN> BY  STEVE CU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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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6세 소녀의 선언
우리 세대의 삶을 훔쳐가지 말라. How Dare You? 

링크주소 : https://youtu.be/jyF5UBvL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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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마지막 승자는 무기상

사피엔스/류적 존재로서의 자각

-포스트 모던, 포스트 휴먼 post modern -> post human

“현대인들이 ‘외로워’라며 힘들어할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 
그들은 우주를 잃어버렸다.”

-D.H. 로렌스, 《묵시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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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Society 

불확실성/위험감수사회에서

울리히 벡의 Risk Society 위험감수사회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위험과 그로 인한 불안이 증대된다”

답은 있어왔다.

Ø 인간도 하나의 생명체일 뿐
Ø 상호 투쟁 법칙이 아니라 상호 부조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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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Market/Me

효율과 위계와 도구적 합리성

‘돈벌이 경제’

죽임의 문명

지속불가능

“남을 돌보지 마라” 

승자독식, 약육강식

유아독존적 주체와 무연사회

자기 계발과 자기 책임

인간 중심성

Excellence / Engagement / Ethic

돌봄, 소통, 상생, 자율

“사회적 경제” 

살림의 문명

지속가능

“혼자 못사는 것도 재주”

‘自助 共助 公助’

연대적 주체와 호혜사회

사회적 자유와 환대

탈인간중심성

3M 3E

壓縮的 近代

compressed modernity

선진국 vs 선망국

선망국 vs 후망국

선망 先亡國 vs 선망국, 羨望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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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서 ‘국뽕’으로

“전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링크주소 : https://youtu.be/mhhL9ujgLGgGg

지금 보니 ‘선망국’이 아니라 ‘후망국’
“덜 망했다. 다행이다!”

‘다이나믹 코리아’ 최고의 방역국가

저항민족주의/분단국가/압축 성장/반공규율사회/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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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한 멈춤”
‘방역 주체’에서 ‘전환 주체’로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원상회복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주

체가 바로 ‘전환의 주체’다. 이번에 우리가 전환의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또 다가올 전염병은 물론 기후 위기를 비롯한 장기 비상사태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컬럼 [이문재의 시의 마음] 2020 3. 23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갈 문은 닫힌 듯 합니다. 정답도 매뉴얼도 지도도

없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송 인한

“위기의 진단과 처방 누가 전문가인가?”   

선진국 프레임, 과학기술주의, 성장주의, 엘리티즘, 객관성, 법칙성, 총체적 진리, 
거대 담론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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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earn, 슬기로움,  소서사, 간주관성, 
창의적 오독, 실천적 이론, 맥락의 공유

난감함을 공유하며 질문 던지는 자리

“자신의 삶을 포기 하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로 읽는다. ‘객관적’으로 ‘과
학적’으로 ‘총체적’으로 읽는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삶과 이어져 있는 세상
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토론하며 보
다 낫게 하는 식으로 비판적이고 실천
적으로 읽는다는 말이다.”
-[탈식민지 시대 글읽기와 삶읽기] 1992, 
193쪽

1) 사유 가능한 삶의 속도를 회복한다. 자공공의 존재 (Gap year와 이바쇼)

2) 최소한의 안정적 삶이 가능한 제도 (기본소득+ 청년 사회복무제 + 창의적 공유지대) 
국가 행정개혁- ‘국가로 보기’가 아니라 시민/여성/아이로 보기

3)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해낼 공론장. 온라인 오프 라인 융합 학습 (재난 학교, 녹색
학교, 마을 학교, 모험 놀이터 등) 

지금 해야 할 일: 전환을 위한 자율과 자치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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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한 학습 생태계/플렛폼/캠퍼스/스튜디오
“개학을 해도 온라인 교육 포기하지 마라”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Blending classroom teaching and virtual education keeps students 

flexible and engaged. -Wired 20200506

신인류가AI의지원을받으며만들어가는지속가능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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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 모임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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