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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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코로나19와 환경위기」2차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추진계획

코로나19와 환경문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정책 및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행사개요

○ 행 사 명 :「코로나19와 환경위기」-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 일

시 : 9.10.(목) 14:30~16:30 * 1차 ‘진단과 문제제기’ 5.14. 개최

○ 주

최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장

소 : TBS

○ 추진방법 : TBS TV·유튜브 생중계, 온라인 진행
- 온라인 자료집 제공, 질의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 활용

 진행순서(안)
시 간
14:30~14:35(5’)

<좌장_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내 용

· 발표 ①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발표 ②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발표 ③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시청자 질의응답 * TBS 아나운서 진행
★ 주제토크 ‘전환적 인식과 시민 실천’
· 발표 ④ 김세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자문
14:35~16:25(110’)

· 발표 ⑤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시청자 질의응답
★ 주제토크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한 미래’
· 토론 ①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토론 ②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시청자 질의응답
★ 주제토크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16:25~16:30(5’)

○ 토론 마무리 & 클로징

□ 발제1
코로나시대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
공우석(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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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
공우석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지구촌 환경 현안
Ten Environmental Issues

Global Hot Issues

•기후변화
•식량
•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비료
•자연자원의 고갈
•외래종
•마시는 물
•납 중독
•도시 대기 오염
•미세먼지
출처 : UNEP

생물다양성 소실>질소 순환>기후변화
출처 :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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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Anthropocene, 人類世)
• 신생대 제4기는 플라이스토세-홀로세
(1만2천년 전-현재)
• 최근 인류의 영향이 커진 시기 인류세로 세분 주장
• 절대시점과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 중
• 2019-2020 COVID19?
“18세기 산업혁명으로 화석연료 사용 이래 오존층이 구멍 나기
시작하면서 인류에 의해 지구는 새로운 지질연대로 접어들어”
- 네덜란드의 화학자 Paul Crutzen(1995년 노벨화학상 수상)

3

패스트 패션
• 빠르게 변화 유행 맞춰 소재보다 디자인, 가격 우선
• 소비자 저렴, 유행 추구 SPA 브랜드 사서 입은 뒤 버림
• 원단, 의류 생산 위해 물, 에너지, 폐기물 배출
• 중국 발 미세먼지 탓하며 값싼 제품 과소비 대안 아님
※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 옷의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맡는 의류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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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Meat Eater's Guide

커피와 기후변화의 관계

공정무역 커피

친조류

유기농 커피

열대우림연합

출처 : BIBIUM COFFEE BELT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출처 : 국제커피협회(IC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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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발자국
•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이 개발한 땅은 육지의 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5% 넘음

•

인간이 만든 인공물 총량 30조 톤, 1㎡를 50㎏로 지표면 전체 뒤덮을 양,
지구상 도로 길이 3,600만㎞ 지표면 60만개 조각 냄

•

인류가 지금처럼 소비하려면 지구 1.7개 필요,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생태자원 과소비하면 지구 3.3개 필요

•

나부터 생활 속에서 생태발자국을 줄여가면서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생태감수성↑)

•

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원인제공자)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인류의 의식주 해결 위해 소비하는 생태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의 면적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

나무와 숲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숲의 피톤치드, 음이온, 토양, 온습도, 소음 등 대응
인체 면역력 높여 질환 치유

•

독일 숲의 치료적 활용 처음 인정
숲 치료 의료보험 혜택

•

출처 : YTN 2018

1ha(100×100=1만㎡) 도시숲 연간 168㎏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흡수. 미세먼지 심할 때 도시숲
초미세먼지 농도 일반도심보다 40.9% 낮음

•

숲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고 폭염,
홍수, 태풍, 가뭄 등 피해 줄여줌

1951~1978년 연평균 기온대비
2010~2019년의 연평균 기온 차이
출처 : NASAG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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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숲은?
•

숲의 중요성 갈수록 강조되나 전국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시민들이 일상적
으로 이용 가능한 녹지 공간으로 산림·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제외한 것)
면적 순위 서울이 꼴찌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서울(4.38㎡), 경기(7.69㎡), 인천(8.23㎡) 등
수도권 지역 열악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 9.00㎡

•

도시숲 면적 늘리기 힘들면 숲 잘 가꾸어 밀도 높이고 빈 공간 활용
쌈지숲, 여러 층 가로수 조성

•

공원일몰제, 그린벨트 해제? 관심 필요

자연의 권리(The right of nature)
•

뉴질랜드 마오리족(Māori) 1870년대부터 조상으로 생각하는 테 아와
투푸아(Te Awa Tupua) 또는 황거누이(Whanganui)강에 인간과 같은 권리,
의무, 책임 등 지위 부여 요구

•

2017년 뉴질랜드 의회 자연 하천에 인간과 같은 법인격(legal personality)
세계 최초 인정

•

뉴질랜드 정부 법안 통과 뒤
마오리족 공동체에 634억원
보상금 지급, 강 보존 위해
238억원 추가 지원

황거누이 강

뉴질랜드의 황거누이 강

출처 : 위키피디아

출처 : ⒸJames S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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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문제를 해결하나?
•

의식주 자원, 에너지, 토지 과도 사용 소비로 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문제 발생

•

나부터 지혜로운 소비자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의식주 생활
→ 생산공급자 뒤따름 → 지속가능 사회

•

자연의 권리 존중하는 사회 자연 속에서
인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의 길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 되어야

•

아는 만큼 실천하기
출처 : 출판사 이다북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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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2
녹색 밥상과 방역

최경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녹색 밥상과 방역
최경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는
기후.환경 위기

보건문제

• 기후위기 대응

• 녹색 방역

- 에너지
- 식량

- 위생 효과
녹색 밥상

- 안전

• 일회용품

- 토지이용
- 수송

- 대안 모색

-…

- 안전한 폐기

• 생태계 파괴 대응

- 환경오염 저감

• 화학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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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서
지구 살리기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4

채식위주
식단

출처 : Project drawdown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평균 370 g/인/일
- 비가정 부문 : 음식점, 숙박업 분야에서 다량 배출
- 한국의 식량 자급률 23%
400

(단위 g/인/일)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합계

채소류

과일류
전체 평균

곡류
가정부문 평균

어육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12 -

침출수 (국물)

기타

비음식물

비가정부문 평균

출처 : 환경통계포탈

채식위주 식단
• 온실가스 저감
- 축산 배출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최소 15% 차지
- 식량 경작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 세계 인구 50%가 하루 2500칼로리 건강 식단(육류 소비 저감)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최소 26.7기가톤 CO2 저감

• 한국
- 채식인구 100~150만명
※ 2008년(15만명)에 비해 급증

- 채식의 이유 : 건강(63%), 윤리(53%), 환경보호(36%), 다이어트(26%)
출처 : 식품음료신문

밥상에서 지구 살리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채식위주 식단

• 정책적 노력

• 정책적 노력

- 생산 유통 단계 발생 줄이기
- 식당과 집단급식소
- 유통기한과 안전기한 구분

- 집단급식시설의 선택권 보장
- 도시농업 활성화
- 식생활. 환경교육 강화
※ 학교텃밭 → 급식 연계하여

• 시민행동
-

• 시민행동

한주 식단 목록 만들기 : 계획
못생긴 과일과 채소 구입
유통기한 이해 : 안전기한 아님
남은 음식 사용하기

- 채식 위주의 식단
- 텃밭가꾸기
-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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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방역?
• 환경소독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 분무살균소독 vs 표면소독
- 살균 vs 인체 ∙ 환경독성 : 사용하는 소독제는 안전한가

출처 : 연합뉴스, 이데일리, 중앙일보

환경소독 방역지침
• ‘분사 소독은.. 위험을 증가.. 소독 효과가 미흡’
• ‘분무소독제도 천을 적셔 표면 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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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소독제
•

한국 소독제 주요 성분별 사용방법

•

미국 EPA 환경안전 인증
활성성분

승인 년도

구연산

2009

과산화수소

2009

젖산

2009

에탄올

2012

이소프로판올

2012

과산화초산

2015

황화수소나트륨

2015

• 흔히 쓰는 환경소독제와 위험
- 락스 : 만성 노출 → 천식유발, 급성 노출 → 호흡기 증상
- 4차암모늄(BKC) : 천식유발, 동물에서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녹색 방역을 위해
• 정책적 노력

- 방역지침 마련 → 효율과 안전성 갖춘 소독
- 실행력 있는 정확한 소통

출처 : 연합뉴스, 이데일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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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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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3
코로나와 자원순환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코로나와 자원순환
유미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함께하는 질문
•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수도권쓰레기매립
기한종료, 재활용 침체)
• 코로나19로 늘어나는 1회용품(플라스틱)
과 온라인 소비 확대
•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순환경제의 실현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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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소비 인프라 조성(1)
• 일회용/포장 사용 억제
- 포장 판매 : 기업형 슈퍼마켓 > 대형마트 > 전통시장
• 포장재 없는 매장 활성화
- 벌크 판매, 플라스틱 대안 제공
• 포장재 없는 매장 지정제도 도입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출처 : 경향신문

쓰레기 없는 소비 인프라 조성(2)
• 포장재 없는 온라인 판매서비스 지원
- 사례 : LOOP – 리필 가능한 제품 판매, 사용 후 빈용기를 회수한 후
세척해서 다시 사용
•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확대, 지원 (식기(용기) 대여 및 회수/세척)
↔ 커피 전문점, 장례식장, 야외행사, 배달식품 ↔ 규제(다회용기
사용의무 및 일회용기 패널티) 및 지원(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 음식물쓰레기 없는 식단 및 마을공동체 텃밭 조성(재활용 및 퇴비화)

출처 : LOOP

출처 : 트레쉬버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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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소비 인프라 조성(3)
- 재사용 공유 기반 마련
• 제품 공유를 위한 재고 최소화
• 재활용 용이한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 유통
• 수리수선을 통한 제품수명 연장,
중고품 교환 및 소비

출처 : 서울새활용플라자

- 동네 재활용센터 현대화 및 수집 및 선별,
공급 기능 강화

새활용플라자
새활용제품
출처 : 연합뉴스

• 단순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생산 ∙ 소비 ∙ 재활용의 완전한 순환 강구)
→ 새활용 온 ∙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리사이클아트센터
출처 : 강동구청

분리배출 체계 재확립을 통한
실질 재활용율 향상
• 분리하기 쉬운 배출체계 마련
- 특별품목 별도 수거함 내지 거점수거센터 설치
• 선별장 작업 여건과 방식 개선,
선별품의 수요처 고려
•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방안 마련
- 분리배출 앱 개발, 재활용 봉투 유료화,
교육 확대 등 마련 검토

아파트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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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connecting with nature developing urban spaces in the age of climate change(2019)

• 서울시 내 쓰레기 자체 처리 인프라 구축
• 시민실천을 통한 쓰레기 원천 감량 행동 확산

감사합니다

- 22 -

□ 발제4
환경위기, 피해는 미래세대의 것
김세진(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자문)

환경위기,
피해는 미래세대의 것
김세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코 로 나 19로 인 한 청 년 실 업
• 기후 위기
- 피해는 미래세대의 것, 미래세대는 주요
이해관계자

• 기후변화로 인한 병원체 및 숙주 발생,

출처 : ⒸConstant Loubier

서식, 확산
- 생태계 파괴, 감염원의 증가
- 빙하 융해

• 근본적인 환경문제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구조로의 전환 필요

중국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기질이 깨끗해지는 효과
출처 :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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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 (세계은행)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
- 전년 동월 대비 20~29세 취업자 및 고용률
20~29세 취업자 증감 (단위: 명)

(단위 : 명)

100,000
50,000

(단위 : %)

0.0

0
-50,000

20~29세 고용률 증감 (단위: %)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

-100,000
-150,000

-3.0

-200,000

-4.0

20~29세 취업자 증감

20~29세 고용률 증감
출처 : 통계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시 사업
현 정책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미래 대안
코 로 나 19로 인 해 아 르 바 이 트 를 잃 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앞으로 청년들의 미래는?

•

학교생활지원·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인력 비롯 5개 분야

•

최저임금 지원(5,000명, 근무기간 최대 5개월)

•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

긴급수당 지원(500명, 2개월, 총 100만원)

비자발적 퇴직/해고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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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뉴딜
• 서울시 그린뉴딜
- 2050년 탄소배출이 없는 ‘넷-제로(Net-Zero)’ 도시로 전환
- 5개 분야 중심
: 건물, 교통·수송, 숲 , 에너지, 자원순환
-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 투입, 2만 6천개 일자리 창출

청년의 제언
• 공정하고 안전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방안 마련
o 청년 의견 수렴
o 연구개발 지원 및 투자
o 청년 일자리 쿼터(quota)

- 도태되는 인력 지원
o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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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제시 필요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의 사업으로는 현실가능성 희박
- 건물 부문 (전체 배출량의 68%)
o 노후 민간 건물 (전체 배출량의 43%)
: 규제 적용 및 강력한 인센티브 적용

o 건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관리 체계 필요
: ISO 50001 등 관리시스템 도입

o 모든 신축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사전 인증 제도 도입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제시 필요
- 교통∙수송 부문의 궁극적 목표 재설정
o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 도시

- 기후환경교육 필수적 이행 필요
o 교과과정 내 필수과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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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항목 추가
-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 총액
o 23조 7,808억 원(2018년 12월 기준)

-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 촉진
o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조속 개정 필요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21.>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3. 5. 16., 2017. 9. 2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 청년의 역할과 참여
-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 반영 창구 마련 필요
o 참여 및 공론화 구조

- 감시 및 모니터링 역할
o 책임 있는 소비자
o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대한 감시
출처 : ⒸMarkus Spi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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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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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5
기후위기시대, 코로나19 그리고 환경교육
정수정(한국환경교육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시대, 코로나19,
그리고 환경교육
정수정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교육분과
한국환경교육연구소

<

2020.01.31. 이전 “기후변화＂연관

검색어. BIG Kinds 분석리포트 >

<

2020.02.01. 이후 “기후변화＂연관

검색어 BIG Kinds 분석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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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시간과 공간의 집적
- 최소시간 최대효율을 위한 거리 축소
- 이동빈도 증가, 이동거리의 확대, 이동속도 증가
• 도시집중
- 사회적거리의 축소 → 감염네트워크 공유
- 고밀집도
• 공포와 혐오의 확산 → 공동체의 붕괴
출처 : 유영초(2020),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교육의 준비와 대응.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패러다임
환경문제
영역

대상(내용)

방법

주 대상

목표

접근법

1기
생활환경

수질, 대기,
쓰레기, 소음,
악취

환경지식,
친환경 행동 교육

아동

심각성 인식,
개인적 실천

분산적
(다학문적)

2기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생물들

자연체험 교육

아동

생태적 감수성,
생명윤리

체험적
윤리적

통합적 탐구교육

청소년
성인

시스템적 사고,
사회적 실천

통합적
(간학문적)

3기
지구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미세먼지,
해양오염

출처 : 국가환경교육센터(2019),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기본방향 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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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 지속적 환경문제
발생으로 생긴 태도
죄책감

무력감

불안감

개인적 실천을 넘어
사회시스템 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지식전달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

불안과 불확실성, 무력감의 시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려움?체념?
걱정?

뒤로 남겨두기?

그냥 받아들이기?

환경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

‘자기환경화’

- 35 -

건강

코로나 19 이후의 환경교육은?
복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복잡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문제해결 교육

개인의 일상과 관련성을 높이는 교육
양적, 질적
증폭

THINK LOCAL, ACT LOCAL
마을

안전

시 민

환경교육
현재

환경교육

경제
먹거리

출처 : 한국환경교육연구소(2016), 제1차 성남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 성남시.

학교

2020 서울시 교육청
2020년 생태전환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마을단위 활동 조직과 공간
참여하는, 행동하는 시민

자치구, 마을
community

마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회공헌사업, 기업 CSR

사회
단체

기업
행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전문 인 력

자치구 단위 환경교육 지원 정책
자치구 환경교육센터

서울시
2019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선언
2017 환경학습도시 선언
환경교육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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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환경교육연구소(2016),
제1차 성남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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