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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가해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유아 교육용 영상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가까운 미래, 혹은 먼 훗날의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얼굴 붉히며 역정을 
내는 말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에게, 혹은 의인화된 지구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
고 있다. 심지어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자기폭행을 하면서도 우리 세대는 서로 남 탓하기 바쁘
다. 철저히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기후변화와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은 멸종된 지 오래다.

근본적으로 다시금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
다. 질병에 대한 제도처럼 말이다. ‘치매’와의 투쟁이 더 이상 개인전이 아닌 범사회적 연대를 
통한 처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후문제도 범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세대의 삶의 방식은 기후문제에 대해 개인적 실천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하루 빨리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함께 살아가는 전 지구적 생
명체에 대한 가해자임을 자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장으로 불러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껏 역사적으로 큰 변혁을 일으켰던 사건들은 주로 ‘아래로부터’ 이루어졌다. 프랑스 대
혁명이나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본다면 사회 변혁의 주체는 부조리함을 겪은 약자들의 연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문제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기후문제는 철저히 ‘위로부터’ 이루
어져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필수 요건인 ‘약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미래세
대가 변혁을 시도할 때까지 넋 놓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근대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관념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생산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미 기후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기술력의 한계’를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기술력은 충분한 수준이지만 그것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기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환경 친화적 기술을 소비할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
고, 그에 따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후문제를 의식한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전술했
듯, 이렇게 ‘위로부터’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후문제는 지구생태계 대멸종 그날까지 
철저히 외면당할 게 뻔하다.

지금껏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 세대에는 가해자
라는 도장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제 그저 ‘텀블러 들고 다니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와 
같은 개인적 실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개인적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
람들에게 ‘유난 떤다’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후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실천을 뛰어 넘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여 미래세대로부터 찍힐 ‘가해자’ 낙인을 한 
글자씩 지워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해가 스스로가, 즉 ‘위로부터’의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