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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강원대)

I. 서론

21세기에 급격히 대두한 두 위기,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인류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유례없는 방역 조치로 전 세계인의 움직임을 둔화시켰고 앞으로 새로운 변

이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드러내고,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상적으로 다

가오며 세계 식량 생산에 불확실성을 가중한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인류세 개

념은 두 위기를 인간과 비인간세계의 상호교류의 결과로 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인간

행동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기후변화문제는 멀리는 인류문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농경

의 시작부터 식민주의, 대가속 시대(the Great Acceleration)를 거쳐 이제껏 지구대기에 얼

마나 많은 탄소를 뿜어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색하게 한다. 팬데믹도 마

찬가지다. 인류는 경제활동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곳의 새로운 바이러스와

접촉하고 최첨단의 교통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세계 곳곳에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어떻게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면서, 관계성을 강화

할 수 있는지 시도하게 한다. 기후변화-팬데믹을 인류세 문제로 인식한다면, 이제까지의 인

간-비인간세계의 파괴적 관계를 성찰하고 공존 관계를 실천하게 할 수 있다.

팬데믹 대응과 달리 기후행동은 신속하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백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는 사회적 그룹이 있었을지라도, 팬데믹 대응은 매우 신속하게 이행됐다.

지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기후행동 실천의 험난한 여정을 극명

히 보여준다. 많은 기후 활동가들의 바람과는 달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이 ‘단계적 폐지’(phase out)가 아니라 ‘단계적 축소’(phase down)로의 합의로 됐다.1) 이에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청소년 기후정상회

의’(Youth4Climate Summit)에서 세계 정상들의 행동 없는 공허한 약속에 대한 비판보다 구

체적인 행동을 강조했다.2) 기후행동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세

대의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기후행동 실천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촉구되어야 한다.

문학비평연구는 어떻게 대중적인 기후행동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가? 복잡다단한 인간사

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서사는 때론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풀어 전달하고, 그들의 현실 삶의 층위에서 문제를 고민하여, 작지만 유의미한 행동을 실천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은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요인에

서 그들의 인식체계를 탐색하여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엄정

하게 전달하기보다, 문학작품의 서사 방식은 사실에 근거하면서 대중의 일상 삶의 층위로

1) “Glasgow Climate Pact.” https://unfccc.int/documents/310475

2) “Greta Thunberg's Full Keynote Speech at Youth4Climate Pre-COP26.”
https://www.youtube.com/watch?v=n2TJMpiG5XQ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 대중서사의 핵심은 대중의 행동이 단지 아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 특히 우리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그에 따른 인식이나 신념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인류세 문제 관련 전문적 지식과 대중의 인식, 그리고 그

들이 이를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와 에릭 콘웨이(Erik Conway)의 『서양문명의 몰락』

(The Collapse of Western Civilization: A View From the Future3))은 대중의 기후행동

실천을 촉구하는 서사의 특징을 가진다.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 인류세 문제 관련 대중 인식

과 행동을 같이 고민하는 인류세 뉴노멀 개념으로 요약한다. 즉, 대중의 실천가능성은 지식

뿐 아니라 그들의 인식체계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작품이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인식구조

를 분석하여 대중이 기후행동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서사의 특징은 인류세 문제 인식과 대

중 행동을 밀접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과학과 역사의 학

제간 접근으로 기후변화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소설의 형태에서 대중에서 더욱 친밀하게 전

달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과학계의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전망과 대중의 인식과 사회 체

계에 대한 역사적 통찰에 대한 방대한 자료제시를 다시 되풀이하기보다 대중의 현실 삶에서

이해할 수준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암울한 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양

면적 서사는 대중이 기후행동을 그들 삶에서 내재화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기존의 종말론적

관점과는 달리 암울한 현실과 전망을 과거와 현재의 화법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희망의 실

현가능성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한다.

본 발표가 이 작품의 서사에서 대중이 어떻게 인류세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게 촉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면, 인간-비인간세계의 공존을 추구할 관점과 행동방안을 문학작품을

통해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류세 시대, 인간-비인간세계의 공존

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중의 인식과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제

간 연구의 방향성과 양면적 서사의 특징을 규명한다면, 대중이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더욱 실천하게 촉구할 것이다.

II. 인류세와 『서양문명의 몰락』의 대중 서사

1. 인류세 뉴노멀 인식과 행동

문학비평연구는 더욱 많은 대중의 기후행동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인류세 문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생각해야 한다. 즉 비인간세계에 자행한 인간의 과오 성찰 뿐 아니라 새

로운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김대영의 “인류세 뉴노멀”(the Anthropocene New

Normal) 개념은 인류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함축하여 요약한

다. 그는 인류세 문제를 “대중 중심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전환하여 대응해야 한

다”는 의미로 인류세 뉴노멀을 제안한다(김대영 2021: 30). 즉 현재 대중이 인류세 문제로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삶

을 변화시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신자유주의나 시장근본주의를 맹신하고 다

른 대안을 거부하는 인식체계는 개인의 고통과 삶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팬데믹은

과학기술에만 의존하는 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팬데믹 초기 불완전한 백신마저 부족한 시

점에, 부유한 국가들이 기술을 독점하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백신 수급이 어려웠다.

3) 이후 CWC로 표기



기술의 독점화는 군사화로 연결됐다. 미국은 팬데믹 초기 군사작전과 같은“워프 스피드 작

전”(Operation Warp Speed)으로 신속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기술을 선점했다. 이후

자신의 동맹국 위주로 백신을 선별적으로 공급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대중의 삶은 기술만능

주의와 이에 따른 독점·군사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삶의 방

식을 바꾸어 대응할 수 있다. 즉 마스크 상시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 m-RNA 계통의 백신 수급이 어려워 생활방역을 강조하곤 했었다.

코로나 감염병이 인간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인식한다면, 그 전파경로를 줄이는 것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시간을 확보

하게 할 것이다.

인류세 문제 관련 대중인식과 대응을 연관시키는데 사회의 우세한 인식론적 체계를 점검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현재 인류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과학계와 정치·경제계의

인식체계와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은 대중적 대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인식론적 장애’라는 용어4)는 인류세 문제의 대응책을 거부

하는 대중의 인식적 문제를 함축할 수 있다. 즉 과학계의 합리주의가 현실성을 외면하는 경

우5)가 있는데, 이러한 과학계의 인식이 현상의 복잡성과 유동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바슐라르의 개념은 인류세 문제 관련 대중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지는 인식체계를

점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오레스케스와 콘웨이는 기후변화를 인류세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이 지구의 물리적 생물학적 기능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거대한 자연사적 관점

에서 “인류세”(the Anthropocene Period of geological history)의 필요성을 제시한다(3). 그

들의 인류세적 인식은 인간에게 원죄를 부여하고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대자연을 위해 의도

치 않은 인간혐오로 쏠리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세계의 공존의 행동을 촉구한다. 즉 “온실가

스 배출 규제”(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와 “비탄소계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a

transition to a non carbon-based energy system)을 강조한다(4). 이것은 바로 “탄소중립사

회”(zero-net-carbon world)로의 전환이다(9). 21세기 현재 석탄화력발전뿐 아니라 우리사회

는 너무나 탄소계 연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와 같은

대체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역시 탄소배출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적 미

흡으로 여전히 탄소계 에너지 체제를 고집할 수 없다. 오히려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

부 역시 기후행동의 측면에서 다른 대안적 생활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류세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학계는 대응의 시급성을 절실히 통감하

면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류를 피하려는 관습이다. 작품은

이러한 과학자의 관습을 “95퍼센트 신뢰수준”(95 percent confidence limit)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인류세 문제에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압도적인 증거들은 20세기 과학자들이 피셔 통계학의 기준에 의해, 관찰된 사

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20분의 1보다 낮아야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

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온난해진 온도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인

과관계가 있는 많은 현상들은 그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되지

4) Bachelard, Gaston.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trans Mary McAllester Jones.

Manchester. Clinamen P. 1938. (pp.24)

5) 가스통 바슐라르. 『새로운 과학정신』.(The New Scienctific Spirit) 김용선 역. 8~9쪽 참고



않음”으로 무시되었다. 역사학자들은 인식론적이지도 존재적인 수학적 근거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며 왜 이 기준이 받아들여졌는지 오랫동안 논쟁했었다. 우리는 이

95퍼센트 신뢰수준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학문 엄밀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욕장에 근거한

사회적 관습이라고 결론내렸다.

Yet overwhelming evidence suggests that twentieth-century scientists believed

that a claim could be accepted only if, by the standards of Fisherian statistics, the

possibility that an observed event could have happened by chance was less than 1

in 20. Many phenomena whose causal mechanisms were physically, chemically, or

biologically linked to warmer temperatures were dismissed as “unproven” because

they did not adhere to this standard of demonstration. Historians have long argued

about why this standard was accepted, given that it had neither epistemological nor

substantive mathematical basis. We have come to understand the 95 percent

confidence limit as a social convention rooted in scientists’ desire to demonstrate

their disciplinary severity. (CWC 17)

학문적 엄정함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은 주저함에 고통을

받게 될 사람이 있기에,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대중적으로 주장해야 한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새로운 일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더불어 지구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인류세 문제가 야기하는 피해는 모든 사람이 동

일하지 않다. 랍 닉슨(Rob Nixon)의 ‘느린 폭력’(slow violence)은 환경파괴 문제가 느리지

만 꾸준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계층, 특히 자본의 차이로 사회적 약자가 부유한 사람보다 극

심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지적한다(Nixon 4). 세계적인 부가 소수에 편중되는 점을 고려한

다면, ‘느린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이고 그들의 자본과

기술접근성은 서구의 부유한 계층과는 비교되지 않게 낮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여

인류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뿐 아니라 대중의 현실 삶을 변화시켜 대응하려는 방법 역시

필요하다.

작품은 사회적 계층에 따른 인류세 문제 인식뿐 아니라 대응의 다름을 지적한다. 특히 예

술문화계통의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를 감지할 뿐, 많은 부유한 서구인들은 비교적 늦

게 문제를 인식한다. 더욱이 기후행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약화시키는 경우 오히려 과학

계의 신뢰수준과 같은 엄정함으로 주저하는 틈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다. 작가들은 정부와

사업체가 신자유주의로 결탁한 “탄소 연소 복합체6)”(carbon-combustion complex)를 상정하

고 이들이 인류세 문제를 여전히 거부하는 핵심 그룹임을 지목한다(36). 이들은 자신들이 맹

신한 정치와 경제체제에서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인류세 문제를 오직 이익을 위해 외면 내지

는 은폐하려 한다. 작품은 이러한 신념 체계를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로

규정하고 이것이 “유사종교적 신념”(a quasi-religious faith)으로 판단한다(37). 이렇듯 여러

이유로 인류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과학적 사실마저 부정하려 드

는 인식체계는 점검되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 관련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을 비이성적

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 작품은 이들의 인식체계의 한계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분석한다.

작품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이들의 시장근본주의라는 신념 체계의 근간임을 지적한

다. 즉 시장경제는 그 어떤 통제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의 개입

을 철저히 배제해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당시는 18-19세기에는 왕정이라는 “불공정하고 독

6) 이 작품에서는 화석연료 생산업자, 에너지 회사의 하청업자, 화석연료 기반 제조업자, 광고업계, 제

품 유통, 판매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상정한다.



단적이고 무능한 전제군주의 통제”(control by unjust, arbitrary, and often incompetent

despots)에 반발하여 이러한 자유주의에 입각한 체제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우세했다(39).

자유주의의 우세함은 19세기부터 기업가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지구환

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20세기 초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스스로 조절하는 시장이라는 개념”(the idea of self-regulating market)이 단지 “사회적 미

신”(a myth)으로 인식하게 됐다(40).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

극화하는 냉전체제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성찰하기보다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체

제임을 입증하려는 태도가 강화했다.

아마 공산 진영의 끔찍한 폭력 때문에, 많은 서구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심지어 누진세나 환경 규제와 같은 온건하고 필수적인 시장개입이나 건강 보험과 산아 제한과

같은 인도주의적 개입조차 악마로 인식하게 됐다.

Perhaps because of the horrible violence in the East, many Western intellectuals came to

see everything associated with communism as evil, even ... modest or necessary forms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place such as progressive tax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s such as effective and affordable regimes of health care and

birth control. (CWC 42)

탄소연소 복합체들은 환경문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학자들 역시 적으로 취급했다.

냉전 종식 후 그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최선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학자들이 문제라고 호도했다. 특히 정부

는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니라”(the problem, not the solution)이라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Donald Reagan)의 발언은 DDT 독성 문제, 산성비, 오존층 파괴와 같은 시장경제의

실패를 지적하는 과학자의 의견을 불확실하다는 논리로 매도했다(45). 그렇다면 탄소연소 복

합체는 도대체 몇 퍼센트의 확률을 제시해야만 지구 전체뿐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

식체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이점이 탄소연소 복합체는 과학계의 판단을 자본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충고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작가들은 “사전예방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의 개념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 예로 신자

유주의의 신봉자, 폰 하이에크(Von Hayek)의 수정된 자유주의의 개념은 삼림 파괴나 농경

방식의 해로운 효과 방지나 공장의 매연과 소음 통제, 독성물질 사용금지, 노동시간 제한과

같은 시장통제에 대한 약간의 규제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작가들은 역사학자로서 작품 속 서사구조에 과학계와 정치경제계의 인식구조를 면밀히 탐

색하고 그 한계를 지목하고 설명하여 그들뿐 아니라 대중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한

다. 특히 그 중심에는 특정 계층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위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류세 문

제 관련 인식과 행동 변화를 강조한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서사는 인류세 뉴노멀 개념을

제시하고 대중 인식과 행동을 연관하여 문제를 전달하고 있다. 기후행동을 위한 대중 서사

는 이와 같이 대중 인식과 행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일반 대중의 행동 변화를 더욱 촉

구할 수 있다.

2. 인류세 문제에 대한 학제간 접근 (다층적 접근, 양면적 서사)

인류세 문제 대응은 과학계, 정치·경제계 뿐 아니라 모든 학문분과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류세 문제에 대한 학제간 접근은 이와 같은 추세를 요약한다. 그러나 각 학문분과



별, 특히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소통하기 어렵다. 신두호는 「인류세와

문학연구의 과제」에서 인문학과 과학계의 차이를 지적한다. 즉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인문

학은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탈인간중심적 인식과 개개인의 생활태도 실천”을 과학계는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적용”이라는 해결책에 집중했다고 지적한다(106).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극을 어떻게 메워 인류세 문제 관련 학제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가? 신두호는 특

히 인문학이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찰스 스노우(C. P. Snow)

가 제시한 인문학-자연과학의 통섭적 접근인 ‘제3문화’(the third culture)를 강화하기 위해

인류세 문제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일반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신두호는 「기후변화 담론으로서의 소설의 수사학— 바바라 킹

솔버의 『도피습성』」에서 “환경담론의 수사학” 또는 “수사학적 요소와 역할”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중의 책임 회피성 반응을 고려한 책임 의식 강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36). 신두호의 인류세 시대 인문학 연구과제는 인류세 문제 관련 학제간 연구에

대한 서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류세 관련 학제간 연구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과학계의

99퍼센트 신뢰수준이라는 제약뿐 아니라 미세환원적 관점 역시 다층적 접근을 저해할 수 있

다. 웬델 베리(Wendell Berry)의 삶은 기적이다: 현대의 미신에 대한 반박(Life is
M iracle: An Essay Against Modern Superstition)는 과학계의 환원주의적 접근을 비판한

다. 그는 특히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의 통섭에 내재된 미시 환원주의적 특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시적으로 분류하는 것의 한계를 지

목한다(41). 또한 이러한 관점은 자연계를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

작품은 과학계의 미시 환원주의적 접근을 경계한다. 특히 인류세 문제 관련 과학적 사실 뿐

아니라 인간 활동의 문제점 역시 다층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작품은 인류세 문제 관련 과학계의 미시 환원적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비인간세계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전체론적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인류세와 같은 “복

잡한 문제의 단일한 요소에 집중”(focusing on singular elements of complex problems)하여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14). 따라서 그들은 인류세 문제의

과학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요소”(the social components)를 포함한 “전체론적 접근”을

강조한다(15). 인류세 문제에서 사회적 요소란 인간의 대량 소비와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류세 문제를 야기하는 인간 활동과 과학적 사실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다. 기후변화는 단지 지구 온도가 증가하여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가 멸종한다는 간단

한 문제가 아니다. 탄소연소 복합체와 같은 계층의 외부화(externalities) 문제와 식량난, 인

구이동, 그리고 팬데믹이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외부화란 경제용어로 산업시스템이

생산비용을 제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적 음식 생산시스템은 화석연료의 비용과

환경문제를 음식 생산비용에서 제외하여 저렴한 음식을 생산한다. 마이클 캐롤란(Michael

Carolan)의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The Real Cost of Cheap Food)는 현행 음식생산비

용이 결코 싸지 않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외부화한 비

용을 포함하여 “가격 적정성”(affordability)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정부 보조금으

로 왜곡된 시장은 대안적 체제 전환을 방해한다. 자신들만 보조금을 받아 시장경쟁력을 확

보하여 친환경 음식생산 시스템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 작품 역시 기후행동의

일환인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탄소연소 복합체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비용을 외부화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와 같은 노력과 신흥시장을 약화한다

고 지적한다(24). 이러한 산업 부문의 문제는 대중의 식량난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구이동,

그에 따른 야생 서식지를 침범하며 새로운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



영양실조와 물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량 이주는 폭발적인 곤충 개체 수 증가와 결합하여 장티

푸스, 콜레라, 뎅기열, 황열병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의 대규모

발병을 초래했다.

Mass migration of undernourished and dehydrated individuals, coupled with explosive

increases in insect population, led to widespread outbreaks of typhus, cholera, dengue fever,

yellow fever, and viral and retroviral agents never before unseen. (CWC 25)

이와 같은 암울한 전망은 인류세 문제 관련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에 의존하게 할 수 있

다. 바로 이점에서 인문학은 과학기술 적용의 시나리오를 다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류세

개념이 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지구 대기환경의 인위적인 조절, 지구공학

적 대응(geo-engineering)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류세 개념을 처음 제안한 파울 크뤼천

(Paul Crutzen)은 지구공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성층권 황산염 주입에 의한

「성층권 황산염 주입에 의한 반사율 증가: 정책 딜레마 해소의 기여?」(“Albedo

Enhancement by Stratospheric Sulfur Injections: A Contribution to Resolve a Policy

Dilemma?”)에서 대규모 황산염 주입 실험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의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즉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러한 전망은 단지 “경건한 소망”(a pious wish)

일 뿐, 명백하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 실험에 대한 대중이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217). 비록 매우 신중하게 주장하지만, 그는 지구공학적 대응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여러 부작용7)뿐 아니라 기후행동 실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

다. 어거스틴 프레그니에트(Augustin Fragniere)와 스티븐 가디너(Stephen Gardiner)는 지구

공학적 대응의 위험성을 최악의 상황을 강조하여 온전치 않는 기술의 위험을 무시하고 지구

공학적 대응을 주요한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다른 상대적 대안을 억압하여 다른 방안의

다양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대중이 기존의 정치적 타성을 변화하려는 노력에 무관심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Fragniere and Gardiner, 29). 비록 인류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

여 지구공학적 대응 기술이 필요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

본 작품 역시 지구공학적 대응의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다층적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실험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격렬했지만, 인류세 문제가 심

화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지지하게 된다. 특히

부유한 국가보다 현실적인 고통을 겪는 가난한 국가가 더욱 간절히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지구공학적 대응은 전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며, 인도

몬순기후를 바꾸게 된다. 실험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자 지구 기온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고

온실효과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여 북극 동토층이 녹는다. 북극 동토층에 매몰됐던 이산화탄

소보다 70배나 더 많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특히 영화 『투마로우』(The Day After Tomorrow)에서 보여

줬듯이 지구의 열염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이 멈추며 소위 ‘대붕괴’(the Great

Collapse)라 불리는 인류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붕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대규모 인구이동

을 유발 새로운 팬데믹으로 인류가 멸절하게 된다(26-31). 작품이 보여준 시나리오에는 전

쟁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식량난의 시작부터 오히려 전쟁으로 파국에 이를지도 모른다. 어쩌

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지 영화적 상상력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류세 관련 과학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류세 문제를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류세 문제의 영향력을 다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는 다양한 시

7) 김대영의 「인류세 시대 지구공학적 대응과 환경윤리」는 지구공학적 대응의 시의성과 부작용을 대비하

여 설명한다. 지구공학적 대응의 부작용이 해당 논문을 참조



나리오를 제시하고, 특히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

류세 관련 학제간 접근을 다루는 대중 서사는 과학계의 미시 환원적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론적 접근,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다층적 접근, 그리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하여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3. 대중의 인류세 문제 내재화

이제껏 제시된 인류세 문제의 전망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비록 이 전망이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종말론적 관점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도치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바로 대중의 회피 심리이다. 최근 심리학은 환경문제 관련 대중의 심리에서 ‘방어기

제’(defence mechanism)을 제시한다. 로즈마리 랜달(Rosemary Randall)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서사가 대중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지적

한다(Randall 118). 또한 르네 러츠먼(Renee Lertzman)은 환경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심리

적 방어기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대중 소통전략을 고민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Lertzman). 토마스 도허티(Thomas J. Doherty)와 수잔 클레이톤(Susan

Clayton)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심리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걱정을 줄이고자 “심리

적 방어기제”(psychological Defense)로 기후변화문제를 부정한다고 지적한다(269-70). 이에

따라 신두호는 대중이 기후행동을 실천하는데 “대중의 감정과 정서, 심리적 메커니즘”을 고

려한 수사학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신두호 2015b: 136). 그는 또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와 인류세 푸드 웨이, 마거릿 애트우드의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인간의

활동에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가 결부되어 있기에 문학작품 속 이야기

를 통해 대중이 처한 상황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 것

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38). 인류세 문제 관련 수사와 환경심리의 연구들은 대중

이 당면한 문제를 내재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환경심리에 근거한 인류세 대중 서사는 어떻게 대중이 이 문제를 내재화하게 할 수 있는

가? 러츠먼은 “상실과 양면성”(loss and ambivalence)을 환경 소통의 전략으로 제시한다

(Environmental Melancholia 4). 단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지의 문제에서 현재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

는지”(By shifting the discourse from a lack of something to a presence of something

perhaps not well understood)가 환경 소통과 전략의 핵심이다(ibid 8). 그녀의 제안은 인류

세 문제 관련 대중 서사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심각

한 사회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희망,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해야 한다.

작가들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양면적 서사를 설명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사회에 대한 전망은 새로운 희망과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

러낸다. 오레스케스는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인식이 결국 “행동을 지연하

여”(by delaying action) 신자유주의자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회피하고 싶은 과도한 개

입”(the very sort of heavy-handed interventions that conservatives wish to avoid)을 초

래할 것을 드러낸다(69). 즉 위험이 가중될수록 독재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사회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살아남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방식을 미국식이라 통칭한다면, 그녀는 사실에 기반하여 “미국식 방식을

보호하려는 요청”(a call to protect that American way of life)임을 강조한다(79). 적어도

서구의 자유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미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체제



로의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우세한 인식체계를 점

검하고 한계를 성찰한다면 대중의 기후행동을 더욱 촉구할 것이다. 콘웨이 역시 같은 생각

이다. 그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미래 기후에 대해 더욱 또렷한 생각”(think more

clearly about the climate of the future)을 갖길 희망한다(79). 이와 같은 명시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밝힌 것은 인류세 문제에 대한 대중 서사의 양면성, 혹독한 사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대중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묘사를 자신의

삶에서 반영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작가들의 의도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자유의 억압과 독재정권에 대한 전망은 대중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작품은 앞서 상술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탄소연소 복합체가

얼마나 극단적인 자유를 신봉하고 통제와 공산 체제를 향한 혐오를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

이라는 중앙통제국가가 어떤 희생으로 생존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존으로 어떻게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후 세계적인 정치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하지만 실행 가능한 자유는 감소하는 중이었다. 먼저 경제권력은 “1퍼센트”로 알려진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됐고 이후 정치권력은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로 시민들을 이주시키

기 위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대규모 기아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개입을 강요하면서 권력을 얻

게됐다. 그리고 마침내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중앙집권적 정부와 개인적인 선택의

의 상실이 그들이 택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But actionable freedom was decreasing, first as economic power was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a tiny elite, who came to be known as the “1 percent,” and then in a

political elite propelled to power as the climate crisis forced dramatic interventions to

relocate citizens displaced by sea level rise and desertification, to contain contagion, and to

prevent mass famine. And so the development that the neoliberals most dreaded-centralized

government and loss of personal choice-was rendered essential by the very policies that

they had put in place. (CWC 48-9)

이와 같은 암울한 전망은 현재의 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을 강력히 제안한다. 즉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지는 약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수정해야만 강력한 통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신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통제적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자

유와 생존을 보장하는 행동이다. 암울한 현실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이 작품

의 양면적 서사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인류세 문제를 성찰하고 비인간세계와 공

존할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I. 결론

인류세 시대는 인간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대중의 행동 변화에 그들의 인식이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지 과학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동어반복이자

오히려 대중의 반감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세 문제 관련 대중 소통은 과학과 인문학

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레스케스와 콘웨이의 작품을

인류세 뉴노멀 개념으로 접근한 이 발표는 특히 대중 서사에 집중한다. 즉 어떻게 하면 복

잡하고 전문적인 인류세 환경문제를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이다. 인류세 대중

서사는 먼저 현재 과학과 정치·경제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대중 인식을 점검하고 그들의

인식론적 체계의 한계에 도전해야 한다. 더불어 학제간 연구로서 기후변화 관련 전문화, 세

부화된 연구 결과를 전체론적으로 총괄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전달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암울한 현재상황뿐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여

대중이 자신의 삶에서 인류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인류세 대중 서사의 특징은 대중의 기후행동을 실천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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