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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사람들 철학스튜디오 한국사회 COVID19 시민백서 간행
 세계는 왜 한국에 주목하는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시민의 
입장에서 COVID-19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시민백서가 간행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의 ‘철학스튜디오’가 기획한 세계는 왜 한국에 주목하는가 – 한국사회 COVID-19 시민백서가 그것이다. 
이번 신간을 기획한 ‘철학스튜디오’는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의 허남진 연구교수와 조성환 책임연구원, 
그리고 연세대 X-미디어센터의 이원진 연구원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인문콘텐츠기획실’이다. 이번 신
간은 ‘뉴노멀’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획되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정확히 99일만에 나온 이 ‘시민백서’는, 서두에 나와 있는 <기획자의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 한국사회와 지구사회를 돌아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기획의도를 이미지화한 것이 표지 디자인이다. 한 가운데에 “마스크를 쓴 지구”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따라가는 학습자에서 선도하는 창조자로!”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푸르게’ 
정화된 지구의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인간과 자연의 ‘뉴노멀’을 상징하고 있다. 하단의 문구
는 이번 대응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한국인의 의식이 Learner에서 Creator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다양해서, 제1부 <재난과 국가>를 시작으로 제2부 <재난과 매체>, 제3부 <재난과 공공
성>, 제4부 <재난과 일상>, 제5부 <재난과 종교>, 그리고 제6부 <재난과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각 분
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조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해외언론의 평가를 비롯하여, 위기상황에서 발휘된 한국인의 공공성, 종교계에 던져진 과제, 코로나
로 촉발된 일상의 변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 신천지 사태로 드러난 영성의 위기 등, 20대 대
학생에서 50대 평화운동가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망라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유
럽의 상황에 대해서도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야규 마코토 연구교수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和&同 청
춘초당’의 김유익 대표, 그리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전 중앙일보 김진경 기자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번 신간으로 코로나19가 한국사회와 지구사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대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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