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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눈으로 본 코로나19  

이 책은 코로나19로 야기된 ‘뉴노멀’에 대한 20편의 진단서이다. 이 진단

작업에 참여한 저자들은 20대 대학생에서 50대 평화운동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나들고 있다. 발신지도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스페인 등 각

국에 걸쳐 있고, 다루는 내용은 콜센터 노동자의 삶에서 근대문명의 진단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분야 또한 다양하여 정치를 비롯하여 매체, 의료, 도

덕, 종교, 영화, 철학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지구시민

백서’ 내지는 ‘코로나19 지구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 

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기획된 동기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사회와 자구사회를 돌아

보자는 데에 있었다. 이번 사태가 우리를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

기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5년 전에 나온 『세월호

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과 비슷한 의도에서 출발한 셈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편, 한울아카데미,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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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 세월호가 21세기 한국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 코로나19는 정반대로 가장 성공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메르스와 촛불혁명이 있었다. 메르스 때 

얻은 실패의 교훈과 촛불혁명 때 경험한 성공의 기억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재난과 국난을 겪을 때마다 오

히려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문적 ‘눈’을 갖지 못했다.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 인문학의 허점이 존재한다. 기술은 

독립해도 인문학은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이 자립하지 못하

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자기 전통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자기 자신에 대

한 냉철한 ‘성찰’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으름이 한계

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의 한국사회의 경험은 더 이상 외적인 틀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경종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경험들 안에 서구적 근대를 넘어 설 수 있는 개벽적 

잠재력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경희대학교 김상준 교수는 그 

조짐을 동학농민혁명에서 읽어 냈다. 동학농민군이 보여준 관민상화의 집강

소 체제에는 “혁명성을 넘어서는 미래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정부와 한국시민이 보여준 개방적이면서도 규율적이고, 민주

적이면서도 공화적인 대응 방식은 서구 근대가 표방한 개인주의와 자유주

의, 공리주의와 시장주의라는 편향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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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끈질긴 근대’가 내장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이번 재난에 대처하는 창조적 대응 방식이었다고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분주하게 뛰어다닌 기

획팀과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박길수, 이원진, 허남진과 필자

는 3월 2일에 단톡방에서 이 책의 구상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자 섭

외와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홍승진과 더불어 올해에 창간될 《다시개

벽》의 기획 멤버이기도 하다. 애플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인문학스튜디오’

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스튜디오는 “자생적 인문학을 디자인하자”는 취지

에 공감하는 한국학자들의 온라인 작업실이다. 이 책은 이 작업실의 첫 작품

이다. 이 소품을 지금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우고 계

시는 모든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인간과 만물의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든 지구시민들께 바친다.

    

                               2020년 4월 14일에 기획자를 대표하여 조성환이 쓰다

 

*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였던 조너선 아이브는 <Apple-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라는 동영상에서 애플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a small design stuidio)라고 소개하

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EW4D_CER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