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세션
기후위기의 극복과
함께 만드는 지구공동체

<참가그룹>
• 청소년기후소송단 (오연재)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김다솜)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김민)
• 지구와사람 작은질문들 (박준호)

청소년기후소송단 소개
오연재 (청소년기후소송단)
청소년기후소송단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함께 행동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기후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8월 결성되
었습니다.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또래 청소년과 함께 토론하는 ‘기후소송
캠프’,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청소년 기후행동(School Strike)’, 기
후소송과 법에 대해 배우는 ‘기후소송 포럼’, 지역청소년과 교류하는 ‘기후변화 지역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입니다
50℃에 달하는 온도로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된 인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는 호주. 몰아치는 한파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얼어 버린 미
국.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고, 사계절
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도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재앙들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
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4도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IPCC
총회에 참가한 국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의 폭을 1.5도로 묶어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가그룹> 청소년기후소송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가 닥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후위기는 ‘위기’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을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4
대 기후 악당 국가’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들은 아직도 경제
성장만을 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커녕,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세대’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적인 시민이기도 합니다. 청
소년기후소송단(YouthClimateAction)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가 대변하는 많
은 동료들과 약자들을 위해 우리 세대의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당사자로서 우리 삶
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부, 회사 및 대중에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청소년기후소송단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위
해, 우리가 대변하는 많은 동료들과 약자들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 당사
자로서 스스로의 삶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부에게 기후 위
기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수반하여) 기후
행동을 진행한다. 2020년 이전 기후위기 관련 큰 흐름을 행동으로 만들고, 이를 통
해 2020년 총선 이전 관련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아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 WHY DO WE NEED TO ACTION
- 1.5도 목표달성
- SYSTEM CHANGE(에너지시스템, 사회시스템의 전환)
- 세대, 지역 내/간 불평등 완화 (기후 정의)
# WHAT DO WE WANT TO ACHIEVE
- 2050 ne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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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후 신규 석탄 하지 말 것
- 재생에너지 2050 100%
*서브 목표 : 기후정의/적응 계획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세대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때 까지 우
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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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그룹> 청소년기후소송단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토론회
<청소년, 기후변화를 말하다> 발언문에서 발췌
역사책에 있던 위기와 전쟁이 지금 여기 기후변화라는 문제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정치, 교육과 시민사회에 기후변화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에 말합니다.
제대로 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권력
싸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잘 살기 위한,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 아니면 도의 한쪽으로 치우치며 서로 싸우는 거나 어딘가에
휩쓸리지 말고, 정부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을 비롯
한 온 국민이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명하고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다면 이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날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의 실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사회적인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
니다. 또한, 온실가스정책은 에너지정책이며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주
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정치에 말합니다.
현재의 기후변화위기라는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정답이 분명해진 상황
입니다. 재생에너지 몇 % 또는 기존의 발전원의 비중으로 싸울 시점이 아니란 겁니
다. 에너지정책이 특정 견고한 산업에 의해서만 의존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며, 이
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시스템과 사회가, 함께 불평등 없이 잘 전환할까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온실가스는 권력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
를 맞대고 고민해주세요. 지금 대응하지 않아 더 심해진다면 지금 싸우고 모함해봤
자 어차피 우리는 같이 절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후
정의가 지켜지도록 힘써주세요. 앞으로의 공약에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필수적으로
늘리고 치열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간과하
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일상을 인기싸움으로 망쳐
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우리는 투표도 지지도 보낼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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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학교에 말합니다.
이제는 교육에서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환경과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로 우리가 배웠던 땅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고, 생물종과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시스템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결과는 아직도 과도한 성장사회를 위한 결과라서 교과서 한 꼭지로
마주한 기후변화를 스쳐지나가며 배울 때도, 본질적인 해결방안과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있는 행동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스스로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해주세요.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위험영역에 들어서고 있는게 분명한 현 시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기후변화에 마땅히 대응
할 민주적 권리이며 변화하는 기후변화사회에서 감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응해나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시험범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서의 한 부록으로 여기지 말고,
당장의 위기임을 함께 인식하길 바랍니다. 지구는 언제나 스스로 회복을 해왔습니
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집을 잃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은 지구만 아픈 일이 아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다시 열을 식히는 날,
우리의 미래는 물속에 잠겨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폭염과 미세먼지에 고
통 받았습니다. 인식하고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위기이며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2019.05.09.
서울시 온실가스 대토론회
청소년기후소송단

PLZ Forum for Ecozoic Era 2019
The Rights of NATURE and Ecological Transformation

<참가그룹>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내가 환경법을 공부하는 이유
김다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1. 강원대학교 로스쿨 환경법학회 소개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로스쿨 환경법학회 회장 김다솜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법학
회를 소개하고 왜 학회활동을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법학회는 환경
문제와 그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의 학회입니다.
현재 23명의 학회원이 있고 세 분의 환경법 교수님께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2. 강원대학교 입학 동기 및 환경법학회장으로서의 활동 이유
제가 강원대학교에 입학한 가장 큰 이유는 강원대학교 로스쿨이 환경법특성화 학교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꾸준히 환경활동을 해온 열혈 청소년환
경운동가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환경교육, 환경회의에 참석하였고, 대학생 때
에는 환경동아리 부회장으로 환경의 날, 지구의 날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환경영
화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가 환경교육, 회의에 참석하면서 배운 점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것이 지구를 바꾼다는 점이었고, 직접 캠페인을 열면서 느낀 점은 그런 한 분 한
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사진) 재
생용지를 사용한 수제노트를 캠페인 상품으로 나눠드리곤 했었는데, 재생용지노트는
만드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 시민들께서 받고자 하는 유인은 크지 않았
습니다. 받고자하는 유인이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상품을 생각해내면 - 예컨대 공
정무역커피 등이 있었습니다 - 그것은 너무 비쌌고 언제나 예산부족 문제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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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 ‘시민사회에서의 활동’과 함께 ‘제도
와 법’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강원대 로스쿨에 진학했고 학교가 제공하는 특성화프로그램과 환경법
학회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3. 작년과 올해 환경법학회 활동 내용
저희 환경법학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 세미
나 활동 등 연구활동이고, 두 번째는 생태답사 활동입니다.
연구활동으로는 환경법 학술포럼, 대학원생 환경법논문대회에 참가하는 것 등이 있
습니다. 올해는 2019. 1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세미나가 있었고 작년에는 2018. 7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 ‘생물다양성의 법적 과제’, 2018. 5 ‘동물의
법인격’ 등의 세미나가 있었고 저희 학생들도 참관,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대학원생 환경논문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지도를 받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2018년 기후변화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미국 Lewis&Clark Law School의 Melissa Powers교수님을 초빙하여
‘기후변화와 법’ 수업을 여름계절학기로 수강하였습니다.
생태답사 활동으로는 매년 2회 이상 강원도 곳곳으로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 철원군 생창리로 DMZ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해서 두루미서식지를 탐방했습니
다. 작년에는 Melissa Powers교수님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매년 야생동물을 위한 올무제거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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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그룹>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4. 로스쿨 입학 후 가장 행복했을 때와 스스로에게 기대되는 점
제가 강원대 로스쿨 입학 후 가장 행복했을 때는 여름계절학기로 Lewis&Clark
Law School의 Melissa Powers 교수님을 초빙하여 ‘기후변화와 법’ 수업을 듣고 공
부했을 때입니다. 저는 기후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우리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매일 질문할 수 있어서 이때 공부한 2주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기대하는 점은 제가 곧 있으면 기후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후도전에 직면하여 법익을 침해받는 분들께(때로는 생명을 위해)
어떤 청구권을 근거로 어떤 소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조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곧 제가 환경법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
니다. 특히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기후문제 해결을 촉구하
고자 기후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
후소송단에서 기후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저도 6월에 기후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소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학회원들과 리서치 활동을 하여
변호사님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5. 세대를 넘어 함께 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가 처음 대외적인 환경활동을 한 때는 2004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열린 유엔세계
어린이환경회의(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에 한국어린
이 대표단으로 참가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 회의를 준비
했는데, 중고등 대학생을 지나 현재 대학원생으로 30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저
스스로가 세대를 넘어 기후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대와
국가를 넘어 함께 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주변에 대한 관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의 표출이 학술활동이 되었든, 생태답사가 되었든 중요
한 것은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심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관
심일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건강해지고자 할 때 운동에 대해 갖는 관심
의 정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운동한다고 건강해질까, 살이 빠
질까’ 의심이 들거나 한동안 운동을 놓게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

9

10

<제5세션> 기후위기의 극복과 함께 만드는 지구공동체

처럼 종종 정치 ․ 경제 ․ 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후문제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더
디다고 느껴지더라도, 혹은 간혹 관심의 끈을 놓치게 되더라도, 나의 주변, 다음 세
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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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그룹>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90년대생이 바라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현실
김 민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저는 요즘 사회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90년대 생입니다. 저를 분석하기 위한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저조차도 눈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째 불타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플라스틱 문제로 신음하는
해양 생물들, 지구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에서 살
날이 많이 남은 청년인 저에게 기후변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
러나 이토록 뜨거운 지구와 달리, 현실은 너무 차갑기만 합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강의실 밖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산
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이른바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IPCC 전문
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공공성’
이 강한 학문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강의실에만 앉아있자니 답답해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자체, 기관, 기업, 비영
리단체 등에서 흥미로운 활동이 참 많습니다.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했고, 전문가
분들에게 특강을 들었으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이 끝나고 나니 너무 짧아 아쉽습니다. 활동을 같이 한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연락이 닿는 친구는 현수막 들고 사진만 열심히 찍었던
기억밖에 없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다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
합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청년은 언제까지 이렇게 수동적
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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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어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
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기’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
니다.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마시고, 빈 회의실에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
다. 일터에서의 기후변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보기 좋은 사업 아이템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손수건과 텀블러를
챙겨다니며 열심히 사용하는 것, 그마저도 혼자 하려고 하니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
면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가끔은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난리를 치는 건 아닌
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것인데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90년대 생이지만 다른 90년대 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
지만 기성사회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심
각한 사회 문제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의 젊고 패기있는 이미지를 의미없이 상품처럼 소비해버리거나 그저 수동적인 존재
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기성사회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90년대
생은 내가 배운 지식이 사회에 올바르게 쓰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사회에
서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삶과 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청년들
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
은 활동을 직접 실천에 옮겨보며, 기후변화 대응을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BigWave입니다.
앞으로 BigWave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며,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기
후변화 대응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힘쓰는 청년들이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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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그룹> 지구와사람 작은질문들

작은질문들: 친교의 장을 만드는 청년들
박준호 (지구와사람 작은질문들)

안녕하세요. 저희 작은질문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지구와사람의 청
년 여덟 명이 모인 소그룹 모임입니다. 저희는 이 사회로부터 ‘너희 세대는 무슨 생
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꽤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얘기들을 들려
드리다 보면 그런 개인적이거나 지엽적인 것 말고 ‘큰 질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요청 받곤 합니다. 아직 저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큰 질
문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부담감에 마음과 생각이 움츠러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저희
가 큰 질문보다는 우리가 가진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일지 차근차근 우선 생각을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작은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발길을 옮기다 보면 우리의 작은 질문들이 모여 큰 질
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만남과 고민을 놀이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는 함께 고민했던 두 개의 작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치
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구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주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안녕을 바라듯 지구의 안녕을 바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날을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생일에는 그 친구를 떠올리며 진심으
로 건강과 행복을 바라듯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Happy Earthday to
you’라는 축제로 지구의 사람 포럼 구성원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
구를 위한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씩 고민해보는 시간도, 지구의 생일은 또 우리 모두
의 생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확장되는 시간도 모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지구를
형상화하는 큰 화분에 꽃나무를 우리 모두가 한 그루씩 심기도 했고, 지구를 생각하
는 책들을 모아 생태도서관을 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물물교환도 하
고, 친환경적인 과정을 통해 각자 만든 음식들로 포틀럭 파티까지 하며 준비부터 진
행까지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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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두번째 질문은 ‘우리는 시인이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
의 지구의 꿈을 읽고 나서, 어쩌면 인류가 맞이한 이 전지구적, 존재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 내면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리하지 않
아도 무엇이 지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
진 언어를 통해 우주와, 다른 존재들과 상호교감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 쓰기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즐겁게 접근
할 수 있기를 바랬고, 시바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 과정을 시퍼즐이라는 놀이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시를 시어 단위로 모두 해체하고 제시된 주제에 따라 생각을
정리하여 낯설거나 익숙한 시어들을 자유로이 섞고 나만의 시를 만드는 시간이었습
니다. 작은질문들과 작은질문들이 초대한 친구들이 모여서 주제로는 삶과 죽음에 대
해, 나에서부터 지구와 우주까지 시야를 확장해보는 친교의 장을 가져봤습니다.
지구와 가까워지는 이 과정이, 숨 막히지 않고, 무엇보다 즐겁게 놀이처럼 축제처럼
이어지길 바라며 ‘작은질문들’은 계속 작은 질문들을 만들어갑니다. 세대를 이어 또
는 세대를 넘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새롭고 재미난 길
을 찾아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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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Youth Climate Change Litigation Group
Yeonjae Oh (Youth Climate Change Litigation Group)

The Youth Climate Change Litigation Group, formed in August 2018, is
a youth-led group with the aim of getting more citizens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and acting together, as well as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create an organized and systemic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Youth Climate Change Litigation Group is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the “Climate Litigation Camp” where around 100 teenagers
voluntarily gather to discuss climate change with their peers; “School
Strike”

which

aims

to

deliver

to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e

message that the climate is in crisis; the “Climate Litigation Forum”
where members and participants learn about climate change litigation
cases and related law; and “climate change regional exchanges” in which
youths from various regions are a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We Are the Future Generation
5,000 people killed as temperatures reach 50 degrees in India. A
record-breaking heat wave keeps large wildfires burning in Australia.
In the United States, Niagara Falls freezes due to the severe cold.
Korea

is

no

exception.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commonplace, and spring and autumn are disapp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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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experts warn that if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s just two
degrees the Arctic glaciers will disappear completely and we will
experience disasters like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But at the
current rate,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will rise by over four
degrees by 2100. In order to prevent this,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IPCC Plenary Sessions agreed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To achieve this goal, greenhouse gas emissions must be reduced to half
the 2010 level by 2030. There is not much time left for us as we have
gone beyond climate “change” and are now in a climate “crisis.” Despite
this, it is not perceived as a “crisis” in Korea.
Climate Action Trackers (CAT) rated Korea as “inadequate” in 2016, and
in 2018 the rating was “highly insufficient” (which means “outside the fair
share range and not at all consistent with holding warming to below
2℃ let alone with the Paris Agreement’s stronger 1.5℃ limit. If all
government targets were in this range, warming would reach between
3℃ and 4℃.” Quoted from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Irresponsible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are

still

talking

about

economic growth and stealing our future instead of cutting greenhouse
gases.

We Are the Present Generation
Young people are not only future generations, but are also independent
citizens living in the present. At the Youth Climate Change Litigation
Group, “We, speaking for ourselves and on behalf of other young people
and

the

underprivileged,

demand

that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the public respond more quickly to the climate crisis. To this end
we (along with many others) are participating in various climate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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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ctions. Our mission is to make the climate crisis a major
national issue prior to 2020 in order to prompt a proactive response
before the 2020 legislative election.” Our objectives and goals include:
# Why We Need to Take Action
-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 system change (energy system and social systems)
- to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s and regions (i.e.
climate justice)

# What We Want to Achieve
- net zero by 2050
- no coal use after 2020
- 100% renewable energy by 2050
* sub-goal: climate justice and adaptation plan
For all of our generations living together, we will continue to act until
there is an aggressiv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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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I Chose Environmental Law
Dasom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1. Introduction of KNW Environmental Law Society
Hi, I’m Dasom Kim, president of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and talk about why I am
studying

environmental

law.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is

an

academic institute that was established to study environmental problems
and alternative solutions. The society currently has 23 members and
three mentors who are experts in environmental law.

2. Motivation for Admission to KNU
and Reason for Joining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The biggest reason I chose KNU School of Law is because it specializes
in environmental law. In fact, I am an activist who has been avidly
engaged in environmental activities since middle school. I attended a
number of environmental seminars and conferences in middle and high
school, and during my undergraduate school years I was vice president
of the environmental club, campaigned to promote World Environment
Day and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nd organized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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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learned from attending academic events and meetings was that
the involvement of each citizen is important and can change the world.
However, during my own environmental campaigns I saw how hard it is
to get each of those citizens involved. For example, we distributed
handmade notebooks using recycled paper as part of a public campaign,
but they were expensive and time-consuming to make, and people
preferred regular notebooks to those we made of rougher paper. There
are other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that could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public, such as fair trade coffee, but the price of these was way
beyond our budget.
These activities made me realize that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e power of systems and laws is a necessary consideration
along with participation and activity by civil society. This is how I
came to choose to study environmental law professionally. And now I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activities through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at the KNU School of Law.

3. Environmental Law Society Activity in Recent Years
The two main activities of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ar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such as attending academic events like the PLZ
Forum for Ecozoic Era 2019, and conducting ecological field surveys.
Our research activities have included attending environmental law academic
forums and participating in an environmental law essay contest. The
members of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have attende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academic forum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Ecological Damage seminar this past January, the Legal Challenges
of Energy Conversion in the Climate Change Era seminar, the Legal
Challenges of Biodiversity seminar, and the Granting Animals Legal
PLZ Forum for Ecozoic E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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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hood seminar last year. In addition, we won an award at the
environmental law essay contest. And, notably, we invited American
climate change expert Melissa Powers, a law professor from Lewis and
Clark Law School and director of Green Energy Institute, to teach the
Climate Change and Law class last summer.
Taking advantage of our location in Gangwon-do, during our ecological
field surveys we visit different sites in the province at least twice a
year. This year, we visited DMZ Peace-Life Valley and habitats of
red-crowned cranes, and last year we went to Mt.Seorak with Professor
Melissa Powers. Removing wildlife snares is an annual tradi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ociety.

4. The Happiest Moment at KNU School of Law
and What I Expect of Myself
The happiest moment since I enrolled at KNU School of Law was last
summer when I took the Climate Change and Law class with Professor
Melissa Powers from Lewis and Clark Law School. For two weeks, I
could interact daily with this world-class expert in the field I had
specifically chosen.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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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most hope for myself is that I will soon be able to raise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and that I will be able to advise those whose
legal protections have been infringed upon due to climate change,
including

which

litigation

measures

would

be

effective

for

various

claims. This is why I study environmental law. In particular, this year,
the School Strike for Climate Change has been taking place in which
young people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are demanding the
resolution of climate issues. I have learned that here in Korea the
Youth

Climate

Change

Litigation

Group,

which

is

attending

and

presenting at these strikes, is preparing to bring litigation against the
government.

In

June,

the

KNU

Environmental

Law

Society

also

conducted research about which litigation methods could be used.

5. To Make the Earth Community together - Across Generations
The first time I participated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ctivity
was in 2004 in Connecticut when I attended the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s

part

of

the

Korean

children’s

delegation. At the time, I was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Now I am in my 30s and a graduate student, and I have been facing
climate challenges for more than a generation.
I think that what is needed to create an Earth community together
beyond

generations

and

nations

is

interest

in

our

surroundings.

Whether this is expressed through academic research or ecological field
surveys, what is important is not losing that interest.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for this interest to be perfect or complete. What is
important is interest in continuing to move forward. It is like when you
are exercis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Am I losing weight or
becoming healthier tod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the
exercise. Although change sometimes come slowly in

the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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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r social realm, and although we sometimes lose focus on
climate change issues, as long as you continue to care about your
surroundings and the next generation, you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a sustainable Earth community.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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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ty of Tackling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Eyes of a Young Person
Min Kim (Director, BigWave: Korean Youth Climate Change Network)

I was born in the 1990s. Society is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my
generation these days. Newspaper articles and TV documentaries that
examine young people can be read and watched daily. I am interested
i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The Amazon Rainforest, which has been
burning for nearly a month, marine life, which is choking on plastic,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For me, a young man with many days still to live on Earth,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However, unlike this burning planet, reality is cold.
The knowledge I have learned at university is not being utilized outside
the classroom. IPCC experts say that by 2050, so-called “net-zero”
must be achieved, which means the amount of CO2 emissions and
absorption are the same. But I can’t see what that truly means. In
particular, students studying climate change have a mission to actively
contribute to society based on the knowledge they have learned at
school because it is a problem in the public interest.
As I had become frustrated sitting in the classroom, I went outside of
the school. There are many interesting activities being undertaken in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s,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 went out into the streets to participate in campaigns, listened to
experts, and met others who have the same interests. But whe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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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ed our activism, it felt unfortunately brief. These days I do not
get to see those I campaigned with, and one person I have kept in
touch with told me that he did not want to go out campaigning again
as he felt like he just took pictures and held banners. When he was
talking with me I was reminded what the campaign was like. Until
when should a young person stay passive?
After college, I got a job which focuses on climate change. Strangely
enough, people at my job don’t seem to understand what climate change
means, nor do they seem interested in working on it. They used
disposable take-out coffee cups and the lights in empty meeting rooms
were always on. At some workplaces, climate change is a good business
motto but not an issue we need to solve. Is this acceptable?
Unfortunately, there is not much I can do right now. I carry my
handkerchief and tumbler but I often forget to use them unless I try
hard to remember. Sometimes I wonder if I am the only one making
such a fuss. I’m just trying to do something because climate change is
serious, but there’s not much in the world that I can do.
I was born in the 1990s, but I don’t know what others of my generation
have in their minds. I can’t speak for them, but I know that we should
be able to confidently demand our rights. I also know that most of us
are passionate about serious social issues and making changes. Older
generations should reflect on whether they have used the youthful,
ambitious and passionate image of our generation for their own interest
and seen us as just passive beings.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90s
like me want the knowledge we learned to be used correctly and the
common sense we have to be common in the rest of society. However,
although young people want to solve the climate problems created by
older generations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ir lives and workplaces, their voices are silent.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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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 decided to build a platform where these young people could speak
their voices to society, put their own ideas into action, and meet other
young people for whom climate change action is an important value in
their lives. That platform is BigWave. Going forward, BigWave will
grow with young people and help them to play a pivotal role in
tackling to climate change, supporting them in their struggle to respond
to this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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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Questions:
A Youth Group of People for Earth
Junho Park (Member, People for Earth)

Small Questions is a youth group of People for Earth who gather to
ponder “how to live.” We are often challenged and asked by society
“what our generation is thinking.” Once we answer this question by
telling our stories, we are often then asked “what our big plan or idea
is.” At this point, we are not sure what to say. Often we feel the
pressure of coming up with a big idea or asking a big question. That is
how we came to start this group, Small Questions. Rather than asking
the big questions, we share the questions we have about our daily
lives, and the little things we can do to contribute. As the eight of us
ask our small questions one by one, we hope they will coalesce into
something bigger. Perhaps we will as well, as we meet and play the
game of life.
This

year,

we

organized

and

hosted

two

events

based

on

small

questions we had come up with and thought about. Our first question
was, “How would we celebrate Earth Day?” Just as we wish our friends
well-being on their birthdays once a year, we wanted to congratulate and
wish well-being to Earth on its special day. We called this one-day
event

“Happy

Earth

Day

to

You”

and

invited

People

for

Earth’s

members and their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Yujae (People for
Earth’s Seoul office). While we were planning, we spent time to think
about what we could do for the planet, and we thought that Earth Day
could, in some way, be the birthday of all living creatures. It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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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time. At the Happy Earth Day to You event, we planted
flowering trees in a large flowerpot that symbolized the Earth, opened
an eco-library with the books we collected from the event participants,
brought used items to swap them with others, and threw an ecofriendly potluck.
The second question was, ‘Can we be poets?’ After reading Father
Thomas Berry’s book “The Dream of the Earth,” we agreed that what
we have to do in the face of humanity’s global and existential crisis is
restore our inner sensitivity. When it becomes natural to feel that
energy, we understand what the planet needs without conscious effort.
And we thought poetry would be a wonderful tool to bring out our
inner sensitivity and interact with the universe and other beings. We
wanted

to

organize

a

poetry

writing

workshop

that

was

fun

and

creative, but with no pressure to write something sublime. Sibakyeon, a
poetry writing project group, made this possible by helping us to
organize a poetry activity called “poetry puzzle.” A small group of Small
Questions members and friends met at Yujae four Saturdays in August
to use poetry to express ourselves on “Life and Death.” Before we
wrote our own poems, we spent some time to expressing our thoughts
with

poetic

passages

by breaking

down

given

poems

into

chunks,

organizing our thoughts around suggested themes, and mixing familiar
and unfamiliar poetic words. It was a fun and creative program and a
social platform for all the participants to gather and use poetry as a
tool to bring out our thoughts and emotions and connect them with the
Earth and universe.
Small Questions will continue to make small questions, hoping that the
process of getting closer to the Earth will be not a burden, but a fun
and creative activity like a having a birthday party or writing a poem.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or beyond,

we

will

find new,

expressive and pleasurable ways to do what we, the futu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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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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