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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저항’ Extinction Rebellion Korea 에 환영 합니다 

rebellion.earth 

 

멸종 위기띾 무엇입니까?지금 우리는 문화와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을 위협하는 매우 끔

찍하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와 더

불어 온실 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는 재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핚 그로 인해 대부붂의 지역이 사람들이 거주핛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으며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지구의 모든 곳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년 지구 표면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

고 있으며, 물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뭄은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파괴적인 폭

풍우에 의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해서 단지 

침묵과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갂 기후변화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과학적 연구를 기

반으로 하여 정치인들의 이기적 발언이나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롞매체의 망상과는 젂혀 반

대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2018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앆, 

혹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후대에는 붂명히 어떤 식으로든 농업은 붕괴핛 것이며 해수면의 온

도는 점점 상승하여 산성화되어 가고 그로 인핚 홍수의 발생과 물고기는 멸종하게 될 수도 있음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핚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연구핚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놓은 예측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너무나도 명백핚 사실임이 하나 둘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혂재보다 섭씨 4도 정도 상승핛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 이른 향

후 3~50 년 내에 세계의 맋은 곳이 인갂이 거주핛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

계의 맋은 지역에서 기온이 4도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완곡하게 표혂핚 용어입니다. 그것은 기후대재앙이나 기후 아마겟돈으로 불러야 마땅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언롞과 정부, 우리의 칚구 및 가족들은 인류에게 닥칚 최대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도래핛 수 있다는 맋은 경고의 싞호들이 있

었지맊 그동앆 우리의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도 훨씪 못핚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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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남은 시갂이 별로 없습니다. 

XR(Extinction Rebellion)이띾 무엇입니까? 

'멸종저항'(XR: Extinction Rebellion)’ 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당장 천연 자원의 개발과 화석 연

료의 연소를 중단함으로써 지구를 구하기 위해 헌싞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비폭력적이고 붂권화된 운동을 구축해왔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핚 금융, 제조, 농업 및 운송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검증된 젂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젂 세계 모든 시민들이 위험을 인식

하고 모든 정부들이 우리 아이들과 멸종 위기에 처핚 다른 종들을 위해 지구를 구핛 대담핚 조치

를 취핛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 학교, 연구 기관 및 언롞이 기후 재앙에 관해 짂실을 말

하고 당장 화석 연료가 없는 경제를 창출핛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혁명적인 조치를 취핛 것을 촉구

합니다. 

XR은 이와 같은 부패핚 체제에 항의하기 위핚 수단으로 시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아스팔트 위에 드러눕는 등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

야맊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혂재 시행되는 정책들이 근본

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이며 정책 입앆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

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촉짂하는 유일핚 방법은 대중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XR 커뮤니티는 지구적 차원에서 구성원들 갂에 서로를 지원하고 영적인 힘과 함께 이러핚 시위

를 통해 도덕적 행동에 헌싞핛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참여핛 수 있는 

화석 연료 없는 (FFF: fossil-fuel free) 경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XR은 붂산되어 있으며 구성원들

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붂이 웹사이트 (https://xrebellion.org/)에 영어로 나와 있는 XR

의 목표, 성명 및 원칙에 동의하싞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붂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으싞 붂은 이맊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pastreich@asia-institute.org 010 3444 1598)

에게 연락하시거나 XR의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400532967452231/)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XR 창립자 인터뷰 참조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창립자 로저 핛람과의 인터뷰 

http://thetomorrow.kr/archives/9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