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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코로나는 post- , with-가 모두 미래의 지속적 현상이 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전례없이
큰 미래변수
- 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 지가 미래사회의 지속성을 결정지을 것임
- 경제,산업,기술,정치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중에 인간의 삶에 가장 중
요한 '일상'에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데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임
O 한편 "일상"은 법, 제도, 등 공식적으로 구성된 '시스템'과 대비되는 비공식적인, 소소한, 때
로는 하찮아보이지만 인간의 삶에서는 중요한 요소들로 만들어진 '생활세계'임
- 프랑스 사회학자 마페졸리의 '일상의 사회학' (everyday life)
- 영국 사회학자 기든스의 '생활세계'(lifeworld)
-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당에 가는 것, 식당에 가서 떠드는 것, 놀러가는 것, 배달시켜 먹는
것 등 모든 것이 일상생활임
O 코로나는 이 일상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패턴의 변화에 바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 정보기술임
O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미래변화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음
O 이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다음와 같음
1. 공간-이동-먹거리-건강이라는 4가지의 큰 틀
- 조사결과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4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결과를 접하는 입장에
서 보면 4가지 주제의 층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됨
- 공간과 이동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먹거리와 건강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간-이동을 하나로 묶고, 먹거리와 건강도 하나로 묶어도 된다고 생각함
- 일상생활 속에 개인이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을 중심으로 틀을 짜면 좋을 것 같음
2. 원격화, 가상화, 무인화, 개인화, 양극화라는 개념들의 새로운 변화 주기
- 이 개념들은 사실 2000년대 초반 이후 초연결사회, 유비쿼터스사회, 지능정보사회 등 많은
지난 10여년간 이미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
-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모습에 대해서 이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전의 미래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며, 내용적으로 분명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내용

을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들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예를 들어 개인화보다는 '고립경제'가 더욱 임팩트 있는 개념일 것임
3. 일상생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할 요소들
- 우리의 일상은 거주하고(공간), 이동하고(이동), 먹고(먹거리), 운동하기 치료하기(건강) 이외
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우리의 일상 중에 '놀기와 쉬기'(여가)는 삶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코로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놀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함
- 우리는 여행을 쉽게 떠날 수도, 경기장에 쉽게 갈 수도, 피시방 노래방에 쉽게 갈수도 없으
며, 쉬는 것 역시 자신의 집이나 방 이외에 쉬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
4. 소유화는 사실 지금까지 정보사회의 특징 중 하나였던 공유화에 대해 역행하는 흐름이며,
이 공유화 이전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벌어진 사유재산에 의해 형성된 사회특성임
- 이 개념을 코로나 시대 이후로 사용하기 보다는 공유화의 제동 혹은 소유화의 복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안
- 평탄화는 개념을 대단히 참신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평탄화라는 개념만을 넣고 보면 독자들
이 이해할 때 고층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을 주로 생각할 것임
- 평탄화 내용으로 인당 점유공간 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인구감소, 수도권분산 등 정치와 정
책적인 변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코로나가 과연 이러한 변화까지 가져올 것인지 궁
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