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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village reality?
At about 11.30 pm, the ten-day vote on breaking down all borders was ended.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which
were a topic for 25 years are available today. More than 95%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participated in the
vote on whether all borders between countries should be broken down. Since 1993, the international NGO ‘We
are one’ has been working with a wide variety of strategies to break down all national borders and gradually
dissolve all border lines on the world map. Initially, many people did not take the subject seriously, but today the
work on the realization of the global village has received much agreement from various people around the world.
It seems that many people are now more concerned with living with their own personality, rather than hiding
behind the concept of a nation. Furthermore 83.4% of the interviewees found it very important to resolve the long
history of war, annihilation and racism.
The hope for a world free of nuclear w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orders between cities and nations
has played a major role in supporting the campaign.
Diverse people run this organization with different goals. Within the next 20 years the five steps of dismantling
the borders will be realized by this organization. If you want to follow every step and the details of the processes,
or participate in it,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website (www.weareone.com).
Another problem is solved within this process. Thanks to that decision, all people will be able to move and live
freely anywhere on the planet without visas. (For example people, who lost their homes through war, who seek
new opportunities and a new life in new places, who want to get to know different cultures, societies and people,
etc.)
Officials of immigration offices and embassies will lose their jobs. “We need the social interests and the legal welfare now, so that people can get used to the new life and find new jobs,” said a spokesman for the organization.

Termin für die nächste Wahl des Weltparlaments
현실로 다가 온 지구촌
오후 11시 30분 경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열흘간 열린 ‘국경해체’에 관한 투표가 마감되었다. 지난 25년 간 지속되어온 논의의 결과가 우리 눈
앞에 놓여진 것이다. 전 세계의 95%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전세계의 국경을 없애고, 하나의 지구촌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
에 참여했다. 1993년 ‘우리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NGO단체는 각 나라의 국경을 없애고, 세계지도에서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선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비웃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급속도
로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찬성을 얻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전쟁과 학살의 역사, 인종차별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각
각의 국가라는 개념을 지우고, 단지 각각의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2차 대전 이후로 계속 문제가 되어온 여러 살생무기들, 그 중에서도 핵무기 문제가 국경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도 이들의 지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단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 단체를 중심으
로 5단계의 국경을 없애는 과정을 실행할 것이다. 각각의 단계와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과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은 wearetheworld.com 에 접속하여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결정으로 전쟁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사람들, 혹은 다양한 사회와 지역, 사
람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험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비자 문제 없이도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대사관, 비자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업을

Vor zwei Jahren wurde das erste Weltparlament gewählt. Seitdem setzten sich die gewählten Vertreter*innen
einmal die Woche zusammen, um mit den Zielen und Problemen so schnell wie möglich voran zu kommen.
Das Weltparlament wurde gegründet, da die UN die mittlerweile nur noch global zu lösenden Probleme wie z.B.
der Klimawandel, die Überfischung der Weltmeere, die Privatisierung von Grundbedürfnissen, Atommüll, Ölkatastrophen, Ungleichverteilung des Eigentums, Kriege, Vergiftung des Grundwassers, u.v.m. nicht lösen kann.
Das Weltparlament diskutiert nun über diese großen Themen und sucht nach weltweiten Lösungen. Es ist eine
Erweiterung der regionalen Regierungen und soll auf der Grundlage von Humanität, Konfliktlösung, Solidarität,
Verantwortung, Frieden und Verständnis funktionieren.
Themen werden regional überall gesammelt, dann wird diskutiert und Lösungen gesucht.
Das Weltparlament soll ein Versuch sein, die Probleme überall auf der Welt ernst zu nehmen und eine humanitäre,
friedliche Solidargemeinschaft zu leben.
Die nächsten Wahlen für das Weltparlament finden am 23. Mai 2019 statt. Das Wahlverfahren werden wir in den
nächsten Monaten nochmals detailliert erklären, damit wieder jede*r rechtzeitig wählen kann.
Bis dahin, in diesem Sinne: Solidarität!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뿐만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단체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s Ende der Familie?

I can change! You can change!
WE CAN CHANGE!
World Parliament Election
23rd of May 2019

“Ist die “Famile” erfunden? Existiert sie überhaupt? Warum sind so viele Menschen dazu verpflichtet in der Familie aufzuwachsen, zu leben und zu sterben? Sind Kinder
Eigentum der Eltern? Bedeutet ‘Familie’ eigentlich die kleinste Gesellschaft für den eigenen Gewinn, eine besonders exklusive Gruppe? Hat die Geschichte der Konflikte, die
parallel zur Menschheitsgeschichte verläuft, eigentlich mit dem Begriff meiner Familie, meiner Gruppe angefangen?”
Es ist eine viel umstrittene Auseinandersetzung nach der Entscheidung über den Grenzabbau. Viele Leute stellen sich die Frage nach der Existenz der Familie. Nachdem die
größte Grundeinheit der ‘Nation’, die vorher Menschen in ‘Insider’ und ‘Outsider’ aufgeteilt und viele Konflikte angetrieben hat, verschwunden ist, gibt es nun eine Debatte
über das Bestehen der Familie.
“Häusliche Gewalt passiert meist durch patriarchalische Gedankensysteme und durch die Annahme, dass Kinder ihren Eltern gehören. Außerdem endet die Gewalt, die in
der Familie angefangen hat, in gesellschaftlicher Gewalt.”. Damit veröffentlichte eine Forschungsgruppe der Universität für globale und lokale Beziehungen das Ergebnis
der Forschungen, die seit 30 Jahren laufen. Darin untersuchten die Forscher*innen den Zusammenhang zwischen häuslicher - und sozialer Gewalt. Um dieses soziale Problem, welches sich von der Hierarchie in den Familien und den fixen Rollen ableiten lässt, aufzuheben, müsste die partriachale Familie aufgelöst und Menschen nicht mehr in
die Rollen von Eltern und Kinder gezwungen werden.
“Natürlich können wir den Menschen nicht vorschreiben, in welchen Lebenskonstellationen sie leben sollen, aber dennoch können wir eine Empfehlung zur Toleranz der
Diversität von Lebensentwürfen aussprechen und dafür sensibilisieren. Wenn jemand in der Familiensituation nicht glücklich ist, sollte es Chancen geben, aus der Gruppe
auszusteigen.” sagte eine Sprecherin der Forschungsgruppe gestern unserer Zeitung. Letztlich kann man sagen, dass die Hierarchie des Alters und des Geschlechts, die
aus der Familie kommt, das größte Hindernis für die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und der Gleichberechtigung aller ist. Auf Grund dieser Forschungen sollen weitere
Meinungsumfragen gemacht werden, um herauszufinden, wie man den Individuen in den Familien zuhören und helfen kann, ihr selbstbestimmtes Leben zu finden.

가족이 사라진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한 것인
가? 왜 모든 인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살고, 죽어야
만 하는가?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물인가?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가
장 작은 단위의 이익집단, 배타적인 집단이 아닌가? 결국 인류의 역사
와 함꼐 해온 분쟁의 역사는 가족, 내 편이라는 의미에서 부터 시작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국경폐쇄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다. 외부인과 내부인을 나누어 인류의 갈등을 유발하던 가장 큰 단위인
국가가 사라진 이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새
롭게 시작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사고, 더 나아가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간
주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된 폭
력이 마지막에는 사회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한 대학의 연구팀은
30여년 동안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폭력의 연관성에 관한 관찰과 연구
를 통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족 안에서의 위계질서와 역할의
고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자체를
해체하고, 더이상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대신에 각각
을 단지 하나의 독림적인 인간,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
석이다. 결국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나이나 성별로 부터 오는 위계질서
가 평등한 사회, 민주적인 사회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30년 이내에 가족의 해체를 이
룰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의했다.

세계 의회 선거
2019 년 5 월 23 일
Weltparlament Wahl
23. Mai 2019

World Parliament:
Date for Election
Two years ago, the first World Parliament
was elected. Since then, the elected
representatives have been meeting once
a week to get problems solved as quickly
as possible.
The World Parliament was founded as the
UN can not solve the glob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the overfishing
of the oceans, the privatization of basic
needs, nuclear waste, oil spills, unequal
distribution of property, wars, poisoning of groundwater, and many more.
The World Parliament is now discussing these major issues together and looking for global solutions. It
is an extension of regional governments and should work on the basis of humanity, conflict resolution,
solidarity, responsibility, peace and understanding.
Topics are collected regionally everywhere, then discussions and solutions are sought.
The World Parliament should be an attempt to take the problems around the world seriously and to live
a humanitarian, peaceful solidarity community.
The next elections for the World Parliament will take place on 23 May 2019. We will explain the election procedure in detail again in the coming months so that everyone can vote in time as they wish.
Until then, in this spirit: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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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 NICHT ARBEITET, DARF NICHT ESSEN?
“Gestern Nachmittag haben wir uns dafür
entschieden, dass alle Menschen monatlich
genügend Geld bekommen sollen, damit ein
ökonomisch unabhängiges Leben für alle möglich
ist und dafür haben wir eine Vereinbarung
ausgearbeitet.” sagte die Vertreterin Akiomoto
Samande heute bei einer Pressekonferenz.
“Seit 200 Jahren hat sich die Technologie
fortlaufend entwickelt. Heute sind über 76.3 % der
Industrien in der ganzen Welt mechanisiert und
automatisiert. Alle Industrien, die die Arbeit und
Unterstützung der Menschen noch brauchen,
sind in 10 bis 20 Jahren komplett verschwunden.”.
Dies haben 234 Universitäten in
unterschiedlichen Regionen bei ihrer Forschung
herausgefunden. Anhand dessen kann man sehen,
dass die Anzahl der in Werken arbeitenden
Bevölkerung immer weiter zurück geht.
Obwohl die Arbeit der Menschen verschwindet,
stellen Fabriken weiter Gegenstände und Essen her. Wie komsumiert man die Waren, die stetig weiter produziert werden und die mittlerweile für
fast alle Lebensrealitäten unverzichtbar geworden sind?
Wir hoffen, dass die Wirtschaft der Welt sich entwickelt und andere Arbeitplätze entstehen. Wie mehrere Forschungsarbeiten gezeigt haben,
wird die Entwicklung niemals still stehen, sondern das, an das man sich gewöhnt hat, wird immer im nächsten Moment schon wieder überholt
sein. Hält man an der alten Denkweise fest, obwohl die Entwicklung schon weiter ist, führt das zu Verzweifelung und Depression.
Der alte Lebenstil, bei dem man fleißig arbeitet, dadurch Geld verdient, damit etwas Neues kauft und außerdem für die Produkte, die später neu
herstellt werden, wieder zur Arbeit gehen muss, wird nicht mehr funktionieren.
Die ökonomischen Existenz-Zwänge in den Machtverhältnissen werden dadurch zum ersten Mal in der Menschheitsgeschichte aufgehoben und
die Ausnutzung durch Macht und Geld wird erschwert; der autonome Wille der einzelnen Individuen steht im Mittelpunkt.
Die Umsetzung dieses Plans, der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prägend verändern wird, startet am 21. des nächsten Monats. Hierfür muss jede
Person ihre Kontodaten abgeben.
Weitere Informationen finden Sie auf der Internetseite: www.oneearth.com/grundeinkomm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ENDER PAY GAP GESCHICHTE?

성별임금격차 하나의 역사로 남을 것인가?

Das neu gebildete Weltparlament hat in den letzten zwei Wochen viel über
die geschlechtergerechte Bezahlung diskutiert. Seit Jahren wurde immer
wieder öffentlich über den Gender Pay Gap debattiert (Weiblich sozialisierte Personen bekamen bisher bis zu 40 % weniger Geld im gleichen Job,
als ihre männlich sozialisierten Kollegen).
Nun wurde heute ein Gesetz verabschiedet, das Arbeitgeber*innen überall
auf der Welt dazu verpflichtet, allen Menschen den selben Lohn für die
selbe Arbeit zu zahlen.
Passiert dies nicht, ist nun die gesetzliche Grundlage geschaffen, damit Betroffene sich das Geld und die Gleichbehandlung einklagen können, wobei
die Arbeitgebenden die Gerichtskosten tragen.
Das Ziel des Welt-Parlaments im Bereich der gerechten Bezahlung ist es
Umstände zu schaffen, unter denen Menschen in allen Teilen der Welt

새로이 설립된 세계 의회는 지난 2주 동안 성 평등에 입각한 임금지불에 대해
서 수많은 논의를 했다. 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토론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왔다. (성인 여성은 지금까지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
는 성인 남성 동료에 비해서 40% 정도까지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러한 오
랜 논의의 결과로서 오늘 새로운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 세계
의 모든 고용주들은 같은 직종,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별에
상관 없이 무조건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비용은 고
용주가 부담해야한다.
정당한 임금지불에 관한 세계 의회의 목표는 전세계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불평등한 부를 새롭게 재분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어제 오후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매월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급받게 되는
것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세금과 복지를 관리하는 관청의 대변인 아키모오코 사만드니씨는 오
늘 오전 미디어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했다.
‘지난 100여년 동안 기계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그에따라 전 세계 산업의 75% 이상이 기계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빠르면 10여년 늦으면 20년 안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 팀이 결과를 내 놓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생산공장에
서 일하는 노동인구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노동은 사라지지만, 공장들은 계속해서 물건과 식품을 생산한다.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소
비할 것인가. 그 양이 적든지 아니면 많든지에 상관 없이. 사람들은 분명이 무엇인가를 소비하면서 살
아야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세상을 바라지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더
이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익숙해져왔던 의미의 ‘발전’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인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한다.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새로운 것들을 사들이며, 새로 만들어지는 소비재들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해야만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을 바쳐 일할 필요가 없고, 어
느 누구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혹사시틸 수도 없게 되었다. 인간의 역사 2000여
년을 통틀어 진정으로 인간의 자율의지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인터
넷사이트 www.oneearth.com/grundeinkommen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이 획기적인 정책은 돌아오는 21일 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위의 홈페이지에 각자의 통장정보를 적어내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N THE GENDER PAY GAP BE ABOLISHED?
The new formed world parliament discussed a lot about gender equal pay in the last
two weeks. For years, there has been a public debate about the gender pay gap
(female socialized people have received up to 40% less money in the same job than
their male socialized colleagues).
Today a law has been passed obliging employers around the world to pay the same
wages for the same work to all people.
If this does not happen, now the legal basis has been created for those who are
affected to be able to sue for money and equal treatment, with the employers bearing
the court costs.
The aim of the World Parliament in the field of fair pay is to creat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in all parts of the world are paid equally and the property is
redistributed.

gleich bezahlt werden und so das Eigentum umverteilt wir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군인이 없는 세상
지난 22일 국경이 없는 지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
이 군인의 존재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인의 존재는 결국, 우리 편
과 외부의 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군인의 존재는 평화를 위협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 개개인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군인
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지도자들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 결국, 개인으
로서의 군인도 폭력시스템의 피해자인 것이다. 국경을 제거하기위한 제 1
단계에 접어든 지금의 상황에서 각각의 국가를 보호하고 그 국가의 이익
에 복무하는 군대와 군인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군
대의 존재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에 큰 위협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학의 정신분석학과의 다니엘라 리 교수와 아키라 알
랙산드라 왕 교수의 연구팀이 수집한 10 여년 간의 자료의 결과를 보면(아
래 그래프 참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 뿐만 아니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개인성을 상실하고 심각한 스트레스상황에 놓이게 되
는 지를 알 수 있다.
어렵게 이뤄낸 전세계의 평화와 개인으로서의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부와 세계의 모든 시민들은 모든 군인들을 민간으로 돌
려보내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군인들을 민간으로 돌려보내
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조화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의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의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직업훈련이 이
루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앞으로의 거처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 논의 중에 있
다. 군인들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완전히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
무하던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
이다. 예를 들면, 배급이나 재건축 현장에 참여하거나, 관청 업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업무를 봐주거나 하는 여러방면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호활동을 위해서 군인들은 2년 간
의 재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e Welt ohne Militär
Nachdem die Vereinbarung, dass es keine Grenzen mehr geben soll, am
22. vorigen Monats getroffen wurde, wird die Existenz des Militärs in
Frage gestellt. Das Militär bedroht den Frieden, weil es die Abgrenzung
eines “Wirs” gegen einen “Anderen” Gegner von außen voraussetzt. Die
einzelnen Personen, die beim Militär arbeiten, wünschen sich überhaupt
keinen Krieg, doch sie standen lange Zeit unter der Führung von
Regierungen, welche Kriege entfesselten. Die Militärdienst Leistenden sind
selbst Opfer eines gewaltätigen Systems.
In der jetztigen Situation, da der erste Schritt des Grenzabbaus getan
ist, wird die Existenz des Militärsystems obsolet. Es besteht sogar die
Möglichkeit, dass dieses veraltete System eine große Gefahr für das Ziel
des Staatenabbaus darstellt.
An der Universität für soziale Transformation hat eine Forschungsgruppe
unter der Leitung von Professorin Daniela Lee und Akira Alexandra Whang
über zehn Jahre Informationen über die psychischen Auswirkungen beim
Militärdienst gesammelt und ausgewertet.
91,7 % der Wehrdienstpflichtigen leiden bis heute unter Depressionen und
Posttraumatischen Belastungsstörungen (Abb. 1).
Um den Frieden, der viele Bemühungen gekostet hat, zu erhalten und
die Menschenrechte der von Kriegen Betroffenen zu schützen, haben
alle regionalen Regierungen und der Großteil der Weltbevölkerung einer
Abschaffung des Militärs zugestimmt.
Da die Diskrepanz zwischen dem “normalen” Leben und dem des Militär-Alltags sehr groß ist, werden die Betroffenen sowohl psychologische
Unterstützung, als auch Umschulungen benötigen.
Ein viel diskutierter Vorschlag ist, dass die ehemaligen Wehrdienstpflichtigen, sofern sie es wollen, als regionale humanitäre Hilfe (z.B. Essen
verteilen, Sozialwohnungen aufbauen, Behördengänge begleiten, Menschen helfen) eingesetzt werden könnten. Dafür würde eine zweijährige
Fortbildung in sozialer Arbeit aus öffentlichen Geldern finanziert werden.

The world without military
After the agreement on the cutback of borders was made on the 22nd of last month, many people have questions about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threatens peace because it presupposes the separation of a “we” against an “other”
enemy from outside. Individuals working in the military do not want war at all, but they were led by governments that
unleashed wars for a long time. The military service providers themselves are also victims of the violent system.
In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first step of dismantling the border,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system is becoming obsolet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is dated system poses a major threat to the goal of state reduction.
At the University for Social Transformation, a research group headed by Professor Daniela Lee and Akira Alexandra Whang
has collected and evaluated information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military services for more than ten years.
91.7% of conscripts still suffer from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gure 1).
In order to preserve peace, which has cost many effort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affected by war, all regional
governments and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agreed to abolish the military.
As the discrepancy between “normal” life and everyday military life is very large, those affected will need both psychological support and retraining.
A much-discussed proposal is for former conscripts to be deployed as regional humanitarian aid, if they choose to (such as
distributing food publicly, building social housing, escorting administrative paperwork, helping people). For this, a two-year
education course in social work would be financed through public funds.

Figure 1 | Ab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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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rations from former
colonial state communes
After numerous demonstrations in many different capitals, the World
Court decided that the former colonial states must pay reparations to
the former colonized countries.
Even if national borders no longer exist, finally a long-awaited compensation is to happen which should be financed by municipalities.
Even if money can never completely reverse the many mass murders,
enslavements, exploitation, oppressions and the associated inequality,
this is an attempt to distribute the world’s property more evenly.
A total monetary value of 15 trillion will be paid.
During the discussions and votes in the World Parliament, it became
clear that the consequences
of the colonial era still
strongly influence today’s
power relations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should finally be handled
more equitably.
In addition to the reparations,
all cultural goods, looted art
and human remains, which in
colonial times have been
moved in various ways to the
museums of the European
colonizers, are to be returned.
From now on, the colonial
history will be worked up in
these museums and antiracist
trainings will be organized in
the former colonial states,
which should deconstruct the
Eurocentric world view.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anti-racism trainings, you can
also find more information
on our website:
www.utopian-times.org

과거 식민지국가에 대한 배상금 지불
전 세계의 여러 수도에서 일어난 수 많은 시위 이후에 국제 사법 재판소가 과거 식민지를 소유했던 나라들이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세계의 모든 국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미뤄져왔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과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배상은 각각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이
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수많은 학살과 노예화, 착취, 업압과 압제, 그리고 이와 동반되었던 불평등한 분배와 그로부터 야기된 수 많은 문제들을 단순히 돈으로 무효로 돌릴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전 세계의 부를 평등하게 분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이 배상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15조에 달하는 금액이 지불될 것이다.
세계의회에서의 토론과 결정에 있어도 식민시대의 결과는 여전히 오늘날의 권력 관계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명확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기회의 분배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만 한다.
이 배상금 지불문제와 함께 식민지 시대에 다양한 경로로 유럽의 여러 박물관들로 (식민지개척의 역사가 자랑스럽게 전시되고 있는) 옮겨진 수 많은 문화재들, 도난된 예술품들 그리고 선
사시대의 유골들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져야한다. 또한, 앞으로 이 박물관들에서는 식민지의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전시해야 하며, 과거 식민지 지배를 자행했던 나라들에서는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유럽중심적인 세계관을 해체하기 위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만약 여러분이 반 인종차별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싸이트
www.utopistische-allgemeine.com 에서 찾을 수 있다.

Reparationszahlungen von
ehemaligen Kolonialstaaten

Mehrere Millionen Menschen gehen auf die Straßen und demonstrieren für eine Aufarbeitung der Geschichte

Der Welt-Gerichtshof hat nach zahlreichen Demonstrationen in vielen
verschiedenen Städten entschieden, dass die ehemaligen Kolonialstaaten
Reparationszahlungen an die jeweiligen ehemalig kolonialisierten Länder
zahlen müssen.
Auch wenn nationale Grenzen nicht mehr existieren, soll nun endlich ein
lang ersehnter Ausgleich passieren, der von Kommunen getragen werden
soll. Auch wenn Geld niemals die vielen Massenermordungen, Versklavungen, Ausbeutungen, Unterdrückungen und die damit einhergehende
Ungleichverteilung komplett rückgängig machen kann, soll dies nun ein
Versuch sein das Eigentum der Welt gleichmäßiger zu verteilen.
So soll nach und nach insgesamt ein Geldwert von 15 Billionen gezahlt
werden.
Bei der Diskussion und Abstimmung im Weltparlament wurde deutlich, dass
die Folgen der Kolonialzeit die heutigen Machtverhältnisse immer noch stark
beeinflussen und die Verteilung von Chancen endlich gerechter gehandhabt
werden sollte.
Neben den Reparationszahlungen sollen alle Kulturgüter, Raubkunst und
Menschenfunde, die in der Kolonialzeit auf verschiedenen Wegen in die
Museen der europäischen Kolonialisierer gewandert sind, zurückgegeben
werden.
In diesen Museen soll ab jetzt die Kolonialgeschichte aufgearbeitet und in
den ehemaligen Kolonialstaaten antirassistische Bildungsmaßnahmen durchgeführt werden, die das eurozentristische Weltbild dekonstruieren sollen.
Wenn Sie an einem Anti-Rassismus-Training teilnehmen wollen, finden Sie
weitere Informationen auch auf unserer Website:
www.utopistische-allgemeine.or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물원이 없는 세상!?!
동물원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전 세계 200여 곳의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동물원이 동물 존재에 관한 인간의 인식, 나아가서는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나누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주게 되어 자신과는 다른 존재에 대한 폭력적인 접근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지난 100여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인간의 발
전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왔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국, 나의 이익, 우리 가족의 이익,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고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그룹에 속한 존재라면 거리낌 없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당화한 것이다.
전 세계의 국경을 제거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 예를 들면, 전쟁, 약탈과 학살, 착취 더 나아가서 환경파괴의 문제는 그 해결이 묘연하다는 것이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결국 이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
갈 인류와 자연을 위해서라도 지구 전체에 퍼져있는 모든 동물원을 폐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 정부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여 오는 30일 부터 전세계 동물원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 절차는 앞으로 5 개월 동안 진행 될 것이다. ’고 정부 관련 인사는 오늘 새벽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또한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 까지, 절
차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과 과 동물원에서 풀려난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덧 붙였다.

No zoos anymore
Can you imagine a world without zoos? Through joint research conducted
by more than 200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it has been concluded
that zoos have a negative impact on knowledge and behavior. We are not
just treating animals bad, but life in general.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human and animal breakdowns lead to brutal
behaviors and violent approaches to animals, as well as to bad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are constructed as “different.”
For over 100 years, without thinking people agreed that one should
and must sacrifice “nature” (which has always been seen as opposed to
human-made things) to the development of mankind. In the end, this idea
only works as a justification for destroying, exploiting and killing other living
beings to use them.
If this insight will not change after the demolition of the boundary, all other
problems can not be solved, such as war, plunder, destruction, exploita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research group writes in their report.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other ways of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need to be developed.
“The new World Parliament has decided with these research results that
in five months, from the 30th the process of dissolution of the zoos should
begin.” a spokesman for the parliament said in our interview this morning.
“Until then, solutions and land must be found where the animals can live
freely.”

SUBSCRIBE TO THE

UTOPIAN TIMES!!!
이상적인 시간을 구독하십시오 !!!

EINE WELT OHNE
ZOOS?!
Können Sie sich eine Welt ohne Zoos vorstellen?
Aus der Forschung, die von über 200 Universitäten durchgeführt wurde, wurde der Schluss
gezogen, dass Zoos einen negativen Einfluss auf
unser Wissen und Verhalten nicht nur gegenüber
Tieren, sondern auch dem Leben generell hat.
Darüber hinaus haben die Forscher*innen einen
klaren Beweis dafür erbracht, dass die Aufteilung
in Mensch und Tier, sowohl zu brutalen, gewalttätigen Verhaltensweisen gegenüber Tieren, als auch
zu schlechten Beziehungen gegenüber Menschen,
die als „anders“ konstruiert werden, führt.
Seit über 100 Jahren wurde ohne Nachdenken
zugestimmt, dass die “Natur” (die immer als
Gegensatz zu menschengemachten Dingen
gesehen wurde) für die Entwicklung der Meschheit
geopfert werden darf und muss. Dieser Gedanke
funktioniert am Ende aber nur als eine Begründung dafür, dass andere Wesen und Menschen
zerstört, ausgebeutet und getötet und ausgenutzt
werden dürfen. Die Rechtfertigung für dieses
Verhalten ist, dass die Existenz einer Gruppe, die
mit einem selbst gar keine Verbindung hat, einfach
ausgenutzt werden darf.
Wenn sich diese Sichtweise nach dem Grenzabbau nicht ändert, wird man alle anderen Probleme, wie z.B. Krieg, Plünderung, Vernichtung,
Ausbeutung und Umweltzerstörung, nicht lösen
können, schreibt die Forschungsgruppe in ihrem
Bericht. Desweiteren geht es darum, dass andere
Wege des Zusammenlebens von Mensch
und “Natur” gefunden und entwickelt werden
müssen.
“Das neue Weltparlament hat mit diesen Forschungsergebnissen entschieden, dass in fünf
Monaten, ab dem 30. die Abschaffung der Zoos
angegangen wird.” sagte ein Sprecher des Parlaments heute morgen in unserem Interview.
“Bis dahin müssen Lösungen und Land gefunden
werden, wo sich die Tiere frei bewegen und leben
können.”

ABONNIEREN SIE DIE

UTOPISTISCHE ALLGEME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The Utopian times | 이상적인 시간 | Utopistische Allgeme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eue Studie zeigt Rückgang von sexualisierter Gewalt

성적인 폭력은 줄어들 것인가?

일부 연구자들이 #metoo 운동과 그에 따라 확대된 전 세계적인 논의와 함께 성적인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센
터와 성교육을 위한 여러 협회들의 설립에 힘입어 성폭력 사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논문을 제
In einer neuen Studie haben Forscher*innen herausgefunden, dass seit der #metoo-Debatte und des darauf gefolgten weltweiten 시하였다.
Ausbaus sowohl der Hilfe-Zentren für Betroffene von sexualisierter Gewalt, als auch von Instituten für sexuelle Aufklärung, die
아이케 김과 그의 동료들은 데이비드 보위 협회의 요청에따라 100,500명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
Anzahl der Fälle von sexualisierten Übergriffen erheblich zurück gegangen sind.
였다. 실행되었던 성적인 폭력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스
Eike Kim und ihre Kolleg*innen befragten, im Auftrag des David Bowie Instituts, 100.500 Personen.
스로을 젠더퀴어, 에이섹슈얼, 인터섹슈얼, 트렌스젠더, 혹은 남성, 여성으로서 정체화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에 관하
Das ist die bisher umfangreichste Studie zum Thema sexualisierte Gewalt. Es wurden Menschen gefragt, die sich als genderqueer, 여 명확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모든 사람은 이 연구팀에서 제공한 성교육 워크숍에 참
asexuell, intersexuell, trans*, männlich, weiblich identifizieren oder gar keine Angabe dazu machen wollten. Alle hatten an
가하였다.
sexuellen Aufklärungsworkshops teilgenommen.
인터뷰 응답자의 육분의 오 이상이 이 대화가 자신과 타인의 성적지향성 뿐만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에 매
5/6 der Befragten gaben an, dass sowohl das Sprechen über ihre eigene und andere Sexualitäten, als auch die Einbindung von 우 큰 도움을 주었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일상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
gewaltfreier Kommunikation, sehr geholfen und sie sicherer im Umgang mit sich selbst und anderen Menschen gemacht haben.
가가 열 명 중 아홉 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성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것들에 관한 제대로된 교육이
Neun von zehn der Befragten gaben an, dass sie sich nach dem sogenannten Aufklärungs-Unterricht in der Schule, nicht inform-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꼈었다고 응답했다.
iert und sehr unsicher gefühlt haben.
연구자들은 이 “SAI”-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 중의 85%가 그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진실하게 그들의 성에
Die Forscher*innen gehen davon aus, dass 85 % der Menschen, die an den “SAI”-Workshops teilgenommen haben, das erste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리라고 추측하였다.
Mal in ihrem Leben offen und ehrlich über ihre Sexualität sprechen konnten.

New study shows reduction of sexual violence

In a new study, researchers have discovered that since the #metoo debate and the subsequent global expansion of both the aid centers
for people, who are concerned by sexual violence and sexual education departments, the cases of sexual violence have fallen significantly.
Eike Kim and her colleagues interviewed 100,500 people on behalf of the David Bowie Institute.
This is the most extensive study concerning sexual violence. People who identify themselves as genderqueer, asexual, intersex, trans*,
male, female or did not want to comment on their gender at all participated in the study. Everyone had took part in sexual education
workshops.
5/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alking about their own and other sexualities, as well as engaging in non-violent communication, helped
a lot and made them safer in dealing with themselves and others.
Nine out of ten interviewees said they did not feel informed enough and were very insecure after so-called “education” lessons at school.
The researchers assume that 85%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EI” workshops spoke openly and honestly about their sexuality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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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unde Tiere, gesunde Menschen

건강한 동물, 건강한 인간
우리는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길러지고 도축되
어왔는지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큐멘
터리 영화들, 기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잔인한 현실을 접해왔다. 하지만, 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은 너무나 어려웠다. 누군가가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 지구의 모든 인구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싼 고기와 제품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동
물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생산되고 죽어갈 것이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동물성 식품과 제품의 문제는 단지 대량생산방식을 사용하는 농가나, 그것
을 사먹는 개인들만이 원인이 아니었다. 이 생산방식은 전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와 떼어
낼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더 싸게 생산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옳다는 태도과 자신의 소득
에 맞춰 싸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는 관념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구조를 대부분의 사람들
이 외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동물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
고, 거대한 회사로부터 독립적이 되어야한다. 생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
다. 그렇다면 적은 월급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다. 과거와 마찬가지
로 결국 고기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 혹은 계급의 상징이 될 것이다.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고기를 사먹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될 것인가. 대규모 동물농장의 폐쇄는 결국 사람들의 식습관과
사고방식과 함께 자본주의에 근거한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제공 소식에 비인도적인 동물농장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의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비싸지만 인도적인 방식으로 길러지고 도축되는 고기를
사서 먹을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90%를 넘는 다는 것을 확인했기 떄문이다. 자신의 소
득수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참한 동물들의 삶을 외면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계기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축산업 농가들도 그들이 속한 거대 기업에서 자유로워
지고, 국경이 사라져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농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
문에 동물들의 더 나은 환경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어제 오후 세계정부의 ‘인류와 자연의 더 나은 미래’라는 한 달 여 간의 포럼의
결과와 함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정부는 각각의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5년간 지급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연구팀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서 그 연구팀들과 함께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협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 라고 회의의 한 참가자가 전했다.

Wie wir wissen, werden viele Tiere von Menschen unter sehr schlechten
Bedingungen gemästet, gehalten und getötet. Schon lange engagieren
sich viele Menschen für die Verbesserung dieser Situation und verfolgen
die grausamen Lebensrealitäten der Tiere in vielen dokumentarischen
Filmen und Nachrichten.
Es wurde immer als sehr schwierig dargestellt, die Lebensbedingungen
der Tiere zu verbessern. Dass ein paar Menschen frei von Fleisch- und
Milchprodukten leben, ist nicht die komplette Lösung des Problems, da es
nur etwas bringen würde, wenn alle Menschen aufhören würden
Tier-Produkte zu essen. Wenn der Bedarf für billige Tierwaren besteht,
werden die Tiere weiterhin gewaltätig gehalten und getötet.
Das Problem der Fleichproduktion, die nur mit großem Leid funktioniert,
ist nicht nur von Höfen, die Massentierhaltung praktizieren und den
Indiviuen, die solche Produkte konsumieren, abhängig. Diese
Produktionsmethode ist mit dem Kapitalismus, der der Wirtschaft der
ganzen Welt zugrunde liegt, fest verankert. Im Kapitalismus ist das
profitabelste Verhalten der Verkäufer*innen und Erzeuger*innen,
dass sie immer günstiger produzieren und damit ein Maximum des
Profits erzielen.
Quelle: Umfrage vom Institut für Tier- und Naturschutz (Stand 2016)
Gleichzeitig wählen Konsumenten rational nach ihren Einkommen
billigere Waren. Die Interessen dieser beiden Seiten haben uns dazu
gebracht, nicht mehr hinzusehen, wenn grausames Leid geschieht. Damit Bauernhöfe unter wirklich guten Bedingungen arbeiten und
Tierrechte schützen können, brauchen sie viel mehr öffentliche Unterstützung und dürfen nicht mehr von so einer großen Kette abhängig
gemacht werden. Wenn jemand mehr Geld zur Produktion braucht, steigen die Preise der Waren. In diesem Fall könnten die Leute, die
wenig Geld verdienen, keine Fleisch- oder Milchprodukte mehr konsumieren. Fleisch könnte wie in der Vergangenheit wieder das Symbol
für sozialen Wohlstand. Wie viele Menschen gibt es in unserer Gesellschaft, die gerne viel Geld für Fleisch ausgeben? Die Abschaffung
der Massentierhaltungs-Fabriken muss mit der Veränderung der Essenskultur, der Denksysteme und des kapitalistischen Systems einher
gehen.
Menschen von vielen Organisationen, die gegen die brutale Massentierhaltung sind, warten schon gespannt auf die Abstimmungen übe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Verschiedene Umfragen kamen zu dem Ergebnis, dass ein Grundeinkommen 90 % der Befragten
dazu bewegen würde, teure, aber unter guten Bedingungen groß gezogene und geschlachtete Tiere zu kaufen. Aufgrund von ökonomischen Benachteiligungen haben sich viele Menschen von den im Elend lebenden Tieren abgewendet.
Bauernhöfe sollten nicht mehr von den großen Firmen abhängig sein. Durch den weltweiten Grenzabbau verändert sich langsam die
Lage über den Besitz von Immobilien und die Kosten für die Bauernhöfe sinken. Deshalb könnte nun in die Verbesserung des Tierlebens
investiert werden.
Die Hoffnungen auf Veränderungen könnten sich bald verwirklichen. Die neue Weltregierung wird in einem ein-monatigen Forum ‘Eine
bessere Zukunft für Mensch und Natur’ diskutieren und einige wichtigen Entscheidungen treffen. Außerdem bekommen verschiedene Forschungsgruppen der Universitäten Unterstützung und können Lehrveranstaltungen zum Thema anbieten. Die Zusammenarbeit zwischen
Bauernhöfen und Forschungsgruppen soll ermöglicht werden, damit ein besserer Umgang mit unserer derzeitigen Situation gefunden
werden kann.” sagte eine Teilnehmerin des 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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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 further changes
Every year, around 13065.9 million tons of CO2 are emitted by coal-fired power plants worldwide. The total environmental impact of fossil fuels is approximately 30276.1 million tonnes, trend ascending.
After the subsequent agreement of the Kyoto Protocol at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Paris was signed in 2015 by the responsibles, it is still only possible to dream of a real commitment to achieving the goals.
Next week, new bills and its implementation will be discussed by the World Parliament. After a vote, the laws and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borne into the municipalities.
The public discourse currently comprises several hundred serious implementation proposals, which were collected with the hashtag #savethefuture. The problems are the same in almost every community in the world: road traffic,
factory farming, airports, fossil fuel power plants, electricity, harbours, long transport routes of food, etc.
The first laws of change will affect coal and nuclear power plants, which provides the conversion of power plants to renewable energies. The energy and electricity companies are de-privatized and financed from public funds.
The resulting jobs will also be announced and paid by the public sector.The aesthetics of the industry will change gradually and at the same time rapidly. The image of the smoldering giants will not be seen in approximately three
years. For conversion, both older and new concepts are being implemented.While many are being rebuilt to save wind energy, a new concept by Minh Carla Chaturvedi is being implemented at 1200 pieces.
More details about this concept a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climate on our site:
www.utopistische-allgemeine.org | www.utopian-times.org
We keep up to dat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limate regulations.

기후변화 - 또 다른 변화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30억 6590만 톤에 달라는 이산화탄소(CO2)가 화력발전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화석연료에 의한 생태학적 손
상은 대략 302억 7610만 톤에 달하며, 이 경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도쿄의정서의 후속합의가 새롭게 이루어졌고, 당시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서명까지 되었지
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이나 노력은 지금까지도 요원하다.
다음 주에 새로운 입법과 그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세계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결의 이후에 이 법령들과 그 실행은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공 담론들에는 수 백 개 이상의 진지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들은 해시테그 #savethefuture를 통해서 수집되었
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원인들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예를 들면, 도로 쿄통, 지나친 가축의 공장식 대량 사육, 공항, 화석
연료 발전소, 전기 사용, 항구, 식료품의 장거리 수출입, 지나치게 멀리 수출되는 식품 등등 이있다.
변혁을 위한 새로운 법령들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석탄발전소들을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키
는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의 전기, 전력 기업들은 국영화될 것이고, 이들은 공공기금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그로부터 발
생하는 일자리들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급되고 이 기관에서 월급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풍경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짙은 연기를 뿜어대는 거인, 즉 대형 공장들은 삼 년 안
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재정비, 전환을 위해서 과거에 수립되었던 계획들 뿐만 아니라 새로 제안되는
계획들도 함께 실행 될 것이다. 그 예로,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석탄연료 발전소들의 재정비기 이루어짐과 동시에 민 칼
라 사투베디의 새로운 기획도 1200여 곳의 발전소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과 정보들을 우리의 인터넷사이트
(www.utopistische-allegemeine.org /
www.utopian-times.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후 규정 시행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것 이다.
A coal fired power plant was rebuild as a power station with renewable energy (Concept by Minh Carla Chaturv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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