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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lav Smil

“이번에는 왜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정부는 다음 유행성 질병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계속해서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는 비행을 계속할 것이다. 미식가들은
상상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계속 먹어, 나중에 그
바이러스 중 하나가 더 빠르게 사람에게 뛰어
들어 새로운 유행병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코로나19는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나같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2018.11.27)



데이브레비턴(2017)







나는 환경론자는 아니다. 스스로를
딱히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평생 도시에서
살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전자
제품을 즐겨 사용하지만 산업 공급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따금
생각해 보는 게 전부다. 캠핑은 적어도
자의로는 가 본 적이 없으며,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
태도라고는 생각했으나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연에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 역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연재해’가 아닌 ‘대량 학살’의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은 판타지 동화 수준의 착각이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착각이다. 게다가 이런 주장에는 여러
거짓 위안이 함께 딸려 나온다.

1997년에 기념비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체결될 당시에는 2도 수준의 지구온난화가 기후재난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도시가 침수되고 감당하기 힘든
가뭄과 열기가 이어지고 허리케인과 폭풍우가
매일같이 대륙을 강타하는 등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던 현상이 머지않아 그저 ‘나쁜
날씨’ 정도로 일상화되리라 전망했다. 최근에
마셜제도의 외무부장관은 동일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대량 학살’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산업화 시대 이전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 정도로, 수십만년 동안 이 수준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해
연평균 증가 추세를 측정하기 시작한 1950년대만 해도 연평균 증가폭이
1ppm 이하였지만 현재는 2ppm을 넘었다. – 한겨례 신문(2019.1.25)



통상적으로 대부분 연구가 2100년을 종점으로 놓고 모델링을 진행하지만
그렇다고 기후변화의 공격이 2100년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상학자들은 그 뒤에 따라올 100년을 가리켜 ‘지옥 같은
100년century of hell’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겨례 신문(2015)





출처:	BBC(2020.5),	What	is	climate	change?	A	really	simple	guide



출처:	BBC(2020.5),	What	is	climate	change?	A	really	simple	guide



출처 :	Attribution	of	recent	climate	change	From Wikipedia



출처 :knoema(2018) 출처 :Enerdata(2019)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도 이를 예상치
못했고, 원치 않았고, 또 택하지도 않았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온실가스와
오염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무책임성이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위험을 외제화한다. 
…
마크 트웨인은 일찍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다. 바로 무책임한 믿음이
필연적으로 지구의 자멸을 향하게 할



당장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기상(날씨)과 기후의 차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기분과 성품의
차이"로 비유했다. 기상은 사람의
기분과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기후는 30년간의 날씨 평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는 한
사람의 성품과 같이 변화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천호 박사 "우리 사회와 정부, 기후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아“ (JTBC, 2020.6.18)





(2014) (2019)





출처: outside.com



출처: outside.com



출처: outside.com



��	 �� ��� ��
�



출처: outside.com



출처: outside.com



출처: outside.com

C

P I
I

2

,
.



출처: outside.com

18 133 .0 4 1 0 25.
0 85

( , J E E " 00
V T I J

M )O U M

418 C , L
R B J SW
! UR "

W A! RE M



출처: outside.com

C , 1 0 57 18 9122
7.,8. , ,17.7 . 5 5

I ” W " !
! %% E

O “ L

TR
F FR G

F PY
L ! N! R L

G A % M
E %% M L



출처: outside.com

" 3

" ,
"

0
"

"
"

. . "

"









) (



) (





) (



) (

























사실 한국은 더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5.2ppm으로 지구 평균보다도 7.4ppm 높다.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와 산업, 도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자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준비가 되어야 한다.

2017년 기준 원래 목표는 6억 톤 배출이었는데, 7억
톤을 배출하면서, 탄소배출을 위한 정부 계획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왜? 아무도 질책을 하지 않을까?



전환시기일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할 복지

생태경제, 청정경제는 자원 집약적 서비스가 아니라
반대로 노동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는 전환과정을
뒷받침할 사회 안정망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정
경제의 확대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위치설정이 다시 매겨진다.

그린뉴딜 프로젝트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라는 인류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거대한 도전에 맞서,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국가적 규모의 정책이다.

아울러 경제 사회적으로 해결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기후위기
대처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동기와 참여를 끌어내자는 취지까지 얹어져
있다.

“위기가 곧 위기의 해결책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 습관을 바꾸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Vaclav Smil

“포스트 코로나 19는 지금 보다 나을 수 있다. 더
많은 국내 활동, 국가를 더 안전하고 회복력 좋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용 증가, 목적 없는 여행의
감소와 삶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은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https://www.oecd-forum.org/

https://www.oecd-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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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vironmental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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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