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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구의 몸살이 얼마나 심각한가?

용기가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

찰스 다윈－

지구온난화 대재앙 경고“ ”

지구 구할 시간 년 남았다“ 8 .”

만 올라도 아시아 억 물 부족“1 12 ”℃

온난화 지속 땐 뉴욕 등 해안 도시 바다 속으로“ 70% ”

아열대 한반도 벼 생산 줄고 홍수 피해 배 늘어“ 15% 3 ”…

오르면 한반도 산림생물 거의 멸종“6 ”℃

월 초여름 날씨는 지구온난화 탓“5 ‘ ’ ”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의 발표내용을 전하는 국내 매스컴의 기사 제목들이다(IPCC) .

제 작업반은 년 월 초의 보고에서 지구가 온난화되어 평균 기온이 섭씨IPCC 2 2007 4

도 상승하면 동식물의 가 멸종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반도 역시 아열대 지1.5~2.5 20~30% .

역으로 변해 벼 생산이 줄고 홍수피해가 늘며 산림 생물이 사라진다는 것이 환경부의 예, , ,

측이다.

월초 제 작업반 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도2 1 (WGI) 100 0.74

올랐다 세기 말까지는 최고 도가 더 오르고 해수면은 최대 가 상승한다 화석연. 21 6.4 , 59cm .

료의 연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를 비롯한 온실효과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

주원인이다 이어서 월 초의 제 작업반의 보고에서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의 비용을 분. 5 3

석했다 년까지 기온상승을 도로 억제하려면 세계 의 약 조 원 가 들. 2030 2.4 GDP 3%( 2,000 )

것으로 예측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년 월 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국제2007 3 1

학교 기후변화 토론 콘퍼런스에서 지구온난화가 전쟁만큼이나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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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고 진단했다” .

기온상승으로 인해 극지방 얼음과 만년설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 몰디브 투발루를, , ,

비롯한 섬나라와 곳곳의 저지대가 물에 잠긴다 이상기후가 발생해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며. ,

생태계가 파괴돼 사막이 확대되고 농업 생산성이 줄며 멸종되는 생물종이 늘어나고 전염, , ,

병이 빈발하는 등 인류의 종말적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 한다.

그런가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산에 기초한 이러한 시나리오가 과연 인류가 직면하게,

될 위기의 실체인지를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바람이 불면 나무통 장수가 돈을 번. “

다”1)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실제로 년의 한국의 겨울은 따뜻했다 소한도 따사했고 쌍춘년2006~2007 . , 2) 개띠 해의 두

번째 입춘에도 봄샘 추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지난 년 동안 세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라. 100

했다 돼지띠 해의 설날은 유사 이래로 따뜻한 설날이라 했지만 예년보다 한참 늦은 양력. ,

월 일이 설날이었다2 18 .

월 초에는 어김없이 봄샘 추위가 찾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년만의 경칩추위라 했다3 . 36 .

이미 년 전에도 경험했던 추위 년 동안 두 번이나 경험했던 더위인데도 불구하고 매36 , 100 ,

스컴은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와 연관시키기를 잊지 않는다 월 초에는 극심한 황사 현상‘ ’, ‘ ’ . 4

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다, .3)

기후변동에 대해 아주 민감해진 탓일까 원래 변덕이 심한 것이 날씨라는 것을 알면서도? ,

조금만 춥거나 더워도 이상기후를 들먹인다 따사한 겨울 덕에 연탄 걱정도 덜고 감기에 덜.

시달리게 된 서민들조차 덩달아 이상기후를 걱정한다 북유럽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마치 세뇌를 당한 듯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 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구한랭화를 주장하. 1980

던 전문가들조차 전향하여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대열에 앞장선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는 마치 국제적 포퓰리즘처럼 번지고 있다.

일찍이 년 일본의 교토에 모인 선진국들은 년부터 년까지 온실효과가스를1997 2008 2012

년 대비 평균 삭감하기로 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앨 고어가 부통령일1990 5.2% .

1) 일본에서 자주 인용되는 바람이 불면 나무통 장수가 돈을 번다 는 이야기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 .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심하게 일어서 눈병 환자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장님이 늘어난다 그러면 장님이 사용하는 샤미“ .

센 의 수요가 늘고 그 공명상자에 붙일 고양이 가죽이 더 많이 필요해 고양이를 많이 잡는다 고양이가 줄면( ) , , .三味線

쥐가 번성하여 나무통을 갉아먹는다 따라서 나무통 수요가 늘어나 나무통 장수가 돈을 벌게 된다. .”

2) 음력의 병술년 개띠 해는 윤달이 들어서 양력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였다 따라서 입춘이 두2006 1 19 2007 2 17 .

번 년 월 일과 년 월 일 있는 쌍춘년이라면서 결혼 바람이 불었지만 양력으로는 한 해에 입춘이 두 번(2006 2 4 2007 2 4 ) ,

있을 수 없다.

3) 기온 관측 이래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년 월 일 대구의 섭씨 도였고 최저 기온은 년 월 일 양평의 영1942 8 1 40 , 1981 1 5

하 도였다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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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앞장섰던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고 호주가 비준을 거부했다 하지만 다른 속셈.

이 있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채택된 지 년 이상 지난 년 월 마침내7 2005 2

발효됐다 다행이라 할까 당시에 선진국 축에 끼지 못한 우리나라는 온실효과가스의 의무. ,

감축국에 끼지 못했다.

미국이 탈퇴한 교토의정서가 어느 정도 지켜질까 선진국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은 오?

히려 증가 일로에 있다 경제적 타격을 불사하고 도덕을 앞세우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더.

라도 목표달성은 극히 어렵지 않겠나 지구를 살리자는 선의의 목적이 오히려 인류의 생활? ,

수준을 저하시키며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후진국의 발전을 막아야 하나. ?

교토의정서의 효과 자체에 회의적인 전문가도 많다 온실효과가스 삭감이란 가령. 5.2% ,

년 만에 올 영향을 년 만에 나타나도록 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100 105.2 5.2 ?

게다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신흥 산업국의 온실효과가스 발생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선진,

국의 삭감이 얼마나 유의적인가5.2% ?

의 시나리오가 적중해 해수면이 정말 나 상승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IPCC 59cm ,

는 것이 아니라 년 동안에 올라가는 것이다100 .4) 산술적으로 년 평균 에 불과한 아1 0.59cm

주 미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수면 상승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멀거니 바라보

고만 있을까?5)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기술 발전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년 동안의 기술발, 100

전은 이런 정도의 리스크에는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공적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재검토 대상

이다 최근의 지구온난화 추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의 인공적 방출량 증가로. ,

인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자연적 기온상승으로 인해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해석이 환경위기론자와 정반대인 것이다 지금의 기온상승은.

전적으로 인공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태양 활동 등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의 영향이 더 크,

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에 들어와 유럽은 경쟁이라도 하듯 한층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2007

시하고 있다 년까지 온실효과가스를 까지 삭감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하지만 불가. 2050 60% ,

4) 해수면 자체의 상승은 아니지만 한국 서해안의 경기만은 간만의 차가 최고 나 된다 남해안에서는 동해안에서, 9.5m . 2m,

도 의 해수면이 매일 변한다 년 월 일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발생한 진도 의 지진에 의한 지진해30cm . 2007 3 25 6.9

일 높이도 가나자와 항에서 정도였다20cm .

5)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가열하면 물이 더워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고 한다 사람도.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갈까 분명한 것은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지만 사람은 항온동물이라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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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년이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는 아직 남아있겠지만 지금. 2050 ,

실험장치를 건설 중인 핵융합 발전 이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환경위기론자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과장된 위기 제기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는‘ ’

이유가 있다 우선 지금 위기를 조장하는 환경론자의 대부분은 년이나 년에는 이. 2050 2100

미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의 발언에 대해 살아서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 슈나, .

이더의 말대로 지금 더욱 활발한 환경운동을 펼치려면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공포의 시나, , “

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투자의 기회로도 활용하며 더 많은.” , ,

연구비를 챙길 수도 있다.

기후변화는 가장 중요한 지구 정치의제가 됐다 코니 헤디가드 덴마크 환경장관이“ .” 2007

년 월 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차 아셈 환경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한 말이다 불편한4 24 3 . ‘

진실 이란 영화를 만들어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앨 고어는 환경 문제가 도덕 문제라면서도’ ,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해 돈을 버는 동시에 정치적 입지의 강화에도 활용한다, .

환경의 세기 답게 지구환경 이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수몰의 위기를 활용하는‘ 21 ’ .

섬나라 투발루는 국제적 원조에 의존해 부를 챙기고 몰디브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 .

교토의정서에 비준했으면서도 러시아는 시베리아 동토가 해동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앞, .

선 기술을 후진국에 수출해 온실효과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기도 하고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자동차의 공회전을 줄. ,

이고 연비를 개선하며 에너지 사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사막이 확대, , .

되는 곳도 있겠지만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환경, , .

이슈는 리스크와 함께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지금 지구상에는 지구 규모의 환경이슈보다 시급한 지역환경 문제에 시달리는 후진 사회

가 많다 식량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 위생 불량 말라리아와 에이즈 등 재래적 전염병과 신. , ,

종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온실효과가스 감축에 쓸 돈이 조 원이. 2,000

나 된다면 후진 사회의 위생 개선 경제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쓰는 편이 친인간적, ,

이고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선진국들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도덕?

을 빙자한 에코테러리즘 으로 패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Eco-Terrorism) ?

사람은 생명활동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수준으로 지구 기온.

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식물의 광합성 반응의 기본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느닷없

이 환경오염물질 로 지목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

지구환경 이슈를 핑계로 국제기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가 에너지 이용에 시시콜콜 간

섭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책동이 과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긍정적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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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 무슨 일이나 억지로는 안된다는 것을 이미 구소련의 사회주의 붕괴가 극명하게 입증?

하지 않았던가 년 말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 가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 2006 70� �

명에게 년의 중요 문제를 물어본 일이 있지만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문제는 언급이2050 ,

없었다 왜 그랬을까. ?6)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주 다양하다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지 않다. .①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지만 원인은 불명이다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지만 원인의 태반.② ③

은 자연현상이다 또한 지구 대기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할 수는 없다. .④ ⑤

지구온난화는 인간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소책자에서는 지금 세계적 포퓰리즘처럼 번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이슈의 실체에 접근

해 보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많은 문헌과 서적을 참고해 환경이슈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 ,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에는 환경이슈를 과장해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도 있고 국가 권력의 기생자로서,

국가 연구비만 챙기는 자도 있으며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내세워 겁을 주면서 이득을,

챙기는 자도 있고 문제를 기회로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자도 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환경이슈를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 이용하는 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문제에 속한다 지금까지의 인간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가장 경, .

제적인 수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수법임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한 자유사회일수록 환경.

이 깨끗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이 좋으며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더욱 오래 산다, , .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고 진실과 선전을 구별하는 일이“ , ,

다 작가 마이클 크리치톤의 말이다.”

이념이나 정치적 책략에 휘둘리지 말고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식인의 책임이자 의무라 하겠다 이 소책자를 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자유기업원 여러분과 김정호 원장님 권혁철 박사님 곽은경 님께 진심, ,

으로 감사드린다.

년 월2007 6

조영일

6) 시사주간지 타임 년 월 일자 은 세계 명에 이르는 억만장자들이 조 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기증‘ ’(2007 5 10 ) 950 3 5,000

해 자선재단을 설립할 경우 매년 인 억 원만 사용해도 가난한 나라의 기본적 보건서비스 에이즈와 결핵 말라, 5% 1,750 , , ,

리아의 창궐을 막는 등 지구상에서 극심한 빈곤 자체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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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만물은 유전한다1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다.

계속 다른 물이 흐른다 영원한 건 없다. .

오로지 변할 뿐이다.

헤라클레이토스, BC540~BC480－

사람들은 안정을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되뇐다 정치 경제 생활의 안정은 물론 기후의 안. , ,

정을 바란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의 안정이 아니라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

변화를 소망한다 날씨를 탓하면서도 삼한사온과 절기와 사계절의 변화를 즐긴다 대한이. , 24 .

소한 집에 나들이 갔다가 얼어 죽을 뻔 했다거나 대문에 입춘 을 거꾸로 붙이는 바람에, < >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다거나 경칩에 겨울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내밀었던 개구리가,

추위에 놀라 다시 들어가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변화의 이치를 터득하며 즐긴다, .

세상은 변한다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지구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며 태양도 변한다. 10 . , .

대자연의 법칙성에 따를 뿐이지만 생명체에게는 잔인하면서도 진화와 다양성의 터를 제공,

한다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의 현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 자연의 카오스적 거동을. ,

잘 알지 못한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 ‘

다 고 하지만 텍사스 돌풍이 브라질 나비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

다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나비 효과에 따라 기상예측에는 시. ,

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져서 장기적 기상예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잘 모르기.

에 오히려 불안한 것일까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늘고 한층 민감하게 반응한다? .

년 동안의 세 번째 따뜻한 겨울 년 만의 꽃샘추위라면서도 역사상 초유의 이상기100 , 36 ,

후 현상인 것처럼 겁을 먹는다 매스컴은 속성상 겁주기를 즐기지만. ,7) 전문가들도 지구온난

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기를 부추기며 겁주기에 동참한다 기후변화.

요인을 추가해 지구 종말 시계 의 바늘을 지구 종말점이라는 자정을 향해 돌린다< > .

7) 매스컴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다면 사실 보도와 공정한 보도라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사실보다는 추정이나 과, , ?

장을 일삼고 공정보다는 편향으로 달리지 않는가, ?



장 만물은 유전한다1 9

그림 지구 종말 시계1. (Doomsday Clock)

세계적으로 악화된 핵 위협과 기상 위협 을 이유로 년 만에 시계< > 5

바늘을 분을 돌려서 지구 종말 자정 분 전을 가리키도록 했다 산2 ( ) 5 .

업혁명 이후 미증유의 경제 번영을 가져온 화석연료 연소 기술이지

만 이로 인해 대기 중 인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전대미문의 속도, ,

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는 이미 시작됐고 홍수, , ,

폭풍우 한발 극지방 얼음 융해 등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 ,

고 있다고 주장한다.

: The Bulletin Online(http://www.thebulletin.org/)

날씨는 원래 변덕이 심하다 지구의 역사에서 기후는 계속 변화했다 지구의 역사는 기후. .

변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8)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이 탄생하기도 하고 멸종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적응한 생물 종은 자연선택에 의해 살아남았고 선택되지 못한 종은 도태. ,

되어 사라졌다 삼엽충과 공룡을 비롯해 지난 억 년 동안 지구에 출현했던 생물 종은 이미. 38

대부분 멸종되면서도 진화는 지속됐다 약 만 년 전에는 인류가 태어났지만 원시 인종. 700 ,

은 모두 멸종됐다 약 만 년 전에 출현한 현존 인종만 살아남아서 한랭화와 온난화의 반. 20 ,

복 과정에서 문명의 발전과 쇠퇴를 거듭했다.

생물은 유전자 복제의 완전성 이 아니라 불완전 의 결과로 진화한다 선조에서 후손으로‘ ’ ‘ ’ .

의 유전자 복제가 완벽했다면 부모를 완벽하게 닮은 자손만 출현할 뿐 진화는 이루어지지, ,

못했을 것이다 유전자 복제과정에서의 착오가 진화의 계기가 된다 세상은 착오와 실수에. .

의해 진화하고 변화한다 오로지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정을 희구. , ,

하면서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로 태어난 것이 우주라면 우주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지구, .

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태양의 남은 수명은 억 년 내지 억 년 정도로 추산한다? 50 70 .

지금의 태양은 중심부의 활발한 핵융합 반응에 의해 표면 온도가 섭씨 도 정도나 된6,000

다 이 태양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따뜻하다 그러나 태양의 핵융합 반응. .

원료인 수소는 이미 정도가 소진됐으며 언젠가는 태양이 팽창하면서 적색 거성으로30% ,

변할 것이다 약 억 년 뒤에는 지구의 생물이 모두 멸종되고 뒤이어서 지구는 팽창하. 10~20 ,

는 태양에 흡입되어 우주로 증발해버리고 말 것이라 한다 이때 인류의 후손은 어떻게 될.

까 우리는 이런 자연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 속수무책인가? ?

8) 환웅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내려 올 때도 풍백 운사 우사 를 거느렸다 중국 역사에서는 서기( ) ( ), ( ), ( ) .桓雄 風伯 雲師 雨師

년의 적벽전 에서도 기후변화를 이용한 쪽이 승리했다 기후는 지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적응과 활용의 터전208 ( ) .赤壁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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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에게 자연은 냉혹하다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의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자연은 사람. ,

을 배려하지 않는다 독극물의 소굴이다 물론 윤리나 도덕의 개념은 처음부터 없다 경쟁의. . .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자연계에서 모든 생물체의 유일한 생존 목표는 종족 보존이다 하.

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치열한 경쟁의 결과는 선택과 도태의 갈림길인 동시에 다양화의 길이

다 다양화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인 것이다 다양화의 선택에서 만 년 전에 태어나 종족. . 20

보존을 넘어 문명과 문화를 즐기는 종이 현존 인종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생.

존을 지속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날씨는 원래 변덕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안다 슈퍼컴퓨터를 자.

랑하는 기상청도 날씨의 변덕에는 당할 재간이 없다 하루 이틀 뒤의 일기 예보조차 빗나가.

는 바람에 곤혹을 치루기 일쑤다.9) 카오스 이론의 나비 현상이 아니더라도 자연현상이란,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한다면 이를테면 어깨 높. ,

이에서 떨어뜨린 종이쪽지가 그리는 궤적을 정확히 모사하거나 떨어질 위치를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을까?

그림 지구 대기권의 구성과 기온 분포2.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서 대

류현상이 일어난다 성층권에서는 기온이 역전되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므로 대류현상이 없

다.

지구 기후는 복잡계이다 종이쪽지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정 지역이나 지구의 규모는 엄. .

청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다 취약한 듯하지만 견고한 것이 지구 기후이다 반지름이. .

인 지구에서 대기는 지면으로부터 평균 높이 까지의 대류권에 주로 모여 있6,370km , 12km

다 대류권에는 기온조절 기능이 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 .

9) 한국 기상청은 년 월 국립중앙관상대 문교부 소속 로 출범했다 년 월 중앙관상대 소속 교통부1948 8 ( ) . 1963 2 ( : → 과학기

술처 로 바꾸고 년 월 중앙기상대를 거쳐 년 월 기상청이 됐다 날씨 변덕만큼이나 자주 바뀌었다고나 할) , 1982 1 , 1990 12 .

까 세계기상기구 에는 년 월 가입했다 기상청으로 승격하고 슈퍼컴퓨터 등 현대적 장비를 갖춘 뒤에도. (WMO) 1956 2 .

여전히 일기예보가 자주 빗나가자 사람들은 관상대 시절을 떠 올리며 말한다 차라리 하늘의 관상 을 봐, ( ) . “ ( )觀象臺 觀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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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증발한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비나 눈이 내린다 그림 지, ( 2).

구 대기의 현재 조성은 표 과 같다< 1> .

표 지구 대기의 조성1.

성분 화학식 조성 부피( %) 평균 체류시간 비고

안정 성분

질소 N2 78.08 만년4,200
기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사소하다

산소 O2 20.95 년5,000

아르곤 Ar 0.93 아주 길다

네온 N2 0.002

헬륨 He 0.0005

크립톤 Kr 0.0001

크세논 Xe 0.00009

수소 H2 0.00005

변동 성분

수증기
1)

H2O 0.25 일10
기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이 크다
이산화탄소

2)
CO2 0.038 년150

오존3) O3 0.01 불안정

메탄4) CH4 1.7ppm 년10

: 5.14 ß 1015kg(5,140 kg)
1) 4 3 , , , .

, (Water Planet) .
.

2) , , , ,
. , .

. .
3) . ,

, , .
.

4) 2 3,000 , 5,000 .
2 , 1999 1.7ppm . ,

, , .
.

: Aguado, p.1010)

대류권의 기상현상은 복잡한 관련 변수들의 통계적 평균치로 파악한다 기상관측 지점의.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의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모험,

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단기적 예측에 비하면 아주 장기적 예상이 훨씬 쉬운 편이라 할 수도.

10) 권말에 열거한 참고문헌의 대표 저자와 페이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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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빗나가더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미 없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

서 장기적 이상기후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예측과 경고가 난무하는지도 모른다‘ ’ .

일반적으로 최근 년 동안 관측되지 않았을 만큼 현저하게 다른 기상현상을 이상기상30 ‘ ’

으로 정의한다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가 여느 해보다 두드러지게 달라서 정상적 상태를 벗.

어난 기후를 이상기후 라 한다 하지만 기후의 어떤 상태가 정상적 상태인가 어떤 온도가‘ ’ . ?

이상적인 기온이고 어떤 해수면 높이가 최적 수준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 ?

최근 년간의 평균치인가 지난 년 또는 만 년의 평균치인가 정상적 기온은 지역30 ? 1000 20 ?

에 관계없이 같은가 지역에 따라 다른가 온대지역과 열대지역의 정상 기온이 같지 않다? ?

면 지구적 평균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

그림 한반도 사계절의 길이 변화3.

년1980~2000

년2030 2049∼

계절의 변화 패턴 여름이 길어지고 다른 계절은 짧아진다고 하지만 계절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4 . , 4

는 기준이 있나 절기상으로는 입하 월 일경 에서 입추 월 일경 전날까지가 여름이다? (5 6 ) (8 8 ) .

: , , 2007.5.4.

자연계 자체가 변화의 연속체지만 특정 지역에는 기후변화의 패턴이 유지된다 요새 봄과, .

가을이 짧아졌다지만 사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동절기의 삼한사온이 사라졌다지만 며, . ,

칠 동안의 더 추운 날과 덜 추운 날이 반복되는 패턴도 여전히 유효하다. BC 1122~BC 256

년경의 중국 고대왕조인 주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절기의 기후 패턴도 그런대로 유지된다24 .

소한 절기가 오히려 대한 절기보다 춥기 일쑤이고 입춘과 경칩에 뒤늦은 추위가 찾아오곤,

하는 것은 근래에 변화된 패턴이라 할 수 있다.11) 단기적으로는 변덕이 심한 것이 날씨이지

만 지금의 대기 조성이나 기후 패턴은 수십억 년 동안의 장기적 진화의 결과이다, .

11) 절기는 일반적으로 태양의 황도 상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춘분점을 기점으로 도 간격으로 나타낸다24 ( ) , 15 .黃道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 , , , , , , , , , , , , , , , , , ,

대설 동지 소한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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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구 기후와 생명의 탄생2

뒤돌아볼수록 미래가 잘 보인다.

위스턴 처칠－

빅뱅에 의해 약 억 년 전에 탄생한 우주는 지금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150

이다.12) 억 년쯤 전에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 된 지구는 억 년 동안에 표면이 굳은46 1~2

것으로 추정한다 대기에 충만했던 수소와 헬륨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가 원. , , ,

시 대기의 주성분을 이루게 된다 이어서 수증기가 응축해 원시 해양이 형성되고 이산화탄. ,

소가 해수에 용해되어 대기 중 농도가 줄어들면서 그림 기온은 섭씨 도가 넘었던( 4), 2,000

고온 상태로부터 년에 도 정도의 속도로 냉각됐다, 1000 130 .

그림 지구 대기 구성의 변화4.

지구 역사 초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주 높았다 억 년 전만 해도 지금의 배였던 것으. 10 10

로 추정된다 해수에 용해되고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고 산소 농도가 증.

가했다 그림에 수증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

: , p.173

12)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 고정적인 폐쇄계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을 엄밀하게 적용할 수 있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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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년 전에는 마침내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고 억 억 년 전에는 단세포 원핵생38 , 38 ~35

물13)로 진화한다 억 년 전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압 정도로 낮아지면서. 29 0.1

국지적으로 빙하가 발달하기도 하면서 지표 환경이 다양화된다 억 년 전에는 얕은 바다, . 27

에 광합성14) 생물이 출현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한다.15)

원시 대기의 온실효과가 감소하면서 약 억 년 전에는 지구에 최초의 빙기 가23 (Ice Age)

찾아온다 그 이후 빙기와 간빙기 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지구 역사의. (Interglacial Age) ,

이상이 빙기였던 것으로 추산한다 억 년 전 사이에도 세 번의 빙기가 있었고10~20% . 9~6 ,

억 억 년 전도 빙기였다 마지막 빙기는 만년 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지구 역사의4.3 ~3 . 1,500 .

대부분은 간빙기였으며 지금보다 더웠다.

그림 유전자의 염기 배열에 기초한 지구 생명의 계통수5.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생명체의 진화과정에서 원시 인,

종은 약 만 년 전에 출현했다가 모두 멸종하고 현700 ,

존 인종은 약 만 년 전에 태어났다20 .

: , p.7836〗

13) 원핵생물 세포질로부터 유전정보를 격리한 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생물 박테리아가 여기에 속한다 유전( ). . .原核生物

정보를 핵막으로 분리한 핵이 존재하는 생물은 진핵생물 이다( ) .眞核生物

14) 원시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 와 식물 등 광합성 생물은 빛 에너지와 무기물인 이산화탄소 및 물을 재료로 사용( )

해 유기물을 합성한다.

15) 지상의 식물을 전부 연소시킨다고 가정하면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정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300 ppm . 209480 ppm

에서 으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변화량은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이다 산소와 달리 이산화탄소 농도가209180 ppm , .

증가한다면 이는 약 두 배가 되는 것이므로 광합성 활동과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에서300 ppm , .

에 해당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면 광합성 자체가 중단될 것이다300 ppm .(Bush,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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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구 생명의 요람과 무덤3 :

바르게 아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필립 토비어스 뇌진화학자,－

기온 변화와 함께 대기 조성의 변화는 생물의 다양화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광합성.

생물의 등장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산소는 원시 생물에게는 맹독이었다 산화성이 강한 산소는 세포를 산화해 파괴하므로 죽음.

을 의미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도에서 유기물을 분해해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메탄 박.

테리아와 같은 혐기성 미생물에게는 산소가 치명적이다( ) .嫌氣性

그러나 산소가 증가하면 산소에 적응해 대사경로를 바꾸거나 산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호,

기성 생물종이 등장한다 박테리아나 효모처럼 산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 ) . ,好氣性

는 대로 살아가는 미생물이 많다.16) 산화로부터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막을 만들어,

원핵생물로부터 진핵생물로 진화한 것은 억 년 전의 일이다 혐기성 반응에 비해 산소를21 .

이용한 산화반응에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런 능력을 터득한 호기성 생,

물은 대형화될 수 있다 마침내 약 억 년 전에는 바다 속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다. 10 .

16) 이를테면 주정 효모는 산소가 있는 호기성 상태에서는 유기물을 완전 산화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만 산소가 없는, ,

혐기성 상태에서는 유기물을 분해해 에탄올 에틸알코올 을 배출한다 사람들이 즐기는 에탄올은 주정 효모의 배설물 오( ) . (

줌 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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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구역사 연표6.

지구의 대 사건은 다음과 같다7 .

지구 탄생 생명 탄생 산소 발생형 광합성 미생물 출현 진핵생물 출현 다세(1) , (2) , (3) , (4) , (5)

포 생물 출현 생물의 육지 진출 공룡 멸종과 인류 탄생, (6) , (7) .

원생대 고생대 경계 고생대 중생대 경계V/C = / , P/T = / ,

중생대 신생대 경계K/T = /

: , p.iv36〗

그림 생물시대의 기온 변화7.

빙하시대에도 현재보다 기온이 높았다.

: , p.152鼲

억 억 년 전의 세 번의 빙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추운 시기였다 빙하가 적도 부근까지9 ~6 .



장 지구 생명의 요람과 무덤3 : 17

진출했으므로 지구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얼음덩이 나 마찬가지였다 지상에는 얼음이 수, ‘ ’ .

킬로미터 높이로 덮였다 지금은 지구 표면의 약 분의 이 육지이지만 억 만 년 전. 3 1 , 7 5,000

에는 육지가 에 불과했다 해수가 지구 내부로 스며들면서 대륙 면적이 정도까지5% . 30%

증가하고 대형 하천도 생겨난다, .

억 억 년 전부터는 대기의 산소 농도가 더욱 증가하여 현재 수준에 가까운 농도가 된6 ~5

다 억 년 전에는 얼음덩이 가 녹아 덥고 습한 세상으로 변하면서 해양 미생물이 다양한. 5.5 ‘ ’ ,

종으로 분화된다.

대기 상층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자 억 만 년 전부터는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 오존, 4 5,000

농도가 높은 영역 오존층 이 형성되면서 산화성이 강한 오존의 치명적 영향이 줄어든(O3) ( ) ,

다 생물이 바다의 물 속에서부터 뭍으로 나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

요컨대 광합성 생물이 대기 중 산소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층권에 오존 농도가 증,

가해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줄어들면서 뭍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

식물이 상륙하면서 육상생물의 광합성이 시작되고 마침내 동물도 상륙하기에 이른다, .

표 지질학적 연대2.

지속기간

만년( )
만년 전

신생대

제사기
홀로세 현세 충적세( , ) 1.15 1.15

플라이스토세 홍적세( ) 180 180

제삼기

신제삼기

Neogene

플라이오세 선신세( ) 350 530

마이오세 중신세( ) 1,770 2300

고제삼기

Paleogene

올리고세 점신세( ) 1,090 3,390±10

에오세 시신세( ) 2,190 5,580±20

팔레오세 970 6,550±30

중생대

백악기 8,000 억1 4,550±400

주라기 5,410 억1 9,960±60

트라이아스기 5,140 억2 5,100±40

고생대 억2 9,100 억5 4,200±100

: 1) .
2) ( ) .AS 6/7
3) ( ) .ね 6/7

( ),众
: Aguado, p.478

생물과 지구환경이 공진화 하면서 생물종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지만 지구에 출현( ) ,共進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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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생물종의 대부분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멸종됐다 삼엽충도 도태되고 공.

룡도 사라졌으며 원시 인종도 모습을 감췄다 지상에 출현했던 종의 대부분이 멸종한 것으.

로 추정한다 현존 인류가 출현하기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생물종의 출현과 멸종은 순전히. .

자연과정인 것이다 억 만 년 전에 대량 멸종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다섯 번의 멸. 5 4,500 ,

종 사건이 발생한다 그림( 6).17)

억 만 만 억 년 전의 지구는 빙기였다 페름기 중기인 억 년 전에도 남반구 대부4 3,000 ~3 . 3

분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북극해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녔지만 열대지방은 무,

성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었다 그 뒤 만 년에 걸쳐 얼음이 녹았다 대부분의 지역은. 4,000 .

뜨겁고 메말라 초목이 줄어들면서 파충류와 독수리만한 크기의 잠자리가 지구를 지배했다, .

고생대 말기인 억 만 년 전에는 화산 폭발에 따른 온실효과가스 방출로 극심한 기2 6,000

후변화가 반복됐다 빙기에서 간빙기로 접어드는 과정은 매우 불안정했다 빙하가 녹고 빙상. .

이 사라졌으며 열대우림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동이 심해, .

서 약 사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다 이산화, 250ppm~2,000ppm .

탄소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남반구의 빙상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시기에는,

빙상이 다시 늘어났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감은 순전히 자연현상이었다 현존 인종. .

이 출현하기 오래 전의 일이다.

고생대 중생대 사이인 억 만 년 전에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생물 멸종 사건이/ (P/T) 2 5,000

발생해 바다에 살던 무척추동물의 이상이 멸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만 년에, 96% . 2,000

걸쳐 산소결핍 상태인 슈퍼아녹시아 환경이 지속되었다 초대륙인 판게아(Super-Anoxia) .

대륙이 형성되고 남반구의 곤드와나 대륙과 북반구의 로라시아(Pangaea) , (Gondwana)

대륙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에 분출된 먼지가(Laurasia)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먹이사슬의 저변을 이루는 생물의 기초생산이 치명.

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중생대 억 만 만 년 전 에는 육상생물로는 공룡으로 대표되는 파충류 해양(2 5,000 ~6,500 ) ,

동물로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나자식물 겉씨식물 이 번성했다 억 만 만 년 전의, ( ) . 1.2 ~9,000

백악기 중엽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나 높아 대륙의 나 침수되어 있었으며150~200m 20% ,

북위 도까지 산호초가 번식했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의 배 이상이었15 . 5

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도 정도 높았다 그림, 6~10 ( 7).18)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시기일

수록 동식물이 번성하고 개체수도 증가했다.

17) 오르도비스기 말기 약 억 만 년 전 데본기 후기 약 억 만 년 전 페름기(Ordovician,) ( 4 400 ); (Devonian) ( 3 7,000 );

말 약 억 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 약 억 년 전 백악기 말 약 만 년 전(Permian) ( 2 5,100 ); (Triassic) ( 2 ); (Cretaceous) ( 6,500 )

등이다.

18) 가 포화 상태이면 더 이상 에 의한 기온의 상승효과가 없다CO2 , 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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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대 신생대 경계시기의 멸종은 고생대 중생대 경계 시기의 멸종에 비하면/ (K/T) , / (P/T)

규모가 아주 작지만 공룡이 사라진 사건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멸종의 근본 원인은 거대, .

운석 지름 약 의 충돌로 보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만 년 주기로 일어났다 대( 10km) , 2,600 .

형 운석의 충돌로 일시에 생긴 먼지와 에어로졸이 성층권에 장기간 정체하면 태양광이 차단

되어 지표에서는 단기간에 한랭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먼지 중의 황 성분으로 인해 산성비가

내린다 이처럼 충돌의 충격과 고열에 의한 직접 피해 암흑과 산성비에 의한 식물 광합성. ,

정지 그리고 초식동물의 식량부족 등의 차 피해가 복합되어 당시 존재하던 생물종의, 2

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한다60~75% .

신생대 만 년 전 현재 는 포유류와 피자식물 속씨식물 이 우세한 시대이다 만(6,500 ~ ) ( ) . 6,000

년 전의 지구는 온실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해양순환 패턴이 없고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 ,

했으며 극 지역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만 년 전에는 남미에서 남극대륙이 분리되면서, . 3,000

남극해가 탄생하고 남극에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후의 빙기는 온난기 이후인, . 5,500

만 년 전에 시작되고 남극에는 만 년 전부터 얼음이 축적되기 시작했지만 냉각이 점, 3,400 ,

진적이었다 만 년 전까지도 남극에는 숲이 있었다 만 년 전에 남극 동부에 얼음. 2,000 . 1,400

이 덮이고 만 년 전부터 현재의 크기가 됐다,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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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류의 탄생과 번성4

사회운동의 개념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8－

최초의 인류는 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 만 년 전부터 현대적 기후가 발달700 . 500

하기 시작하고 북반구가 냉각되면서 빙하와 빙상이 증가했다 대륙 빙상이 그린란드 전체를, .

덮은 것은 만 년 전이다 지금보다는 도 정도 높은 기온이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500 . 6~7 ,

한랭한 기후였으므로 이러한 한랭한 기후에 적응한 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

그림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8.

인류와 침팬지의 유전정보 차이는 약 정도에 불과하다3% .

자료 : , p.13三井

만 년 전에는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해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만 년 전에는 한250 . 200

랭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육지의 정도가 빙하로 덮이는 대빙하 시대가 시작된다 하지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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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작용에 의해 빙기 간빙기 주기가 반복되었다 빙기는 만 만 년/ . 9 ~10

동안 지속되고 간빙기는 만 만 년간 지속된다 빙기는 대개 느리게 시작되지만 끝날 때, 1 ~2 . ,

는 갑자기 온난기로 돌아선다 빙기와 온난기의 온도차는 위도에 따라 다르며 열대보다는. ,

고위도에서 차이가 크다 빙기 간빙기 주기의 전이온도는 도 정도인데 적도 지역에서는. / 5~7 ,

도 고위도에서는 불과 년 동안에 도나 변하기도 했다 북반구의 얼음은 배나1~5 , 75 10~15 . 3

늘었다 줄었다 했다.

만 년 전에는 완전한 이족 보행을 하는 호모 에렉투스 직립원인 가 출현해 세련된 석180 ( )

기와 불을 사용한다 인구가 약 만 명에 이르러 마침내 아프리카에서 탈출한다 하지만. 15 , .

인류의 조상들은 모두 지상에서 사라진다 멸종된 것이다. .

표 인류가 획득한 중요 특징과 시기3.

만 년 전700 직립 족 보행 견치 송곳니 축소2 , ( )

400~ 이의 에나멜질 두께 증대 뿌리와 같은 단단한 음식에 적응(?) ( )

250~ 석기 제작 뇌의 대형화 시작,

200~ 체모 몸털 상실( ) (?)

180~ 아프리카에서 탈출

80~ 불 사용(?)

20~ 현존 인류 등장

7.5~ 기호를 다루는 능력 언어 사용, (?)

3.5 예술 확대

1.0~ 농경 시작

: , p.156/7と

그림 현생 인류의 세계 확산 경로9.

: , p.1626/7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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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신인 는 만 년 전에 등장한다( ) 20 . 47

만 만 년 전의 귄츠 빙기와 만 만 년 전의 민델 빙기를 거쳐 리스 빙기 만 만~33 30 ~23 (20 ~13

년 전 가 시작될 때쯤이다 만 년 전에는 중동 지역에 도달했다 마지막 빙기인 뷔름 빙기) . 10 .

는 만 년 전부터 만 년 전까지 계속된다 이 동안에 현존 인종은 만 년 전 유7 1 3,000 . 3 5,000

럽 전체에 진출한다 만 년 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고 만 년 전에는. 1 3,000 , 1 2,000

남아메리카 남단에까지 도달한다 뷔름 빙기의 피크였던 만 년 전에는 얼음으로 덮인 지역. 2

이 확대되어 시베리아와 알라스카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해수면은 지금보다 정도나, 120m

낮았던 것이다.

그림 지난 만 년 동안의 해수면 변동10. 15

: , p.72キ゚

뷔름 빙기 말기의 한랭기는 영거 드리아스기 라고도 하며 년 동안(Younger Dryas) , 1200

지속되었다 당시 그린란드의 산정은 지금보다 도 정도나 더 추웠으며 영국의 연평균 기. 15 ,

온은 영하 도 정도였다 그 이후 만 년 전부터는 갑자기 온난기가 찾아와 그린란드5 . 1 1,800

의 온도가 년에 도 정도로 상승했다10 1 .

한랭기인 빙기와 이 중간의 온난기인 간빙기가 반복됐다 언제나 빙기의 정점 이후의 온.

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곤 했다 지구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며 지. ,

금은 마지막 간빙기가 지속되고 있다.

인류가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농경을 시작한 만 년 전, 1 ~8,000

부터라 하겠다 년 전에는 기온이 현재보다 도 정도 높았다 특히. 8,000~5,000 3 .

년 전은 기후 최적기 라 한다6,500~5,500 (Hypsithermal Interval) .19) 당시에는 지금의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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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막 지역에도 강우량이 많고 녹음이 풍부했다.

기온이 따뜻해지자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단순한 수렵 채취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농, ,

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면서 특정 지역에 정착해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황하 유역, . ,

나일강 유역 등 세계 대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개화했으며 인구도 크게 증가한다 동시에4 , .

삼림 개간과 관개 농사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

다 물론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

그림 현세의 기온 변화11.

왼쪽이 현재로 년 전의 기온은 지금보다 높았다8,000~5,000 .

: Wikipedia

19) 예일대 지질학자 마크 파가니가 년 월 네이처 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룡이 멸종한지 만 년 정도가 경과2006 8 ‘ ’ , 1,000

한 만 년 전에는 북극권의 평균 기온이 도 전후로 지금의 미국 플로리다 정도의 아열대 상태였다 대기 중 이산5,500 23 , .

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배 정도였다 포유류의 신장이 커지고 식물은 현생종이 거의 출현했다 온난한 기후가 동식물에4 . .

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현재는 북극권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도 정도이다 그 뒤 식물이 증가한 결( 20~30 ).

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면서 한랭화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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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구증가는 성공의 결과5

세계 인구 억 돌파는 성공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람들은60 .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사다크 유엔인구기금 사무국장,－

인공적 지구온난화설이 아직 환경이슈의 주제로 부각되기 전에 세계를 풍미한 이슈는 인‘

구 폭탄 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급증하자 조만간에 지구가 초만원이 될 것이라며 위’ . ,

기를 조장하는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설가 이호철은 서울 인구가 만 명 정도였을 때 장편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를 동아380 “ ”

일보에 연재해 인기를 끈 일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서울로 모여든 밑바닥 인생의 애환을.

해학적 문체와 속도감 있는 사건 진행으로 그려냈지만 종말론자들은 심각한 얼굴로 지구, “

는 만원 이라고 외쳤다 원자폭탄 보다 아주 무서운 것이 인구 폭탄 이라 했다 그림” . ‘ ’ ‘ ’ ( 13).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은 에이즈다 에이즈에 걸려서 이 세상 인구의 절“ .

반이나 분의 가 사라지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3 2 .”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지만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 이 붐비는 지구에 수“ ,

십 억 명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쥐나 박테리아처럼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자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먹이가.

풍부하고 생육조건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실험실 안이라면 모를까 자연생태계에서는 생쥐나,

박테리아도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20)

20) 지수적 증가란 현실성이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식인 중에도 지수적 증가를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

이를테면 담배 디스플러스 한 갑이 원이고 연리가 일 때의 이야기이다 담배를 끊고 매일 원씩 꼬박꼬박‘ ’ 1,400 8% . 1,400

저축하면 년 후에는 억 만 원이라는 큰 돈 이 된다고 선전하면서 금연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 돈의 현재가치50 3 4,000 ‘ ’ .

실질가치 는 과연 얼마일까 겨우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 만 원을 연리 의 복리로 저축하면 년 후에( ) ? 730 . 730 8% 50

억 만 원이 된다 경제학자 중에도 착각의 장벽에 갇혀 이른바 의 법칙 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3 4,000 . ‘72 (the rule of 72)’

다 이를테면 연리가 일 경우 복리에 의해 돈의 액수가 배가 되는 기간은. 6% , 2 72/6 = 년이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조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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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 인구증가 선형좌표12. ( )

인구증가의 실상을 오도한다.

: , , p.14

그림 연도별 인구규모 추이 년13. (1944~2005 )

:

하지만 우리 정부도 덩달아서 년대 초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1960

다 당시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 “

한다 고 했다 년 정도였던 인구증가율을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이 끝나는” . 1962 2.9% 4 5

년까지 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면서1981 1.5% . “ ”

셋째 아이부터는 의료보험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더니 내친 김에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고, “ ”

했다 우리 국민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으며 한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세계적으로 모범. ,

적인 성공 사례로 칭송이 자자했다.

차도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 이라며 세상의 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의 이자는 돈‘ ’ 8 ,

의 실질가치를 증가시키는가 은행 이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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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이 갑자기 돌변했다 년에 가임 여성 인당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1984 1

명 이하로 낮아지자 모범적 성공 사례라던 산아제한 정책이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채2.1 , ,

졸지에 출산장려 정책으로 뒤바뀐 것이다.21) 하지만 강력했던 산아제한 정책의 관성은 멈추

지 않아서 년 출산율이 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 2005 1.08 .

아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그림 소득은 아직 중진국 수준이면서도 출산율만 최저( 14),

로 낮아진 것이다.

그림 출산율과 인당 의 상관관계 년 월 일 평가14. 1 GDP (2005 7 12 )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다.

: PPP(Purchasing power parity; )
: Goklany, p.325

이에 당황한 정부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급속한 인구 노령, ,

화를 비롯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인구. 2,500･

만 명 수준일 때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가 인구가 두 배나 늘어서,

만 명을 바라보는 지금에는 인구가 적어서 문제라면서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아5000 ,

섰다.22)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는 아예 무시한 채 관련기관은 간판만 바꿔단다 잘 키운 딸 하나, . “ ,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년 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명칭을 대한가족보건협회로 바꾸더니”(1986 ) ,

어느새 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바꾸고는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라는 표어를 내붙인“ , , ”

다 전국적으로 각종 출산장려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사회는 사람을 자유로운. .

21) 인구 정책의 돌변은 마치 지구한랭화 주장이 갑자기 온난화 주장으로 돌변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22) 드라마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했다 년도 드라마에서는 가정마다 아이가 많고 너도나도 임신하는 것이 유TV . 2007 ,

행처럼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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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로 인정하기보다는 국가에 예속된 사회의 수단이나 도구로 치부하는 근대적 관념이 여,

전히 팽배한 상태이다.

인구증가 추세를 좌표축을 달리하여 다시 나타내보면 인구폭탄 이라며 겁주던 현상이 사, ‘ ’

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선형 좌표로 나타낸 그림 과 로그. < 13> ~

로그 좌표로 나타낸 그림 를 비교해 보라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도구를 사용< 15> . ,

하며 농경을 시작하고 과학과 공업을 발전시킨 결과인 것이다, , .

인구증가는 인간의 승리 이다 년 월 유엔인구기금 사무국장 사다크는 말‘ ’ . 1999 7 (UNFPA)

했다 세계 인구 억 돌파는 성공을 의미하며 오늘날 사람들은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도. “ 60 ,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아직도 맬서스의 착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굶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면서 기아체험 을 하자는. , ‘ ’ TV

방송국도 있다 하지만 롬보르그 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Lomborg)

비율은 년의 에서 년에는 로 줄었다 년에는 로 줄 것이라는 게1975 35% 1996 18% . 2010 12%

의 예측이다 그동안 식량증가는 인구증가를 훨씬 앞질러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UN .

도 식량이 풍부해졌다.

그림 세계 인구증가 로그 로그좌표15. ( - )

인구증가는 성공의 결과이다.

: , p.27136〗

한국에서도 보릿고개나 감잣고개라는 추억은 어느새 잊혀지고 지금은 다이어트 열풍 이‘ ’

불고 있다 식당에서 잡곡밥을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키던 때가 있었다 점검 나온. .

공무원이 밥그릇을 엎어놓고 보리쌀알을 세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 귀하던 쌀,

이 남아돌아서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사료로 전용하거나 휴경 보조금을 주는 상황, ( )休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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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됐다.23) 년의 만 명 수준이던 총인구는 두 배 가까지 늘어난 데 비해 농가인1960 2,500 ,

구 비율은 수준에서 정도로 크게 줄었지만 식량은 오히려 풍부해졌다 채소나 과70% 7% , .

일은 계절에 관계없이 년 내내 출하된다 한겨울에도 채소와 과일이 풍부해져서 제철 과1 . , ‘ ’

일이나 채소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천기를 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농사 자체가 자연에 의존하지 않.

는 창조적 행위이다 가축을 기르고 물고기를 양식한다 핸드백을 만들 악어가죽이 모자라면. .

악어를 기른다.

요컨대 인구와 관련한 맬서스의 예측은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로마클럽의 예측

도 빗나갔다 인구 폭발로 억 명이 넘은 지구에는 서있을 틈조차 없을 것이라 했지만. 100 ,

선진국의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어째서 인구에 관한 예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가 마치 기상관측처럼 창밖의 현실? ,

은 내다보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가 인구든 기상이든 간에 시뮬? ,

레이션에 의한 예측이 맞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잡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작성. ,

당시의 시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변수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진.

화한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모습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진화의 개. .

념을 정량화하여 도입할 수 없다.24)

변화과정이나 진화속도는 사회체제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년 현재도 북한 동포는. 2007

여전히 굶주린다 남한에 비해 인구도 별로 늘지 않았는데 식량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 ?

사람의 창의력이 싹을 피울 수 없는 통제사회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북한은 평균 수명도 아주 낮지만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세기 중에 평균 수명이, 20

크게 늘어났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아주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기본적 위생시설에. ,

서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극명한 증거이다 그러나.

환경위기론자들은 지구환경은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그 근본 원인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에 있다고 단정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을 늘이는 데 기여.

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부정하고 포기할 것을 강요할 뿐 아니라 장수사회의 부담,

을 부각시킨다 장수는 분명한 축복이고 모두가 희망하면서도 노인의 부양 문제와 고령화. , ,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거론하면서 사회의 부담임을 강조한다, .

23) 최근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은 식량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만 올려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후진국에서 년대처럼 화학비료와 유기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으로 식량을 생산하려면. 1900

더 많은 농지를 개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삼림이 축소되어 야생동물이 삶터를 잃게 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게 된다. .

24) 년 당시 국내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에게 년의 국내 컴퓨터 대수를 물어본 일이 있다 그들의 예측은 겨우1970 2000 .

수십 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년 만에 년 당시의 진공관식 대형 컴퓨터보다 성능이 월등한 컴퓨터가 탁상용. 30 1970

개인컴퓨터 로 변신했다 수백 대가 아니라 수천 만 대로 늘어날 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의 인터넷 세상(PC) . .

의 도래를 예견한 전문가가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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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인의 평균수명 추이4.

연도 1960 1971 1981 1991 2002 2005 미국 북한 일본 2010 2020 2030 2050

평균수명

남 성

여 성

-

51.1

53.7

62.3

-

-

66.2

-

-

71.72

67.7

80.4

77.0

73.4

80.4

78.5*

75.14

81.89

77.5

75

80

66.5

65

68

82.5

78.56

85.52

78.8

-

-

80.7

-

-

81.5

-

-

83.0

-

-

: 194 26

인구 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도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증가를 비난할180 ,

구실을 잃어버렸던 세계는 마침내 사람을 지구 파괴의 범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실,

을 찾아냈다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 와 기후변화 이다. ‘ ’ ‘ ’ .

불과 몇 년 후의 인구조차 예측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년 이후의 지구 기후를 예, 100

측한다고 아우성이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까지 나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핑계. UN

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 병들지도 않은 지구를 살리자 라면서 화석연. ‘ ’

료를 포기하고 식량 생산 보건 기술 생활의 질을 감축하라고 강요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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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불편한 진실 의 발단6 ‘ ’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공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하고 극적인 표현을 쓰되,

불분명한 사항은 언급을 피해야 한다.

스티븐 슈나이더－

지구온난화는 인류 문명의 개화 이래 일방적으로 지속된 현상이 아니다. BC600~BC200

년 경의 시기도 한랭기였다 뒤이은 년은 로마시대 온난기였고. BC200~AD600 ,

년은 다시 암흑시대 냉각기였다 년에 다시 찾아온 중세 온난기는 소AD600~900 . 900~1300

기후 최적기 또는 중세 기후 최적기(Little Climate Optimum) (Medieval Climate

라 한다Optimum) .25) 당시의 기온은 현재보다 도 정도 높았으며 특히 북대서양이 더웠1~2 ,

다 따뜻한 겨울과 안정된 계절이 지속되는 시기였다 그린란드에 바이킹이 정착한 것도 이. .

시기이다.26)

중세까지만 해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섬의 이상, 85%

이 빙상이나 동토이다 년에 찾아온 두 번의 소빙기 중에는 기온. 1300~1850 (Little Ice Age)

이 도 정도 하강하여 그린란드의 농장이 사라지고 알프스의 빙하가 증가해 주거지0.5~2.0 , ,

가 붕괴되는 등 유럽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27)

25) 북반구 개 지역에서의 식물의 나이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세 온난기의 기온 변화 추세는 세기의 추세와 유사했14 , 20

다 사이언스 년 월 일자 앞으로 도 정도 기온이 상승하더라도 중세 온난기 수준이 재현되는 정도라 할 수( 2002 3 21 ). 2� �

있다.

26)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면적이 만 에 이르는 세계 최대 섬으로 년 노르웨이인 에리크가 처음 발견해216 6,086km2 , 982

상륙할 당시에는 초목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초록의 땅 이다 현재는 평균 두께 이상의. Greenland( ) . 2,800m

빙상이 이 섬의 를 덮고 있다 이 얼음 무게는 약 조 톤이며 지표는 해수면 아래 까지 잠겨있다 만일85% . 5000 , 300m .

지면 위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린다면 세계 번째의 대륙 섬이 아님 이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3 ( ) ( , p.51).矢澤

27) 소빙기 당시의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적 월 무더위“Hottest July on Record!”( 7 !)

사상 초유의 메마른 여름“Driest Summer Ever!”( !)

살인적인 추위“Cold Kills!”( !).

당시에도 매스컴은 호들갑을 떨었다(Bush,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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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간 중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소빙기가 도래한 원인의 하나는 화산의 빈번한

폭발이었다 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로 발생한 이산화황 아황산. 1815 (Tambora) (

가스 이 성층권까지 상승하고 대기 중에서는 황산 에어로졸 액상 미립자 로 변화하면서 태) , ( )

양광을 반사했다.28) 년의 기온은 평균 기온보다 도 정도 낮아서 유럽과 미국 동부는1816 2

여름이 없는 해 였다 캐나다 동부에는 월에도 눈이 내렸다 기온 하강은 비교적 소규모였‘ ’ . 6 .

지만 북유럽에서는 식물의 성장기간이 단축되어 농업 생산성이 크게 감소했다 바로 이 시, .

기에 토머스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굶어죽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했다.29)

그림 지구 기온 변화16.

시간 범위를 달리해 나타내 비교해보면 기온 변화,

패턴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지난 만 년(a) 2

지난 천년(b) 1

지난 년(c) 120

좌표의 눈금이 각각 다르다( )

: Bush, p.283

28) 화석연료 연소 및 화산 폭발 등에서 발생하여 생성되는 황산 에어로졸은 단기적으로 냉각효과를 나타낸다 그 자체 및.

구름 형성의 촉진에 의해 빛의 반사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므로 냉각 효과는 국지적이다. .

년 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에 의해 수백만 톤의 회분이 대기 중에 방출되자 그 다음 해는 지구 기온이1991 6 ,

도 정도 낮아졌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이었다0.25 , .

29)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인구론을 출간한 때 년 가 바로 이 시기에 속한Thomas Robert Malthus(1766~1834). . ‘ ’ (1798 )

다 식량의 산술급수적 증가와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의 관계를 신봉하는 맬서스의 후예는 식량이 남아돌고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 지금도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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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류가 대기의 화학조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식 있는 기상학자와 생태학자는 이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지난 만 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16 ,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간 중에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가 배, 11

나 큰 메탄 농도 역시 증가했다 메탄은 주로 혐기성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데 기. ,

온이 올라가면 생물활성 역시 활발해지며 생물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사이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기온상.

승이 원인으로 생물의 호흡작용이 증가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됐는가?

이와 반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원인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는

가 실제로는 복잡한 복합 효과가 작용한다 탄소함유 가스는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도 증? .

가하며 대기 중 수증기의 온실효과 역시 아주 크다 가장 큰 요인은 태양 활동의 변동과 지, .

구와의 상호작용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아서 대기로부터 제거된다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수.

온의 영향을 받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며 수온이 높아지면 녹아있던 것이, ,

방출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또한 생물권의 활동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광합성에 의해 흡수. .

되고 호흡작용과 분해에 의해 방출된다, .30) 생물의 사체의 일부는 탄소를 포함한 채 퇴적물

이 된다.31)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양 식물플랑크톤으로서 그 광합성 작용은,

온도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조개를 비롯한 바다의 무척추 동물도 이산화탄소를 칼슘과 결.

합시켜서 껍질과 외부골격을 만든다 지구의 석회석 탄산칼슘 은 화석연료와 함께 이산화탄. ( )

소의 또 다른 저장고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로 저장된 탄소를 연소시켜서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공적 발생량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의 정도에. 30%

불과한 것으로 추산한다 삼림 개발과 토지용도 변경에 의해서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가 증가하는데 년대의 경우 이로 인한 증가량이 전체 증가량의 분의 분의 정도, 1980 4 1~5 1

가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삼림 연소는 직접적으로 탄소 산화물을 발생할 뿐 아니라 토양 중의 탄소 방출도 촉진한

30) 오늘날 탄소는 화석연료 연소 시멘트 제조 등에서 연간 억 톤 정도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된다 삼림 파괴와, , 55 .

토지 이용 등에서 억 톤 정도가 방출된다 툰드라 동토와 북부 한대지방의 삼림 중에 저장된 양은 억 톤 정도로15 . 450

추산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 중의 농도 저하 삼림 화재 발생 등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기후에 대한 영향에서. , .

탄소는 양 이고 물은 음 이라고도 한다 한편 사람의 호흡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 yang) ( , yin) . 320kg陽 陰

정도이다 체내에서 음식물을 산화하면 탄소화합물의 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된다 여 억 명이 방출하는 양은. . 65

얼마나 되나 자동차 한 대의 방출량은 대개 연간 약 정도이다? 2,300kg .

31) 주로 식물 사체의 퇴적물이 장기간 탄화된 것이 화석연료라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

는 이산화탄소는 과거의 대기로부터 흡수해 지하에 저장되었던 이산화탄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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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지를 적극 개발하면 토양에 저장되었던 이산화탄소의 정도가 방출된다 그동안. 50% .

메탄의 농도 역시 정도 증가했는데 주로 논과 가축의 대량 사육에서 발생한다140% , .

최근의 기후변화가 자연적 변동의 규모를 넘어서는지를 알아보려면 지구 기후변화의 시,

간 범위를 넓혀서 보아야 한다 우선 분명한 것은 지금의 기온이 최소한 지난 만 년의 어. 20

느 때보다 높고 최근의 기온상승 속도는 빙기 이후의 상승속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년 뒤에는 지난 만 년 중 가장 더운 시기가 될지도 모40~50 200

른다 인간의 행동이 거대한 지구 자연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

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인공적 온실효과가스 방출이 기온상승에 기본적으로 기여하고 있,

다고 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주로 지구 공전궤도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입사량의 변

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세기의 소빙기 이후 기온이 변했지만. 17 ,

지난 만 년 동안의 기온 변동은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지난 만 년의 평균에 비1 . 200

하면 따뜻한 기후로 빙기와 현재의 간빙기 사이의 기온 차는 약 도 정도이다, 6 .

년에는 두 차례의 온난기가 찾아왔다 그린란드도 세기 초에는 지금보다 더1850~1940 . 20

웠다 년은 특별히 더웠지만 년에는 다시 한랭화 추세가 계속됐다. 1920~1940 , 1940~1975 .

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한랭화를 걱정했지만 년에는 다시 급격한 온1960 , 1976~1978

난화시기로 변했다.32)

빙기는 언제나 갑자기 멈춘다 최근의 빙기도 갑자기 멈추고 간빙기로 들어서면서 기온이.

상승했다 유럽의 기온은 불과 년 동안에 도나 상승한 일이 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에. 50 7 .

추운 빙기에서 따사한 간빙기로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지구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적 지구온난화설 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발단은 제 차 세계대전 이 끝난‘ ’ . 2 (1941~1945)

뒤부터라고 한다 전쟁 당시에는 서로 적대 관계에서 각각 군사 목적의 연구에 협력( ).槌田敦

하던 기상학자들이 종전 후 군사 예산 삭감으로 연구비 감축과 실업의 우려가 생기자 서로, ,

협력해 기후변화를 연구 테마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33)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

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가 더워진다 면서 지구온난화와‘ ’ ,

이상기후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의 세기 답게 지구환경 오염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지구온난화 는 마치 포퓰리즘‘ 21 ’ ‘ ’

32) 최근 여 년 동안의 자료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백엽상과 같은 측정시설의 설치 장소가100 .

대부분 도시화되고 도시 열섬현상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후의 실상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

33) 미국과학진흥회 의 과학예산정책 전문가 고이즈미 케이는 년 월초 환경연구와 개발부문이 최근 몇 년 새(AAAS) 2007 5 “

큰 타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수년간도 전망이 어둡다 고 말했다 한 예로 미국의 기후변화과학프로그램 지원액은 년” . 2004

억 달러였으나 년 예산안에는 억 달러로 줄었다20 200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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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다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수준으로 지구 기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식물의 광합성의 기초 원료이고 사람의 호흡작용의 생성물인 고마운 이산화탄

소에 환경오염물질 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환경론자들은 사람들의‘ ’ ?

선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림 킬링이 하와이 관측소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월평균 변화17.

대기 중 농도는 년 에서 년CO2 1960 315 ppm 2000

으로 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이며 이370ppm . 1.4ppm ,

대로 증가하면 년 뒤에는 이 넘게 된다 한100 500ppm .

편 농도의 연중 변화가 주기적인 것은 여름과 가을CO2

에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가 소비되기 때문이다CO2 (ppm

은 만분의 대기 중의 가 터이면100 1. 1,000 CO2 1mℓ ℓ

이 된다1ppm ).

: , p.19艎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기상학자 킬링 은 년과(Keeling) 1957

년에 각각 남극과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에서 이산화탄소의 연속 측정을1958 (Mauna Loa)

시작했다 이곳을 측정 장소로 선택한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역에 따라 계절적.

으로 민감하게 변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34)

킬링은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킬링의 관측 자료를 나타낸 그림 을 다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년을 주17 , 1

기로 계절에 따라 증감을 반복한다 자연 생태계의 광합성 활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절적 변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민간 자연보호재단이 주최한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킬링, 1963

은 다음 세기 중에 농도가 두 배로 증가하고 지구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CO2 , 4 ”℃

고 경고했다 이를 계기로 기상학자들은 활동 범위를 환경보호운동으로 확대했다 물론 그. .

기본 목적은 연구비 증액이었다 실제로 이 회의에서도 킬링은 미국 연방정부가 지구온난화.

34) 남반구와 북반구는 여름과 겨울의 시기가 다르다 이를테면 북반구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이지만 남반구에서는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이다 주택의 방향도 남향과 북향으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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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한층 효율적인 연구조직을 만들어 많은 연구비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림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 메커니즘18.

온실 안이 더워지는 온실효과 가 생기는 것은 유리창이 태양광선을 통과시(Greenhouse Effect) ,

키지만 온실 안에서 반사되는 열 적외선 은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 중의 수증기 메탄( ) . , ,

이산화탄소 따위는 태양광선을 통과시키지만 지표에서 우주 공간으로 반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하

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온실의 유리창과는 작용 자체는 전혀 다르지만 기온을 상승시킨다는 결. ,

과는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온실효과 라 한다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성분, ‘ ’ .

은 수증기이다.

온실효과의 개념은 년 프랑스 과학자 푸리에 가 처, 1827 (Jean-Baptiste Fourier, 1768~1830)

음 언급했고 년 영국 물리학자 틴들 도 거론했다 스웨덴 화학, 1859 (John Tyndall, 1820~1893) .

자 아레니우스 는 라 했으며 년도(Savante Arrhenius; 1859.~1927) ‘Hothouse Effect’ , 1896

논문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로 증가하면 기온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5~6 .℃

그는 이러한 기온상승을 인류의 위기가 아니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혜택으로 평가했다.

우리 자손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잔혹한 환경이 아니라 쾌적한 하늘 아래서 잘 살게 될 것“ , ,

이다.”

: , p.109惋

그러나 년대에 기온이 오히려 내려가자 이산화탄소에 의한 인공적 온난화설은 한동1960 ,

안 설득력을 잃었다 장래에도 온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최근의 세계. “ ,

적 경향은 오히려 한랭화이다 라 했다 온난화설을 버리고 냉각화설에 합세한 기상학자들이” .

늘어났다 스티븐 슈나이더. 35) 역시 당시는 지구한랭화 주장에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인공적,

35) 는 년 월 잡지 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Stephen Schnerider 1989 10 Discover .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공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하고 극적인 표현을 쓰되 불분명한 사항은 언급을 피“ . ,

해야 한다.”

존 댈리는 그를 특급 온난화 판매원 이라 했다(http://stephenschneider.stanford.edu/) < > . Still Wai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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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설에 적극적이다 년대에 기온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자 기상학자들은 태도를. 1980

돌변해 공포의 온실효과 를 다시 선전하기 시작했다‘ ’ .

년 월 일에는 미국 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소속 과학자인 제임스 핸슨1988 6 23 NASA 36)

이 등장했다 미국 상원에서 관측한 기온과 인공적 온실효과가스 사이에는 강력한 인과관계. ,

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37) 마침 년은 기온 기록 시작 이후 가장 더운 해였으므로 지1988 ,

구온난화가 확실하다는 증언은 새로운 국제적 연구 테마를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관99% ,

련 연구비 증액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38)

핸슨의 증언은 인공적 온난화를 주장하는 환경운동가들은 물론 정치가들에게도 절호의 기

회였다 년 전인 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의해 미소. 1 1987

냉전이 종결되면서 새로운 의제를 찾던 선진 개국 정상들에게도 지구온난화는 아주 매력, 7

적인 이슈였다 결국 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개국 정상회의의 주제로 부각되었고 이. 1988 7 ,

산화탄소 배출량을 년까지 년 대비 삭감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2005 1988 20% .

년 월에는 유엔환경계획 과 세계기상기구 가 공동으로 기후1988 11 (UNEP) (WMO) IPCC(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를 구성했다) .39) 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차 연구결과를1990 1

발표했다 향후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온난화 공. 100 3.2 , ‘℃

포 의 불씨를 집혔다’ .

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1992 40)에서 유엔 기후변화조약 을 채택했으며 년(UNFCCC) , 1994

에 발효됐다 체결국이 개국이나 된다 이 회의는 사상 최대의 국제회의라 할 수 있는데. 158 . ,

유엔 회원국 개국 거의 전부에서 연인원 만 여명이 참석했다(180 ) 4 .

Greenhouse(http://www.john-daly.com/)

36) 은 년 명의 공동저자 명의로 국제적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에 발표한 증가하는 대기 이산화탄James E. Hansen 1988 6 � � ｢

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논문에서 기술했다.｣

다음 세기 세기 에 예상되는 지구온난화는 거의 전례 없는 규모로 남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세“ (21 ) , ... ,

계의 많은 도시가 수몰되고 내륙은 사막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

37) 의회 증언 다음 날 핸슨의 이름은 뉴욕타임스의 면을 장식했으며 의 톱뉴스가 되었다 일반 사회에는 무명이나1 , TV .

다름없었던 핸슨이 일약 세계를 온난화 포퓰리즘 에 매몰되도록 하는 인물로 부각된다< > .

38) 기후변화는 불확실성이 많은 현상이므로 위기감을 부채질하여 다액의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끌어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년 이전에 기상연구에 쓴 예산은 수억 달러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연간 억 달러가 넘고 인공1990 , 17 ,

위성 등의 관측시스템은 운영비용은 또 별도다 일본에서도 온난화 연구에 매년 수억 엔의 예산을 배정한다. .

39)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기상기구 안에 있다 자체적으로는 연구나 자료수집 활동을 하지 않으며IPCC (WMO) . ,

세 분야의 작업반 에 초청된 연구자들이 주로 세계 주요 과학잡지에 발표된 보고나 논문을 평가(WG; Working Group)

한다 각 작업반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측면 평가 환경 및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 대책 마련을 담당. , ,① ② ③

한다.

40) 브라질 남동부의 대서양에 면하는 항구 도시인 는 원래 리오데자네이로라 했다 그런데 우리 대표들이Rio de Janeiro ‘ ’ .

년 이곳을 다녀온 이후에는 갑자기 리우데자네이루 로 바뀌었다 리오의 사나이 가 졸지에 리우의 사나이가 된1992 ‘ ’ . ‘ ’ ‘ ’

것이다 하지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출신의 축구선수 를 우리는 호나우드 라. Ronaldo Luis Naz rio de Lima ‘ ’á

한다 의 현지 발음은 과연 리우 인가. Ri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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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처럼 처음에는 인위적 지구온난화설에 무심하던 많은 과학자들이 핸슨과 같은 줄

에 서기 시작했다 자신의 주장을 쉽게 바꿔서 변절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 이러한 과학자들의 변절을 알면서도 일반인들은 과학적 가설이나 과학자의 예측에? ,

대해서는 무조건적 신뢰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과학 이론도 가설에 불과하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날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이.

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자료에 의해 검증되어 수정될 수 있는 것이 과학 이론이다, .

과학자라도 주관적일 수 있으며 과학의 탈을 쓰고 다른 의도를 숨길 수도 있다 게다가 인, .

공적 지구온난화설은 이제 막 시작된 가설로서 이론적 근거는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객관성을 논할 단계는 더더욱 아니다. .

일리노이 대학 대기과학부 교수인 마이클 슐레진저41)도 년대까지는 인공적 온난화설1990

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변동하는 다양한 자연현상의 시뮬레이션 전문.

가인 슐레진저는 처음에는 온난화가 일어나더라도 진행이 아주 느릴 것이므로 해결책을 찾

을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돌변했다 온난화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

않으면 지구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년 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최신 연구결과라면서 컴퓨터 게임과2005 12 ,

같은 충격적 내용을 발표했다.

온실효과가스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금세기 말까지 멕시코만류가“ ,

붕괴될 확률이 나 된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더라도 멕시코만류가 정지할 확률은70% .

나 된다25% .”42) 그림( 19).

멕시코만류가 왜 정지하게 되나 그린란드 빙상이 맹렬한 속도로 녹는다면 다량의 담수가?

해수에 유입될 것이다 담수의 밀도는 해수에 비해 정도 낮으므로 담수와 해수가 잘 섞. 3% ,

이지 않고 두 층으로 갈라져서 성층화 될 수 있다 두 층이 잘 혼합되지 않으면 해류의 유속.

이 약해지다가 마침내 정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슐레진저가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가설이었다 슐.

레진저에게는 매스컴의 구미에 맞게 간명하면서도 선동적으로 설명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

41) 년 월 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기상학회 주최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Michael Schlesinger; 2007 3 21 .

http://crga.atmos.uiuc.edu/people/mes.html 슐레진저는 한 때 북대서양과 그 주변의 대륙연안지역에는 년 주기, 65~70

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42) 이러한 슐레진저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영화 투모로우“ (The Day after Tomorrow)”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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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란드 얼음이 매초 만 톤 하루 억 톤 년에 조 톤이 녹는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10 , 86 , 1 3 .

러한 가정은 임계점을 넘는 융해속도를 가정한 것이므로 비현실적이다 정말 이런 속도로.

녹는다고 하더라도 조 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그린란드의 얼음이 다 녹는 데는5,000

년이나 걸린다 따라서 세기 중에 멕시코만류가 정지할 이유는 찾을 수가 없1000~2000 . 21

다는 것이 야자와 의 해석이다( ) .矢澤

그러나 시류에 편승해 지구한랭화 주장자에서 온난화 주장자로 전향한 슐레진저는 지금

시뮬레이션의 슈퍼스타로 활약하고 있다 자연을 직접 관찰하지도 않으면서 컴퓨터 안에서. ,

종말론적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매스컴의 구미에 맞추는 천부적 소질

을 가진 과학자가 슐레진저인 셈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게임처럼 스릴이 있다. .

슈퍼컴이 있는 방은 에너지를 듬뿍 사용하는 에어컨이 설치된 쾌적한 곳이다 이런 방 안에.

서 슐레진저는 인류와 지구환경의 미래에 관한 비극적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매스컴의 속성은 센세이션을 즐기는 것인가 큰 일 났다 고 소리쳐야 겨우 사람들이 귀를? “ !”

기울인다 하지만 미래 예측에 관한 낙관적 시나리오는 매스컴이 외면할 뿐 아니라 연구비. , ,

도 할당되지 않는 것이 비극적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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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멕시코만류19.

미국 동해안과 유럽 대륙의 기후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 크다

멕시코만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서부 사이에 있는 거대한 만으로 남쪽은 열대에 위치하고 있으,

며 면적은 만 정도이다 강한 일사에 의해 더워진 멕시코만 안의 해수는 플로리다 반도, 160 km2 .

와 쿠바 사이의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 거대한 난류가 되어 대서양으로 흘러나간다 이 해류는 북.

미 대륙을 따라 대서양을 북상해 북극권까지 도달하므로 대서양 양안의 기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

친다 수도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대도시가 이어지는 미국 동해안과 대서양 반대쪽의 유럽 대륙. , ,

의 기후는 이 멕시코 만류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매년 미국 남부를 반복해 습격하는 허리케인도 멕시코만의 따뜻한 해수에 의해 만들어진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의 산물이다 슐레진저의 경고처럼 만일 멕시코만류가 정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

는가 적도 쪽의 열에너지를 북대서양으로 운반하면서 주변 대륙에 열을 전달하여 냉각된 해류는? ,

밀도가 증가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 해류는 대서양을 유턴하여 남반구까지 남하한다 이러. .

한 지구 규모의 열수송 순환 이 정말 정지된다면 지구의 기상현상이 막대한 영( ) ,⼤⻄洋熱鹽循環

향을 받게 될 것이다 멕시코만류가 정지하면 지구의 북반구는 한랭화하고 남반부는 온난화된다는.

것이 슐레진저의 추론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

년 월 북극권과 접한 덴마크 자치령 페로제도에서 해류를 관측해온 과학자 보기 한센 노2007 6 , ,

르웨이 베르겐 소재 난센 환경원격탐사센터의 헬게 그란게 연구원 그리고 역시 멕시코만류, IPCC

의 약화를 부정하고 있다.

: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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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토의정서의 숙명7

교토의정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필립 스토트 영국 런던대 생물지리학 명예교수,－

마침내 년 월 일본의 교토에서 기후변화조약 제 차 당사국회의 가 열리고1997 12 . 3 (COP3)

인공적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가 채택된다(Kyoto Protocol) .

이 회의에는 기후변화조약 체결국 개국에서 여 명 비체결국 개국에서 여 명158 1,500 , 7 300

이 참가했다 교토의정서의 목적은 선진국의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

것으로 정한다 는 것이다” .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종의 온실효과가스 표 의 배출량을 년 중6 ( 5) 2008~2012

에 년 대비 평균 를 감축하기로 하고 국가별 감축목표를 에서 아1990 5.2% , -8%(EU) +10%(

이슬란드 로 정했다 표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은 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중 선) ( 6). 55

진국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년 기준의 전체 배출량의 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1990 55%

었다.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미국에 이어 위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 한국 등은 의무 감축국에2 ,

포함되지 않았다.43) 한국의 경우 순위로는 세계 권이라지만 배출량은 수준에 불과10 1.7%

하다 에너지 소비량 역시 순위로는 세계 위지만 사용량은 에 불과하다. 10 2.2% .44)

43) 회원국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며 개 주요 개발도상국은 브라질 중국G-8 , , , , , , , , 5 , ,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 개국이 배출하는 온실효과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분의 를 차지한다, , . 13 3 2 .

한편 년 현재 미국은 전력의 정도를 화력발전에서 생산하며 중국은 그 이상이다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원전이2006 82% , .

증가하더라도 화력발전의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4) 한국인의 년도 인당 국민소득도 아직 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세계 위권에서 맴돌고 있다2006 1 2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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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효과가스5.

삭감대상

온실효과가스

온난화 지수

단위질량 기준( )

온난화 기여도(%)

산업혁명 년( ~1992 )

이산화탄소(CO2) 1 64

메탄(CH4) 21 19

일산화이질소(N2O) 310 6

HFC(hydrofluorocarbon) 1,300

PFC(perfluorocarbon) 8,000

SF6 23,900

: , , ( )

인공적 온난화의 사실 여부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와 같은 대규모

국제협약이 서둘러 채택된 배경에는 정치적 전략적 색채가 농후하게 깔려있다 동시에 지구.

온난화와 같은 국제적 환경이슈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도덕

적 윤리적 문제로 부각시켜서 사람들의 선의에 호소하여 이득을 보려는 전략도 효과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

표 선진국 교토의정서 부속서 의 감축목표 예6. ( I)

* : CO2 100

국가 감축목표 기준년도 배출량* 참고

평균EU -8% 4223

포르투갈 +27% 64

프랑스 0% 554

영국 -12.5% 745

독일 -21% 1211

룩셈부르크 -28% 13

아이슬란드 +10% 3

호주 +8% 423 미비준

일본 -6% 1229

미국 -7% 6070 탈퇴

모나코 -8% 0.1

러시아 0% 3,040

슬로베니아 -8% 19

선진국 평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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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년20. (2003 )

미국과 중국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정도가40%

된다 한국은 순위로는 위지만 배출 비율은 겨우. 10

에 불과하다1.7% .

: , 2007.5.4

이 기후변화 이슈를 의제로 채택한 배경에는 우선 원자력 산업의 로비활동을 무시할UN

수 없다 년 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 1986 4

고45) 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원자력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원자력이야말로 온실효과가스

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실제로 년대의 지구온난화 논쟁은 미국에서 슈나이더와 린젠1990 46)이 소속한 두 과학자

집단 사이에서 벌어졌다 슈나이더는 원자력 산업 린젠은 석탄 산업의 대표격이었지만 원. , ,

자력 산업은 정부와 강한 유대 관계가 있었고 석탄 산업은 사양산업이었으므로 승패는 처음

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년 미국 내 과학자 명에게 앙케트 조사를. 1994 16

했는데 명이 슈나이더의 인공적 온난화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승자에게 가담해야 연구비, 15 .

를 듬뿍 챙길 수 있으므로 다수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슈나이더는 바이오매스와 태양열.

등도 거론했지만 이런 대체에너지는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하고 내심은 원자력에 있었다, .

한편 년 월 앨 고어가 부통령인 클린턴 행정부는 년까지 년 수준으로 온1993 10 2000 1990

실효과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발표하여 선수를 쳤다 인구는 전 세계.

의 에 불과하면서 에너지의 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4% 25% .

45) 구 소련 체제에 속해 있던 체르노빌의 원자로는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한 소련제 원자로로서 사고에 대비한 격납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흑연은 감속작용이 크기 때문에 천연 우라늄 광석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냉각재는 물을 사용하. .

며 직접 비등시킨다 체르노빌 사고는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 감속재를 뺀 상태에서 관성에 의한 출력 변화를 시험하다, .

가 발생한 화재가 발단이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설령 사고가 났더. ,

라도 격납고가 있었다면 피해 범위가 그처럼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확대된 것은 즉시. ,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국제적 협력을 구하는 대신에 사고 자체를 은폐하고자 하는 소련 당국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

46) Richard Lindzen, http://www-eaps.mit.edu/faculty/lindz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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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계 에너지 소비량21.

미국 중국 러시아의 소비량이 에 이른다 한국 순위는 위 정도지만 소비량은 겨우, , 40% . 10 , 2.2%

에 불과하다.

: , p.107惋

일본이 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를 교토로 유치하고 의장국이 된 것도 나름대로1997

의 속셈에 의한 전략이었다 경제대국이면서 국제적 문제에서는 발을 빼 왔다는 비난을 완.

화시킬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일찍이 공해대국이라는 누명을 벗으면서 환경기.

술이 고도로 발전했고 에너지 절약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환경 문제 해결이 거시경제, .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은 터였으므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처에도 상당,

한 자신감이 있었다 일본은 년 연말의 인도양 지진해일 피해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액. 2004

수의 무상원조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배경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

여하고자 하는 속셈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47)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대체 세력으로 등장한 유럽연합 과 미국의 패권 다툼 역시 간과(EU)

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시장지배적 표준 을 추구하는데 반해 유. (de facto standard)

럽은 규격 등의 공적 표준 을 앞세운다 공적 표준에 의한 세계 지배ISO (de jure standard) .

를 획책한 교토의정서는 후자의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묘한 나라다 인공적 온난화설을 세계무대에 부각시킨 것도 미국의 과학자들이었.

47) 년 월 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본부 마닐라 제 차 총회에서 일본은 와 협력하여2007 5 6 (ADB, ) 40 , ADB

최대 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클린에너지 기금과 투자환경정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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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경제 정책을 앞세워 년 모로코의 말라케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차 당사, 2001 7

국 회의 에서 교토의정서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것도 미국이다 온실효과가스의 배(COP7) .

출을 직접 삭감하는 대신에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경제에 영

향을 미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었다 호주도 미국.

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는 교토의정서는 무의미하다면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서48) 교토

의정서의 발효는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시베리아의 해빙을 기대하는 러시아가 우여곡절 끝에 비준함으로써 교

토의정서는 체결된 지 년만인 년 월에 발효되기에 이른다 러시아가 비준한 배경에8 2005 2 .

는 세계무역기구 에 가입하기 위해 유럽연합 의 지지를 얻기 위한 속셈이 크게(WTO) (EU)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그동안의 경제 침체로 인해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실정이므로 남는 배출량을 다른 나라에 팔수도 있는 상황이 계1990 ,

속되었다.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들까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서 비준국이 개국으로 늘어, 141

난 것은 발효를 앞두고 산유국들이 대거 비준한 때문이다 석유 소비 감소에 따른 손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산유국들은 앞으로의 당사국회의에서 발언권을 확

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기준년도를 굳이 년으로 설정한 데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전략이 크게1990

작용했다 독일은 기준년도가 통일 직후이므로 동독의 배출량을 포함함으로써 기준 배출량. ,

산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동독의 국영공장 등 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에너지 절약 기.

술을 도입한 신규 시설로 대체함으로써 배출량 삭감 계획 달성에 유리했다 지금도 독일은.

대체에너지를 내세워 배출량 삭감 수치 목표 제시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은 이미 교토의정서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을 채택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

는 중이었으므로 년대 이후에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 90

다 프랑스는 원래 전력의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80% ,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크지 않아서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의 준수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예상되었으므로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시장지향적 수법을 도입해 우회적 이행을 도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토의정서에 앞장섰던 미국은 탈퇴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중국 인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 ,

량은 세계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은 년 중에 년도 배출량 대비 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2008~2012 1990 7% ,

48)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동시에 국내 전력의 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해 공급한다(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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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년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이미 년 기준보다 나 증가했으며 매년2004 1990 16% , 1%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인당 배출량이 세계 위인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준수한다는 것은 처. 1 1

음부터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데는 인공적 온실효과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충

분한 근거가 없다는 핑계 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년 만 명이 넘는 미국 과학. 2000 2

자와 지식인이 반온난화 청원 에 서명하여 부시 정권에게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를 요구한‘ ’ ,

것이다 주동자는 미국과학아카데미 전 회장이자 록펠러대학 학장을 지낸 물리학자 프레데.

릭 사이츠였다.49) 그의 청원에 대해 미국 전체에서 명에 가까운 물리학자 기상학자, 2,400 , ,

해양학자 환경학자 그리고 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전문가가 서명했다, , 1 6,000 .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격하게 억제하면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지로 줄여야 하,

므로 기업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발전이 저해된다 따라서 경제계와 산업계가 교, .

토의정서를 비판하고 부시 정권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년 월에는 미국 의회가 기상학. 2001 5

자 리차드 린젠 교수를 워싱턴으로 초대해 지구온난화에 관한 증언을 구했다 한 때MIT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던 린젠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증거로 드는 여러 현상이IPCC ,

나 보고에는 정량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토의정서 내용 자체가 과학적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

가령 파괴적 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교토의정서가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인공적

온난화설과 교토의정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린젠은 기상모델에서는 대기현상에 아. IPCC

주 중요한 요소인 구름 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효과를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석유협회 애널리스트인 로버트 그레코는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교

토의정서 방식의 총량 삭감은 미국에는 맞지 않으며 당 삭감이라야 경제성장을 동시에, GDP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년까지 당 배출량을 년 대비 삭감한다는 목표를. 2012 GDP 2002 18%

제시했지만 이는 년 대비 증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쟁기업연구소 의 애널리, 90 30% . CEI( )

스트 마이론 에벨은 교토의정서는 정부가 에너지를 지배하도록 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부라

야 기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도 주 정부 수준에서는 배출량 삭감 작업을 시작한 곳이.

있다 북동부 개 주의 행동계획에서는 년 동안 현상 유지 년 동안 삭감. 9 10~15 , 16~20 10%

49) 프레데릭 사이츠의 청원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 협정 교토의정서 은 불완전한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을 비롯한 온실효과“ ( ) , ,

가스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지구 대기를 파괴적으로 가열하거나 기상현상을 붕괴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

는다 기후변동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인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탄화수소 이용이 유해하다고는 인정하지 않. ... ( )

으며 오히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증거가 있다 교토 의정서의 내용은 세계, . ... ( )

각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특히 개발도상국의 억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기술, 40

발전에 대해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Frederick Seitz; http://www.oism.org/pproject/s33p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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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고 있다.50)

교토의정서 이행에 앞장서고 있는 프랑스 역시 자동차 등에 의한 배출량은 급증하고 있

다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산화타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유럽연합 전체로서도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삭감목표는 비현실적 목표. 8%

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년 이후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미국보다도. 2001 CO2

빠르다는 실정은 유럽연합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년 월 환경청은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해 주요 개국은 긴급한 대책2006 10 EU “ EU 15

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발표했다 년 현재 가맹국은 개국으로 증가했고 각각 경제” . 2007 EU 25 ,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으므로 당국의 발표 자체가 일종의 표면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U .

겉으로는 삭감에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년에 들어와서는 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EU 2007 2020

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년도인 년에 대비 감축하며 다른 선진국들이 동참할 경우1990 20% ,

감축량을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30% .

독일 등은 정부 보조금 세금 우대 등으로 에너지 절약 재생성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 ,

지만 산업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칼 폰 바이츠제커는 환경독재주, .

의를 비판했다.

환경 최우선 정책으로 옭아맨 환경독재주의는 독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한다“ .”52)

50) 년도에 들어와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한층 전략적으로 다루는 모습니다 이미 이산화황의 배출권 거래를 오래2007 .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계는 온실효과가스의 거래에도 전향적이고 연방 최고재판소는 년 월 온실효과, 2007 4

가스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청 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EPA) ,

다.

51) 폴란드와 체코는 년 월 일 가 설정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이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집2007 5 25 EU EU

행위원회를 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발표했다EU .

52) 독일의 한 기자는 말했다.

정말 온난화된다면 나는 환영한다 독일은 년의 절반 이상이 춥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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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럽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추이22.

년에 비해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년까지 년 대비 삭감목표 달1990 , 2012 1990 8%

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 Horner, p.271

년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일본의 경우는 년까지 년 대비 삭감 의무가2002 2012 1990 6%

있지만 년 이상의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년까지 가 오히려 증가했고, 10 2005 8.1%

년까지는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은 이미 에너지 효율이 최고 수준이2010 20% .

므로 더 이상의 절약은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년까지 년 대비. 2012 2001

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토의정서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수치다 그8% , .

러나 영국 가 진단한 대로 교토의정서는 일본 기업들이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억제할BBC “

수 있는 최첨단 청정기술을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 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절호” .

의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등의 연구팀은 수소 자동차 등 현재 개발 중인

기술 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사용 풍력과 태양과 발전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에너지 절약, , , , ,

기술 등이 실현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삭감해 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40~50% 2050 1990

년도 수준보다 낮은 저탄소사회 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비용은 의‘ ’ . GDP

정도인 연간 조 억 엔 조 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다1% 6 7,000 ~9 8,000 .

의 주장대로 온실효과가스가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경우 사람이나 생태계IPCC ,

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수준으로 기온상승을 억제하려면 세계의 총배출량을 년까지2050

감축하고 선진국에서는 를 삭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50% , 75~85% .53)

한국도 년 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고 한국의 비준과는 무관하게 년 월 교토2002 11 , 2005 2

의정서가 발효됐지만 과연 제대로 준수될 것인가 교토의정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

53) 실제로 년 이전에 핵융합 발전이 실현되어 상용화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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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온실효과가스의 강제 삭감은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준수가. .

지구온난화 방지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의미가 변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 국.

제협정은 지구환경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학적 기반이 빈약하고 주로 정치적 책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귀중한 이산화탄소에 오염물질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삶의 질 향상을 위. ,

한 노력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온실효과가스를 핑계로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유주의적 인간 본성에도 걸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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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자본주의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인류 문명의 발명품이다, .

고르바초프, 1990－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삭감목표의 준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진단이지

만 교토의정서는 다양한 환경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 .

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기술지향적 유연성 조치인, ,

교토메커니즘 을 마련한 것이다‘ ’ .

공동실시 제도는 온실효과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참여할 수 있다 선진국끼리(JI) .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온실효과가스 삭감량을 투자국의 목표달성에 포함시,

키도록 한 것으로서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가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

청정개발메커니즘 은 온실효과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해 사(CDM)

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온실효과가스의 삭감량을 투자국인 선진국의 목표달성에 포함시,

키도록 한 제도이다.54) 한국은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을 활용해 선진, CDM

국의 자금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배출 할당량.

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55)

유연성 조치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배출권 거래 제도다 감축목표를 초과 달(ET) . 5%

성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온실효과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역시.

선진국 사이에 적용되는 제도이다.56) 하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은 감축목표의 초과 달성과는

54) 한국은 년 초 현재 기업 주도로 유엔에 건의 관련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연간 만 의 온실2007 13 CDM , 1,391 8,000t

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대기업 마루베니 등은 년부터 중국 절강성의 프레온 제조공장에. ( ) 2007丸紅

서 배출되는 프레온가스 를 회수 분해하는 사업으로 연간 환산 만 톤 약 억 엔 상당 에 해당(HFC23) CDM CO2 580 ( 38 )

하는 배출권을 획득한다 이것을 정부나 다른 기업에 전매하면 억 엔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루베니는 한국에서도. 10 .

풍력발전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양돈장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단순 연소도 의 대상이다CDM . CDM .

55) 우리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할 경우에는 먼저 최초의 배출권 할당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적.

으로는 모순일 수 있지만 과거의 배출실적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56)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실시 클린개발메커니즘 배출권 거래 외에도 온실효과가스의 흡수원 으로서 삼림의 이산, , , , (Sink)

화탄소 흡수 효과를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에 따르면 연간 천만 씩 년 동안 약 억 에 나무를 심으면. IPCC , ha 40 4 ha ,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에 해당하는 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식5~10% 80x 101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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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계속 확대될 것이고 다양한 관련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

그림 공동실시23. (JI)(joint implementation)

: , p.40詥

그림 청정개발메커니즘24.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 p.41詥

물의 성장과 부패가 균형을 이루어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한편 브라질의 삼림은 지난. 7,000

년 동안 정도 증가하여 탄수 함유량이 정도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식목에55% 26% . 1960

주력하여 삼림이 상당히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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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출권 거래제도25. (ET)(Emission Trading)

: , p.39詥

는 년 초 역내 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족하여 세계 최초의 다국간 거래를 시작했으EU 2005

며 방식의 세계 표준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EU . , , , ,

우리의 기간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해 만 여 업체가 참여하여 총 배출량1 2,000 EU

의 에 이른다 영국은 세계적인 금융도시 런던을 국제배출권거래센터로 육성한다는 전45% .

략이다 년도 중에는 베이징에도 과 중국이 공인하는 탄소 거래소를 설치하는 방안. 2007 UN

을 검토 중이고 년 초 현재 일본 역시 배출권 거래시장의 창설을 위해 나섰다, 2007 .57) 온실

가스 배출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매년 시장규모,

도 커져서 지난 년 억 유로 규모였던 시장규모는 년에는 억 유로로 배 이2005 94 2006 219 2

상 성장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총괄적 배출 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

실상 배출권 거래제도의 원조인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

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이탈한 것도 온실효과가스 감축을 의정서. ‘ ’

와 같은 의무 규정이나 국제적 간섭보다는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구온난화와 같은 국제적 환경이슈는 다양한 투자기,

회를 제공한다.58) 정치가이면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앨 고어는 이미 년 유한책임의2004

57) 일본 철강업계는 년 초에도 온실효과가스 배출권 구입에 억 엔 이상을 투입했다2007 600 .

58) 이를 테면 평균 해발 정도인 섬나라 투발루 는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원조를 받고 국가 도메인 닷 의2m (Tuvalu) tv(.tv)

사용권을 빌려주는 등의 전략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투발루 주변의 해수면은 지난 여 년 동안 거의. 70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몰디브도 수몰 위기를 선전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나 앨. .

고어는 지구온난화를 상품 전략으로 이용한 영화 투모로우 와 불편한 진실‘ (The Day after Tomor- row)’ ‘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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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를 설립했다 지구온난화를 도덕의 문제라면서 대중의 도덕심을 투자의 기회로.

활용해 자금을 모으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상식, “

적 이라 했다” .59)

세계의 기관투자가와 금융기관의 횡단조직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60)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장래의 경영 리스크나 수익기회에 대해 세계 주요 기업에게 질문을 하여 투자판단

자료를 수집한다 이 조직에 참가한 약 사의 자산총액은 조 달러에 이른다 년. 300 41 . 2007 2

월에도 세계 사 대기업에 질문서를 보냈다 한국 산업자원부도 년도 상반기에 온2,400 . 2007

실효과가스 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 펀드 를 운영하기로 했다‘ ’ .61)

현실적으로는 교토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의 함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러시아처럼 경제.

가 침체되면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은 오히려 늘어난다 당장 배출권을 양도하여 상당한 이, .

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처럼 이미 선진기술을 채용하고 있어서 추가 감축의.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나라는 국내 감축보다는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국외에서 배출권을 획

득하는 편이 유리하다.62)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교토의정서의 허점을 이용해 큰 돈을 벌

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실효과가스의 의무감축국들이 중국처럼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느라고 경쟁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체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수도 있

다 선진국의 배출시설을 중국 인도 등 아직 삭감의무가 없는 나라로 옮긴다면 온실효과가. , ,

스의 실질적 삭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은 년 월 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와 함께 청정개발과 기후변화2005 7 28 , , , , ‘

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 을 발족시켰다’ .63)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첨단 차세대 기술개

발과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정기술에는 원자력 기술도 포함되어 있.

는데 이러한 기술협력을 통해 온실효과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로 돈을 번다 특히 불편한 진실 은 년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의Inconvenient Truth)’ . ‘ ’ 2007 .

내용은 어디까지나 과학소설이지만 앨 고어 자신을 포함해 사실과 소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

59)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LLP (http://www.generationim.com/)

“Integrating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into investment analysis is simply common sense.” Al Gore, Chariman.

60) http://www.cdproject.net/index.asp

61) 탄소 펀드의 조성이나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기 않고 국기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62) 년에 들어와 일본 정부는 국내외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얻은 배출권 약 만 톤 이산화탄소 환산 을 정부가 구2007 640 ( )

입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구입 총액 억 엔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은 약 엔이다. 122 1,900 .

63) http://www.asiapacificpartnership.org/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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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지구온난화이다.

스티븐 호킹－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위기감 때문인지 산하의 는 막대, UN IPCC

한 비용을 들여서 년 초 제 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공적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2007 4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월 초 제 작업반에서는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섭씨. 2 1 21

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월 초 제 작업반에서는6.4 , 59cm . 4 2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경우 지구의 기온이 섭씨 도 상승하면 지구상1.5~2.5

의 동물과 식물의 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20~30% .

이러한 의 제 차 보고서를 계기로 인공적 온난화와 이상기후라는 이슈는 다시 국제IPCC 4 ,

적 포퓰리즘처럼 번졌다 년에 들어와 국내 매스컴이 전하는 관련 기사 중에서 일부만. 2007

추려보아도 다음과 같이 많다 누구나가 한 마디씩 했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년에 이은 이번 의 차 보고서는 인류가 스스로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2001 IPCC 4 .✽

환경운동연합－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최근 수십 년간 인간사회가 이룬 발전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

제평화와 안정도 위협할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 지난번 보고서 년도 가 잠을 깨우는 전화였다면 새 보고서 년도 는(IPCC ) (2001 ) (2007 )✽

절규하는 사이렌이다. 그린피스의 스테파니 툰모어－

지구온난화는 현실로 다가온 위기로서 세계 각국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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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다보스 회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기후변화가 모든 통제를 피해가는 그런 날이 곧 온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더라도 중국의 년 분의 증가를 상쇄하는 양에, 2✽

불과하다. 영국 블레어 수상－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의 장기간 온실효과가스 배출로 야기됐다.✽

장위 강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아 지구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과학자 제임스 핸슨－

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년보다 더 뜨거운 해가 될 것이다2007 1998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기후연구소장 필 존스－ 64)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지표면 대기온도 상승률은 세계평균보다 높을 것이다20% .✽

일본 츠쿠바시 기상연구소 아키오 키토 박사－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 뎅기열,✽ 65) 등 모기가 매개체인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

다. 일본 환경부－

부산 지역의 겨울철 년 월 년 월 평균기온이 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2006 12 ~2007 2 ) 1904✽

높은 도로 평년 년 보다 도나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6.5 (1971~2000 ) 2.2 . 부산지방기－

상청

지구온난화에 따라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의 출현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한강이 년 만에 얼지 않았다14 .✽

기상청－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식량을 갉아먹고 있다.✽

64) 교수는 년 월 하순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기상학회 주최로 열린 기상학술 심포지엄 에 기조Phil Jones 2007 3 2007｢ ｣

연설자로 참여했다 한편 년 월 초의 에 따르면 올해 영국의 월 평균 기온은 년 세운 섭씨 도의. 2007 5 BBC , 4 1943 9.2

최고온 기록을 깨고 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10.2 .

65) 모기가 매개체인 전염병은 지구온난화 이전에도 세계적으로 창궐한 적이 많다 살충제 의 발명으로 거의 사라졌었지만. DDT ,

사용을 금지한 이후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 년 세계보건기구 는 의 제한적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DDT . 2006 (WHO) DDT .

뎅기열 을 흔히 뎅그열 이라고도 한다(Dengue Fev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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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탠퍼드대 카네기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필드 교수－

온난화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66)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도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의장 겸(IPCC)－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 소장(TERI)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연 평균 씩 녹고 가장 큰 강고트리 빙하는 매년10~15m , 30m✽

이상 녹고 있어 주변국의 환경재앙이 예상되지만 대책이 전무하다, , . 크리스천사－

이언스모니터 인터넷판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방출은 년까지 증가하고 년까지2030 50% 2050✽

는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페루 빙하의 가 있는 코르데이야 블랑카에서는 해발 높이의 파스토루리 얼35% 5,100m✽

음층이 년부터 년 사이에 가까이 소멸했다1995 2005 40% .

페루 국립자연자원연구소 마르코 사파타 빙하연구부장－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년 월 일 년 만에 첫 눈이 내렸다2007 2 14 62 .✽

네팔 기상당국－

지구온난화가 죽음의 바다 를 만들어 해양생물의 멸종을 가속화하고 있다‘ ’ .✽ 미－

국 캘리포니아주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 리사 레빈 박사

지구온난화로 남극대륙의 빙상과 빙하들이 녹아 막대한 양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남극 주변 해류의 움직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호주 과학연구기관 의 수석 과학자 스티브 린툴 박사CSIRO－

최고 팝스타들을 동원해 지구온난화 위협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자선콘서트를 워✽

싱턴 런던 상하이 교토 리우데자네이루 등 개 도시에서 년 월 일에 동시 다발적, , , , 7 2007 7 7

으로 연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

여 나라 과학자들이 총 억 만 달러를 들여 년간 남극과 북극에서 기후변화의60 3 5,000 2✽

66) 고어 자신은 도덕적으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편한 진실 이란 바로 그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 ‘ ’

혀진 것이다 케네시 정책연구센터가 년 월 초에 밝힌 바에 따르면 고어의 저택에서는 연간 약 만. 2007 3 , 22 1,000kWh

의 전기를 소비하는데 이는 미국 가정의 평균인 만 의 배가 넘는 양이다 다른 환경운동가들에게서는 이, 1 700 kWh 20 .

러한 불편한 진실 이 발견되지 않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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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파악하는 대규모 국제 합동연구를 한다.

뉴욕타임스－

년 이후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술의 연구 개발에 무려 억 달러를 투입2001 400✽

하고 있다.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

년 안에 육지 가운데 에 새로운 기후가 등장하고 에서는 현재의 기100 12~39% 10~48%✽

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 매디슨 소재 위스콘신 주립대의 존 윌리엄스 교수 등 연구진－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풍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난민이 증가해 수천만 명에 달할 것이다.✽

로시나 비어봄 미시간주립대학 교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만 무더위로 죽는 사람이 년대 명2030 300~400 , 2040✽

년대 명 년대 명 이상일 것이다400~500 , 2050 600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임 연구원－

온실효과가스 거래 시장은 공구함에 있는 많은 도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스－

티븐 존슨 환경보호국 국장

우리는 침수를 기다리기 보다는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의 아노테 통 대통령－

지구온난화 대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는 앞으✽

로 몇 세대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67)

마우문 압둘 가윰 몰디브 대통령－

년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방글라데시 영토의 분의 이 물에 잠기면서2100 1m 4 1✽

만 만 명이 생활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3,000 ~4,000 .

아티크 라만 방글라데시 고등연구센터 대표－

온난화 영향으로 중국 연안의 해수면이 세기 말까지 상승한다 광동성 연21 12~50cm .✽

안에서는 가 상승해 가 수몰될 것이다30cm 5,500km2 .

중국 기상국 출신 과학자 진대하 박사( )－ 秦大河

오호츠크 해에서 북태평양에 이르는 중층수 수심 약 수온이 년 전보다( 200~1,200m) 50✽

67) 몰디브는 산호섬을 포함해 모두 개 섬으로 이뤄졌으며 개 섬에 명 정도가 거주한다 평균 해발은 정1,192 194 34 . 1.5m

도다 수몰 위기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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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도 상승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오호츠크 해에서 만들어지는 해빙 유빙 의 양0.7 . ( )

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바다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일본 홋카－

이도 대학 연구팀

온난화로 인해 년 관측 이래 도쿄의 첫 눈이 가장 늦게 내렸다, 1876 .✽

일본 기상청－

우주 궤도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해 태양광의 를 반사시키면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한1%✽

온실효과가스의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미국 정부－

온난화를 방지하려면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의 분의 추가 비용이 든다1% .✽ 스－

턴 전 세계은행 상급 부총재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아마존을 포함해 브라질 각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질병,✽

태풍 등이 수반되고 다양한 생물종을 멸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브라질 환－

경부

온난화 현상의 여파로 미국의 최저 기온이 높아지면서 과거 남부의 따뜻한 기후에서 자✽

라던 식물들이 북부로 퍼지는 등 식목 지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식목일재단－ 68)

온난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구세주 찾기에 나섰다 이산화탄소를 크게 감소시‘ ’ .✽

킬 수 있는 기술에 포상금으로 만 달러를 걸었다2,500 .69) 영국 버진 그룹의 창업주 리－

처드 브랜슨 회장

세계에서 처음으로 년까지 백열전구를 모두 교체토록 했다 그러면 온실효과가스2010 .✽

배출량이 연간 톤 정도 줄어든다8,000 .70)

맬콤 턴벌 호주 환경 장관－

지구온난화 공포가 비정상적이라는 견해도 더러 보도되었다.

68) http://www.arborday.org/media/map_change.cfm

69) 포상금을 노린 과학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 중에 황을 쏘아 올려서 인공 화산 효과를.

얻는 방법 태양과 지구 사이에 원반 물질을 띄워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 인공나무를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

방법 바다에 철분을 투하해 플랑크톤을 다량 번식시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 등 유치한 아이디어들이,

다.

70) 호주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백열전구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장기능과 시민의 자발적 선택을 무시한.

강제 퇴출은 환경 독재주의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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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력이 떨어지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결과물의 한계를 철저히IPCC . IPCC✽

점검하는 논설에 대해 만 달러를 제공한다1 .

미국기업연구소－

보고서 내용은 공포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빠른 산업화를 막으려는 선진국의 음IPCC✽

모에 불과하다 오늘날 년 전에 비해 많은 종류의 곡물을 값싸게 재배한다는 점을 감안. 100

하면 년 후에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곡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100 .

샤라드 조시 인도 농업지도자 겸 국회의원－

교토의정서의 장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적 온난화설의 주장자들은 여전,

히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인공적 온난화 가설은 여전히 포퓰리즘처럼 번지고 있으며 인공. ,

적 온난화에 찬동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지경이라 한다 이를테면 전 네덜란드왕립기상‘ ’ .

학회 연구실장 헨크 테네케스와 전 세계기상기구 국장 액셀 윈닐센은 종말론적 환(WMO)

경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주장이다.

의 보고 내용은 발표할 때마다 달라진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이므로 기초 자료IPCC . ,

나 변수가 달라지면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년의 제 차 보고에서는 월 초. 2007 IPCC 4 2

의 제 작업반의 보고서에 이어 월 초에는 제 작업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기 말까지1 4 2 . 21

기온은 최저 에서 최고 까지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저 에서 최고 까지1.1 6.4 , 18cm 59cm℃ ℃

상승할 것이라 했다 년의 제 차 보고에서는 각각 도 와 로 예측했고. 2001 3 1.4~5.8 9~88cm ,℃

년의 제 차 보고에서는 각각 와 로 예측했었다1995 2 0.8~3.5 15~95cm .℃

평균 기온이 도 정도만 상승해도 수자원 생태계 연안지역 식량 건강 등에 막대한2~3 , , , , ,

피해를 줄 것이라 한다 그런데 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나 지금의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

욱 피해를 보고 부자 나라에 대한 피해는 적지 않겠는가 실제로 자연의 변화에 대해 적응?

능력이 모자라는 가난한 나라는 지구온난화가 아니더라도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적응할 수.

없는 쪽이 문제인 것이다.71) 이것은 사실상 진화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자연은 적응하는.

자를 선택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를 도태시켜왔다.

근본적으로는 기준이 되는 평균 기온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상적 평균 기온.

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온도 수준인가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의 평균 기온보다 도 낮거? 2~3

나 또는 도 높은 온도가 이상적 평균 기온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의 예측2~3 ? IPCC

치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

71) 인공적 지구온난화가 거론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에도 수해 상습 지역 이 있다 해마다 수해대책을 세우고 매스, ‘ ’ . ,

컴마다 경쟁적으로 수재 의연금을 모금하며 수해를 복구하지만 수해 상습 지역은 여전히 고통을 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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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고내용의 변화7. IPCC

지난 년100

간의 평균기온

상승(oC)

지난 년100

간의 해수면

상승

년의2100

평균기온

상승( )℃

년의2100

해수면3)

상승(cm)

차보고서1 (1990) 0.3~0.6 10~25cm 3.2(2.6)

차보고서2 (1995) 0.8~3.5 15~95

차보고서3 (2001)1) 1.4~5.8 9~88

차보고서4 (2007)2) 0.74
매년

3.1mm

1.1~6.4

(1.8~4.0)
19~59

Lomborg 2~2.5

: 1) 66%
2) 90%
3) ? ?

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예측 가정 평균 기온 도 상승8. . : 2~3

수자원
중위도와 저위도의 반건조 지역에서 물 부족과 가뭄 발생 고위도 지역에서는 수,

자원 증가 폭우로 인한 잦은 홍수,

생태계
생물 종 멸종위기 직면 산호초 대부분의 백화현상 발생 육상 생태계20~30% , ,

에 최대 영향40%

식량
저위도 지역 농작물 생산량 감소 고위도 지역 러시아 유럽 등 에서는 생산량 증, ( , )

가

연안 지역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와 폭풍우 피해 증가 연안 지역 습지 약 손실, 40%

건강
영양불량 심폐질환 감염증 수인성 전염병 증가 열파와 홍수 가뭄으로 인한 질, , , , ,

병과 부상 증가

: 2007 IPCC 4

컴퓨터 모델로 작성한 시나리오에 의한 예측치는 매번 들쑥날쑥하기 마련이다 단 하루.

뒤의 일기예보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년 뒤의 날씨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100

측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구조는 물론 초기 조건과 가정 관련 변수의 집합? ,

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측치는 물론 예측 범위.

가 계속 변경될 것이다 각종 기술발전 석유의 고갈 핵융합 발전의 실현 등의 문제가 어느. , ,

수준까지 반영되었을까?

기후변화 예측에서 지구의 생물계가 주도하는 생태적 과정과 생물학적 및 화학적 상호작

용 바다의 완충작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기온이 상승하면 수분의 증발속도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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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수가 냉각되면서 새로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지 심해 해류와 구름 생성량의 변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기론자들은 지금 당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겁을 준

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한다 년 이내에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 . 10

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세계의 많은 저지대는 물.

론 뉴욕과 도쿄가 수몰되고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며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류의 미래가 위협

을 받는다고 한다.72)

지구 기후변동은 아주 복잡하면서도 극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지난 만 년의. 70

자료를 보면 약 만 년마다 빙기가 찾아왔으며 그 사이의 온난기에는 미국 북부의 피츠버1 ,

그에도 악어가 서식한 때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변동은 지극히 통상적이지만 컴퓨터 모델로. ,

는 장기적 변동은 물론 단기적 변동조차도 설명하기 어렵다 수증기나 구름의 영향을 도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좁은 지역의 일기나 극지방의 기온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

이다.

하지만 환경이슈처럼 복잡한 문제를 일반 사회에 전달하려면 과학을 가장해 단순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한.

것처럼 생각해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라 모든 동.

물의 호흡에서 방출하는 물질이고 모든 식물의 광합성의 기본 원료로서 생명활동에 필요불, ,

가결한 물질이다 하지만 산업 활동이나 자동차 운행에서도 생산되므로 관료주의자나 환경. ,

론자들이 다루기가 안성맞춤인 것이다.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전체적으로는 균일하지 않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

절부터 다르다 북반구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남반구에서는 한 여름이다 석유 탈황 등 환. .

경기술의 발전으로 북반구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황산화물의 제거수준이 높아지면 온난화

정도도 높아질 것이고 황사현상이 극심한 시기에는 태양열의 산란 정도가 증가해 기온이,

내려갈 것이다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이 덥고 건조해지면 계절 사이의 기온차가 줄어든다. .

바다보다 육지가 더워지면 일교차가 줄어든다 강수량은 위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아열대.

일수록 감소하지 않을까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얼음의 융해 효과 년에 정도 보다? , (10 1.5cm )

는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 년에 정도 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10 2~4cm ) ?

의 예측치가 매번 수정되는 것은 이처럼 불확실한 요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IPCC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매번 의 예측치가 확정적인 것처럼 취급하며 특히 최악, IPCC ,

의 시나리오만을 부각시키면서 겁주기 일쑤다 기우. 73)를 확실한 현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72) 서울의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의 변화를 보면 자연생태계의 끈질긴 복원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 .

생태계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취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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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환경의 세기 답게 년 월 하순 스위스 다보스에서의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온. ‘ ’ 2007 1

난화 포퓰리즘은 위력을 발휘했다 세계의 정계 재계 지도자들도 온난화를 중대 이슈로 거. ,

론한 것이다 하지만 년 사이에 새로운 빙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2055~2060

러시아 연구진도 있다.

뷔름빙기 이후의 지구는 지금 간빙기에 있으므로 온난화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현상일 수,

도 있다 극지방의 빙하는 말 그대로 빙하이므로 중심부에 쌓이는 얼음은 가장자리를 향해. ,

아주 천천히 흐르기 마련이다 이 가장자리가 바다로 무너지는 것은 통상적 자연 현상임에.

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무너져 내리는 장면만 반복해 보여주면서 빙하가 온통 녹아내리, TV

는 것처럼 선동한다.

그림 남극에서 붕괴하는 붕빙의 모습26.

가장자리로 밀려온 붕빙이 붕괴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 http://wasu.gwcwed.go.kr/index.html

미국 해양대기청 은 년 그린란드 빙상이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녹는다(NOAA) 2005

고 했다 영국 방송 취재팀도 빙상이 매년 의 빠른 속도로 얇아진다고 했다 그린. BBC 10m .

란드 빙상이 녹아서 세계 해수면이 매년 또는 씩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다0.9mm 0.03mm .

그린란드 빙상이 전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이 정도라는 보고도 있고 정도라는 보고6m 7m

도 있다 하지만 해수면이 연간 씩 올라간다고 할 경우 가 올라가는 데는 만 년. 0.4mm 6m 13

이나 걸린다는 계산이 된다 사이언스 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연간. ,� �

가 녹으므로 년 동안에 녹는 양은 에 불과하다 불과 가 녹기도 전에0.0004% 100 0.4% . 0.4%

화석연료가 먼저 고갈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린란드 극지의 빙설의 두께가 최근 여 년 동안 나 두꺼워졌다는 조사결과가 사10 54cm �

73) 기우 옛날 중국 기 나라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까 하면서 침식을 잊고 걱정하( ) : ( ) ‘ ?’杞憂 杞

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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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스 에 발표되기도 했다 유럽 우주기관 은 빙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앙부. (ESA)�

분의 얼음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어떤 보고가 더욱 신뢰성이 있을까. ?74)

그린란드보다 큰 남극대륙75)76)에서도 얼음이 녹는다는 보고와 이와 반대로 얼음이 증가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남극이 전부 녹으면 해수면이 나 올라간다고 한다. 56m .77) 이처럼

남극대륙의 얼음의 융해 여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반되는 주장이 난무한다 남극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의 가 육지의 얼음과 주변의 붕빙 두께 정도 으로 존재한70% ( 500m )

다 남극의 경우에도 그린란드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양의 얼음에 눌려서 서남극의 지표는.

해면 아래 에 있으며 동남극의 지표는 해면 위에 있지만 해발 에 불과하다 얼음400m , 15m .

자체는 내부에 과거의 지구 역사의 화석이 들어있으며 마치 지구환경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 가장 건조한 대륙이 남극이다 연간 적설량은 정도이고 대륙 중심부. . 2~10cm ,

는 언제나 영하의 기온이므로 내린 눈은 반영구적으로 녹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눈은 얼음, .

이 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압착된다 빙상 연구자에 따르면 동남극 빙상 중 두께, . , 4,500m

이상인 곳은 맨 아래에 만 만 년 전에 내린 눈도 있다 태초의 인류인 원시인종2,500 ~3,000 .

이 태어나기 약 만 년 전의 눈이다2,000 .

중심부에서 압착되어 눌린 눈은 천천히 주변 즉 바다 쪽으로 향해 흐른다 빙상이 붕빙이, .

되고 거대한 빙원으로 바다에 떠다니게 된다 년 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여성 과학. 2006 3

자 이사벨라 베리코냐 등은 남극 빙상이 년 동안 녹은 양은 미국에서 소비하는 물 개월1 3

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매년 상승한다고 했다 동남극 빙상보다 아주 작, 0.4mm .

은 서남극 빙상이 전부 녹기만 해도 세계의 해수면은 상승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현상6m .

74) 그린란드는 평균 기온 도로 남극보다 상당히 높다 기온이 다소 상승하면 빙상이 녹아서 유수가 되어 바다로 흘러들11 .

어간다 주변부는 바다로 떨어져서 빙산이 된다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양이라 본다 북극권은 수 십 년 주기로 기온. . .

의 상승 하강을 반복하고 있으며 년부터 년 동안은 한랭화되었다 지금 그린란드의 기온이 상승해 빙상이 융해, 1940 40 .

된다고 하더라도 기상학자는 그것이 인공적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온난화와 한랭화 주기의 하나라고 해설하고 있다.

75) 남극대륙의 면적은 만1,400 km2로 지표의 는 빙상으로 덮여있다 대륙을 둘로 나누는 남극횡단산맥의 동쪽 동남, 98% . (

극 에는 얼음 두께가 평균 이며 가장 두꺼운 곳은 에 이른다 산맥의 서쪽 서남극 에는 얼음 두께가 평) 2,600m 5,000m . ( )

균 로서 이 지역의 얼음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남극대륙의 평균 기온은 영하 도 겨울에1,800m , . 49 ,

는 영하 도까지 내려가는 곳으로 지구에서 가장 한랭한 곳이다 기온이 몇 도 올라간다고 해서 남극의 얼음이 녹는70 .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얼음이 녹지 않고 직접 수증기가 되는 승화는 어느 정도나 될까. ?

76) 남극의 얼음이 몽땅 녹으면 해수면이 나 상승한다는 예측이 등장하자 이 수치는 순식간에 세계에 퍼졌다 남극대70m , .

륙의 얼음은 실제로 만3,000 km
3
(3×107 km

3
정도로 추정하며 한꺼번에 녹는다면 해수면이 정도 상승할 것이) , 56m

라는 계산이다 한편 지구상의 얼음이 일시에 녹는 서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생물의 대량 멸종이 수반될. (Surge)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이든 이든 간에 정말 해수면이 상승하면 뉴욕 런던 동경 홍. ? 56m 70m , , , ,

콩 싱가포르 등이 수몰되고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는 국토의 절반 정도가 바닷물에 잠긴다 물론 투발루나 몰디브는, , .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서울은 어떻게 될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된 하늘공원은 해발 이고 남산은 해발. ? 98m ,

이다 년에는 일본침몰 이라는 영화도 공개됐다 한편 미국은 해안선이 비교적 험하고 세계 해수면이 가령265m . 2006 . ,� �

올라가더라도 국토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2m .

77) 현실적으로 남극의 얼음이 전부 녹을 일은 없을 것이다 순전히 가상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남극의 얼음이. .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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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구 기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남극 빙상을 오래 동안 연구해온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리차드 아레이의 코멘트

는 다음과 같다.

그녀들이 사용한 자료는 겨우 년 동안의 것이다 이 기간에 빙상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 3 .

더라도 그것이 장기적 현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경향이나 추세가 아니라 단순한 요동, .

일 수도 있다.”

기상학자들의 상식에 따르면 기온이 높아지면 해수면으로부터의 물의 증발량이 증가해 대

기 중 수증기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기류가 한랭한 남극대륙으로 이동하면 눈이 되어 내린.

다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의 강설량이 증가해 빙상은 오히려 두꺼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

남극의 빙상이 두꺼워졌다는 보고가 있다 년 제트 추진연구소의 이안 죠긴 등. 2002 NASA

은 남극 빙상이 매년 억 톤씩 증가한다고 했다270 .78) 매년 억 톤씩 줄어든다는 보고와200

비교하면 결국 억 톤이 늘어나는 셈이 아닌가, 70 ?

이처럼 온난화 진행에 따른 빙상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한다 실제 기.

온상승 추세는 의 최저 예측 시나리오에 부합되므로 걱정하기보다는 안심해도 좋다는IPCC

것이 기상학자 패트릭 마이클스의 결론이다 최대 예측치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의 해. 59cm

수면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 세기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날.

현상이므로 평균적으로는 년에 겨우 에 해당한다 인류에게 이러한 정도의 변화에, 1 0.59cm .

대비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년 월 일자 영국 에 따르면 미국 조지마셜연구소와 유럽 과학환경포럼의 과2002 2 25 BBC ,

학자들은 의 결론은 정치적 산물이며 정책 고려시 중요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IPCC ,

다 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 런던대 생물지리학 명예교수 필립 스토트는 교토의정서의 큰 모’ . ‘

순점은 기후가 가장 복잡한 시스템의 하나라면서 온실가스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을 통제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이라 했다 정말’ , ‘ ’ .

이지 한발이나 수해와 같은 국지적 기상재해에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구 기온을 변

화시키겠다는 것일까 과연 인간에게 지구 기후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

환경이슈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때로는 이율배반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깨끗해진 대기가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자들도 등장했다 과학잡. .

78) 남극기지의 윤호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남극 연안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지만 남극대륙 중심부는 오히려 강설량, ,

이 급증하고 기온도 도가량 내려갔다고 했다 기온이 올라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남극 중심부에 눈을 많이 뿌0.1 .

리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로 온실효과가 가중된 점은 있지만 산업화 이전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았던 때가 있. “

었다는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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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네이처의 년 월 일자 인터넷 판에 게재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지난 년 동2005 5 5 , 10~20

안 하늘이 맑아져서 일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림 남극의 기온 변화27.

1 년 경에는 영하 도였지만 년에는 영하 도 최근에는 영하 도 정도로950 49.0 , 1984 49.5 , 50 ,

조금씩 하강했다 상승하지 않았다. .

: , p. 118鼲

교토의정서를 철저히 이행하더라도 온실효과가스 감축효과는 더도 덜도 아니고, 5.2%

일 뿐이다 년 후까지의 영향을 년 후까지로 년 연장하는 것뿐이다 막대한5.2% . 100 105.2 5.2 .

비용에 비하면 편익은 아주 미미한 것이 교토의정서인 것이다 전 과정의 비용 편익을. ( ) －全

분석한다면 기회비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온실효과가스 감축에 쓸 돈을, ?

저개발국의 위생개선 등에 쓰는 편이 훨씬 인간적일 것이다.

동경대학 와타나베 교수에 따르면 대도시의 기온 측정치에서는 도시열섬 효과의( ) ,渡辺正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으므로. ,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굳이 정부가 나선다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문제 경감에 협력하는 편이 유의적이다 물론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

내지는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온상승은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년 동안 미국의 농작. 100

물 수확량은 무려 배나 증가하고 수명은 배 늘었다 또 남극의 기온은 년까지 년4 2 . 1999 14

동안에 도가 내려가 얼음 층이 오히려 두꺼워졌다는 보고도 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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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증발량은 많아질 것이지만 남극의 평균 기온은 여전히 영하 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 50

므로 지상의 얼음의 승화속도가 빨라지기는 할지언정 직접 녹아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 .

표 년도 온실효과가스 농도별 감축비용 시나리오9. 2030

목표 온실가스 농도 온도상승
감축비용

전세계 감소( GDP )

590~710 3.2~4.0 -0.6~1.2%

535~590 2.8~3.2 0.2~2.5%

445~535 2~2.4 이내3%

: GDP 3% 2,000 . 3.2̃4.0% ,
40% , .
: IPCC 4 3 , 2007 5 4

그림 주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28. (1970~2004)
( : %)

: 6 (CO2, CH4, N2O, HFCs, SF6)
: IPCC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작업반은 년 월 일 지구온난화 현황과 완화대책을 발IPCC 3 2007 5 4

표했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은 년 억 톤에서 년. 1970 287 2004 490

억 톤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증가율이 빠른 분야는 에너지 생산 과 운송70% . (145%)

부문이었다(120%) .

년도 대기 중 온실효과가스 목표 농도를 으로 할 경우 감축비용은 최2030 710~53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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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세계 의 정도가 들 것이며 온도는 최대 도 상승한다는 시나리오GDP 1.2~3% , 4.0~2.4

다 년도에 최대 도 상승으로 억제하는 데는 전세계 의 약 조 원 가. 2030 2.4 GDP 3%( 2,000 )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79)

온실효과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80)과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창설 등을 거론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달러의 부과금. 1 20~50

을 물리면 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현재의 배인 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2030 2 35%

전망했다 풍력이나 태양열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특혜관. , ,

세 부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의 의무적 구입비율 설정 등의 방법도 거론했,

고 원자력 발전은 현재의 에서 정도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물이나 대, 16% 18% .

중교통에서의 에너지 효율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용 비율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롬보르그는 년까지의 기온상승이 섭씨 도로서 큰 재앙은 없을 것이고 교토의2100 2~2.5 ,

정서를 강행하더라도 기온하강 효과는 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년까지는 겨우0.15 . 2050 0.07

도 정도 밖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처럼 편익은 아주 사소하지만 교토의정서를 이.

행하는 데는 의 추산대로 엄청난 비용이 든다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돈을 저개발IPCC .

국의 위생개선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편이 인류복지에 효과가 큰 선택이 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여기에 계속 매달릴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에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렌트시커 들에게 휘둘려서 국가. (Rent-Seeker)

이익을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요컨대 환경이슈의 배경에는 무역장벽을 포.

함한 정치적 경제적 국가전략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환경이슈는 순진한. ‘ ’

환경문제가 아니다.

과학은 불완전하다 언제나 새로운 사실과 가설이 성립되고 또 개정되는 것이다 현상에. .

대한 관찰결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의 관찰 결과라도 세월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가가린은 새파랗게 보이는 지구를 아름답다고 했지만 지구가 파랗. ,

게 보이는 이유는 파란 빛을 반사할 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보기에 따라 해석. ,

하기에 따라 아름다운 지구일 수도 있고 오염된 지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인공적, .

지구온난화 이슈는 과학적 근거조차도 빈약하다.

79)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 은 년 월 기후변화 대처비용으로 연간 억 달러 약 조 억 원 가 필요하(Oxfam) 2007 5 500 ( 46 4,000 )

며 선진국이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액의 예를 들면 미국 억 달러 일본 억 달러 한국 억 달러. 220 , 65 , 15 .

80) 슐레진저는 이미 탄소세의 신설을 제안했다 탄소 톤 배출에 달러 가솔린 갤런 소비에 센트 정도의 탄. 1 10 , 1 (3.785 ) 5ℓ

소세를 부과하고 이 돈을 원자력과 재생성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에 쓰자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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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말라 순응하라. .

퍼 백 덴마크 물리학자,－

에 따르면 기온상승을 일정 한도로 억제하지 못하면 모든 지역의 생태계에 악영향IPCC ,

이 미친다 산악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증가하고 식물의 발아와 철새의 도래 시기가 앞당겨진. ,

다 열파에 의한 사망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 리스크가 높아진다 동물이나 식물은 고위도. , . ,

고지로 이동하게 된다 년 대비 도 정도 상승하는 년경에는 수억 명이 심각한 물. 1990 1 2020

부족에 직면하고 연안지역에서는 홍수나 폭풍우 피해가 증가한다 도 정도 상승하는, . 2 2050

년경에는 최대 에 이르는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수억 명이 한발의 영향을 받게 된다30% ,

고 한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는 복잡계이다 지권 기권 수권 으로 된 자연환경. ( ), ( ), ( )地圈 氣圈 水圈

과 인종을 포함한 생물계의 상호관계로 구성된다 기온 이산화탄소 농도 생태계의 상호작. , ,

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 자연 생태계의 개념도29.

태양에너지와 무기물을 원료로 해 유기물을 생산하는 식

물은 생산자 식물이 생산한 유기물을 섭취하는 동물은,

소비자 식물이나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해 무기화하는,

미생물은 분해자라 한다.

: , p.22汧勨

지구 생태계는 생물 식물 동물 미생물 과 무생물 자연환경 로 구성된 복잡계이다 그림( , , ) ( ) (

특정 지역의 생태계 역시 식물 생산자 동물 소비자 미생물 분해자 의 생물적 기본2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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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을 형성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후변동에 따라 전진하기도 하

고 후퇴하기도 한다.

표 생물의 온도 의존성10.

생물종류 활동온도 범위 최적온도

저온성(Psychrophile) 0~30 10~20

중온성(Mesophile) 10~45 20~40

고온성(Thermophile) 35~85 50~75

생명의 역사는 기후변화에 순응해 적응해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물은 종류에.

따라 적응한 온도 즉 활동에 적절한 온도가 다르다 다소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저온성 생, .

물이 있는가 하면 다소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고온성 생물도 있다 사람은 중온성 생물에, .

속한다 표 이러한 생물의 최적 온도 범위는 도로서 아주 넓다 따라서 모든 생물( 10). 10~75 .

에게 맞는 적절한 기온은 있을 수 없다 기온 변화에 따라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적정 범위 안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생물반응속도가 빨라진다 생물반응은.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진행된다 효소는 단백질이므로 온도가 어느 수준 이상 상승하면 구조.

가 망가져서 촉매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하면 세균이 죽는다 하지만. .

온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면 반응속도가 아주 느려지거나 정지된다.

기온이 높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광합성속도가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고

정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광합성에는 수분 역시 필요하다 광합성 속도가 빨라지면 더 많은. .

물이 필요하며 질소 인산 등의 영양물도 필요하다 영양물이 부족한 생태계에서는 식물마다, .

대응 전략이 다르다 식물에게 질소와 인산이 제약되는 툰드라에서는 영구동토층이 해동되.

면 인산 성분이 증가하며 이런 경우에는 광합성 증가로 바이오매스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후손을 위한 종자 생산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생물은 따뜻해지면 번성하고 추워지면 움츠러들었다 생물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이므로 기온이 영하로 유지되어 얼음만 존재하는 남극대륙은 세균조차 활동하지 못하,

는 무균상태에 가깝게 된다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지구환경에서 특히 기온이 영하로 내.

려가는 한랭화는 생물에게 치명적이었다.

추운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상으로 약간만 상승해도 생물의 호흡속도와 분해속도가 증가하

여 대기 중에 탄소화합물이 방출된다 추운 지역에서도 영양물이 부족하면 생물 활동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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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받게 된다.

미생물의 활동은 산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혐기성 상태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매립된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에 의한 것이다 한랭 지역의 영구동토가 녹으면 습지.

에서 메탄이 발생하는데 건조 지역에 비해 배 정도 많을 수 있다 벼농사 가축 사육 유전, 5 . , ,

에서도 메탄이 발생한다 유기물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는 경우에는 메탄 대신에 이산화.

탄소가 발생한다 한편 초지의 토지에는 다량의 탄소가 저장된다. .

특정 생태계의 변천과정은 공간 및 시간 척도에 따라 그 전체 상의 인식 정도가 달라진다.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고정과정의 규모에 따른 변동을 그림 에 예시했다 개별적< 30> .

인 나무 잎의 수준에서는 일조량과 기공 부근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동에 따라 탄소고정

작용이 변한다 나무 전체나 숲 전체를 보면 변화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관찰된다 지구 기. .

온이나 기후의 변화도 특정 지역의 변동에 비하면 아주 완만하게 인식된다.

그림 생태계 변천과정의 시간 및 공간 척도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의 경우30. :

일반적으로 광합성 반응은 대기 중 농도와 일조량의 변동에 따라 초 단위로 변하고 식물체CO2 ,

안의 당 저장량은 분 단위로 변하며 식물의 생산성이나 계절은 월 단위로 변한다 년이면( ) , . 10糖

강산 지역 생태계 이 변화고 지구 생태계는 수십 년 단위로 변한다( ) , .

: Beeby, p.225

기후가 변화하면 생태계와 생물상 이 변한다 최후의 빙하작용으로 인해 북부 시베(Biome) .

리아의 동토대 는 남으로 이동하고 간빙기의 온난기에는 열대 상태가 오늘날의 온(Tundra) ,

대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만 년 동안에도 기후는 계속 변했다 최근의 만 년 동. 200 . 100

안에도 네 번의 빙기가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추위에 견디는 종과 더위에 견디는 종의 교,

대가 이루어졌다 종의 멸종과 탄생을 포함해 자연의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극지방이나 적. , .

도지방에 비하면 온대지방의 사계절은 한층 뚜렷하게 인식된다 매년 반복되는 사계절이지.

만 작년의 봄과 금년의 봄은 같은 봄이라 할 수 없다 생물의 대형화와 복잡화 과정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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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역사도 평탄하지 않았다, .

현재는 육상에서의 광합성에 의한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해양 표면에서의 생산량에 비해

두 배나 많다 대륙 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북반구의 여름에는 광합성이 잘 진행되어 산소.

농도가 다소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소 감소한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는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동한다, .

과거 지질시대의 진행과 함께 지표 온도와 산소 환경의 다양성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적,

응하는 생물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 아니며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

다 불연속적인 지구 대변동에 의해 지구 표층의 환경은 크게 변동하고 많은 생물종이 사라. ,

졌다 원시 인종 역시 지구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만 년 전에 등장. . 20

한 현존 인종은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증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 지상 생물군의 분포가 달라진다 북반구에서 기온이 상승하면. 1℃

나무가 북쪽으로 정도 이동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배 증가하면 툰100km . 2

드라와 타이가 시베리아 북아메리카 등의 침엽수림 지대 의 분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 3 1･

예측한다 북반구에서는 경작기간이 늘어나고 덴마크와 같은 곳에서는 작물 수확량이 분. , 3

의 정도 증가하겠지만 그리스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작물 수확량이 오히려 분의1 , 3 1

정도 감소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률적이 아니며 위도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 .

그림 탄소 순환31.

식물이 성장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화합물로 저장하지만 성장 후에는 저장량이 더 이,

상 증가하지 않는다 식물이 죽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저장했던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시. ,

방출한다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속도는 식물의 존재량이 아니라 성장속도와 관계가 있다 또. , , .

한 용지 부족 시대에 삼림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효과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삼림의 효과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 p.141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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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에서 수온과 염분 농도에 따른 열염 순환이 변화되면 지구( , Thermohaline)熱塩

의 탄소 순환과 생물지구화학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해양에서 성층현상이 증가하여.

해수의 상하순환이 감소하면 퇴적물의 상승 에 의한 영양물 방출이 감소하고, (Overturning) ,

결과적으로 표층수의 식물 플랑크톤 및 동물 플랑크톤 개체수가 감소하여 차 생산성이 줄1

어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 상위 영양단계의 동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심. ,

할 경우 어업이 붕괴되기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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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라 하겠지만,

혁신이 바로 원치 않는 변화를 피하는 일반적 방법이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지구온난화에도 잘 대처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을 전혀 다르게 처리하는 기술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기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Edgerton, p.210－

인위적 온난화설에 찬동해 에 가담한 학자들이 무수히 많고 온난화 경종이 포퓰리IPCC ,

즘처럼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상적 온난화론자들 역시 반론을 굽히지 않,

고 있다 년 말부터는 다양한 재검토 내용을 담은 단행본이 출간되는 등 상당한 호응을. 2006

얻기 시작하고 있다 미래의 위기만 부추길 뿐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과학기술의 진보에 관. ,

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태도인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시한 채 과학기술 수준?

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도출된 시나리오로 과연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

지구환경은 복잡계이다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

는 일시적 현상이거나 온난화된다고 하더라도 인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일 가능성,

이 크며 종말론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단스가드 오쉬거 에 따르면 도 정도의 기온 변화는 정상적 자- (Dansgaard-Oeschger) , 2~3

연현상이다 그동안 뉴욕 파리에서는 온난기에 도 정도 극지방에서는 도 정도 변하곤 했. , 2 , 3

다 한랭기에도 마찬가지 정도로 기온이 평균 이하로 하강하곤 했다 적도지방에서는 기온은. .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강수량은 변했다 특히 온난기에는 기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

소빙기에는 홍수 한발 기근 폭풍우 등이 빈발한 것이 과거의 지구 변화의 역사이다 지금, , , .

의 기온 변화는 특별히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탄생 초기에 아주 고온이었던 지구 기온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하강하여 지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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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온실효과는 생물에게 아주 중요한 자연적 특성.

이다 만일 대기 중 온실효과가스가 사라진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처럼 도 정도가 유. 15

지되지 못하고 도나 내려가 영하 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추위에는 대부, 33 18 .

분의 생물이 지상에 생존할 수 없다 현재의 온실효과가스는 기본적으로 생물이 생명을 유.

지하는데 유익한 기체이다.81) 그러나 도의 온실효과 중에서 인공적 온실효과가스의 기여33

도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4% .

수증기이지만 대기 중의 체류시간이 짧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서는 아예 온,

실효과가스에서 제외했다.

아무튼 나 인공적 온난화 위기론자는 주로 세기에 일어날 위기에 대해 중점적으로IPCC 21

언급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위기를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세기가 끝. 21

나기 전에 화석연료의 대부분이 고갈될 것으로 주장한다 년이면 고갈되리라던 석유. 2,000

가 기술발전과 함께 확인 매장량이 계속 증가하여 채굴가능연수가 아직 여 년이 남아있, , 40

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적어도 세기 중엽에는 고갈의 징조가 보이지 않겠는가 천연가스, 21 ?

의 채굴가능연수도 길어야 앞으로 년 정도로 추산한다 이러한 추산이 맞는다면 대기 중70 . ,

인공적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추세는 어떻게 되나?

그림 세계 에너지 자원 채굴가능연수 년도 통계32. (2004 British Petroleum )

: , p.125惋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온난화의 인과관계부터 재검토한다 남극의 보스톡 기지.

에서 지난 만 년 동안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림 은 위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 보22 < 33> ,

81) 만일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광합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육상 생물이 없는 원시 생태,

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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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기지의 기온 편차 메탄 농도의 순으로 배열했다 이러한 그림을 얼핏 보면 대기 중, . ,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온이 변하며 이 때문에 메탄 농도가 변한 것처럼, ,

착각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이산화탄소. →기온 편차→메탄 순이 아니라 기온 편차→이산

화탄소→메탄 순으로 배열 순서를 바꿔서 나타내면 어떤 인상을 받을까 고의성이 없었다?

고 할지라도 특정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표현이라

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림 남극 보스톡 기지에서 분석한 과거 만 년의 기온 의 경년 변화33. 22 , CO2, CH4

위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 → 기온 편차 → 메탄 농도 순으로 배열했지만,

기온 편차 → 이산화탄소 농도 → 메탄 농도로 배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 http://env01.cool.ne.jp/index02.htm

지구온난화 추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대기 중 인공적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원인,

으로 기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간빙기의 자연적 기온상승이 원인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

소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한다 나 온난화위기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정상적 온난. IPCC ,

화론자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뒤바뀐다는 것이다 지금의 지구온난화 추, .

세는 인공적 온실효과가스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간빙기에 있는 지구의 자연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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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탄소 농도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온난화에 따른 생물 활동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

이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온난화의 증거로 발표된 자료 중에는 해석의 오류를 포함한

것들이 많다 그림 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고기후학자 마이클 만을 갑자기 유명하게. < 34>

만든 것으로 속칭 하키스틱 그래프이다 최근의 급격한 기온상승 추세를 하, (Hockey Stick) .

키스틱 형태로 과장한 그래프로서 인구폭탄을 위협한 그림 를 연상시키는 모양이다, < 12> .

그림 하키스틱 그래프34.

세기 후반의 기온 급상승을 과장한 마이클 만 의 그래프는 보고서에도20 (Michael Mann) IPCC

인용되었다 그림 참조. < 35> .

: , p.92

그림 지난 년 동안의 기온 변화35. 1,000

: , ,
: Singer,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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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그래프의 근거 자료 공표를 요구했지만 만은 거

절했다 미국 기후학회와 지구물리학회도 자료 요구는 협박이라면서 만을 옹호하고 나섰다. .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그래프는 민간기업 소속의 한 광물연구자의 부적절한,

자료를 빌려서 적절히 가공한 것으로 세기의 온난기와 그 직후의 한랭기의 자료를, 10~14

수정한 것이었다 실측 자료를 종합한 그림 를. < 35> 82) 그림 와 비교해보면 하키스틱< 34> ,

그래프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의 검증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 IPCC

기도 했다.

그림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의 관계36.

핸슨 등이 발표한 이 자료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의 증거로 자주 사용되지만 잘 살펴보면, ,

기온이 먼저 올라가고 뒤이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 , p.139

82) 과거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간접 측정법에는 아이스코어 원통형 빙상시추 시료 를 분석하는 방법 빙상(Ice Core, ) ,

중의 산소 동위체의 비율을 조사하는 방법 식물의 나이테를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남극이나 그린란드에는 매년 눈, .

이 쌓여서 빙상이 두꺼워지는데 이 빙상에 시추하여 얻는 아이스 코어로부터 과거의 지구 대기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남극의 대표적 아이스 코어에는 보스톡 러시아 기지 과 에피카 돔씨 프랑스 이탈리아. (Vostok, ) (EPICA Dome C, /

공동기지 시료가 있다 시추 깊이는 각각 만 년 전 와 만 년 전 이다 년 남극의 보스톡 기) . 3,623m(42 ) 3,028m(74 ) . 1980

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CO2 농도는 년경 정도였다 그 이전의 년부터 년1800 280ppm . 1000 1800

까지에는 대기 중 CO2와 CH4 농도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인공적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시작된 것은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라 할 수 있다 한편 산소의 원자량은 이지만 원자량이 인 동위체 도. 16(O16) , 18 (O18)

소량 섞여 있다 바닷물이 증발할 때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 중의 이 증가한다 식물의 광합성에서는 이러한 산소가. O18 .

들어있는 수분도 흡수하므로 산소 동위체 비율 을 측정하면 증발 시의 해면의 평균 온도를 추정하고 이를, (O18/O16) ,

평균 기온과 연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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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에 의한 인공적 온난화를 증명해 교토의정서 체결의 결정적 동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핸슨의 그래프 그림 역시 다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와 기온 사이의 관계가( 36) ,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에서 으. 1 290ppm 355ppm

로 증가한 결과 기온이 도 상승했다고 주장했지만 상승한 도의 도 는0.75 , 0.75 80%(0.6 )

년 차대전 이전 이전에 올라갔으며 그 뒤에는 약 도 가 올라갔을 뿐이다1940 (2 ) , 20%(0.15 ) .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년 이전에는 가 증가했을 뿐이고 대부분인1940 22%(14.5ppm) ,

는 차 대전 이후에 증가했다78% 2 .

세기에 들어와 기온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년 이후 여 년 동안은 기온이 오히려20 , 1940 30

낮아져서 찬 여름 이 계속되어 농작물의 감수를 걱정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꾸‘ ’ .

준히 증가한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기온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림 년의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37. 1800~1955

검은 점은 유럽 북미 페루의 실제 자료 타원 부분의 자료만을 취사선택하여 산업혁명 이전의, , . ,

농도가 이라고 주장한다290ppm .

: , p.155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었다는 것 자체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290ppm

한다 그림 에서 검은 점은 년 사이에 유럽 북미 페루의 자료에서 얻은 대. < 37> , 1800~1955 , ,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이다 과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상인 자료도 많이 있음에. 440ppm

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는 버리고 타원 부분의 자료만 선택해 산업혁명 이전의 농도가

으로 낮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그림의 자료를 고려해 보정하면 산업혁명 이29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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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된다는 것이 폴란드의 자워로스키335ppm (Zbigniew

명예교수의 해석이다Jaworowski) .

그림 기온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관계38.

: C.D.Keeling; in D.H.Peterson(ed.); Geophysical Monograph 55 (1989)210, Fig.63

그림 엘리뇨 띠로 표시 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관계39. ( )

: http://env01.cool.ne.jp/index02.htm

그림 은 지구온난화를 처음 정량적으로 주장한 킬링의 자료를 다시 나타낸 것인데< 38> ,

기온이 변화한지 년 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는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1

다 이런 증거는 그림 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엘리뇨 현상 년 후에 대기 중 이산화. < 39> . 1

탄소 농도가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기온 변화의 원인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했다.

요컨대 인공적 이산화탄소가 원인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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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원인과 결과 즉. ,

인과관계가 이산화탄소→온난화가 아니라 온난화, → 이산화탄소로 역전되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인공적 온난화 주장자들은 이런 킬링의 연구조차도 무시하고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세계적 포퓰리즘으.

로 변질되어 많은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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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구온난화는 멈출 수 없다12

우리 자손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잔혹한 환경이 아니라,

쾌적한 하늘 아래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레니우스－

지구는 물의 행성이다 지구의 수자원은 해수가 를 넘고 담수는 불과 미만이다. 97% , 3% .

담수의 정도는 빙상이나 빙하 등 얼음으로 존재하고 지하수가 정도이고 지표수69% , 30% ,

는 미만이다 이 지표수의 는 호수 는 늪 나머지 는 하천에 있다1% . 87% , 11% , 2% .

그림 지구의 수자원 분포40.

: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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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구의 물 순환41. (Water Cycle)

: , p.31

표 지구의 물 순환11.

물 존재량

조 톤( )

평균체류시간

년( )

증발수량

조 톤 년( / )

강수량

조 톤 년( / )

해 양

호 소

토 양

식 물

지하수

대 기

1 350 000

219

15

3

9000

13

3 000.000

400.000

0.140

0.050

1000.000

0.025

449.0

0.4

1.8

60.0

60.0

하천에서9.0( )

403.0

0.6

106.0

60.0

토양에서9.0( )

: , p.31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 발생량이 증가한다 수증기에는 온실효과가 있으므로 대기 중에. ,

수증기가 증가하면 기온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되.

어 생성되는 구름은 이중적 작용을 한다 지열의 반사를 막아서 기온을 더욱 상승시키는가.

하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고 반사하여 냉각효과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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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구 표면의 알베도12.

표면 알베도(%)

새로 쌓인 눈 75~95

두꺼운 층 구름 60~90

얇은 구름 30~50

모래땅 15~45

얼음 30~40

초지 10~30

물 5~25

건조지대 5~20

삼림 3~10

: albedo;
: 30%(Univ. of Washington, Dept. of Atmospheric Science; , p.193)

눈과 얼음으로 존재하는 수분은 지구 표면의 알베도83)에 큰 영향을 미친다 흰 표면은 알.

베도가 커서 빛을 잘 반사하고 검은 표면은 알베도가 작아서 빛을 잘 흡수한다 눈은 태양, .

에너지의 를 반사해 한랭화에 기여한다 남극 표면은 연중 백색이므로 한랭화 효과를80% .

증폭시킨다 북극에서는 눈과 얼음으로 덮인 부분이 계절적으로 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도 민감하게 변한다.84) 기온이 상승하여 눈과 얼음이 줄면 알베도가 감소해 기온상승 효과

가 증폭될 수 있다 요컨대 대기 중 수증기의 온실효과와 눈과 얼음을 비롯한 지구 표면의.

알베도 효과를 적절히 고려해야 비로소 기후변화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다는 대기의 배가 넘는 열 저장고의 역할을 한다 년 월 세계 전체의100 . 2006 10

바다에 떠있는 개의 관측 부이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깊이 까지의 해수 온도3000 , 750m

는 도 정도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0.02 .

지구 표면은 지역마다 다르다 육지인 곳도 있고 바다인 곳도 있다 육지라도 평지가 있고. .

산이 있다 따라서 태양복사선의 흡수량도 다르고 반사율도 다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

83) 백색도 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Albedo. (Whiteness) .

84) 북극의 빙하는 육지 위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으므로 전부 녹아도 해수면은 상승하지 않는다 얼음이 녹으면서 부, .

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중요한 것은 극지방 얼음이지만 변화에 민감한 것은 열대지방 빙하 와. , (Glacier)

만년설 이다 대개 해발 이상에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기온이 도만 올라가도 수직으로(Ice Cap) . 4,800m , 0.5 100m

정도가 줄어든다 현재 모든 열대 빙하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년 간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년 후에는 헤밍웨이. , 30 50

가 영감을 얻은 킬리만자로의 눈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열대 빙하가 다 녹아도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

다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지는 몰라도 지구 생태계에 직접 미칠 영향은 역시 미미하다(Bush, p.280). , .

한편 알라스카 대학 지구과학자 아카소후 교수에 따르면 북극권의 얼음 양은 년 주기로 증감한다( ) , 60~70 .赤祖父俊一

주로 태양활동과 해류변화에 기인하며 이산화탄소 증가의 영향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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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물이 증발하고 공기가 흐른다 이처럼 대기와 지구 표면 사이의 에너지 수지의 불균형.

으로 인해 생기는 공기와 수증기의 이동이 기후이다 기후변화 요인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및 세차 운동에 따른 태양열의 입사량의 변화와 대기 화학 조성의 변화 기타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 등이다.

지구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복사열을 흡수해 더워지고 적외선을 우주로 방출해 식는다 에, .

너지 도입량과 배출량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과 지출 즉 수지가 맞으면 지구 기온은 안정( , )

상태를 유지한다 만일 에너지 도입량이 배출량보다 많아지면 즉 에너지 축적량이 증가하. (

면 기온은 올라가고 도입량이 배출량보다 적어지면 즉 에너지 축적량이 감소하면 기온은) , ( )

내려간다 지금은 평균적으로는 섭씨 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15 .85)

그림 지구의 에너지 수지42.

태양 에너지 일부는 지구 대기를 따뜻하게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주 공간으로 다시 복사되므로

지구 기온이 안정된다 즉 태양 에너지 도입량 배출량. , =

: , p.189

지구는 열원인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전한다 공전궤도는 타원형이고 자전축은 현재.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변한다 이러한23.4 . .

변화에 따라 온대 지방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지만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

다 한국에서는 집을 남향으로 짓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북향으로 짓는다. .

85) 하지만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년도 월의 미국에는 년 만의 가장 추운. 2000 11, 12 106

겨울이 찾아온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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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정수와 지구온도43.

: Mathiesen, p.84

그림 을 보면 지구 기온은 태양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배< 43> .

적인 밀란코비치 사이클의 개념을 그림 에 보였다 물론 지구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치는< 45> .

태양 흑점의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지구 기온의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 밀란코비치 사이클에 의한 지구의

태양 복사선 흡광 특성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온이 변하고 해양 표층수의.

수온이 변하며 결과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대, .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동은 주로 태양 복사선에 대한 지구 흡광 특성 변동의 결과인 것이

다.

지구 기후의 변동요인을 종합해 보면, ①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 변화 공전궤도와 자전(

축의 변화 세차운동, ), ② 태양의 핵융합반응의 변화로 인한 지구의 태양에너지 입사량 변

화,86) ③지구와 달의 상호 관계, ④지구의 대륙 이동,87) ⑤화산폭발 분출물에 의한 냉각효

과 및 온난화효과,88) ⑥해류 해양 대순환 의 변화( ) , ⑦ 운석 낙하, ⑧ 토지 이용 패턴의 변화,

86)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에너지 총량은 조 로서 만 급 원전 원자력발전소 억 만 개의 에너지에 해174 kW , 100 kW ( ) 1 7,400

당한다 현재 태양활동은 극소기에 있으며 태양에너지가 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일시적 지구한랭화에 의해 온난. , 0.2% .

화가 상쇄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87)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암석권과 화산활동 지진들이(Plate) ,

일어난다는 이론이 판구조론 이다 원래 년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인 베게( , Plate Tectonics) . 1915板構造論

너 가 제안한 대륙이동설 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륙의 소규모 이동이 빙하시대의(Alfredo Wegener) (Continental Drift) .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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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⑨대기 조성 이산화탄소 수증기 기타 대기오염 물질 등 의 변화 등이다 여기에 열( , , ) .

거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 내부의 열이 열전도에 의해 지구 표면으로 전달되어,

우주로 방출됨으로서 지구 자체가 서서히 냉각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 .

중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가스의 영향은 과연 어느 수준인가?

그림 일본의 태양 관측 위성 히노데 해돋이 가 년 월 일44. ‘ ’( ) 2006 12 13

촬영한 태양 표면 흑점 부근에 발생한 거대한 플레어

플레어 크기는 폭 만 높이 만 이다16 km, 1 km .

태양활동은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변동한다 초고온 초고압의 유동체 전리된 가스 인 태양은 적. , ( )

도 부근과 극 부근에서 자전속도가 달라서 내부에 난류가 생기고 자장 이 변동해 결과적으( )磁場

로는 표면의 흑점으로 관측된다 흑점 주변에서 폭발하는 거대한 플레어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수.

소폭탄 억 개에 해당한다 시속 만 이상의 초고속의 태양풍은 전파 통신을 혼란시키100 . 100 km

기도 한다.

흑점의 크기는 작은 것은 지구만 하고 큰 것은 지구의 배에 이른다 흑점 수는 년 주기10 . 11 (200

년 주기 또는 년 주기 로 증감한다 많을 때는 만 만 개에 이르지만 년의 먼2500 ) . 4 ~5 , 1645~1715

더 극소기 는 영국의 천문학자 에는 개로 줄고 흑점(Maunder Minimum; Walter Maunder ) 50

이 없는 무흑점기도 출현한다 이러한 시기에 북반구는 한랭화되고 세계적으로는 기아가 발생하. ,

고 경제공황 혁명이 발발하기도 한다 흑점의 변동에 의해 태양 복사강도는 정도 변, , . 0.1~0.2%

동한다.

: , , 2007. 3. 22

88) 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 년 월 일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1815 (Tambora) , 1991 6 15 (Pinatubo)

일시적 한랭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생물활동이 억제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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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밀란코비치 사이클의 개념도45.

세루비아 태생의 지구물리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밀란코비치(Milutin Milanko- vitch,

가 빙기와 간빙기의 교대를 설명하기 위해 년 제창한 밀란코비치 사이클이 서1879~1958) 1941

방 세계에 알려진 것은 그의 저서가 영어로 번역된 년의 일이다1969 .

장기적 기온변동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지구의 태양을 도는 궤도요소나 자전운

동이 주기적으로 변화해 일으키는 태양광의 입사량 변화이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궤도는 타원형이다 가장 가까울 때 의 거리는 억 만. ( ) 1 4,705近日点

이고 가장 멀 때 의 거리는 억 만 로서 만 이상 차이가 난5,000km , ( ) 1 5,214 km 500 km遠日點

다 이 차이는 지구 지름 만 의 배에 해당하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는. (1 2,700 km) 4 , 7%

정도 증감한다 이 타원의 일그러진 정도 이심률 는 일정하지 않고 약 만 년 만. ( ) , 9 5,000 , 12

년 만 년 주기로 변한다5,000 , 40 .

지구의 자전축인 지축은 타원궤도면에 대해 수직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있다 이 경사각은 현재.

도이지만 약 만 년 주기로 도에서 도로 변한다 또 지축은 머리를 흔들며23.5 , 4 1,000 22.1 24.5 .

도는 팽이처럼 세차운동을 하는데 그 주기는 약 만 년 만 년 만 년이다1 9,000 , 2 2,000 , 2 6,000 .

이러한 세 요소의 조합에 따라 태양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 위치나 위상이 변하고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강도 지구의 특정 부분이 더워지는 패턴이 변화하여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나, ,

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근일점에서 북극이 태양 쪽을 향하면 북반구 여름은 아주 더워지.

고 반년후의 원일점에서 북극이 태양을 등지면 겨울이 아주 추워진다, .

이 밀란코비치 사이클에 의해 먼저 기온이 변하고 이어서 해양 표층수의 수온이 변한다 이산화, .

탄소나 메탄처럼 비교적 물에 녹기 어려운 기체는 해양 표층수의 수온 변동에 따라 용해도가 변

화해 해수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하고 대기 중에서 해수로 흡수되기도 한다 대기 중 온실.

효과가스의 농도 변화는 지구의 궤도요소의 변동에 의한 기온변동을 증폭시킨다.
자료 : , p.69; http://en.wikipedia.org/wiki/Milutin_Milankovitch近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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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체13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포용하고, ,

발전과 진화를 촉진한다.

아인슈타인－

지구온난화와 자원문제를 비롯한 환경이슈의 기본 테제는 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1987

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 의 우리 공동의 미래(WCED) (The Brundt- land Report) ‘ (Our

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념이Common Future)’ ‘ (Sustainable Development)’

다 현재 세대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 ‘

경적 개발 로 정의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 실체는 무엇인가’ . ?

먼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선을 긋듯이 구분할 수 있나 현재 세대가 사라진 뒤에 미?

래 세대가 나타나나 지금 생존하는 세대가 현재 세대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미? ,

래 세대인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세대는 중첩된다 세대는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이? .

다 년 뒤든 년 또는 년 뒤든 간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는 중첩되어 함께 산다. 30 , 100 200 , .

인류 역사상 언제나 현재 세대는 그들의 자손인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배려한다 새삼스.

럽게 정의하지 않더라도 현명한 인류는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란 인류 본연의 명제인 것이다. .

인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추구할 정도로 아둔하지 않다 만 년 전 태어난 현존. 20

인류가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존속하면서 번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과라 할 수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새삼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를? ‘ ’

설치했다.89) 과연 무엇이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친환경적 발전인가?

현재 세대가 구리와 같은 천연자원을 쓰지 말고 아껴서 나중에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어차피 언젠가는 고갈될 천연자원이라면 억지로 사용? ,

량을 가령 줄이더라도 고갈 시점을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뿐인데 지속가능30% , 30% ,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다른 구리와 같은 비재생성 금속자원과는?

89) 한국도 년 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를 설치했다2000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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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가?

사고의 전환과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리라는 금속 자체인가. ,

구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인가 예컨대 구리의 통신선로용 서비스의 경우 기술이 창의적‘ ’ ? ,

으로 발전하여 구리가 제공하던 통신용 서비스를 모래로 만든 광섬유가 대신하면 어떻게 되

나 그래도 여전히 구리가 필요한가 광섬유가 제공하던 통신용 서비스를 다시 인공위성을? ?

이용한 무선통신이 대체하면 어찌 되나 통신선로용 구리의 유한성이 계속 문제가 되나? ?

자동차의 경우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연비90)가 향상되면 그만큼 석유 부존량의 증가 효과,

가 있으며 배기가스 방출량도 줄어든다 현재 연료 또는 에너지용 화석연료가 제공하는 서, .

비스의 대체 수단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

현재 다양한 재생성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 로 개발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 ’ .

상국의 실정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원하거나 장려해야 할 재생성 에너지를 추천하고 있다.

이를테면 케냐에는 지열에너지 우간다에는 수력 네팔에는 바이오가스 메탄가스 아프리카, , ( ),

에는 연료전지 인도나 모로코에는 태양광 발전을 장려한다 이 밖에도 풍력 수소 바이오에, . , ,

탄올와 바이오디젤 등도 개발 대상으로 거론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경우 동일한 출력의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보면 설비 투자액은, ,

태양광이 약 배 풍력이 약 배 정도가 필요하다 부지 면적은 태양광 발전이 약 배30 , 3 . 170 ,

풍력 발전은 약 배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 활용면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1300 .

부지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므로 친환경적이라 하기 어렵다.91) 또한 예상한 것처럼 하루 중에

도 출력의 변동이 아주 심하다 전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력발전에 비해서는 아.

주 적지만 원자력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다.

따라서 가이아 이론 의 창시자이자 환경운동의 선구자인 영국 옥스포드대학 명예교수인‘ ’

제임스 러브록도 지적한 것처럼 어떤 정치인도 과학자도 풍력발전도 바이오 연료도 지, “ , , , ,

구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재앙을 조금이나마 늦추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의 대량.

확산이다 기후변화의 유일한 대응책은 원자력 이라면서.” “ ” 92) 그린 로맨티시즘(Green

90) 일본의 경우 도요다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푸리우스 의 연비 년도 는 가솔린 당 였다 일반 자동, ‘ ’ (2006 ) 1 35.5km .ℓ

차로는 다이하츠공업의 경차인 미라 가 당 였다‘ ’ 27km .ℓ

한편 스타브로스 디마스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EU 2012 km

에서 당 으로 의무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순회의장국이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162g km 120g . EU

는 차량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 법규는 대형차 생산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91) 일본에서는 년 월 홋카이도의 한 풍력발전소 풍차 기 에서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가 풍차에 충돌해 죽었다2007 4 ( 57 ) .

92) 원자력 업계의 숨은 노력 이 성공한 셈인가 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핀란드(?) ? 1986 ,

도 년 만에 원전을 신설하고 있다 총발전량 중 원전의 비율은 현재 지만 호기가 완성되면 로 증가한다30 . 26% 5 35% .

년까지 년 수준으로 배출을 억제하면 되지만 년에 이미 가 증가했다2012 90 , 2003 21.5% .

존 하워드 호주 총리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이며 태양열이나 풍력으로는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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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여전히 지구의 불행과 재앙의 시각에서 벗어나Romanticism) .

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러브록의 진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태양광이나 풍력은 무진장이라 할 수 있지만 분산형 보충 에너지원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을지언정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대안 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발전 원가‘ ’ .

가 여전히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으.

로 발전한 전기를 일반 판매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값으로 전력회사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있

다 이처럼 각종 특혜가 있어야 비로소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떤 면에서 평가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

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한편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등은 청정개발메커니즘 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CDM) .

른 발전방법에 비해 저감되는 온실효과가스를 산출해 배출권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

연한 전력사업에서 온실효과가스 배출권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도 자체가 교토의정

서의 맹점 중의 하나라 하겠다 이처럼 비경제적이고 모순적인 제도는 유지하면 할수록 지. ‘

속 불가능성 만 증가시키게 되리라는 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93)

표 원전 풍력 태양광 발전 비교 급 원전 기준 일본 자료13. , , (1,380MW )( )

설비 수 설비투자액 부지면적 설비이용률

원자력 급 기1,380MW 1 억 엔3,600 0.53km2 80%

풍 력 급 기2MW 2,200 조 억 엔1 1,000 700km2 25%

태양광 급 만 개3.5kW 260 조 엔11 92km2 12%

: 1 (2.9km2) 240 32

다고 했다 한편 일본 통산산업성은 년 월말 원전연료인 우라늄 매장량 세계 위인 카자흐스탄과 우라늄의 안. 2007 4 2

정 확보 각서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년도 초 정도에서 로 늘일 계획이다. 2007 1% 30~40% .

일본은 카자흐스탄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의 가공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원전 비율을 에서 수. 30% 40%

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일재히 원전의 도입 내지는 증설에 나섰다. .

93) 강원도에는 년 상업발전을 시작한 영덕풍력발전단지 기2005 (1.65MW×24 = 년 월부터 전력을 판매39.6MW), 2006 9

하기 시작한 강원풍력발전 주 기( ) (2 MW×49 = 등이 있다 강원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시설은 덴마크에서 도98MW) . ,

입하고 투자비용은 절반이 일본 자본이다 한편 강원풍력발전의 경우 연간 탄소저감량은 약 만 톤으로 배출권 가격. 15 ,

은 톤당 달러 년 초 수준이다 그러나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면 국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그만은 줄10 (2007 ) .

어들게 되므로 국가적으로는 배출 할당량 산정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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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연구시설46.

산업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인 서울마린 주 이 공동으( )

로 전남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메가MW(

와트 급 태양광 발전연구시설을 년 월 일 준공했다) 2007 4 27 .

발전소 지역에는 식물도 자라기 어렵다.

그림 태양광 발전의 일 출력 변화47. 1

: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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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상업풍력발전을 시작한 강원풍력단지의 여름 전경48.

발전단지는 삼림을 훼손하고 풍차는 새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연경관 대신.

에 인공적 볼거리로 등장한다.

그림 풍력발전의 일 출력 변동 여름49. 1 ( )

: , p.162

표 발전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14.
( : g CO2/kWh)

연료 연소 기타 합계

석탄화력 887 88 975

석유화력 704 38 742

화력LNG 478 130 608

원자력 - 22 22

수 력 - 11 11

태양광 - 53 53

풍 력 -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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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너지원와 발전 비용 일본50. ( )

풍력 태양광 발전원가는 수력이나 화력 원자력 발전에 비해 아주 비싸다, , .

: , p.122惋

온실효과가스 방출과 관련하여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른바 바이오연료 역시(Biofuel)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연료란 땔나무를 비롯해 동식물 미생물 등 생. ,

물체인 바이오매스 로부터 얻는 연료로서 전문가들은 흔히 신 에너지 라 하지만(Biomass) , ‘ ’ ,

사실은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예부터 사용되어온 재래의 구 에너지 이다 재평가한‘ ’ .

구 에너지 인 셈이다 아직 석유가 원활하게 보급되기 전에는 정어리기름 피마자기름 왕‘ ’ . , , ,

겨 나무 따위를 차량 연료로 사용한 일이 있다, .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발효에서 얻는 메탄가스로서 천연가스와 마찬가지

다.94) 국내에서도 주정폐액이나 하수처리 슬러지로부터 메탄가스를 발생해 연료로 사용하

고 있다.

최근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바이오에탄올 은 소주 원료인 주정 과 마찬가(Bioethanol) ( )酒精

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효 에탄올을 증류 정제하여 만든 주정을 희석하여 일반 소주를.

만들며 발효 원료로는 쌀 보리 고구마 감자 옥수수 타이오카, , , , , , 95) 등을 주로 사용한다.

94) 서울의 도시가스는 외국에서 수입한 천연가스 즉 메탄가스 이다 버스 등의 연료도 액화천연가스 로 대체, (CH4) . LNG( )

하고 있다 농촌의 새마을 사업 당시에는 가축 분뇨로부터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해 취사 연료로 사용한 일이.

있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똥을 발효해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도시연료로 사용한다 쓰레기를 매립. .

한 난지도에서는 지금도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다 난지도를 계획적으로 매립했더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을 수집하. ,

여 장기간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95) 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식용 녹말Cassa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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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첨가용 바이오에탄올 원료는 주로 사탕수수 브라질 와 옥수수 미국 이다( ) ( ) .96) 브라

질 등에서는 가솔린에 에탄올 정도 혼합한 연료가 오래 전부터 가소홀 이라10% (Gasohol)

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97)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채종유 쌀겨 폐식용유 팜유 자트로, , , , ,

파(Jatropha)98) 등의 식물성 기름과 쇠기름 등의 동물성 기름으로 만들 수 있다 다시 생각.

해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역시 과거 동식물의 사체가 화석이, , (Fossil Fuel)

된 것이므로 이 역시 바이오 연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재배,

한 식물을 원료로 발효하거나 추출한 연료만을 바이오연료라 통칭한다.

미국은 에탄올 소비량을 년 초의 억2007 200 수준에서 년까지 억2017 1,320ℓ 로 배6ℓ

이상 늘리면서 석유소비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 .99) 세계 위의 석유 수입2

국인 중국도 바이오연료 부문의 개년 계획에 의해 에탄올 생산량을 년까지 만 리5 2010 500

터 년까지 만, 2020 1,000 로 늘릴 계획이다 브라질은 년까지 에탄올 생산량을 연간. 2010ℓ

억233 이상으로 늘이고 바이오디젤은 억, 33ℓ 로 늘일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에탄올을.ℓ

까지 섞은 휘발유 를 판매토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면 에탄올 수3% (E3) ,

요는 연간 억 리터에 달할 것이다 유럽연합 은 바이오연료 보급률을 년 현재18 . (EU) 2007

에서 년까지 로 높일 예정이다 년까지 수송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비율2% 2010 5.75% . 2020

을 년까지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년 초 현재 세계 팜유생산량의 를2020 10% . 2007 85%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국내 디젤 소

비량의 분의 까지 충당할 계획이다5 1 .

년 현재 우리는 에탄올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2007 .100) 정부는 년까지 경유 소비량의2011

인 연간 만 바이오디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바이오디젤은 년 월 일부터2.4% 55 , 2006 7 1㎘

경유에 를 섞은 의 판매를 허용했지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료로는 수입에5% BD5 , 0.5% .

의존하는 대두유가 폐식용유가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옥수수나 사탕70%, 30% .

수수의 국내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유와 마찬가지로 원료나 제품을 거의 전량 수입해, ,

야 할 것이다.

년 초 바이오에탄올 사용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역효2007

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년 전에 비해 두 배 오르고 옥수수 밭의. 1 ,

96)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http://www.kier.re.kr/ 등에서는 나무 로부터 에탄올을 발효하는 방법을 오래 전부터) ( )木質

연구해오고 있다.

97) 브라질은 현재 에탄올 를 혼합한 가솔린 에탄올 와 물 인 에탄올을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도 한다24% , 96% 4% .

98) 인도에서는 자트로파 종자 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직접 추출한다 이 식물은 습지에서 자라고 성(Jatropha curcas seeds) .

장속도가 빠르며 동일만 면적의 농지에서 재배한 양으로 대두의 배 옥수수의 배에 해당하는 기름을 얻을 수 있다, 4 , 10 .

99) 부시의 정책에 호응해 미국의 대 자동차 제조업체 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는 년까지 에탄올3 (GM , ) 2010 E85( 85% +

휘발유 를 사용하는 바이오연료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만 대로 늘리기로 했다15%) 200 .

100) 에탄올은 이미 년에 도입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보류된 상태다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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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이상 치솟았다 여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하15~35% . .

는 식품 가격이 오르고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업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옥수수 농, .

지를 늘이려면 삼림을 훼손하거나 콩 밀 등 다른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므로 다른, ,

식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101) 미국의 경우 바이오에탄올이 대통령 선거 이슈의 하나로 등

장해 정치쟁점화 됐지만 현재 생산되는 옥수수의 전량을 바이오에탄올로 만들더라도 가솔,

린 사용량은 밖에 줄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가솔린을 완전히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려12% .

면 미국의 모든 농지를 옥수수 밭으로 만들어도 이상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에20% .

탄올이나 바이오디젤 차량은 공해물질은 더 많이 배출하여 환경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이 나서서 바이오연료 개발의 부작용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UN .102)

기본적으로 에탄올 역시 석유 대체물질이 될 수 없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

실효과가스 발생량이 정도 적은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하지만 이는 원료식물이30~40% ,

자라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안한 값이다 원료식물의 재배 원료 및 제품의 수송 증. , ,

류 및 정제 바이오연료 혼합 등의 전과정을 평가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얼마나 줄어들,

까 바이오연료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적 세금 혜택 때문이다 미국? .

의 경우 에탄올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은 갤런 당 센트나 된다 이처럼 엄청난(3.785 ) 51 .ℓ

정부 보조금 국민의 세금 을 투입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비경제적인 정책은 친환경적이거나( )

지속가능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103) 요컨대 바이오연료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

또 하나의 왜곡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소 에너지는 어떤가 조만간에 수소에너지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모터쇼에는 수소 연? .

료전지 자동차도 선을 보인다 수소를 연소시키면 수증기나 물이 생길 뿐 이산화탄소는 발.

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라고 하면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조차도 수소에너지. ‘

시대 를 선언했다지만 이 역시 전과정 을 무시하고 한 단면만을 부각시킨 결과’ , (Life Cycle)

이다.

수소를 어디에서 얻나 현재 가장 값싼 수소원은 화석연료나 메탄올이다 석유나 석탄에? .

서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듬뿍 발생한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

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04) 전기분해용 전기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이나

101) 년 월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피델 카스트로조차도 선진국이 바이오연료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옥수2007 3 ,

수와 같은 식량을 대량 수입하면 억 명이 식량부족으로 조기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30 .

102) 은 바이오에너지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로서 농업의 구조적 문제 식품의 안정성 문제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UN , , ,

관리 등 가지를 제시했다9 . UN Energy, Sustainable Bioenergy: A Framework for Decision Makers, 2007.

[TLD(Techno Leaders Digest), vol.154(2007.5.22.); http://radar.yeskisti.net/ TLD)

103) 바이오디젤 하반기 공급 연료비 억 절감 년 월 일자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제주도에서는 년 하반‘ 120 ’ 2007 5 3 . 2007…

기부터 유채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물기름을 섞은 경유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연료비가 절감되는 이유는 연20% ,

비 향상과는 무관하다 식물기름을 면세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

104) 물의 전기분해반응 : H2 물O( ) H→ 2 수소( ) + 1/2 O2 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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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서 만들어야 하므로 이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만 감소,

될 뿐이다 수소 제조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수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많다. .

수소 에너지가 경제성이 있으려면 물 전기분해용 전력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 태.

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직류는 전기분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지만 전력단가가 너무 비싸

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에 의한 열화학반응으로 물을 분해하는 것이.

다 수소에너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원전인 것이다. .

한 가지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전과정을 평가하지 않은 대책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

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있을 뿐이다 요컨대 환경이슈를 도덕적 문제나 정치, .

적 문제로 거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이슈 역시 경제적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체 에너지 자원의 이용에서는 정부 보조나 세제 혜택이 있어야 비‘ ’

로소 채산성이 맞는다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제성이 없는 것에 국민의 세금?

을 투입해 보조해야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득인가 손해인가 경제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자원은 친환경적 자원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석유 등을 화석 연료 라 하지만 말 그대로 연료나 에너지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 ‘ ’ .

화석연료 는 에너지 자원인 동시에 중요한 물질 자원이다 석유는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원‘ ’ .

료이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비롯해 현대 생활에서 필수. ,

불가결한 무수한 제품들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진다 생각해보면 화석연료는 단순히 태워 없. ‘ ’

애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온실효과가스의 감축과.

무관하게 화석연료의 절약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화석연료만큼 편리한 수송용 연료도 없다 년대. 1970

초의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 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석유의 고갈 예측이‘ ’

끊이지 않지만 그때마다 석유의 확인 매장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직 석, .

유광물자원관리장관 자키 야마니 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Sheikh Ahmed Zaki Yamani)

있다.

석기 시대가 종말을 맞은 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 시대도 종말을 고“ .

하겠지만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

석유든 무엇이든 간에 희소성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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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대체 자원의 개발에 나설 것이다 최근 원유 가격의 상승은 원유의.

희소성이 증가했기 때문인가 석유수출국기구 의 가격통제 시도와 국제적 투기자금? (OPEC)

의 영향으로 인해 석유 가격의 왜곡현상이 초래된 것은 아닌가 그보다 먼저 그동안의 소? ,

비자 물가지수나 임금상승 등을 감안한 원유의 실질 가격이 과연 상승했나?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편리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나아가 비환경적이 아닌가 석탄과 같은 유용한 에너지 자원을 억지로 땅속에?

그대로 묻어둔다는 것이야말로 자원의 낭비 가 아닌가‘ ’ ?

이산화탄소의 삭감 강요는 화석연료의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

면도 있다 산업공정과 건물 자동차 등에 투입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전기저항이. , ,

제로가 되는 초전도현상을 응용해 송전과정의 전력 손실을 줄이는 기술 산림이나 해조류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는 기술 등도 개발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경제적 인센티브가 보인다,

면 국가에서 보조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이 나설 것이다 민간기업이 외면하는 것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개발을 강요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결과적으로는 반환경적이다, .

인공적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은 무엇인가?105), 106) 다행히 한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다 년 국내에 시험로를 가동하고ITER( ) . 2030

년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첫 상용 발전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2040 .107) 지금의 핵

분열식 원전 대신에 핵융합식 원전이 실현된다면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물,

론 에너지가 너무 풍부해져서 교토의정서의 목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므로 옛 이야기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하지만 지구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무엇이나 나. ,

쁜 것이므로 인간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자는 환경주의자들의 독선적 주장은 지속가능한 발

전의 진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과연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인가 도덕적 내지는 윤리적 명분을 앞세워서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인공적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공포는 아닌가 인간이나 생물에게 유용한?

105) 플러스 인도 브라질 멕시코 중국 남아공 정상은 년 월 초 독일 하일리겐담에서의 정상회의에서 세계G8 5( , , , , ) 2007 6 ‘

경제의 성장과 책임 이라는 제목의 지구온난화 선언에 서명했다 년까지 세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년 대’ . 2050 1990

비 이하로 줄이고 금세기 기온 상승폭을 섭씨 도로 억제한다 그런데 온실효과가스의 감축 방법은 무엇인가50% 2 . ?

106) 이산화탄소의 다양한 저장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일찍이 년 독일 과학자는 응고점이 영하 도인 이산화탄소를. 1980 79

드라이아이스로 만들고 글래스울로 싸서 심해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이산화탄소 하이드.

레이트처럼 가 넘는 고압 저온의 해저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물 분자와 결합해 샤베트 모양의 하이드레이, 3,000m

트를 형성할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용해로 인한 해수의 산성화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배출량의 년 어치를 저. , 100

장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미국 역시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107) 국제핵융합실험로 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년 월(ITER) , , , (EU), , , , 2006 11

일 프랑스에서 공동이행협정 서명식을 가졌다21 (http://www.iter.org/index.htm).

한국은 년 월 일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의 상량식을 가졌다2007 1 11 , (KS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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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에 느닷없이 공해물질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일종의 에코 테러리즘

이 아니겠는가(Eco-Terrorism) ?

온난화 이슈는 결국 국제적 규제와 관리의 문제로 귀착된다 국제 조약이나 국제기관이.

규제를 담당하게 되겠지만 누가 세계의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누가 누구와 협상하게 되나 교토의정서처럼 발효된 조약이라도 누가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나 교토의정서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국제적 비난만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나? ?108)

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온실효과가스를 억지로 줄인다는 명분으로 에너지 자원을 앞세워서, , ,

세계를 통제해 보겠다는 국제적 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인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 .”

체코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의 진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사람의 창의성은 통제사회. ,

가 아니라 열린 자유사회라야 비로서 발휘되는 특성이 아니겠는가, ?

108) 사안은 다르지만 예컨대 핵확산방지조약에서 북한이 탈퇴하려 했을 때 누가 만류할 수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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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미래는 진화한다14

기계 하나가 보통 사람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다50 .

하지만 어떤 기계도 창의적인 사람 한 명분의 일을 하지 못한다.

얼버트 허바드－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의 자유도와 삶의 효율임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 열린 자유사회일수록 자원의 이용 효율이 향상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

의 기준의 에너지 사용량은 선진국에 아주 많은 편이다 일본의 배나 되고 미국이나GDP . 3 ,

국가 평균에 비해 거의 배나 사용한다 결국 온실효과가스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OECD 2 .

량도 그만큼 증가한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미국은 일본의 약 배를 배출하. GDP , 2

고 중국은 일본의 배 이상이나 배출한다, 10 .

인당 가 만 달러 수준인 국가와 만 달러 이상인 국가의 인당 에너지 소비량이1 GDP 1 4 1

거의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당 에너지 사용효율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GDP ?

중국의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주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절약정신이 투철GDP ?

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에너지 가격을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해서 소비를 부추겼기 때문?

인가 에너지 효율이 나쁜 후진적 사회구조 때문인가? ?

그림 당 에너지 사용량 비교51. GDP
( : t/GDP 1000 )

: IEA, ; 200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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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15. GDP

당 배출량 비교GDP CO2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1.0

1.7

2.1

10.8

그림 인당 와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52. 1 GDP

인당 가 약 만 달러를 넘으면서 에너지 사용 효율이 증가한다1 GDP 3 .

: , p.170∊と

그림 를 보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인당 가 만 달러 수준을 넘어야 비로소< 52> 1 GDP 3

당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GDP .

여 경제적 뒷받침이 충분해야 에너지 사용 효율이 향상되고 환경도 더욱 깨끗해지기 시작,

하는 환경 쿠즈네츠 사이클이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인.

공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 국부와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비.

로소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경제활동과 삶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다.109)

109) 한 예로서 도시의 지하철과 지상철을 포함한 철도 교통시설은 서울권이 도쿄권의 약 분의 런던권의 약 분, , 15 1, 10

수준이다 왜 이런 수준밖에 안되는가 서울시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고작 버스 중앙차로 참아야 하는 것1 . ? .

이 가난한 서울 시민의 비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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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경제 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와는, ,

달리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략이야말로 교토의정서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위권이고 이산화탄소. 10 ,

배출량 역시 위권이라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의 에 불과한 적은 양이다 아직 위권10 , 1.7% . 30

인 인당 국민소득 역시 세계 위권으로 상승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1 10

지는 단계를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적극 참여해 년부터 의무 감축국의 일. 2013

원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당분간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충분히 할당받는 것이라 하겠다.

교토의정서나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도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온난화 비즈니스 등 신규‘ ’

업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구온난화방지법과 같은 것을 제정하여 자승자박한다는. ‘ ’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110)

아직도 경제와 환경을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전문가가 있지만 경제와 환경은 상,

생의 종합적 길 을 간다는 것을 환경 쿠즈네츠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Holonic Path)

다 세계를 둘러보면 잘 사는 나라가 환경도 깨끗하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원의 활. .

용 효율이 향상된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인 것이다. .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지금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가 온난화되고 종말.

을 향해 치닫고 있다지만 과거의 기후변화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다르다 인간은 자연적 기, .

후변화에 적응해 살아오면서 흥한 때도 있었고 망한 때도 있었다, .111) 지구 종말점을 정해

놓고 종말을 향해 시계 바늘을 돌려놓는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기술발전과 경제 성장 추세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적,

응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아무리 슈터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시나리오.

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능가할 수 없다 근본자원은 화석연료도 아니고 재생성 에너.

지도 아니다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자유사회의 시민이다 앞으로 년 후에 우. . 100

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될지를 상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다 반세계화운동이 오히려 먼저 세계화되어 세계화 추세에 일조하.

는 아이러니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계이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협약이나.

인공적 온난화 포퓰리즘의 확산도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인공적 온난화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야 할 때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공포의 시. ‘

110)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황사대책과 중국의 환경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라 하겠다 국, .

내적으로는 과거로부터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해 상습지역을 비롯한 자연재해 상습지역의 해소가 아니겠는

가?

111) 논어의 위정편 의 온고지신 이나 윈스턴 처칠의 뒤돌아볼수록 미래가 잘 보인다 는 언급이 아니더( ) ( ) , “ ”爲政篇 溫故知新

라도 지금의 기후변화 현상도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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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를 물려준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지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 .

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애써.

서 이룩해 놓은 업적을 부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크게 연장시킨 경제적 부와 기술을 부정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부정의 문화 부터 청산해야 할 때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Culture of Negativity)’ .

만들어가는 원천은 부정의 문화 가 아니라 긍정의 문화 이며 인간의‘ ’ ‘ (Culture of Positivity)’ ,

창의력과 자생적 질서에 대한 신뢰이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운 간섭사회가 아니라 창의.

력의 꽃을 피우는 열린 자유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

다 우리의 첫 번째 도덕적 의무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Pascal)

그동안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했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먹을 것이 모자랄 때는 끼니걱정만 하면 되었지만 식량이 풍부해지면 다른 문. ,

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창조적인 자유사회라면 사람들은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정부나 국제기관의 계획이나 강제에 의하기보다는 열린 자유사회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민간의 자발적으로 창의적 노력에 의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이루어졌

다 실패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마침내 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덕분에 세상은 그 전에 비해. ,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이 쥴리언 사이몬의 진단이다.

통신선로용 구리의 서비스를 대신하는 광섬유나 무선통신 기술의 개발과 보급도 국가나

지도자의 강요에 의해 성취된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인터넷 세상을 보면 이러한 자유로.

운 발전과 진화의 속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의 인터넷 세상을 예측한 기술자나 경제학.

자가 과연 있었던가?

인공적 지구온난화설과 같은 국제적 이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도덕을 앞세우거나?

정치적 전략이 우선하여 사람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전세계가 규제와 간섭 수

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하거나 간섭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결이 더디거나 반인간적.

인 동시에 반자연적 반환경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권추구자들 만, , (Rent-Seeker)

날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배워왔다 창조적 자유사회의 기본은 경제적 자.

유이다 통제사회보다는 자유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열린사회라야 근본자원인 인간이. .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이나 변화는 예측을 초월한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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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빈 라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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