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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물․식량․자원의 고갈은, 21세기
에 인류가 극복해야할 가장 힘겨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점
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1)

  기후변화과학의 역사는 인류가 최근까지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2007년 발간된 IPCC 

4차보고서조차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속도와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하천생태학 박사
1) 2009년 10월 19일 런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주요국 포럼(MEF)에서 나온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발언으로서,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쏟아져 나왔던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다양한 경고성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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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평가했다는 주장이 과학자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2)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
으며, 늦어도 2014년까지는 전 세계적인 ‘저탄소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3)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온
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당장 증가세를 멈춘다 해도 앞으로 최소 1,000

년간은 지구기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표
적인 예다. 온난화를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완충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최근에야 입증된 사실이다.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기온상승을 억
제해왔던 바다는 점차 탄소흡수원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바다는 그동안 축적했던 열을 방출함으로써 지구를 더 따뜻하게 하는 
구실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4)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나 마케팅 기술이 아
니라, 인류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생존전략으로 인
식될 필요가 있다.5) 이러한 관점에서 제II장에서는 먼저 IPCC 4차보고
서 발간 이후 발표된 최근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자연생
태계 및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제III장에서는 기후변화가 17, 18세기 산업혁명 및 1950년대 대량소
비사회로의 전환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두 시
기의 특징을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후
변화가 결국 인류문명과 인간 존엄성의 위기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기

2) Sokolov, A. P. et al., Probabilistic forecast for 21st century climate based 
on uncertainties in emissions (without policy) and climate parameters. 
Journal of Climate doi: 10.1175/2009JCLI2863.1.

3) Climate Risk, Climate Solutions 2: Low-Carbon Re-Industrialisation, 2009, 
142pp.  

4) Solomon, S. et al., Irreversible climate change due to carbon dioxide 
emiss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6, 
2009, 1704-1709.

5) 2009년 12월 16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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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시대 문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전제조
건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Ⅱ. 기후변화의 다양한 증거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는 헤아
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6) 특히 IPCC 3, 4차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관
찰된 기후변화의 다양한 증거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IPCC 4차보고서가 발간되었던 2007년 이후에도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자연생
태계 및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을 1) 기온상승, 2) 재해, 

3) 빙하․빙설 감소 및 해수면 상승, 4) 생태계 변화 4가지로 구분해 살
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의 생태계, 농업,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삶의 존립방식’을 위협하는 메커니
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더워지는 지구
  1906부터 2005년까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1901~1950년 10년 평균 기온에 대한 1906~2005년의 10년 평균 기온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편차에도 불구하고 20세기
6) 최근 영국 과학자들의 컴퓨터 해킹사건으로 일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장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기후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
동 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막을 내린 상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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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륙, 지구 전체, 육지, 해양에서 1901~1950년의 10년 평균 기온에 
대한 1906~2005년의 10년 평균 기온의 차이(℃). 검은색 선은 관
측된 기온변화를, 음영은 시뮬레이션 신뢰도 90%에 포함되는 범위
를 나타낸다. 붉은색은 자연적 인자와 인위적 인자를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파란색은 자연적 인자만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IPCC 2007, 그래프 출처는 기상청 2008).

에 기온이 전 지구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특히 지난 30년 동안 온난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기록상
으로 가장 더웠던 12해 중 11해가 지난 20년 동안에 출현했다. 지구 
평균기온은 1906년부터 2005년까지 100년 동안 약 0.74℃ 상승했다. 

그러나 온난화 경향은 장소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특히 1970

년대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바다보다는 육지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관측된 극단적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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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daily temperature extreme)의 장기변화를 분석해보면, 특히 1950년대 
이후 매우 추운 낮과 밤의 수는 감소하고 극단적으로 더운 낮과 따뜻
한 밤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서리가 끼지 않는 계절의 길
이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통틀어 중위도 및 고위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북반구에서는 봄이 일찍 시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강과 호수
가 결빙하는 계절의 길이도 짧아지고 있다.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온상승
과 계절적 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
근에는 1889년부터 2006년까지 기온 관측 자료를 선형회귀분석한 결
과, 태양의 활동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
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태양의 활동이 지구온
난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7)

2. 급증하는 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
  기온 증가는 전반적으로 수증기의 증가를 동반한다. 강수는 대기에 
저장된 수증기를 공급받는 기상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증기
의 증가는 강수 세기와 호우 및 폭설의 위험성을 증대킬 가능성이 크
다. 기후모델 시뮬레이션과 경험적 증거는, 수증기 증가로 총 강수량이 
약간 감소하는 지역에서조차도 집중 호우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후가 따뜻해지면 발생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비가 
오지 않는 곳의 가뭄 위험과 비가 내리는 곳의 홍수 위험 둘 다 증가
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이다. 유럽에서는 2002년 여름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지만 불과 1년 뒤인 2003년에는 기록적인 폭염
과 가뭄을 경험해야 했다. 

  미래에는 열대성 저기압이 더욱 맹위를 떨치고 풍속과 집중강우가 
7) Lean J. L. and D. H. Rind, How natural and anthropogenic influences alter 

global and regional surface temperatures: 1889 to 2006.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vol. 35, 2009, L18701, doi:10.1029/2008GL03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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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50~2008년 대규모 기상재해의 발생빈도(Munich Re 2009).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등급과 5등급 규모로 평가되는 허리케인
의 연간 발생빈도가 지난 30년 동안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올
해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Munich Re는 1950년부터 2008년까지 대규모 
기상재해의 빈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과 
같은 지구물리학적인 재해보다는 폭풍, 홍수, 가뭄, 산불처럼 기후변화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상학적이고 수리학적인 재해 빈도가 1970

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해왔음이 확인된다(그림 2).

  기온상승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특히 위도가 높은 북극과 그 주변 지
역에서 더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 문제는 평균기온이 약간만 상승해
도 극단적인 기온을 보이는 날의 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IPCC 3차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2~3℃ 증가하면 극단적으로 
더운 날(Extremely hot day)의 발생빈도가 대략 2배 정도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기온이 평소에 비해 훨씬 높은 폭염이 지속
되면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3년 유럽의 여름 기온
은 1500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이 때 발생한 폭염으로 프랑스,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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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3년 유럽에서의 이상고온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에,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총 35,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그림 3).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100년 700ppm에 도달할 
경우(2008년 385.57 ppm), 하루 평균기온은 미국 중서부와 남부유럽에
서 40°C, 호주, 인도,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50°C를 초과하
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1994년에는 서울에서만 700여명이 숨졌다. 2032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만 폭염으로 연간 300명 이상 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렇듯 폭염은 최근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바 있는 신종 플루(flu)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건강 위협요인이다. 폭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
닌다. 첫째, 기온상승은 도시의 대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기온이 
8) Sterl, A. et al., When can we expect extremely high surface temperature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vol. 35, 2009, L14703, doi:10.1029/2008GL 
0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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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면 여름철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증가해 광화학스모그를 발생시
키기 때문이다. 광화학스모그는 식물을 말라 죽게 하고 사람에게는 두
통, 호흡 곤란, 폐수종,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농촌보다는 도시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도시 열섬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는 세계 대다수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시의 
빌딩 콘크리트와 도로 아스팔트 등이 열을 흡수해 도시 기온은 농촌지
역보다 최대 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폭염 피해는 노약자나 사
회경제적인 약자들에게서 더 클 수밖에 없다. 폭염은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폐질환 등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며, 가난
한 사람들일수록 대응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폭염으로 생명을 가능성이 
높다.

3. 빙하․ 빙설 감소와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는 빙하 해빙, 북극 해양빙의 퇴각, 북반구의 적설면적
(snow cover)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산악빙하는 대부분 축소되고 있다. 고산지역에서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빙하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구의 5분의 1 이
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9개 산악지역의 30개 빙하 관측
지점의 경우, 2000년 이후 빙하의 평균 손실속도는 20년 전과 비교할 
때 두 배나 빨라졌다. 현재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피레네(Pyrenees)산맥
의 빙하는 2050년 경, 열대 아프리카 산맥의 빙설은 2030년경이면 대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9) 

  적설(snow cover)이 사라지는 시기 역시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영구
동토층, 강과 호수의 얼음도 감소되고 있다. 그린란드와 서부 남극대륙
의 빙상의 중요 해안지역과 남극반도의 빙하는 얇아지면서 해수면 상
승에 기여하고 있다. 빙하, 만년설(ice cap) 및 빙상의 해빙이 해수면 

9) UNEP, Climate Change Science Compendium 2009, 2009, 68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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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1993~2003년에 1.2±0.4 mm/yr인 것으로 추정된
다. 오존층의 구멍은 남극에 냉각효과를 주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남극
대륙의 실제 온난화효과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은 남극대륙의 온도를 10년 이내에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극해 얼음층의 두께와 부피를 측정하는 NASA 특수위성 ICESat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는, 북극의 얼음층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얼음층도 두께가 급속도로 얇아지고 있음
을 밝혀냈다(그림 4). 

  <그림 4> 2004년부터 2008년까지 ICESat가 측정한 북극해 겨울 얼음층의 
두께 비교10)

10) Kwok, R. et al., Thinning and volume loss of the Arctic Ocean sea ice cov-
er: 2003?2008, 2009, J. Geophys. Res., 114, C07005, doi:10.1029/2009JC 
0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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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의 얼음층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7.78cm 얇아졌는
데, 이는 150만km2에 해당하는 크기로 대략 알래스카의 크기와 맞먹
는 양이다. 얼음층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은 얼음이 여름에 보다 빨
리 녹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극에서 겨울에 생성되는 얼음의 
양은 여름에 사라지는 얼음의 양에 비해 훨씬 적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름에는 얼음에 덮이지 않은 면적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태양빛은 밝은 얼음층에 의해 반사되지 못하고 어두운 
얼음바다로 흡수되게 된다. 바다가 이전 보다 훨씬 많은 열을 흡수하
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바다에서의 온도 상승이 해빙을 가속화
시키고 얼음층이 녹으면서 다시 수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북극 바다에서 해빙현상이 가속화 되면, 해
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육상부의 토양에까지 더 많은 태양에너지
가 도달하게 되어 영구동토층이 빠른 속도로 녹는다는 데에 있다. 영
구동토층이 녹게 되면 그 속에 갇혀있던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게 된다.11) 

  한편, 해수면 상승은 IPCC 4차보고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
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빙하의 용
해와 바다 열팽창의 혼합효과로 해수면은 1990-2100 사이에 0.8~2.0m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CC 보고서가 예측한 18~59cm에 비
교할 때 크게 높은 수치이다.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해안침식을 포함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연안지역이다.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아시아의 거대 삼각주와 아프리카 지역, 작은 
섬들이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Lawrence D. M. et al., Accelerated Arctic land warming and permafrost 
degradation during rapid sea ice los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vol. 
35, 2008, L11506, doi:10.1029/2008GL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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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산림 및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
져 있는 사실이다. 1970년부터 2004년까지 28,800개의 동식물 생태계
와 829개의 물리적인 기후시스템의 변화양상에 대한 문헌자료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와 물리적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2) 기후변
화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표 1>은 생물계절성
(phenology), 기온, 강수패턴, 재해, CO2 농도 등을 매개로 하는 기후변
화와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온실가스 증가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산성화 되면, 산
호초와 어패류 유생처럼 온도에 민감한 해양생물들은 외골격 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산호초의 백화현상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 난대성 맹독성 복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나, 미국 콜롬비아 
강에서 수온상승으로 연어들의 산란활동이 저하되었다는 소식은 기온
상승이 광범위한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 세계적으
로 산호초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5~10억 명에 달한다.13)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해역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아극(sub-polar)지역이나 열대의 해양생태계에서는 2050년까지 수많은 
종들이 멸종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극해 및 남극해는 심각한 수준의 
종 침입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해양생태계에서의 종 전환율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4) 

12) Rosenzweig, C. et al., Attributing physical and biological impacts to an-
thropogenic climate change. Nature, vol. 453, 2008, 353-357.

13) TEEB, TEEB Climate Issues Update, September 2009. 2009, 64pp.
14) UNEP, Climate Change Science Compendium 2009, 2009, 68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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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대한 영향
변 화

생물
계절성 기온 강수

패턴 재해 CO2

경쟁 능력의 변화 F ● ●
공생의 파괴 A F ● ● ●
생식력의 변화→개체군 구조변화 A F S ● ● ●
기생-숙주 관계의 파괴 A H ● ●
석회질 및 아라고나이트 미형성 F ●
종 분포역 변화 A F ● ● ●
분산 및 이주시기의 불일치 A F ● ● ●
생리학적 스트레스 F S H ● ● ● ●
포식자-피식자 관계의 파괴 F S ● ● ●
성 비율의 변화 A F S ● ●
서식지 손실 F S ● ● ●
새로운 병원체/침입자와의 상호작용 A F S ● ● ●

A: 농업 S: 축산 기후변화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양, 생장기간, 병원균의 생활사 등에 영
향을 미쳐 동식물에 압력요인으로 작용F: 어업 H: 인간 건강

<표 1> 기후변화와 동식물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UNEP 2009)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열대지방의 바다
에서 죽음의 해역(dead zone)이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
과도 있다.15) 죽음의 해역은 산소가 부족해 생명체가 살기 힘든 바다

15) 예컨대 Oschlies, A. et al., Simulated 21st Century’s increase in oceanic 
suboxia by CO2-enhanced biotic carbon export.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vol. 22, 2008, GB4008, doi:10.1029/2007GB003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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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해역이 비료나 하수의 유입에 
따른 질소 농도의 증가 때문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산림 역시 지구 기후를 조절하기도 하면서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생태계이다. 기후가 변화하면 산불, 산사태와 
같은 재해의 증가와 생물종 감소, 잎과 꽃이 피고 지는 시기를 나타내
는 생물계절성의 변화, 산림식생대의 이동, 병충해 발생빈도, 생산성의 
변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변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산림식생대의 변화다. 식생대 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기후변화의 속도와 종의 이동속도의 차이다. 지구 역사 속에서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수종의 이동속도는 100년간 약 4~200km이었
다. 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 중위도 지역의 경우 현재의 기후대가 위
도는 극지 방향으로 약 150km, 고도는 위쪽으로 150m가량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크기가 미세한 종자를 가진 식물을 제외하고
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멸
되는 종도 나타날 것이다.16)

  숲은 바다와 함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다. 하지만 기온상
승으로 최악의 경우 숲의 기능이 배출원으로 변모할지도 모른다는 우
려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숲에서는 지구온난화
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나무줄기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 영양분을 빼앗
는 딱정벌레류의 개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
해 숲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03년 소규모 이산화탄소 흡수
원이었던 브리티시 콜롬비아 숲은 2020년에는 매년 1,760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배출원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17)

16) 임종환,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영향 그리고 산림관리, 2008.
17) Kurz, W. A. et al., Mountain pine beetle and forest carbon feedback to 

climate change. Nature, vol. 452, 2008, 9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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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와 문명의 위기
  앞에서 살펴본 기후변화의 다양한 증거들은 지구생태계가 사상 초유
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곧 인류문
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에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 250여 년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진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산업혁명과 1950년의 
시대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인류
문명의 위기라는 사실을 살펴보려 한다.

1. 지구온난화의 뿌리: 산업혁명과 화석연료시대의 개막18)

  1840년대에 등장한 ʻ산업혁명ʼ은 인류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은 종종 사냥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이행했
던 ʻ신석기 혁명ʼ과 비견되기도 한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의 이행을 
ʻ혁명ʼ으로 부르는 까닭은, 초기 소규모 지역에서 시작된 생산양식의 
변화가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생활양식을 
과거로의 회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산업혁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공업으로부터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이다.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도 산업이 수공업에 
의해서만 지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풍차와 물레방아는 이미 중세 중
기 이후부터 산업에 이용되고 있었다. 물레방아와 같은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사용했던 것은 섬유와 금속생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18) 이 장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대부분 Behringer, W. (2007): Kulturgeschichte 

des Klimas. Von der Eiszeit bis zur globalen Erwärmung, Verlag C. H. 
Beck, 2007, 352pp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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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방앗간을 뜻하는 영어 ‘mill’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공장을 지칭
하는 용어가 된다. 

  1750년 이전에도 방앗간, 광산, 공장들은 이미 수백 명이 일할 정도
로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은 이전 시기와
는 확연히 구분되는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급
속도로 높아졌고 분업이 가속화되면서 값싼 상품의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함께 세계는 이른바 '소비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는 곧 보통사람들도 인간다운 수준에서 입고 먹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농
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미 18세기에 
들어와 영국의 기업가 토마스 뉴코먼(Thomas Newcomen)에 의해 증기
기관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769년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특허를 낸 이래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의 심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증기기관의 연료로는 나무와 함께 석탄이 이용되었다. 영국에서 숲
은 고대와 근대 초기에 이미 선박건조를 위해 벌목된 상태였기 때문
에, 증기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석탄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목재
의 부족으로 심지어 평민들도 석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
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석탄 채굴은 이미 17세기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시기 석탄 채굴량의 증가 속도는 상상을 뛰어 넘
는 것이었다. 석탄과 코크스는 철광제련에서도 필수적인 원료였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쇠와 강철에 대한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
했다. 

  산업화는 처음부터 자연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물론 영향의 범위가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숲의 
벌목, 쓰레기와 폐수, 배기가스, 소음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산업시설
과 도로, 철도, 운하, 노동자 주거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의 변형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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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석탄생산량(백만 톤)
1860 132

1880 314

1990 701

1920 1,193

1940 1,363

1960 1,809

  영국에서와는 달리 유럽대륙에서 산업혁명의 견인차는 철도였다. 기
차의 발명으로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영국의 산업화 수준을 넘볼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철도를 놓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는 도로와 운
하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철도운송은 날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이점도 있었다. 1830년경 거대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와 버밍햄 구
간이 개통된 후, 철도건설은 유럽대륙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1800년
대 중반부터 개별화된 철도구간들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되기 시작
했으며, 철도망의 형성은 철도의 국유화로 귀결되었다. 1870년과 1910

년 사이 철도건설은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에 힘입어 절정기를 누릴 수 
있었다. 

  기차의 제작과 운영은 처음부터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증기기관에 
의존하고 있었다. 1800년대에 들어서 석탄소비는 영국에서만 매년 약 
1,100만 톤에 달했으며, 1830년경에는 두 배로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
다. 철도의 도입은 석탄소비 증가를 가속화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870년경 석탄소비는 이미 1억 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벨기에, 프
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에서 광산이 개발되면서 석탄생산은 급속도
로 증가하기 시작했다(표 2).

<표 2> 세계 석탄생산량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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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는 산업혁명기에 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화석에너지였다. 고대부
터 많은 장소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왔던 석유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
용되었다. 석유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선박의 방수(防水)에, 중국
에서는 주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중세유럽에서는 처방전에, 그리
고 1857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는 거리조명에 이용되었다. 1859

년 최초로 경제성 있는 석유시추에 성공했던 사람은 미국의 실업가 에
드윈 루렌틴 드레이크(Edwin Lurentine Drake)이다. 드레이크의 성공은 
곧 석유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석유를 산업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890년대 조명분야에 전기이용이 확산되면서 석유의 역할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석유정제를 통한 벤진의 이용은 석유의 중
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던 계기였다.

  니콜라우스 오토(Nikolaus Otto)가 내연기관을 발명한 이래 석유수요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내연기관은 점차 구시대적인 증기
기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1880년
대 후반 고틀립 다임러(Gottlieb Daimler)와 칼 벤츠(Carl Benz)의 자동
차 발명이다. 자동차의 대량생산은 1908년 헨리 포드(Henry Ford)의 자
동차 모델 '틴 리지(Tin Lizzy)'로부터 시작되었다. 포드회사는 조립라인
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1927년까지 틴 리지를 1,500만대 이
상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세기 초 세계 최대의 석유채굴국가였던 미국에서는, 미국을 제외
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자동차 수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었다. 유럽에서도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생겨났지만, 이들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모두 합쳐도 포드사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틴 
리지(Tin Lizzy)가 세웠던 기록은 50년이 지난 1972년에야 폴크스바겐
의 자동차 모델 ʻ딱정벌레ʼ에 의해 처음으로 갱신되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9억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1900년대
의 약 8,000대에 비하면 100여 년 만에 십만 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자동차 연료소비 증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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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향후 수십 년간 자동차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
망을 고려하면, 우리는 자동차를 인류문명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2. 석유문명의 개화: 1950년대 이후의 소비사회 
  “얼마나 많아야 충분한가?” 1992년 미국의 사회학자 알랜 듀링이 소
비사회와 지구의 미래에 관한 자신의 저작에 붙인 제목이다.19) 미국 
나바호(Navaho) 인디언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물건이 263개
면 충분하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오늘날 상품의 홍수 속에서 1만 개 
이상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본질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있다. 소비는 일상생활에
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수단으
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것은 “누
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다. 

  대량소비가 주도하는 삶의 방식은 1950년대에 정형화되었다. 이때부
터는 누구든지 과거에는 소수의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상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자동차 생산의 증가로 짐작할 수 있듯이 자동
차 연료소비는 20세기를 통틀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하
지만 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50년대이다. 

1950년대는 1차 화석에너지원의 비중에 있어서 석유가 석탄을 처음으
로 추월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930년대 이후 유조선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유조선 
적재량도 2만 톤에서 시작해 40만 톤까지 늘어났다. 

  에너지수요의 비약적인 증가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상품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끊임없이 발명되었던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 During, A., How Much is Enough? The Consumer Society and the Future 
of the Earth, Norton, 1992, 20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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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은 가정과 상품의 제조과정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플라스틱
이다. 1950년대에 들어서 플라스틱은 종이, 나무, 유뎬입되금속 재질의 
포장재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석유 붐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난방용 
중유의 생산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유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
어나면서 석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석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
로 생산이 가능하고 가공표적인 석탄발명는 깨끗했기 때문에 발명되다
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석유의 주 이용
분야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의 생산이었다. 

  석유가 지닌 군사전략적인 의미는 수많은 차량과 전차, 비행기가 투
입되었던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보다 분명해졌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럽의 열강들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
였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중동의 석유자원이 엄청난 양으로 매장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걸프지역에서 풍부한 석유자원이 발견된 이후, 미
국은 1950년대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권
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중동의 정권들은 채굴허가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석유대기업의 이해를 만족시켜야 했다. 이후 석유
는 20세기에 발발했던 수많은 전쟁들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변수였다.

  1950년대는 항공교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1920년대부터 많은 민간 항공사들이 설립되었지만, 비행기 여행은 소
수의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 하지만 항공여행이 비즈
니스 세계에서 일반화되면서 요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계
층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1970년대에는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승객 수, 

비행거리, 비행기의 승객 수송능력 등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에 비례해 승객 한 명 당 에너지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3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의 연료 소비량은, 자동차 수만 
대의 연료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860년부터 1985년까지 전 세계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60배나 늘어났
다. 하지만 에너지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20세기 후반이었
다. 특히 1950년대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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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경제적인 궁핍과 자연의 힘이 가
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값싼 에너지는 산업입지의 분
산배치와 소비재의 광범위한 공급을 가능케 했으며, 사람들이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해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는 ʻʻ산업사회에서 소비사회로 이행했던 환경사적인 전
환기ʼʼ이기도 하다.20)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는 1950년대 
이후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환경부하가 급속도로 증가해왔음을 보여준
다(그림 5).

<그림 5> 산업혁명 이후 인간활동의 변화속도와 그 결과21)

20) Pfister, C., Das 1950er Syndrom - Die umweltgeschichtliche Epochensch-
welle zwischen Industriegesellschaft und Konsumgesellschaft, in: Jörn Siegler-
schmidt(ed.), Der Aufbruch ins Schlaraffenland, Mannheim 1995, 28-71.

21) 그래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Steffen, W. et al. (2004): Global Change 
and the Earth System: A Planet Under Pressure(Executive Summary), 40pp 
참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요한 변화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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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 경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재들이 이때 처음으로 일
반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오븐, 세탁기, 냉장고, 토스터
기, 냉동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칫
솔, 헤어드라이어,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카세트, 비디오 레코더, 컴
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오늘날 서구 가정들은 전자기기들의 전시장으
로 변모했다. 드릴, 드라이버, 실톱, 잔디깍기, 조경용 가위 등 각종 기
기는 창고나 차고, 그리고 취미공간까지 점령했으며, 모든 방에는 난로
와 수많은 전등이 구비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20세기 초만 해도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이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
했던 경우에도 195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
았던 물건들이었다. 1973년과 19774년 1차 오일쇼크 때까지 기계와 기
기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OPEC국가들이 갑자기 유가를 인상한 이후에야 에너지 절약 모터, 대
체에너지, 건물 단열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ʻ석유 붐ʼ은 오염물질의 확산을 통해 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기 시
작했다. 사람들은 석유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
었지만, 초기에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연소를 통해 석탄기(石炭紀)에 지층 깊
숙이 저장되었던 화학성분들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이 에너지원들은 
무기물질이 아니라 한 때는 생명체였던 유기물질들이었다. 나무가 연
소되면 탄소가 자연의 탄소순환계로부터 방출되지만, 방출된 탄소는 
다시 나무들에 의해 흡수되어 생장을 돕는다. 반면 화석에너지의 연소
는 약 3억 년 전 석탄기에 엄청난 면적의 숲이 고사하면서 땅속에 저
장되었던 탄소를 다시 방출한다는 점에서 나무연소와는 그 차원을 달
리 한다. 이렇게 추가로 배출된 탄소는 숲에 흡수될 수 없어 대기 중
의 다양한 화합물에 미량기체인 이산화탄소 형태로 농축되어 왔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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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헌장 
제3조)

• 폭염, 홍수, 산불, 가뭄 등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
해 사망자, 부상자, 질환자가 증가

• 해수면 상승으로 사망과 부상 위험 증가.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2080년까지 침수 위험이 있는 유역에 거주

• 특히 폭염은 노년층, 만성질환자, 영유아, 사회적 고
립계층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2003년 
유럽의 폭염은 27,000명의 추가 사망자 초래

3. 문명의 위기: 분쟁과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새로운 씨앗
  제2장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양상을 기온상승, 재해, 빙하․빙설 감
소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의 영향이 단순히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물리적인 현
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는 일차적으로 지구생태계의 
물리․화학적인 환경을 변화시키지만, 그 궁극적인 종착지는 인간의 생
존기반, 즉 인류문명을 향하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자연재해가 특정지
역에 국한되거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따라서 인류문명을 송두리
째 파국으로 몰고갈만한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변화처
럼 여러 문명국가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에 강타하는 수준의 재
난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실존적인 측면에서 문명의 위기는 인권의 위
기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무엇보다도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
한 권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
을 보유할 권리, 식량권, 건강권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하게 침
해하고 있다(표 3). 

<표 3>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22) 

22) Oxfam (2008): Climate Wrongs and Human Rights. Putting peaple at the 
heart of climate-change policy, Oxfam Briefing Paper, 34pp을 수정·보완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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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식량을 얻을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조)

• 기후변화로 2020년까지 2,000만 명 이상이, 2050년까지
는 추가로 1억3,200만 명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할 것으
로 전망

• 경작지의 축소, 생장기간의 단축, 수확량의 감소가 예
상되는 아프리카에서는 영양실조 위험 증가. 몇몇 국가
에서는 2020년까지 수확량이 50%가량 감소 

•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과 기온상승으로 식량
안전이 위협.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2050년까지 
곡물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ʻʻ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ʼʼ

(세계인권헌장 
제25조)

• 아프리카에서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7,500만에서 
2억5,000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 산악지대의 빙설로
부터 유입되는 유량 감소로 2050년까지 아시아에서 
영향을 받게 될 인구는 10억 명으로 추산

• 지구평균기온이 1.5∼2.5℃ 증가할 경우 동식물의 20
∼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산호초 백
화현상과 연안침식은 1억명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원
인 어류 어획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형 삼각주 지역과 군소도서국
가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2080년까지 수백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군소도서국가는 해일, 
침식, 사회기반시설 및 주거지 침수 등으로 대부분 
주거 불가능    

건강할 권리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 어린이 영양실조가 증가하며,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
이 성장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

• 홍수와 가뭄의 증가로 설사와 콜레라 발병률이 증가. 
현재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설사, 말라리아, 영양실조
의 증가는 매년 15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

• 기온상승으로 전염병 확산이 예상. 2억2,000∼4억 명
이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2085년까지 35
억명이 뎅기열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

  기후변화로 인한 문명의 위기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
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강도와 영향을 보이면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빈곤한 국가와 계층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할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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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도 대부분 아프리카, 중앙아메
리카, 남아시아의 빈곤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는 어
린이, 여성, 노년층, 사회적으로 고립된 빈곤층, 장기질환자 등 사회경
제적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의 일차적인 피해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진국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완
화시킬 자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
가 단기적으로 기후변화의 혜택을 누리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기후변화에 있어서 영원한 승자는 없을 것이다.23)

  기후변화는 사회적 불안정과 국제분쟁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
이다.24) 인류역사상 환경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이주는 38건이 있었다. 

원인별로는 토지파괴가 그 중 27건과 관련이 있고, 가뭄은 19건, 산림
파괴가 17건, 물 부족이 15건, 홍수가 9건, 기아는 5건의 이주에 영향
을 미쳤다.25) 대규모 인구이동은 자원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이주민과 
원주민과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사회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한편, 유행성질병의 확산과 물 및 식량 부족은 계층갈등을 증폭시키
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식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세
계 각국에서 물을 상품화하려는 시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Campbell, K. M. et al., The Age of Consequences: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Global Climate Change, 2007, 119pp.

24) Christian Aid, Human tide: the real migration crisis. A Christian Aid re-
port May 2007, 50pp.

25) Reuveny, R., Environmental Change, Migration and Conflict: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Explorations. An International Workshop 'Human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sker, 21-23 June 2005, 2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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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이 영리화되면 경제적 지불능력을 결여한 계층의 격렬한 반발
을 불러와 정치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대규모 사회격변으로 사람들
이 구원과 희망을 갈구하게 되면서 극심한 종교사상의 혼란이 초래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파시즘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선호하
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가장 주목해야할 문제는 에너지위기와 식량위
기이다. 에너지와 식량은 물과 함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유가와 식량가격의 
폭등은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빈곤층에
게 가장 큰 고통을 전가하게 될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는 고유가로 상징되는 에너지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원경제학 분야의 수장이자 
OECD 국가의 미래 에너지 수급전망 분석을 주도해왔던 패이쓰 바이
럴(Fatih Birol) 박사의 인디펜던트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그는 세계의 주요 유전들의 원유 생산량이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석유수요 증가로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럴 박사에 따르면, 현대문명이 의존하고 있는 석유자원의 고갈 
속도가 과거의 예측 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석유 생산량은 향후 10년 
이내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대
부분의 국가들이 예측했던 시점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800개가 넘는 유전을 조사한 결과, 세계의 주요 
유전들의 생산량이 이미 정점을 지나 생산량 감소 속도가 2년 전 평가
시보다 거의 두 배 나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생산량 감소율이 연간 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년 전 3.7%로 평가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이다. 바이럴 박사는 “우리는 언젠가 석유고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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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이 오늘이나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석유가 우리를 버리
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석유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경고했다. 

  식량위기로 인류가 고통을 겪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향후 수
십 년 간 심각한 식량부족과 유례없는 농산물 가격폭등을 불러 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26) 보고서가 가정한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록 일부 지역에서 몇 종류의 농산물은 수확량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강우패턴의 변화 및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전체적으로 
농업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2050년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맞물려 세계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2050년경 예상되는 농업
수확량에서 드러난다. 개발도상국에서 밀과 쌀 수확량이 각각 30%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의 경우 쌀 수확량은 
17%, 밀 수확량은 49%, 옥수수 수확량은 약 6%가량 감소할 것이다. 

세계적인 농업수확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곡물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곡물가격은 늘어나는 세
계인구로 상승할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곡물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져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식
량정책연구소는 밀 가격은 최소 170%에서 최대 194%, 쌀 가격은 최소 
113%에서 121%, 옥수수 가격은 최소 148%에서 최대 153%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생산력 감소와 가격폭등은 곧바로 건강위기로 
직결된다. 2050년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하루 칼로리 소비량이 2000

년에 비해 평균 7% 줄어들어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26) Nelson, G. C. et al., Climate Change. Impact on Agriculture and Costs of 

Adaptation.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Food Policy Report, 
September 2009, 19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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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2050년경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세 이하 어린이의 수가 기후변화로 25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
했다. 이들 중 40%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다.

Ⅳ. 기후변화시대의 희망 찾기: 맺음말을 대신하여
  기후변화는 인류와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의 항구적인 변화를 의미
한다. 자연의 주기를 바꾼 것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연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할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 

  우선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저감시키는 예방수단 마련이 필수적이다. 많은 대책들은 현실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조장하는 보조금의 철폐, 숲의 보호, 대중교통수
단의 확대, 건물 단열과 녹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 
혹은 지역만의 노력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별로 기후
변화 대처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는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을 정점으로 줄어야 하며, 2050년에는 2000년 수준의 50-85%까지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
는 것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의 일차적인 책
임은 탄소배출을 통해 부를 누려왔던 선진국들에게 있다. 역사적 책임
에 상응하는 선진국들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야말로 인류가 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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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속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세계 배출량에서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브전 지
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
요가 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구 기온상승을 
억제하려면 개발도상국의 배출증가량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
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에 닥
칠 위험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생존의 위협요인이다. 특히 아프리카, 

남아시아, 태평양 군소도서국가 등 이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나라
들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기술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을 감당해야하는 개발도
상국들을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노력 실패는 남북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상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절실한 것은 가치관의 전
환과 실천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인간 욕
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특히 “성장은 무한
대로 가능하다”는 도그마와의 결별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구가 지닌 
수용능력의 한계를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넘어섰을 정도로 자원을 낭
비하고 있다.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는 지구 1.3개
를 쓰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월 300만원 수입자가 매월 약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풍족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희망을 가진 문명으로 남기 위해서
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욕망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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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수적이다. 욕망이 주는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
만 그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나는 자연을 느끼며 걷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전환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27)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녀야할 가치로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지구공동
체 구성원들에 대한 연대의식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사회 
내에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가혹하게 입게 될 사람들은 사회경제
적 약자들이다. 여기에는 제3세계 국가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선
진국의 저소득층, 노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이 해당된다. 온실가스 감
축노력과 석유자원의 고갈은 가스, 전기 등 에너지가격의 급속한 상승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전기 등 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
어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신전기삶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격화될지도 모
른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회조직의 붕괴를 경험하
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이 위기에 처할수록 인류문명의 존속 여부
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는 우
리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투고일자 2009.11.06, 심사일자 2009.11.15, 게재확정일자 2009.11.20

27)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현상은 불
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들 사례는 욕망은 특정 
대상에 고착되어 만고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
라 얼마든지 그 색깔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기
후변화 연구 및 담론 형성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인 시도가 필수적이며 특히 기후변화 심리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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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and Our Subsistence Way of Life
Ahn, Byung Ok*

28)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s of a permanent change of relation-

ships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We are responsible for regulat-

ing of impacts by human beings on nature as it is mankind itself who 

has been changing the grand cycle of natu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for the causes of global warming to be 

eliminated and the controls preventing its resulting consequences to be 

well-equiped. A myriad of measures is of feasibility and needs less costs 

than expected, rather having positive effects without adverse influences on 

climate change. Among these can be included such as the removal of 

subsidies inviting the consumptions of fossil fuels, the protection of for-

ests and the enlargement of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etc. But efforts 

by individual State or within separate regions may have the distinctive 

limitations which have being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the con-

siderable disparity of the historical responsibilities as well as a sharp dif-

ference in each State's capacity to cope with. Therefore, the adjustments 

and agreemen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might be mandatory.  

Irrespective of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ings, inter alia, are ur-

gent that the reversion of one's values and determined practices. 

Especially, it is required to depart away from the alledged dogma of ʻʻthe 

unlimited growth is possibleʼʼ

* Director,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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