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상황에서 
환경은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

미국 환경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종료 시점도 밝히지 않고 발표했다(2020.3.26.)

• 규제가 완화되는 동안 오염물질 모니터링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대해 벌
금 부과도 없을 예정이다. 

• 배출원 주변 지역 거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유색인들이고, 코로나19는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 이번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m Institute), 석유 가스 
산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미 환경부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1/4출처: “Trump administration allows companies to break pollution law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The Guardian.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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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브라질 해변이 멸종 위기의 바다 거북의 요람이 되고 있다.

• 멸종위기에 처한 100종 이상의 바다 거북들이 브라질 해변에서 태어나고 있다. 

• 알을 깨고 나와 바다로 향하는 거북이들의 사진은, 폐쇄된 해변을 지키던 공무원
이 목격하고 찍은 것이다.  

• 지난 주에 부화한 대모바다거북(hawksbill sea turtle)은 멸종 위기 종으로, 길
이 110cm, 무게 85kg까지 자란다. 

• 바다거북들은 매년 1월 해변에 알을 낳고, 4-5월에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해변을 
가로질러 바다로 나간다.

2/4출처: “Endangered sea turtles hatch on Brazil’s deserted beaches.” The Guardian.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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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6월까지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제 연기 결정

• 우익 성향의 맨하탄연구소와 CEI가 천가방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
지에 불리하다는 연구를 내놓으면서,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다. 

• CEI는 트럼프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데 일조한 연구소이고, 이들 우익 성향의 
연구소들은 석유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COVID-19는 플라스틱과 철제 표면에서는 3일, 상자 종이에서
는 24시간, 구리 표면에서는 4시간 동안 생존한다. 

• 천가방같은 옷감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 미국에서는 메인주, 뉴욕, 뉴햄프셔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취소했다. 

3/4출처: “Rightwing think tanks use fear of COvid-19 to fight bans on plastic bags.” The Guardian.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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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좋아진 환경, 지속될 수 있을까?

• 중국의 경우, 2019년 4분기 이후로 6개 화력발전소의 석탄사용량이 40% 감소했
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감소했다. 

• 이탈리아 북부의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급감했고, 영국과 스페인 상황도 비슷하다. 

• 환경 개선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얼마자 계속되는지에 달려있
다. 2020년 연말까지 갈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은 지속가능성에 유리하지 않다. 사람들은 생존에 직접적
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4출처: "Will Covid-19 have a las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BBC. 2020. 3. 27. Martha Henr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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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베이루트의 맑은 대기상태. 평소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https://www.axios.com/coronavirus-china-carbon-emissions-3453d9a1-1ae9-4789-8a41-3ed257946dbd.html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coronavirus-has-temporarily-reduced-chinas-co2-emissions-by-a-quarter
https://www.esa.int/ESA_Multimedia/Videos/2020/03/Coronavirus_nitrogen_dioxide_emissions_drop_over_Italy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00326-covid-19-the-impact-of-coronavirus-on-the-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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