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속성: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위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변수 1-시간

• 한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발병은 각각 1월 20일과 21일이었다. 한국은 즉각 
대응했고 미국은 미루었다. 

• 현재 한국은 발병건수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고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벗어났다. 

•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병이 저절로 사라지기기를 기다렸고, 미루는 몇 주 동안 바
이러스는 폭발력을 키워갔다.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파괴적인 상황이 되었다.

1/6 출처: “The nature of crisis.” The New Yorker. 2020. 3. 26. Bill McKibben(기후캠페인풀뿌리단체 350.org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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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처: “The nature of crisis.” The New Yorker. 2020. 3. 26. Bill McKibben(기후캠페인 풀뿌리단체 350.org 창립자).

킬링 커브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1956년부터 대기중 이산화
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첫 측정 이후 2020년 현재까지 65년 동안 거의 100ppm 
증가하였다. 

출처: National Geographic,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 기후위기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가 있었다. 

• 그때부터 1년에 1-2%씩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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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he nature of crisis.” The New Yorker. 2020. 3. 26. Bill McKibben(기후캠페인 풀뿌리단체 350.org 창립자).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410.79ppm 
2020년 3월 25일.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출처: National Geographic.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았다. 

• 이유는 하나. “수치”(이익)가 떨어지는 것을 석유회사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 이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억누르는 동안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도시와 나라를 운영하는 자는 “언제”가 행동을 할 “적절한 
시기”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민들에게 긴급구제책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 당장 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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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he nature of crisis.” The New Yorker. 2020. 3. 26. Bill McKibben(기후캠페인 풀뿌리단체 350.org 창립자).

사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예술가의 작품. (출처: Ginny Hanusik) 

‘위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변수 2-공간 

• 기후변화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다. 

•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지형의 변화는 원래 우리
가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천천히 변하고, 바꾸는 데에는(예. 간척)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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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을 국유화해야한다(The 
New Republic. 2020. 3. 17. Kate Aronoff.) 

• 석유기업들을 국유화해야 탄소배출 제로 경제로 갈 수 있다. 현재 가치로 단 3천 
억 달러면 미국의 최상위 4개 석유 제조사를 모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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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기업에 투자하고 재정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을 국유화해야한다(The 
New Republic. 2020. 3. 17. Kate Aronoff.) 

• 석유기업들을 국유화해야 탄소배출 제로 경제로 갈 수 있다. 현재 가치로 단 3천 
억 달러면 미국의 최상위 4개 석유 제조사를 모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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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he nature of crisis.” The New Yorker. 2020. 3. 26. Bill McKibben(기후캠페인 풀뿌리단체 350.org 창립자).

• 지난 주 발행된 비영리단체 RAN 등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기업들은 매년 투자액
을 늘여가고 있다. 

• 파리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투자규모 1위인 
JPMorgan Chase이 화석연료 기업에 쏟
아 부은 돈은 2,500억 달러 이상이다.

출처:Rainforest Action Network. 2020. “Banking on Climate Change” report. 

• 현재 전세계에 도달한 코로나19 위기의 모습은 기후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지 조금 더 잘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 물자가 어떤 식으로 부족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
을 받으며,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인권이 파괴되는지 우리는 지금 미리 보고 있다.

6/6

https://newrepublic.com/article/156941/moderate-proposal-nationalize-fossil-fuel-industry?__twitter_impression=true
https://newrepublic.com/article/156941/moderate-proposal-nationalize-fossil-fuel-industry?__twitter_impression=true
http://greenacademy.re.kr/archives/4268
https://www.newyorker.com/news/annals-of-a-warming-planet/the-nature-of-crisis-coronavirus-climate-change
http://350.org/
https://www.ran.org/bankingonclimatechange2020/
https://www.ran.org/bankingonclimatechange2020/
https://www.ran.org/bankingonclimatechange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