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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6~24일은 “찬미 받으소서” 5주년을 기념하는 기후행동주간 
• 세계카톨릭기후운동(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은 교황의 
환경회칙을 실행하며, 

• 관련 카톨릭 조직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끝내고, 기후변화에 대해 윤리
적, 재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한다. 

•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기로 150개 카톨릭 기관들(은행, 대학, 재단 등)이 이
미 서약했다.

“찬미 받으소서” 
(Laudato Si)

기사 출처: “Catholic institutions divest from fossil fuels.” Yale Climate Connections. 2020. 4. 13. Molly 
Matthews Mul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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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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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Climate-Driven Megadrought is emerging in Western U.S., Says Study.” State of the Planet, Colombia 
Univ. 2020. 4. 16. Kevin Krajick. ; “Large contribution from anthropogenic warming to an emerging North 
American megadrought.” Williams et al. Science. 2020. 4. 17. Vol.368, Issue 6488. 

• 미국 남서부지역, 보통수준의 가뭄을 기후변화가 대가뭄으로 악화시켜 왔다. 

• 최근 연구(Williams et al. 2020)는 수문학모델링과 나이테 연구를 통해, 
2000-2018년이 1500년대 이후 가장 건조했던 19년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 과거의 대가뭄들 모두 19년 이상 지속되었다. 1200년에 시작된 가뭄은 거의 1
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대가뭄의 패턴은 모두 비슷하다. 

• 2000년 이후 평균기온은 약 1.2도 상승.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는 수분을 더 많
이 함유하고, 그 수분을 결국 땅으로부터 끌어가기 때문에 땅은 더 건조해진다.

<토양수분 변화. 800-2018년. 미국 남서부지역>

800-2018 평균값

2000-2018 평균값

이상 홍수시기
이상 가뭄시기 나이테로 추정한 

토양수분

현대 관측기기로 
측정한 토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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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기사 출처: “Burning question: plastic pollution scars poorest countries-in pictures.” The Guardian. 2020. 3. 31. ; 
“Report reveals ‘massive plastic pollution footprint’ of drinks firms.” The Guardian. 2020. 3. 21. Sandra Laville.

•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 유니레버 4개 기업이 매년 6개 개발국으로 가는 플라
스틱 쓰레기 50만 톤 이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양은 매일 축구장 83개를 채
울 양이다. (Tearfund. 2020.) 

• 탄자니아(아래 그림)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재활용기술이 없
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460만 톤, 자동차 2백
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 이들 4개 기업은 플라스틱 병, 용기 등 제품 포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기후협약 서약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 유니레버: 
일회용 플라스틱 최대 생산자들은 책임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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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다. 총 200,000 톤, 매일 축구장 33개
를 채울 양이다. 이 중 플라스틱 병이 80억 개. 

• 펩시: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 137,000 톤. 매일 축구장 22개를 채울 양. 

• 네슬레: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 95,000 톤. 매일 축구장 15개를 채울 양. 

• 유니레버: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 70,000 톤. 매일 축구장 11개를 채울 양.

기사 출처: “Burning question: plastic pollution scars poorest countries-in pictures.” The Guardian. 2020. 3. 31. ; 
“Report reveals ‘massive plastic pollution footprint’ of drinks firms.” The Guardian. 2020. 3. 21. Sandra Laville.

  티어펀드(Tear fund)의 요구사항
• 매년 해당 기업이 사용하고 판매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량을 연말까지 밝혀라. 

• 이 양을 2025년까지 반으로 줄이고,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꿔라. 

• 개발국에 판매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2022년까지 모두 수거하라. 

• 쓰레기를 수집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안전한 일자리
를 만들고,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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