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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을까?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해상풍력발전,  해양생물 종다양성에 긍정적 영향

독일,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 나라 안 소식

신간보고서 맛보기

쟁점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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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바깥 소식



전
쟁이 앗아가는 수많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앞

에서, 전쟁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자칫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군대는 전쟁터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전쟁을 위해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

후변화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탄소발자국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란 불가

능한 일이다. 전쟁처럼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경우에

는 더더욱 그렇다. 핵무기를 동원한 현대 전쟁의 탄

소발자국을 학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5킬로톤 급 핵탄두 50개의 폭발은

도시를 황폐화시킴으로서 약 6억9천만톤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

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하지만 핵폭발만으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발생한 재정비용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며, 여기

에 부상병의 평생 의료비용으로 6천억 달러가 더해

진 상태다. 이 수치에 영국의 보건 및 방위산업 탄소

집약도를 적용하면, 탄소배출량을 대략 계산할 수 있

다. 이 계산 방식을 따르면, 이라크에서 진행된 미군

의 군사작전은 최소 1억 6천만톤에서 최대 5억톤의

CO2e를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군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배출된 8천만 톤의 CO2e를 추가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배출량에 몇 퍼센트를 추가해 연합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하고, 저항세력의 활동으로 발

생한 1%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하면, 총 2억 5

천만톤에서 6억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영국의 모든 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2-3회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다. 더욱이

이 수치는 폭발을 통해 직접 배출된 온실가스는 제외

한 양이다.

전쟁과 탄소배출을 연결 짓는 것은 거북할 뿐더러

방법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전쟁이 인간과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복잡해진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 평화 유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막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과 가정에서 제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인다 하더라도 전쟁이 발생하

게 되면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

이라크 전쟁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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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어디일까? 최근

영국의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메이플크로포트

(Maplecroft)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했던 각

종 자연재해 피해에 기초해 경제적 손실지표(The

Natural Disasters Economic Losses Index: NDELI)

를 적용한 결과 카리브해의 아이티와 아프리카 모잠

비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티는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80억 달러(GDP

의 70%)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던 올 1월 지진의 영

향이 컸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설사 지진이 없었더라

도 아이티는 허리케인의 위협으로 최상위에 가까운

(12위) 자연재해 위험도를 가진 국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모잠비크는 지난 10여

년간 홍수와 가뭄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대홍수로 800명

이상이 희생되었으며 경제적 손실은 4억 달러에 달했

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로 모잠비크의 해안지역의

41%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

다.

피해액만으로 따진다면 미국이나 중국 등 선진국이

나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손실액수가 더 많다. 하지

만 이를 GDP와 대비해 볼 경우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높은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1997년-1998

년의 엘니뇨로 미국은 19억 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

는데 이 피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

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같은 재해로 29억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신간보고서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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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GDP의 15%가량을 차

지하는 수준이었다.

이탈리아는 지진과 2003년의 폭염 등에 힘입어 19

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45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30위, 중국은 2008년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와 함께 1,230억 달러의 피해

를 입혔던 쓰촨지역의 지진으로 26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일본은 23위, 스페인은 37위, 프랑스는 48위

를 기록함으로서 선진국 역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아이티와 모

잠비크. 그러나 선진국 역시 자연재해로 부

터 안전하지 않아

ⓒ Maplecrof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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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는 지금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

는 중이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많지

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잠재력

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과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이 공동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생물

의 종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환경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크롤어업으로부터 바다생물들

을 지켜내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상풍력발

전단지는 지역의 생태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크롤어업은 물고기 종류와 크기(연

령)를 가리지 않고 싹쓸이한다는 문제가 있다. 매년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쓸데없이 죽임을

당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단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롤어업 제한은 어

종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풍력

터빈의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석은 인공

암초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생물들의 쉼

터 구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소음과 전자장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IUCN의 과학분야 책임자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

자인 댄 윌헴슨(Dan Wilhelmsson)은 “화석연료를

멀리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이 명

백해졌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그린 또는 블루 에

너지’라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그것은 현재의 해양 환경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하

는 전력의 12~16%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승민 객원연구위원

해상풍력발전, 

해양생물 종다양성에 긍정적 영향

나라 바깥
소식

Policy Communication Alternative

5Climate Change Action Institute



최
근 독일연방환경부는 2050년까지 전력을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풍력,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가능에너지가 15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해 전

력공급의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 덕분에, 태양광발전분야

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풍력발전 용량은 미국 다음

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이

다. 독일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지난 10년 동안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

출했다. 

독일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만일 독일연방환경

부의 발표대로 2050년까지 전력의 100%가 재생가

능에너지로 대체된다면 이 목표의 달성은 무난할 것

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

독일,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나라 바깥
소식

'기후변화 최전방' 제주는 '이미 전쟁 중' (2010/07/12) 원문보기

환경부,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7월 확정 (2010/07/12) 원문보기

“법원, 은행도 꼼짝마~" 서초구, 공공장소 실내온도 모니터링 실시 (2010/07/12) 원문보기

나라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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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208193515978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29847.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007111200096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