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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저장 기술의 탄소누출 딜레마

기후변화와 장거리 이동 생물종들의 운명

2012년 이후 CDM 사업의 전망

기후변화 회의론, 과학적 전문성 떨어져

검은 재앙에도 원유시추는 계속돼

뉴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나라 안 소식

신간보고서 맛보기

나라 바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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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유, 가스, 석탄을 태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

탄소를 붙잡아 저장함으로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

는 꿈은 탄소누출 가능성 탓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과학저널 Nature Geoscience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땅 속이나 해저에

가두는 것에는 핵폐기물 처분장처럼 심각한 위험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는 탄소포집저장

(CCS)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탄소포집저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탄소를 격리함으로서는 지구온난화 속

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소포집저장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온실가

스 감축협상을 미루고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격리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

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

인 온실가스 감축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논문 저자인 ‘덴마크 지구시스템과학센터(Danish

Centre for Earth System Science)’의 게리 셰퍼 교수는, 이

산화탄소를 해양에 저장하는 방식은 바닷물의 산성화를

초래해 바다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교란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탄소포집저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수만 년 동안 미

래세대의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는 1,000년

동안 탄소가 누출될 확률이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함

을 뜻한다. 핵폐기물 저장과 마찬가지로 지진과 같은 지질

학적인 변동에 의해 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탄소포집저장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셰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격리의 위험은

실제 존재하며, 탄소포집저장이 화석연료 사용을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환상을 키워

왔다. 2008년 G8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20개의 대규모

탄소포집저장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었다. 지

난 2년간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들에 투자된 금액은 260

억 달러로 추산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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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보고서
맛보기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탄소누출 딜레마

격리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

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매우 위

험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온

실가스 감축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

핵폐기물 저장과 마찬가지로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인 변동

에 의해 탄소가 누출될 가능성

이 존재하는 한, 탄소포집저장

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 사실

http://www.nature.com/ngeo/journal/v3/n7/full/ngeo896.html


기
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이 늦춰질 경우 철새처럼

계절에 따라 장거리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생물종들은 재앙에 직

면할 것이라는 예비 연구결과가

나왔다.

런던동물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의 연구진

들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

성화, 해류의 변화, 기상이변 등이 장거리 이동 생물종들

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거리를 이

동해야 하는 생물들에게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조

건의 미세한 변화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붉은 바다거북 은 해수면 상승으로 둥지를 틀만

한 해변이 사라지고 있으며,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컷 개

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심각한 멸종위기 에 직면해있다.

녹색 바다거북과 흰긴수염고래, 서아프리카 바다소 등도

기후변화로 멸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진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 그대로”(Business

As Usual)“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거리 이동 생물종 가운

데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얼마

나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장거리 이동 생물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한 이 보고서는 생

물다양성 보호와 기후변화 완화

를 위해 국경을 뛰어넘은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성 생물종들은 산란과 먹이 취득,

휴식 등을 위해 매우 다양한 서식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이동성 야생동물 종

의 보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기후변화로부터 이동성 동물을 보

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활용될 예정

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

관련 기사 보기: 기후변화로 새들도 지구를 떠나나?

기후변화와 장거리 이동 생물종들의 운명

신간보고서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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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5월 인도의 CDM(청정개발체제) 컨설팅 회사

EVI(Emergent Ventures India)가 63인의 CDM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

토의정서가 완료되는 2012년 이후 보다 구속력 있는 온

실가스감축방안이 적용될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60%는 미국, 일본, 호주에서 탄소배출권 거

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크레딧인 CER은 주

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구매자들의 대부분

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고 있는 유럽의 경제 강국들이다.

지난해 겨울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부진과 2012년 이후

CDM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0% 이상

은 CER 가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코펜하겐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탄소시장은 최

근 탄소가격의 상승으로 점차 활력을 찾고 있다. 유럽기

후거래소에서 2008년 7월 1톤당 24유로까지 뛰어올랐던

CER 가격은 2009년 초 7.35유로로 급락했으나 지난해부

터 12-13유로로 안정화된 상태이다.

이번 조사에서 90%의 응답자들은 2013년 이후 유럽연

합의 배출권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탄소

배출권의 주요 현물거래 시장인 인도는 2012년 이후 거

래권의 선물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탄

소시장이 새롭게 형성된 만큼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내

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의 분산을 위해서는 선물거

래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화폐가치와 할인율을 고려한 탄소가격은 응

답자의 83%가 20유로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해 그다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적기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7%가 지금(2010년)이라고 답

했으며, 35%는 2012년 말이 최적기라는 견해를 보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2012년 이후 CDM 사업의 전망

쟁점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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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변화 회의론의 입장에 서있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에 비

해 전문성(expertise)과 학문적 성과(prominence)가 낮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미국 스탠포드대학 연구팀은 미국 대학에서 테뉴어

(종신교수직) 평가에 사용하는 발표 논문 수와 다른 논문

에서 인용된 회수를 적용해 과학자들의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를 확신하는 과학자들

은 회의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에 비해 논문 발표 수가 2

배가량 많았으며, 발표 논문의 인용 회수도 64% 정도 많

았다.

연구팀은 전문성과 학문성과가 가장 뛰어난 상위 100명

의 과학자들을 선정했는데, 이 중 97 명은 기후변화에 인

간의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과학자들이었다. 기후변

화 회의론의 입장에 서있는 과학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언론들이 기후변화 회의론자들

과 신봉자들의 주장을 같은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는 가운

데 양측의 학문적인 신뢰도를 처음으로 정량화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에서 전문가 신뢰도(Expert credibility in cli-

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은 미국의 저명 학술지인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

ences) 최근호에 실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승민 객원연구원

기후변화 회의론, 과학적 전문성 떨어져
나라 바깥
소식

Photo: ⓒ www.pistonhea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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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멕시코만의 이른바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현장에

서는 사고발생 두 달이 넘은 지금도 엄청난 양의 원

유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원유누출을 막을 수 있는 뚜

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금세

기 최고의 환경재앙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개월간 심해원유시추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6월 22일 뉴올리언스 주의 법

원은 대통령의 원유시추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시민들보다는 석유기업들의 손을 들어 주었

다. 

환경보다는 경제적 이득이 우선이라는 관점은 단지 뉴올

리언스 주 판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린란드의

신임총리 역시 최근 북극해에서 심해 2,000 m의 원유시

추를 허가했다. 이러한 원유시추는 사실상 2,000 m 이상

의 깊이에서 매우 민감한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지

만, 이는 허가결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향후 제 2 또는 제 3의 멕시코만

사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 및 경제구조 속에서 원유유출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석유문명에 중독

된 생산구조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으로 신

속하게 전환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나라 바깥
소식

검은 재앙에도 원유시추는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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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질랜드가 지난 7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

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에너지, 교통,

제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은 할당된 만큼의 탄소배출

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과 환경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경제적인 부

담 가중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 제도가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허점

이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환경장관 닉 스미스는 탄소배출권거래

제도가 뉴질랜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온실가

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배출총량은 1990년 대비 23% 증가함으로서 선

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향후 몇 년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뉴질랜드 온실

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분야에는 2015년부

터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예니 객원연구원

Policy Communication Alternative

Climate Change Action Institute 7

나라 바깥
소식 뉴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아파트 에너지소비 20% 줄인다 

(2010.06.29, 파이낸셜뉴스) 원문보기

"기 후 변 화 로  북 방 계  초 지 성  나 비  감 소 "

(2010.06.30, 연합뉴스) 원문보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386社 선정

(2010.07.01, 서울경제) 원문보기

2009년도 한반도 기후변화 유발물질 관측 결과

보고서 발간 (2010.07.01, 뉴스와이어) 원문보기

[A+리포트]태양광 전기 활용 어디까지 왔나 

(2010.07.03, 동아닷컴) 원문보기

나라안소식

http://news.donga.com/It/3/01/20100702/29582273/1&top=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82562&lmv=A0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117135569890.htm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6/30/0302000000AKR20100630159300017.HTML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0922027337&cDateYear=2010&cDateMonth=06&cDateDay=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