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

세계 지배자들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
올해도 세계는 맹렬한 폭염과 무시무시한 산불, 어마어마한
홍수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발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PCC) 6차 보고서는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극심한
폭염·가뭄·홍수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적색 경보가 켜지자 각국 권력자들이
실질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세계 지도자들이 영국 글래스고에
서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정상회의 (COP26)
가 열린다.
하지만 COP26이 위기를 해결하리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각국 정부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net-

P26)에 부쳐:

기후 위기 대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용량
을 늘려 왔을 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추진해 왔다. 그러면
서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는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처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COP26을 앞두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하겠다
고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SK 등 한
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과도 논의해 확정
하겠다고 한다!
이런 점들은 자본주의의 권력자들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윤 경쟁을 우선하는 관점
으로는 자본주의에 뿌리박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을 전면

zero, 흡수량으로 배출량을 상쇄한다는 뜻)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늦는 데다가, 실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겠다는 계획도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그
러나 최근 UN은 현재 각국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고작 1퍼센트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있다지만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기후 위기 해결이 아니라 신산업에서 주도권과 경쟁력을 갖
추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워싱’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은 최근 유엔 총회에 참
석해 2023년에 열릴 제 28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8) 유
치 의지를 밝혔다.

※전

전환하는 일에 착수할 수 없다.
화석연료 사용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규제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몽땅 폐쇄하고, 화석연료 사용 설비
를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시스템
을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11월에 열릴 COP26 회담을 앞두고 최근 9월 24일 국제 기
후행동이 벌어졌고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영국과 세계 곳
곳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할 희망은 강대국 정상들의 회의장 안이
아니라 그 바깥의 대중 투쟁에 있다.
이런 행동으로 지배자들이 기후 재앙을 막겠다며 제안한 것
들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조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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