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기후

기후 위기와 불평
국제 공동 행동
올해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유례가 없는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지난 8월 역대급 폭우가 내려 저지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지가 침수됐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망 사
고도 있었다. 유럽은 수백 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에너지
위기와 물가 인상이 더해져 올 겨울 수많은 사람들이 난방과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가난한 사람들과 평범한 노동계급에게 그 피해가 집중
되고 있다. 기후 재난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만큼
체제에 의해 자연 재해가 인재로 바뀌게 된다.

화석연료 기업과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이 있다
지구를 망가뜨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기
후 위기의 책임은 선진국 정부들과 지난 한 세기 동안 화석연료를 태워
거대한 부를 축적한 화석연료 기업에 있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

후정의행진

평등에 항의하는
동에 함께하자
전 설비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들도 전쟁과 에너지 위기를 이
용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
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유가 인상으로 막대
한 이익을 얻었다.

삶을 지키기 위한 대중행동이 필요하다
일부 자본가들과 권력자들도 이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처
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 위기
가 이윤에 타격을 입힐까 걱정할 때조차 이윤 창출의 논리 속에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를 낳은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전혀
도전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화석연료가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기업주와
권력자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체제를 지키는 데서 여전히 막대한 이

거대한 부를 축적한 화석연료 기업에 있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
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
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 30년간 거대 기업 100곳이 온실가스
배출량 71퍼센트에 해당하는 연료를 공급해 막대한 이윤을 거뒀다. 한
국에서도 11개 기업집단이 전체 온실가스의 64퍼센트를 배출했다.

권력자들에게 기대어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 정부와 권력자들은 기후 위기의 주범이면서 그 위기를 방
치하고,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각국 지도자들이 참여한 제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
회(COP26)는 그야말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석탄 화력 발전
을 감축한다는 합의에는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그 알량한 말잔치마
저 없었던 일인 양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약속들을 헌신짝 버
리듯 내팽개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한편, 물가 폭등을 부채질
하며 노동계급을 생계비 위기로 내몰고 있다.
‘기후 리더’를 자처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COP26이 끝난 지 불과
4일 뒤인 2021년 11월 17일, 멕시코만 일대 3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석유·천연가스 기업들에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
연가스 공급을 축소하자 석탄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확
대하려고 한다. 석탄 발전소는 줄인다지만 그보다 많은 천연가스 발

권력자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체제를 지키는 데서 여전히 막대한 이
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중 투쟁을 통해 그들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전기세 인상 등 노동계급과 빈곤층에 기후 위기 대응의 비용
과 대가를 떠넘기려는 조처에 반대해야 한다.
오늘날 폭염, 산불, 전염병 등의 기후 재난은 계급 불평등을 심화
시키며 사회 전반의 정치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 위기의 책임을 둘러
싼 제국주의적 국가간 갈등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항의하고,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9월 23일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
하는 국제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9월 24일 이 국제 행
동의 일환으로 ‘기후정의행진’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이라면 함께 행동에 동참하자!

2022년 9월 19일
함께 참가합시다!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 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일시: 9월 24일(토) 오후 3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일대

기후 위기 관련 추천 글 모음
https://youth.workerssolidarity.org/a/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