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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 피해에 낙담한 호주의 과수 재배 농민 / 사진=뱃로 AFP

최근 최악의 산불이 덮친 호주에서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저명 기후학자의 경고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오늘(15일) 전했습니다.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지구시스템과학센터 소장은 로이터에 "호주가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덥고,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
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 소장은 "그렇게 되면 불행히도 우리는 호주 사람들이 세계의 기후 난민 대열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후 난민 또는 환경 이민자는 기후 변화 또는 극도의 기상 악화로 자신이 살던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산불이 몇 달씩 계속되고 있는 호주에선 주민 10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불가리아 면적만큼의 숲과 농지가 불탄 가운데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하고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산불은 토네이도 모양의 불길처럼 자체적인 기상 패턴을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만 소장은 "산불로 인한 시드니의 잿빛 하늘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 연구자들도 과학 논문 57개를 검토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이 일어나기 쉽다는 뚜렷한 상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날씨란 높은 기온, 낮은 습도, 적은 강우량, 강한 바람이 일부 결합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로이터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그가 이끄는 보수 성향 정부에 대해 기후 변화의 영향력을 경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번 산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호주 석탄산업 등을 옹호하면서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적어도 26% 감축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만 소장은 "그러한 목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전환함으로써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소장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환경 보존은 동시에

가능하다"며 "이러한 것들은 호주인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호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석탄 부호'를 위해서가 아닌 호주인들을 위해 행동하려는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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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실명인증글쓰기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 업적으로 작년 '타일러상'을 받은 만 소장은 현재 호주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며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댓글등록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
https://www.yyg.go.kr/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write



	紐⑹감
	자유게시판
	"호주, 산불 때문에 '기후 난민' 국가될 수도"(MBN뉴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