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적 뉴딜이란?

○ 새로운 국가비전

- 문재인 정부의‘혁신적 포용국가’비전 확장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갈수록 부각됨

- 경로의존성 돌파할 전환의 계기 마련



휴먼 뉴딜이란?

휴먼뉴딜
사람우선사회

경제사회정책 및
재정개혁 통한
사람중심 전환

구 분 자본중심 경제 사람중심 경제

≪ 명목GDP 대비 수출: 1963-2018 ≫

○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창의적 학습사회’추구 : 역량-고용-복지 (학습-일-여가) 통합

○ 교육, 복지, 문화여가서비스 등 사람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로 ‘사람중심 재정’실현

휴먼 뉴딜의 기본방향



디지털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의 기본방향

○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

○ 두 가지 디지털전환의동시추진

- 제조업 주도

- ICT/스타트업 주도

○ 제도혁신과 재정투자 병행



그린 뉴딜이란?

○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조합

고성장 시기부터 누적된
환경압력

저조한 성장-환경
탈동조화

에너지·수송 시스템의
경로 의존성

녹색전환 추진에 제한된
재정 여력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제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저탄소 사회 구현

녹색전환

기본 2

기본 3

기본 4

기본 1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지역 기반 강화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규제

경제성장-녹색전환 선순환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 그린 뉴딜의 기본방향



세 가지 뉴딜의 연관관계

휴먼뉴딜
사람우선사회

(People)

경제사회정책 및 재정개혁 통한
사람중심 전환

디지털뉴딜
혁신경제사회
(Prosperity)

디지털기술 생태계 확산 통한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지속가능사회

(Planet)

과거·미래 환경압력 해소 통한
녹색전환

디지털 기술 ∙ 인재활용

디지털기술접목 환경관리



재정확대 뉴딜의 필요성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 에너지생산성 ≫



경제성장 면에서 본 돌파형 경로전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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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실질성장률 (5년 가중평균)

2019 KDI - 성장회계법(중립)

2017 BOK - 생산함수법

2015 BOK - 생산함수법

2012 KDI - 생산함수법(출산율 1.42명)

2005 BOK - 생산함수법(중립)

2002 KDI - 생산함수법(중립)

≪ 시기별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실제성장률 ≫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

○ 순전히 성장의 논리로 보아도 돌파형 전환 불가피

≪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한국의 투자율: 2013≫

≪ 미국 대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추이: 1965-2017≫ 
→



돌파형 전환이 필수적인 또 하나의 이유: 초저출산 심화

≪ 시기별 출산율추정치와 실제출산율 ≫



휴먼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 1 : 창의적 학습사회



휴먼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 2 : 휴먼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사 인력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887~3,262

보건의료 영역 의료사회복지사 4,600여

교육복지 영역 학교사회복지사 9,800여

법무(보호교정) 영역 사회복지사 2.080여

군 영역 사회복지사 829

합 계 약 2만명



디지털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 1 : 공공조달을 통한 ICT 스타트업 시장 창출

소프트웨어산업및데이터산업에대한공공구매규모제고

기능중심(functional-specific) 공공구매확대



디지털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 2 : 스마트혁신 지원사업

노동배제적 스마트공장이 아닌,
노동과 조화를 이루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기술

지능정보기술의 도약을 위한 발판
투명 경영, 경영 합리화
로봇 산업 육성과 연계

노동포용적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과 스마트기술에 맞는
고용 형태와 노사 관계 형성

디지털시대 적합한 고용/노사관계

신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도 제고
스마트공장 맞춤형 인재육성/재교육

일터혁신과 스마트공장의 결합

기술친화적 고용

스마트기술과 일터혁신의 화학적 결합
스마트혁신 전문가 양성

스마트공장 관련 IT 산업 육성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 개척 및 선점

스마트혁신 지원사업



그린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 1 :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

과제 1
사업장

과제 2
건설기계

선박

과제 3
발전소

과제 4
경유차

과제 5
냉난방

과제 6
농업

미세먼지 관측, 관리 분야 인력 고도화와
인력 확대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와 연료전환

선박연료 전환(LNG선 건조)와 노후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노후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고용, 지역경제
영향 대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경유차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송트럭
친환경차 우선 보급
시민 생활권 차량(청소차, 배달전용차, 이륜
차, 마을버스, 통학차 등) 전환

열회수형환기장치 리모델링 등 그린리모델
링, 고효율 보일러 교체

암모니아 관리를 위한 축사 내부 저감 방안
마련과 바이오가스 플랜트화



그린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 2 :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전환적 뉴딜과 재정 및 제도 개혁



전환적 뉴딜과 재정건전성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44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44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44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446


전환적 뉴딜과 재정건전성

2. 전환적뉴딜에따른장기재정전망시뮬레이션

○ 모형 : 

- 국가채무비율: 𝑑𝑑𝑡𝑡 = 𝐷𝐷𝑡𝑡
𝑌𝑌𝑡𝑡

= 𝐷𝐷𝑡𝑡−1 1+𝑟𝑟 +𝑃𝑃𝑡𝑡
𝑌𝑌𝑡𝑡−1(1+𝑔𝑔)

- 이자제외 재정적자(primary deficit): 𝑃𝑃𝑡𝑡=𝑃𝑃𝑡𝑡−1(1 +𝜋𝜋)

- 가정: 𝑟𝑟 (이자율), 𝑔𝑔(성장률), 𝜋𝜋(P의 증가율), 𝑑𝑑0 = 𝐷𝐷0
𝑌𝑌0

, 𝑃𝑃0= 𝑃𝑃0
𝑌𝑌0

,𝜋𝜋 > 𝑟𝑟 모두고정

⇒ 𝑑𝑑𝑡𝑡 = (1+𝑟𝑟
1+𝑔𝑔

)𝑡𝑡 [𝑑𝑑0 + 𝑝𝑝0(1+𝜋𝜋
𝜋𝜋−𝑟𝑟

)( 1+𝜋𝜋
1+𝑟𝑟

𝑡𝑡
− 1)]

○ 분석 : 

- 𝑟𝑟, 𝑔𝑔,𝜋𝜋의 중요성 (‘악어입그래프’는 𝜋𝜋 만 주목)

- ∆𝐷𝐷0의 국가채무비율 영향은 𝑟𝑟 < 𝑔𝑔 의 경우 0에 수렴

- ∆𝑃𝑃0의 국가채무비율 영향은 𝜋𝜋 > 𝑟𝑟 의 경우 갈수록 증폭



전환적 뉴딜과 재정건전성

2. 전환적뉴딜에따른장기재정전망시뮬레이션

(1) GDP 10% 일시적지출:  𝒅𝒅𝟎𝟎 = 𝟎𝟎.𝟓𝟓,𝒑𝒑𝟎𝟎 = 𝟎𝟎.𝟎𝟎𝟎𝟎 (2) GDP 5% 일시적지출과 5% 영구적지출: 𝒅𝒅𝟎𝟎 = 𝟎𝟎.𝟒𝟒𝟓𝟓,𝒑𝒑𝟎𝟎 = 𝟎𝟎.𝟎𝟎𝟎𝟎



전환적 뉴딜의 추진체계

1. 실무적 추진체계

2. 시기적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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