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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그린 뉴딜: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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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제안 발언 

1. 그린 뉴딜 논의의 전개 

2020년 5월 12일 국무회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
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합동 보고 지시   

2020년 5월 20일 4개 부처 사업 합동 서면 보고 후: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
딜 포함 결정,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 시
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 

2020년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
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
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출처: 유종일, 2019, 
“전환적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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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5.12 지시 후 그린 뉴딜 논의들 봇물 

1. 그린 뉴딜 논의의 전개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6870.html&psig=AOvVaw37ax8LzSWab65HaEwUJy-n&ust=1591527312548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Mi85rWD7ekCFQAAAAAdAAAAABBr


4 

 코로나 이전에도 그린 뉴딜 논의 존재 

1. 그린 뉴딜 논의의 전개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igt.or.kr/index.php?mid%3Dnews%26document_srl%3D67269&psig=AOvVaw37ax8LzSWab65HaEwUJy-n&ust=1591527312548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Mi85rWD7ekCFQAAAAAdAAAAABBN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www.citizenmedia.or.kr/news/articleView.html?idxno%3D20349&psig=AOvVaw37ax8LzSWab65HaEwUJy-n&ust=1591527312548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Mi85rWD7ekCFQAAAAAdAAAAAB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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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4.15 총선 그린 뉴딜 공약 

출처: 녹색당, 이유진, 2020, “한국사회 그린 뉴딜과 정부〮국회의 역할” 재
인용 

1. 그린 뉴딜 논의의 전개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www.gwminjoo.kr/portal/F20000/F20200/boardView?board_key%3D434%26page%3D1%26cate_id%3D13&psig=AOvVaw37ax8LzSWab65HaEwUJy-n&ust=1591527312548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Mi85rWD7ekCFQAAAAAdAAAAABAu


 6월 1일 발표한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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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 뉴딜 논의의 전개 



 현재까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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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한 그린 뉴딜 추
진 

국회의 그린 뉴딜 법제
화 

설문조사: 그린피스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020년 4월 24일~28일 사이 19세 이
상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 K-그린 뉴딜에 대한 국내외 반응 



 현재까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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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그린 뉴딜에 대한 국내외 반응 



 K-그린 뉴딜에 대한 해외언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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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그린 뉴딜에 대한 국내외 반응 



 그린 뉴딜 관련 비판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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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그린 뉴딜에 대한 국내외 반응 



 쟁점 하나, 그린 뉴딜의 목표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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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풀어야 할 쟁점들 

그린 뉴딜이란?  
- 녹색경기부양책?:친환경산업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신성장동력화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 

- 1930년대 뉴딜이 “새로운 경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으로 정당한 대
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이룬 사회 개혁이었다면, 

- 그린 뉴딜은 환경을 고려하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약으로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 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그린 뉴딜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는?  
-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 일자리 창출 + 

불평등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EU는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미국도 기후
위기 대응과 모든 불평등의 해소를 목표로 함 

- 기후위기 대응의 정도 선언? 2050년 넷 제로? 2030년 목표는? 탈석
탄? 

- 그린 뉴딜의 목표 대상 기간은?: 목표 시기별 로드맵 제시 필요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BAU 대비 -37%)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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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비  

-22.3% 

  출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이해하기 

<실제 배
출> 

3. 풀어야 할 쟁점들 



 한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폐쇄 일정  

13 출처: 한겨레신문, 2020-04-07, “그린 뉴딜-탈원전 백지화 상반된 목소리  

5. 풀어야 할 쟁점들 



 한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폐쇄 일정  

14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수정된 폐쇄 일정 

5. 풀어야 할 쟁점들 



출처: 기후솔루션, 2020, “생명을 앗
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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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어야 할 쟁점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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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어야 할 쟁점들 



 쟁점 둘, 그린 뉴딜의 대상 범위: 무엇을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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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풀어야 할 쟁점들 

그린 뉴딜의 대상 영역은? 

-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린 뉴딜의 핵심 

- 다른 영역은 어디까지 얼마나 담을 것인가?: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농식품정책, 기후위기 이외 다른 영
역 환경질 제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탄력성, 
물 관리? 

- Positive list만? Negative list를 제시할 필요는?: 탈석탄 
선언 또는 탈석탄 금융 선언 포함 여부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린 뉴딜로 축소되거나 소멸될 회색 일자리, 지역,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과 재훈련 기회의 제공으로 고용의 연착륙 유도 필요, 
이를 위한 재원이나 지원 방식 포함 여부 



 쟁점 셋, 그린 뉴딜 수립 과정과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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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어야 할 쟁점들 

그린 뉴딜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 그린 뉴딜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재정투자정책이지
만 정부 단독으로 수립? 

- 지방정부와 시민,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견 수
렴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필요 

- 뉴딜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사업 위주이나 시민 또는 지역
주민 참여로 정부 투자와 국민 투자 병행 방식에 대한 모
색 필요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은 어
떻게?  

-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지방정부는 무엇을 어
떻게 할 수 있을까? 

- 그린 뉴딜의 지역별 영향은? 

- 6월 5일 전국 228개 중 225개 기초지자체들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참여율 99.1%) 



 225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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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어야 할 쟁점들 



 쟁점 넷,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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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어야 할 쟁점들 

그린 뉴딜이 새로운 사회 협약이라면 새로운 법과 
제도 필요 

- 법률 제정 필요?: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이나 에너지전환
(기본)법이 아닌 그린뉴딜기본법 또는 그린뉴딜특별법이 
적절? 

- 다양한 국가계획 목표의 상향 필요?: 목표 달성 부진 원
인에 대한 분석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 작
업 필요 

- 부처 통합형 복합민원처리방식(One-Stop Shop) 도입? 

- 사업자 투자위험 저감 필요: 중앙정부 주도 계획입지의 
신속한 추진 

- 그린 뉴딜이 향후 2,3년의 단기를 넘어 10년 이상 기획이
라면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력요금, 에너지세제개편까지 
포함? 

-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일단 기후위기대응의 전 부처에
서, 전 정책에서 주류화되어야 함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THANK YOU! 



탈원전 로드맵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방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2017~2031년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 계획 원전 6기 철회 및 수명 만료 11기 폐기시점 명시 
• 신규 석탄 9기 중 2기 LNG로 연료 전환 

• 2017년 15.1GW → 2030년 63.8GW  
• 태양광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 지자체와 시민참여에 기초 

• 2018~2040년 장기 국가에너지 전환 계획 
•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분과 
• 2040년 재생E 발전 비중 30~35%, 에너지 소비 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목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