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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경제위기, 기후위기

- [다중 위기] 코로나 19 〈 경제위기 〈 기후위기

- (경제위기) 코로나 19가 심화 시킨 불평등 →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 → 공공투자와 사회안전망 →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삶 보장 → 녹색
산업 생태계조성과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 (연속 재난) 지진 + 폭염, 한파, 슈퍼태풍, 폭설, 강
풍과 같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은 ‘비대면’ 으
로 대처 어려움 → 인프라 + 제도 + 지역사회 + 디
지털 결합 → 주거, 교통, 문화, 생태환경 등 모두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기후위기 (적응)하는 사회안전망과 회복력

- 넷 제로 사회를 위한 (감축)과 (전환)



2019년 국제사회 그린 뉴딜 등장 배경 - 1.5°C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은 1도 상승, 
이대로 배출량이 증가하면 2040년경 1.5°C 
(출처 : IPCC 1.5도 특별보고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2050년 넷 제로

(출처 : IPCC 1.5도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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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그린 뉴딜과 EU 그린 딜

미국 그린 뉴딜 EU 그린 딜

개념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2050년 전에 넷 제로 달성

2050년 넷 제로 달성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

주요 목표 1)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정의로운전환을
통한탄소중립온실가스배출달성
2)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창출과번영, 경제적안
정 보장
3) 21세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4)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가능한 환경
5) 사회적약자들에대한억압을멈추고정의와형평성
증진

1) 환경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며 천연 자원을 보호 보존
2)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도록 유
인
3)모든전환은정의롭고포용적이어야함 - 사람이 먼
저로 지역, 산업, 노동자 등 도전에 직면할 이들을 먼
저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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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린 뉴딜과 EU 그린 딜

미국 그린 뉴딜 EU 그린 딜

주요 정책 세계대전을 치르는 태세로 10년간 자원 동원 전략
✓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 구축
✓ 인프라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 건축물 에너지효율 업그레이드
✓ 청정제조업의 가속화 지속가능한 농업
✓ 수송시스템 개혁
✓ 기후변화 장기적 건강 위험 완화
✓ 조림, 보전, 자연복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와 오염 제거
✓ 생태계 보호와 복원
✓ 유해폐기물 등으로 오염지역 정화
✓ 다른 오염원 확인 및 제거 국제협력

✓ 2030, 2050 기후 목표 상향 조정
✓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변화
✓ 에너지 절약 , 자원 고효율적 건축
✓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 생태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 보존 및 회복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배출 제로화

재원조달 10년 동안 1.7조 달러(2,041조 7,000억 원) 10년간 1조 유로(1,354조) 이상 투자
(개별회원국 독자예산 제외)

주요 함의 민주당 바이든 당선 시 그린 뉴딜, 
예산 확보기술 해법 등 논란, 선라이즈운동

탄소국경세, 유럽 기후 정책 세계 표준화, 
폴란드 등 유럽내 저항

출처: H.Res.109(하원 결의안 109). 2019.2.7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EUROPEAN COMMISSION, 20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



EU 그린 딜 추진 일정

2020.4.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2020 여름 2030 탄소배출량 50∼55% 감축 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지침, 에너지 효율성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 과세 지침 등 각종 입법 개정안 제출

2020.6.

2021 특정 산업분야 탄소국경세 조정 제도 입법안 제출

2020/202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EU 전략 수립

2019.12.11 유럽 그린딜(EGD) 발표 • 1.14 EGD 투자계획, 공정 전환 메커니즘 발표

• 3.4 유럽기후법 제안, 유럽기후협약 발표

• 3.10 유럽신산업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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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배출량 절반
2050 온실가스 넷 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탈탄소 경제사회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그린 뉴딜 – 우산 정책

노동 환경 안전과 정의로운 전환 → 불평등 해소와 포용 강조

공공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 EU 예산 25% 기후위기 대응 사용

탄소국경세, 농장에서 식탁까지 → 탄소 장벽, 온실가스 국제 무역 연계

에너지, 건물, 교통, 순환경제, 폐기물, 농업, 생물다양성 전 영역의 전환



8

불평등 타파

사회안전망

탈 탄소 경제전환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감축/적응

그린 뉴딜 개념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넷 제로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
대규모 공공 자금 투입 경제 사회 제도 대개혁 녹색일자리 창출

루즈벨트 그린 뉴딜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
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 강화. 사회
회보장법은 고용보험과 연금 사회안전망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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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그린 뉴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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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시대와 그린 뉴딜 : 김성환 의원(2020년 1월 15일)

출처: 김성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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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시대와 그린 뉴딜 : 김성환 의원(2020년 1월 15일)

출처: 김성환 의원실



12

한국 그린 뉴딜(6월1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 나
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
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6월1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
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
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
해 나가겠다”(6월1일)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4개 부처 지시(5.12)

"코로나 위기에서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
고 있다"며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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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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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입법 동향과 시민사회 입장

그린뉴딜 기본법 추진(5.14)

기후위기비상행동 논평(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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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 지표

내 용 순위 링크

OECD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

2018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2018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

2017 OECD 최종에너지 소비 5

2017 OECD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8

2018 세계 에너지소비 6

2018 재생에너지 비중 OECD(35개국) 35

2018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 34

2018 세계 석탄수입국 4

세계 석탄화력 해외 투자국 3

2018 세계 원유수입국 4

2019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61위 중 58

2018 세계 기후위기 위험 지수(GCRI) 81

2019 저 탄소 경제 지수(LCEI) G20 중 14

2019 에너지 전환 지수(ETI) 선진 32개국 31

2019 에너지건전성 지수(ETI) 선진국최하위권인 37

2020 에너지 안보지수(ESI) 선진 32개국 28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1225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9/757523/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open&p=/web_keei/infographics.nsf/0/AF601FE7948DE7194925842A0031469B&s=?OpenDocument&menucode=DD18&category=%EC%97%90%EB%84%88%EC%A7%80+%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open&p=/web_keei/infographics.nsf/0/AF601FE7948DE7194925842A0031469B&s=?OpenDocument&menucode=DD18&category=%EC%97%90%EB%84%88%EC%A7%80+%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
https://yearbook.enerdata.net/total-energy/world-consumption-statistics.html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1225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https://yearbook.enerdata.co.kr/coal-lignite/balance-trade-data.html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1083/presslease-stop-overseas-coal-asean-busan/
https://yearbook.enerdata.co.kr/crude-oil/crude-oil-balance-trade-data.html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42&page=27
https://www.pwc.co.uk/services/sustainability-climate-change/insights/low-carbon-economy-index.html
https://www.etrans.or.kr/news/06.php?admin_mode=read&no=2051&make=&search=&page=1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42&page=2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16053Y
https://www.mdpi.com/1996-1073/13/10/25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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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5억 3천 6백 만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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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 모든 부처 그린 뉴딜 주류화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 탈탄소 대전환, 재원
• 교육부 →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 과기부 → 넷 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 RnD
• 외교부 → 해외 그린 뉴딜 정책, 기후외교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부문 기후위기 대

응과 에너지전환
• 산업통상자원부 → 좌초 산업, 수요관리 재생

에너지확대 제도 개선, 미국 유럽 그린 뉴딜에
따른 산업 영향 대책 수립, 산업부문 전환

• 보건복지부 → 기후위기 적응, 취약계층 보호
• 환경부 → 2050년 넷제로, 폐기물
• 여성가족부 → 그린 뉴딜을 통한 성평등 사회
• 고용노동부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정책에

따른 고용충격과 녹색일자리 전환
• 국토교통부 → 좌초 인프라 점검, 건물·교통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기후위기 대응
• 중소벤처기업부 → 탈탄소 정책에 따른 중소

기업 고용충격 조사와 대책마련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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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좌초 인프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실행계획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 공공건물. 학교. 노유자시설 그린 리모델링 (평가 모니터링, 검증)

Insulation

Materials
Three-pane

windows 
Air tight

construction 

heat recovery

ventilator PV
Monitoring

System

사진과 자료 출처: 이명주



20

산업통상자원부 - 좌초산업

2020년 스웨덴(2022년 예정 2년 앞당김), 오스트리아 탈석탄 완료
유럽연합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10년간 1천억 유로(135조)
체코 탄광지역 노동자 직업훈련 교육, 폴란드 탄광 도시를 문화 도시로 바꾸기 위한 노력

좌초산업이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경쟁력을 잃는 산업

출처: 감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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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효율

출처 : 에스코 산업 현황 http://esco.or.kr/escoguide/currentstate

'13년 3,166억원을고점으로 `16년 1,524억, 
`19년 477억원규모로지속적으로시장위축, 

http://esco.or.kr/escoguide/currentstate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트로이엔브리첸시에 있는 펠트하임 마을 전경.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82131005#csidxfe62d1a0e447f1d97a998c610cb3772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가능에너지 100



출처 : Sasan Mokhtari, Ph.D. President & CEO Open Access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ISGT 2016, Minneapolis, MN September 06–09, 2016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 발전 방향



스마트 에너지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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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지구 주민 참여형
‘플러스에너지 타운’
△주민 참여형 수요반응(DR) 
도입 △태양광 공동 발전소 구
축 △실시간 에너지 통합 플랫
폼 구축

총 40억원 사업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신산
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
축 사업은 서초구와 한국 동서
발전, 시너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총 40억원 사업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신산
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체험단
지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3000세대

선택형요금제기반 수요관리, 
태양광공유공동체, 공동체 공
유 ESS, 분산자원 가상집합발
전소 등

2019.10 ∼ 2023.09 (4년)
135억
에너지기술평가원



•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BCA: border carbon 
adjustment)’에 관한 사전 실무작업

• EU는 역내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준비, 탄소국
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국경
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

• 7월 1일 기후변화센터는 ERCST와 함께 탄소국경조
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시행

• 유럽 그린딜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탄소누출을 우려해 시멘트 등 선
별된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만
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소비량
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분야 영향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국경세와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확대 개편된 금융안
정위원회(FSB)에서 만든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태스
크포스(TCFD, Task Force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17년 7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발표. 기
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체
계를 재무보고서에 공개

[지속가능·기후금융시대 | ③당장 기후변화 대비해야] 기후재난은 미래세대
아닌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
한국도 국제적 규제 요구에 적극 참여 … 국민연금,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계획
세워야 내일 신문 2019-08-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유럽 그린 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
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0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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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산업 경제 구조 혁신

✓ 그린은 어디에?

✓ 산업 경제 구조 혁신에 탈탄소 산업 경제
제도 혁신 방안 반영해야

✓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반영
되어 있지만 그린 뉴딜관련 제도 개선 과제
는 정리도 안되어 있는 상황

✓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기획재정부 - [참고] EU 그린 딜 달성 수단

● GHG 목표인 40% 감소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260Bil./year로 추산(352조원) (2018년
GDP의 1.5%), 공공과 민간 자본을 모두 동원

● 25%의 예산을 모든 EU 프로그램에서 기후 프로그램으로 사용

● Invest EU펀드의 30%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쓰일 것

● EC는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및 국가은행과 기관과 함께 기후분야 파
이낸싱 협력, EIB는 기후분야 투자 목표를 25% -> 50%로 상향 조정

● EC는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 Mechanism)을 제안하며 공정전환 펀드를 조성

● 민간 투자 활성화는 녹색 전환의 핵심 - EC는 2020 후반 지속가능한 파이낸스 전략 발표 예
정

1) 녹색 투자에 관한 분류체계 마련 2) EU 녹색 채권에 대한 표준 마련

2) 녹색예산과 적정 가격 신호

● 국가 예산은 녹색전환의 핵심

● 세제 개혁(tax reforms)은 경제성장, 기후회복력 향상, 공정한 사회에 기여

● 각 회원국의 전환을 도움 주기 위해서 EG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 중

출처. 최형식 2020.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EGD)계획의 시사점

1) 그린 파이낸싱과 투자, 공정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현황조사 시급

염해피해, 이상기후, 병충해 등 기후위기로 인
해 피해가 가시화

2차 기기본에 농어촌 분야 기후대응 정책이 적
정한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농어업과 농민 어민에게 미
칠 영향 분석)

❍ 기후위기 현황 연구에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투
입되었는가? (인프라 연구)

❍ 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체계는 기후위기를 다
루기에 적합한 체계인가?

❍ 농업 농촌 전반의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
필요(기후위기 연계)

에너지

효율

농민 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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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오바마 정부 그린 뉴딜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재임 기간 2009.01 ~ 2017.01(8년) 2008.02 ~ 2013.02(5년)

관련법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입법 실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지원단 구성

주요 내용

 에너지 투자세액공제, 

재생에너지전력생산세액공제

 연비규제, 내후화 사업

 4대강 사업

 그린카 청정에너지보급

실행방식

 예산 투입, 규제와 세액공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육성

 예산 투입과 제도개선,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 예산 약 50조 중 ‘4대강 정비’

에 32조 투입

 정부 직접 예산집행 또는 보조금 중심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 감소

 전력 믹스에서 석탄발전 2008년

48%에서 2016년 30%로 감소.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약속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석탄 추가

 전기요금 인하

 온실가스 총배출량(백만톤CO2eq.): ('90) 

292.9 →('00) 501.4 →('16) 694.1

오바마 정부 그린뉴딜과 MB 녹색성장 비교

이유진, 2019. 12. 31.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국토연구원



30

국가기후환경회의 – 전기요금 합리화,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등의 국가전원믹스 개선’과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 포함

국가기후환경회의, 2020,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정책과제



사람에 쓰여야 한다

서울시 기후위기대응 시민 활동가

서울시 권역별 기후위기 활동가 양성교육
(10회차 20시간 가량)을 진행하고 실천행동
(캠페인) 도출을 위한 공론장 운영, 실천행동
(캠페인) 진행의 세단계로 진행. 

충청남도 우리마을 기후변화취약지역 조사
(일자리 1200)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 별 기후변화 취약
지역 조사를 통해 적응대책 발굴 지원,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연구사업)  표준 조사표 개발, 자료 DB화, 
지역별 적응정책
(조사사업) 마을별 조사 300개 마을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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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의로운 그린 뉴딜을 위한 7대 핵심과제 제안

1. 지구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제시한 IPCC 
권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대중교통, 친
환경 농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

3. 재난구호체제 및 공공의료체제 강화

4.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규제 강화 및 전환

5.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기여를 보장하는 민주
적 전환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우선 구제

7. 신규 석탄발전소와 신규 공항 건설 중단 및 고용
유지와 기후보호 조건을 전제로 두산중공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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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제언

●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원칙 반영 → 경제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반영해야

● 그린 뉴딜 개념, 그린 뉴딜을 통한 목표 제시 필요 → 7월 종합 계획 (열린 정책) 

● 예산 규모의 적절성 : 2020-2022년 12.9조 투입
(한국 연간 6조 / EU 그린 딜 135조+국가 개별 예산)
그린 뉴딜 추경 1조 4천억원 〈 두산중공업 채권단 총 지원금액 3조6000억원

● 정책 내용의 적절성 : 농업, 폐기물, 공원 녹지, 생물다양성 등 포괄적인 접근 필요

●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구축 (제도개선 과제 반영) 
(에너지)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한전개혁, 전력산업 시장 선진화 [효율+재생E]
(수송) 내연기관 퇴출 시점,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전기· 수소차
(건물, 주택)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 등급의무화, 리모델링 활성화

●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탈석탄과 전기차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과 경제영향, 지역사회(충남, 경남, 울산 등)에 대책 → 정의로운 전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법과 제도

목표 주요 내용

2030, 2050 기후 목표

• 녹색성장기본법,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 ~ 2040, 제3차 국가적응대책(‘21∼‘25) 수립 예정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2018.7)

에너지

• 3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 3020,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정합성 확보 및 친환경 전원믹스(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강화 필요

산업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 (산업) 탈동조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신기술 보급 필요

건축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건물)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확산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교통
•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 (수송)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교통관리 체계 구축 필요

농업
• 제 2차 농업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 수립예정

• 농촌진흥청 2,811억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2020-2027)

생태서비스 보전 •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전기반 강화

독성 없는 환경 •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자원순환 대전환 로드맵

(감축정책)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시적 효과는 미흡

(계획위상)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족

(이행점검)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효과 간 격차 발생

관계부처합동, 201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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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기본법과 특별법

그린 뉴딜 기본법
(기후위기대응법, 탄소중립법) 

그린 뉴딜 특별법

• [평가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한국의 기후위
기 관련 법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소관부처 국무
조정실이고,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한국사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우산정책

•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
책수단 방식이기 때문에 법안의명칭으로 하기 어려
움. 기후위기 대응법 또는 탄소중립법과 같은 기후위
기대응 법으로 가야 함

• 녹색성장기본법과 충돌 불가피 – 녹색성장기본법 명
칭부터 내용 대폭 수정. 그린 뉴딜의 가치와 철학(시
대정신)을 담아 저탄소→탈탄소(넷제로 목표), 성장
→평등

• 2020년 한국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감축 목표 제시
해야 함

• 2022년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실행가능 하도록 2050
년 넷제로를 위한 정부조직구조 개편(기후에너지부), 
독립적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신설, 탄소예산, 탄소
영향평가제 등 반영

•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동원법
•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그린 뉴딜’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
• 급격한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산업과 일자리 확대
• 상임위, 실행주체(부처), 점검체계
• 영국은 강력한 기후변화법이 있는 가운데, 영국 녹색

당 캐롤라인 루카스의원이 노동당 클리브 루위스 의
원의 서명을 받아 2019년 3월 29일 탈탄소화 및 경
제전략법안(Decarbonisation and Economic 
Strategy Bill: 일명 그린 뉴딜법) 제출. 

• 그린 뉴딜위원회에서 그린 뉴딜 전략 수립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 다양성(성별, 나이, 직업,  거
주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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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그린 뉴딜 특별법안(2020년 5월 28일)

구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안

법의 성격 특별법 (10년 한시운영)

목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문제

해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탈탄소사회를 이루는 것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탄소흡수원 산림탄소흡수량 중심

사업 주도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 공공부문 주도

재정 계획

정부의 재정마련 의무 명시. 국가재정운영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의무. 전체 소요 재정의 15% 이상 정의로운 전환 계획에 사용

(추후 탄소세·에너지세제 개편)

위원장 대통령

민간위원
민간위원 1/3 이상. 노동단체, 농어업 생산자 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환 대책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그린뉴딜 특구 지정

출처: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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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논의 전개 방향

2020 6월 국회
그린 뉴딜 입법개시

2020 7월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 11월 미국 대선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발굴 이행방안 마련

2021
국회 그린뉴딜
입법작업 지속

2022 3월
20대 대통령 선거

2020.12 2030 NDC 
2050 장기저탄소발전계획 제출

2021. 11 
COP26

여수 COP 유치

코로나 19 

2021
대선 후보 기후·
그린 뉴딜 공약

2021(상반기) 
P4G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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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 2050년 넷제로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
환을 한국 사회 방향으로 설정 (기존 정
책 관성과 화석에너지 이해당사자 이해
설득) 

• 유럽 그린딜과 그린 뉴딜, 코로나19 충격
이 미칠 영향 분석과 대안 마련

• 국가기후환경회의 (전기요금 개편, 전원
믹스, 탈석탄 시점, 탈내연기관 시점, 수
송에너지세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에 따
른 제도 개편 2021년

• 예산, 조세, 금융 방안 마련, 정의로운 전
환 위원회 구성

• 그린 뉴딜 정책 주류화(측정, 평가, 분석)

• 광역과 기초지자체 그린 뉴딜 정책 지원

• (2020~2023년) 21대 국회가 그린 뉴
딜 제도화

•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을
검토해 <그린 뉴딜>을 잘 실행할 수 있
는 법제화 작업. 녹색성장기본법을 기
후위기대응기본법(그린 뉴딜 기본법)으
로 전환하는 법제화 필요. 특별법에 대
해서도 공동 논의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장 마련

• 탈탄소 인프라 구축, 에너지, 건물, 교
통, 농업, 폐기물, 생태계, 건강, 안전, 
금융, 재정운영 방향 등 각 분야별 탈탄
소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

[국회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