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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 

우리나라 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  

•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 명확화 

• 신산업 발굴 

• 제도 및 재원 마련  

• 추진체계 마련 

• 정책적 정합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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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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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변화 

자료: 연합뉴스 (‘20.05.20) 

사회 변화 

• 미국 뉴욕의 모습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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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변화 

자료: IMF(2020) 

경제 변화 

• IMF의 ’20. 1분기 경제성장률  미국 -4.8%, 중국 -6.8%, 독일 -1.9%, 한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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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변화 

자료: Twitter @SebastienL17, ERCAL development 

기후 위기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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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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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뉴딜이란 ? 

“ 사회·경제 위기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 (New Deal) ”  

1929년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세계 대공황 

미국인 4명 당 1명 꼴로 실업자 발생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과감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합의(New Deal)를 내세우며 대통령 당선 

1차 뉴딜 

2차 뉴딜 

  과잉생산 (생산 > 소비)에 따른 문제  

경제 단기 회복 (긴급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사회보장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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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목표 

실직자와 저소득층 구제 경제의 회생 금융과 산업부문의 여러 제도 개혁 

고용, 재난보조금 

Relief 
구제 

Recovery 
회복 

Reform 
개혁 

산업과 경제의 회생 사회구조 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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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녹색전환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 부재 

“경제구조 고도화 +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디지털 분야의 혁신 인프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될 계획 

한국판 뉴딜 (1차 발표, ’20.05.07) 

①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비전 부실 ② 소비활성화/기술투자에만 집중 ③ 공공투자 중심 경기부양 필요 

자료: 한국경제(‘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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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디지털 분야의 혁신과 녹색분야 투자를 동시에 고려 

“경제구조 고도화 +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사업 안에 포함”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그린 
뉴딜 

 
 

? 

한국판 뉴딜 (2차 발표, ’20.05.20) :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사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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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 
수산 

•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배전망 지능제어시스템, 감시제어 및 데이터 취득 등 

• 발전소 통합수요관리 시스템(에너지저장, 가상발전소 등) 

• 스마트 에너지관리스템 (스마트 공장 및 산단 확대 등) 

• 산업재해 예방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제로에너지빌딩 보급확산 (통합제어 시스템 제어기술,  

재생에너지/ICT 융복합 제품개발 등) 

• 에코 스마트시티 건설 등 

• 차세대 교통형 지능체제(C-ITS) 등 

• 스마트팜 확대 

(에너지효율화, 생육환경, 사료관리, 수질관리 등  

모니터링 정밀 저탄소 기술 보급 등)  

 그린뉴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AI, ICT, IoT 등) 
접목분야는 필수 및 매우 다양 

 

디지털뉴딜과의 시너지 최대화 
추진 가능 

집중적인 저탄소 융합형 RDD&D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 

융합형의 요체는 지역경제/일자리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관리체제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도록  
그린뉴딜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 

1 

2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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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Digital과 Green을 융합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로 전환적 성격이 고려는 되었으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환적 뉴딜로서 충분한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실현을 통한 
공유 경제의 도래 

디지털 + 그린 뉴딜의 효과 디지털 + 그린 뉴딜의 당면과제 

재생에너지 기반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인력 
교육 

데이터 
보완 

네트워크 
중립성 

네트워크 
분권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니즈로  
일자리 창출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켜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 

자료: 김준하(2020), 제레미 리프킨 “글로벌그린뉴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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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15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그린뉴딜의 등장 및 역사 

미국에서 대공황 극복을 위해 
공공사업 추진 – 뉴딜 정책 
(사회경제 개혁 정책) 

1932 

2007 

깨끗한 에너지산업 투자를 통한  
경제 부흥 제안 Franklin Roosevelt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의 
삼중 위기 해결과 저탄소 경제로의 발전
을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제시 

2008 

Thomas Friedman 

Green New Deal Group(영국) 

UN Environment(유엔환경계획) 

2009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 해결을 위한 경제 
및 고용의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 

2012 

Jill Stein 

그린 뉴딜 공약 제시: 
-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달성 
-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 경제권리 보호(일자리 정책 등) 

2019 

『글로벌 그린 뉴딜』 

Jeremy Rif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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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그린뉴딜 

고용창출 

국가 녹색경쟁력, 지속가능성 

단기 

장기 

• 그린뉴딜이란 ?  

집중적,전략적 
재정투자 

정책 

전환적 투자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  

그린뉴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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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국제적 그린뉴딜 모델 사례 

UNEP 
Green New Deal 2008 

 

WORLD BANK 
Green Stimulus 2010 

미국 
Green New Deal 2019 

 

고용창출, 빈곤퇴치 

탄소의존성, 생태계, 물부족 

부분 특화 재정확대 
투자 녹색화 제도 개선 

국제 협력 

단기적 경기부양 

환경과 자연자원 보존/보호 

노동집약적 사업 
자본 투자, 제도 개선 

양질의 일자리 
미래 인프라 수요 충족 

깨끗한 대기/수질, 기후변화 대응 
자연 접근,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프라 개보수,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개선, 

분산/스마트 그리드 

자료: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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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그린뉴딜과 그린딜 

그린뉴딜 

범위 

주 재원 

제도적 
지원 등 

환경 통합형 사회·경제  
발전경로 전환 

국가 그린 비전 달성 

중장기(5년 이상) 

전국 

재정, 녹색금융 

관련 정책·계획, 법·제도 
수립 및 조정 

사회경제 

환경 

시간 

부문,지역 

• 경기부양, 고용창출 

• 국가·지역 핵심 그린인프라 확충 

• 단기(2-3년) 

• 전국 

본예산, 추경 

분야별 사업연계 
지역별 사업·투자 배분 

통상적 그린뉴딜 

• 경제활동 회복 

• 분야별 녹색투자, 조기집행 및 확대 

코로나19 대응형 

• 초단기(1년 이내) 

• 일부지역 

추경 

복지·산업 자원과 연계 
지역별 대응과 연계 

목적 

그린딜 



그린뉴딜 공약 그린딜 

19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코로나19와 그린뉴딜 논의 경과 

전환적 뉴딜 
(그린뉴딜) 

그린뉴딜 선거 그린뉴딜 

정당별  정부 

그린뉴딜  UN 
미국 EU 

코로나19  

국제 

국내 



 “ EUROPE on a NEW PATH of SUSTAINABLE & INCLUSIVE GROWTH ”  

20 출처: The European Green Deal, 2019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The Green Deal is an integral part of the SDGs implementation”  

The 
European 

Green Deal 

Transforming the  
EU’s economy for a  
sustainable future 

A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Preserving and restor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From ‘Farm to Fork’: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 

Accelerating the shift to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Increasing the EU’s Climate 
ambition for 2030 and 2050 

Supplying clean, affordable 
and secure energy 

Building and renovating in a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t way 

Mobilising industry 
for a clean and circular economy 

Leave no one behind 
(Just Transition) 

Financing the transition 

Mobilising research 
and fostering innovation 

The EU as a 
global leader 

A European 
Climate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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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코로나 19 대응 그린뉴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출처 : EU 'green' recovery to target buildings, clean power, hydrogen: draft (Reuters, ‘20.05.21), energytransitionkorea.org(‘20.5.25)  

  EU 그린딜 안 (6월 말 최종안 확정 예정) 

지붕태양광·재생열 
시스템 설치 등  

연 910억유로 규모  
그린모기지 도입 

2년 내 15GW 설치
(250억유로 투자),  
유럽투자은행 별도  
100억유로 파이낸싱 

그린수소 기술투자액  
2배 증액(6.5억유로), 
10년간 100억유로  

그린수소생산설비 신설 

2년 간 200억유로 투자, 
클린차 투자펀드 

400~600억유로 규모, 
부가세 면제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전환적 뉴딜 세미나 그린뉴딜 분과  
    「 그린 뉴딜의 개념과 추진전략」 제시 (KEI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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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전환적 뉴딜 속의 그린뉴딜 

자료: 전환적 뉴딜(경사연, 2019.7.3) 

*전환적 뉴딜 :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사람우선사회 

 

경제사회정책 및  
재정개혁 통한  
사람중심 전환 

디지털뉴딜 
혁신경제사회 

 

디지털기술 생태계  
확산 통한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지속가능사회 

 

과거·미래 환경협력 
해소 통한 녹색전환 

디지털 기술·인재활용 

디지털기술접목, 환경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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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정당별 그린뉴딜 선거 

정부 민주당 정의당 

기후/에너지 그린인프라/국토 
해양, 교통, 녹색산업, 농업-식품 

’21년 예산+녹색금융 

그린뉴딜 이행전략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지역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탄소세 도입, 
녹색투자 세제 지원 

그린뉴딜 기본법 재정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리모델링 

재정(GDP 1~3%)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자료: 김호석 

녹색산업 혁신 기반 강화 2050 탄소제로 사회 2050년 순배출 제로 

사업 

재원 

제도 

비전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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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뉴딜 : 녹색산업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존 경제 구조 변화(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산업 확산 등) 및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에 따른 “녹색전환” 절실 

제도의 정비 녹색기술 투자 녹색산업 활성화 녹색전환 

•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혁신 방안 (환경부, ‘20.05.12) 

녹색산업 혁신방안 

미래형 녹색기술 녹색산업·녹색금융 녹색에너지·자원순환 

융복합 녹색 R&D 중장기 추진전략 
(융복합 녹색기술 + 첨단 녹색기술) 

Post-플라스틱, 녹색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한국형 녹색금융· 
사회책임투자 시스템 구축 지원 

수열, 수상태양광 등 녹색에너지 본격 
개발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자원 순환이용 촉진 및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① 에너지 안보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③ 신성장동력   ④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은 일자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재생에너지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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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딜 

 

 

① 공공성, 경기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가능 

    :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 발전 달성 

② 에너지 부문의 높은 혁신 잠재력 : 디지털 및 바이오와 융합 

③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과 환경 동시 회복 가능 : 경제활동과 화석연료 사용 감소 (코로나의 역설) 

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국회 세미나 김성환 의원, ‘20.5.6)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홍종호 서울대 교수) 

녹색부양과 에너지뉴딜 

에너지뉴딜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이유 

에너지뉴딜 

탄소세 
 

높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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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K-그린딜) 추진방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05.15) 

3개 부문 15대 중점 추진사업 도출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 
9개 사업 

지역발전·사회안정 
3개 사업 

추진기반 강화 
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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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성격 

정부 그린뉴딜 

EU 
그린딜 

민주당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국가전략 장기 구조전환 전략 목표설정-제도개혁-투자사업 

경제위기 대응 경기부양 단기 재정투입 사업 예산투자 

 녹색경기부양(Green Stimulus) 사업 선정 

 중장기적 제도개혁과제 발굴 및 국민적 합의를 통한 목표설정 
향후 과제 



29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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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방향 설정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화 

적극적 신사업 발굴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재원 마련 

추진체계 마련 

1 

2 

3 

4 

이행 (사업발굴)  전략 (제도개선) 지원 (재원마련) 

이행 
세부사업 

제도개선 
규제개혁 
정책수립 

재정투입 
민간재원 

그린뉴딜 목표 및 비전 

경기부양(일자리창출)/미래성장동력/녹색전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저탄소사회)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 

정책적 정합성 고려 5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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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 명확화: 경로의존성의 탈피 

1단계 도입기 2단계 성장기 3단계 성숙기 
4단계 

쇠퇴기or재성장 

경제·사회  
발전 

시간 

변화실패 

A 

b 

a 

c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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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 명확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도약 

자료: 혁신적 포용국가와 세계포용국가(연합) 제 1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성경륭, ‘20.4.8) 

• 포용성과 창의성/혁신성을 모두 증진하여 경제, 사회, 정치, 국제관계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 실현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용불안정 증가, 불평등 확대 등 제반 조건 고려  

 ‘혁신주도 포용국가’를 한국의 미래 국가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 VS 기존 고용체계 유지 
•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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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ef 
구제 

Recovery 
회복 

Reform 
개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경기부양)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V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 

포용 
사회 

미래성장 
동력 

녹색전환 

• 경제구조 전환 
• 미래성장동력 중심의 적극적 신사업 발굴  

• 제도개혁 
• 기후위기대응 
• 에너지전환 

• 순환경제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①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 명확화 : 한국형 그린뉴딜은 어떻게 가야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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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 향상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사업 
· 대상 : 새로운 사업 및 기존 해당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녹색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노후상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산업 단지 개선, 
건물 에너지 개선, 스마트그린도시, 교통·물류시스템 등 

분산형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저탄소사업,  
미세먼지-에너지-기후변화 통합대응 등 

규제제도 개편, 기술개발, 지속가능 금융(민간참여), 녹색채권 활성화 등 

녹색산업 

그린인프라 

저탄소 
에너지전환 

녹색전환 기반 

1 

2 

3 

4 

녹색 
산업 

② 신산업 발굴 : 녹색 경기부양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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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만을 통한 경기부양은 녹색전환과 그린뉴딜의 안정적 추진 불가 

 규제혁신과 민간 참여 필수적 

그린뉴딜의 전략(제도)과 지원(재원) 그린뉴딜의 안정적·효과적 추진 

규제 개혁 
정책수립 및 관련 법 제정  

 

재원마련 (재정지출확장 + 녹색금융) 

장애요인 제거 그린뉴딜 사업 촉진 

③ 제도 및 재원 마련 : 녹색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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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추진체계 

법 조직 주체 계획 

관련 법체계 정비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 
참여주체와 정부지원 
(누가 참여할  것인가 ?)  

분야별 이행 로드맵 
및 점검체계 구성 

그린뉴딜기본법 신설 
(민주당 총선공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신설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 

정부지원 여부 검토 분야별 이행 로드맵 구축 

점검체계 구성 시민사회 

민간기업 

… 

… 

④ 추진체계 마련 : 녹색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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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국가 계획들 간의 정합성 검토 필요 

• 환경 분야 내 국가 계획들과의 일관성 확보 필요  

대기/수질 

• 미세먼지 배출저감 
• 노후 상수도 현대화 
• 4대강 재자연화 
• 지역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해소 

자원순환/환경보건 

• 생산, 소비 단계 폐기물 발생 저감 
• 유해폐기물 추적시스템 
• 재활용 촉진 및 시장 육성 
• 생활화학제품 전 과정 안전관리체계 

에너지/기후변화 

• 청정, 안전에너지로의 전환 
• 에너지 저효율, 다소비 
• 신기술 접목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전환, 산업부문 배출량 저감 

생태계/자연보전 

• 도심 자연생태공간 확대 
• 대하천, 지류 수생태계 복원 
• 멸종위기생물 증식복원, 보전 인프라 
•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 석탄의 과감한 감축 
• 재생에너지 비중 30-35%(2040) 
•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시장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 기반 

• 노후 석탄 조기 폐지 
• 산업부문 공정개선, 신기술 보급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전기차 보급 확대 

•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 국민참여형, 지자체 주도 보급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RPS 조정) 
•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 석탄발전 비중 감소 
• 산업부문 총량관리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경유차 퇴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생에너지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⑤ 정책적 정합성 고려 : 다른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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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 DESA(2020) 

⑤ 정책적 정합성 고려 : SDGs와의 정합성 



39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 

그린뉴딜의 방향 (결론)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의 명확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추진 필요 

정부의 정책마련 및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민간 참여 필요 

법·제도 정비, 조직 조정,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참여, 계획과 점검 체계 구축 등  
녹색전환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국가 정책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과의 정책적 정합성 고려 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