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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전문가, 업계 관계자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그린뉴딜’과 관련한 주요 4개 부처 합동보고를 

지시하며,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의 포함 여부가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세계

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그린뉴

딜을 채택하는 가운데, 지난 7일 한국형 뉴딜 발표에서 그린뉴딜이 제외되며 

각계의 우려와 지적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사)에너지전환포럼은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들과 함

께 구체적인 정부정책과 대상사업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

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별첨자료  기자간담회 개요 및 세부일정

□ 개요

 ㅇ 일시 : 2020. 5. 19(화) 10:30∼12:10 

 ㅇ 장소 : 에너지전환포럼 회의실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9 4층)

 ㅇ 주최 : 에너지전환포럼

 ㅇ 진행 : 유튜브 생중계 

 ㅇ 참석자 :

  - (기자단) 국회․산업․경제부처 출입기자 (15명 내외) 

  - (주최측) 포럼회원 및 관련 업계 종사자

  - (좌  장) 홍종호 포럼 상임공동대표  

  - (발  제)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이사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가나다 순)

  - (토  론) 윤을진 탑인프라 부회장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허화도 유니슨 대표 (가나다 순)

□ 세부일정(안)

시  간 일정 및 내용 비 고
10:30~ 간담회 개회 임재민

10:30∼10:40 10‘ 그린뉴딜 간담회 취지 및 정책방향 개괄 홍종호 대표

10:40~10:55 15‘
솔라스쿨, 솔라파밍 프로젝트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스마트 전력계통 구축 (안)    
이성호 수석연구원

10:55∼11:10 15‘
 풍력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국민-지자체-지역민 주주만들기 (안)  
위진 부문장

11:10∼11:25 15‘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마을재생에너지,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 (안)
윤용상 박사

11:25∼11:40 15‘ 그린 모빌리티(미래차)와 그린뉴딜 지역특구 사업(안) 한병화 연구위원

11:40∼12:10 30‘
추가 토론 및 기자단 질의응답

(발제자, 배석자 동시 참석)

12:10 -  마무리 임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