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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그린뉴딜



1920년대 대공황과 뉴딜 정책

2008년 금융위기와 그린뉴딜 MB정부의 녹색성장

기후위기, 유럽의 그린딜과 미국의 그린뉴딜

SDGs
소득주도 성장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사회 실현
에너지 전환
녹색 산업의 육성
LEDS, 넷제로

Leave no  one behind Net zero by 2050





: 2050년 탄소중립대륙, 취약층을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19,  The European Green Deal)



화석문명과 좌초자산

좌초자산(stranded asset) :

• 시장이나사회환경의급격한변화로가치가크게떨어져조기상각되거나부채로전환될위
험이있는자산.

• 이미투자되었으나그수명이다하기전에더는경제적수익을내지못하는자산

좌초위기산업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정제,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구 분 총제조업 좌초위기산업 비중

생산액(백만원) 1,517,682,811 614,563,744 40.5%

부가가치액(백만원) 543,340,531 166,239,233 30.6%

종업원(명) 2,954,811 843,451 28.5%

(출처 : 김재삼, 2019,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린뉴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문 산업분야 및 기술 지역

좌초위기산업
석탄/가스 발전, 원전,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내연
기관자동차, 조선 동남권

신산업 ICT, Software/AI/Data, 생명과학산업, 문화산업 수도권

전환산업
재생에너지, 분산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및 스마트모빌리티, 
항공/해운 녹색대체연료, 재사용/재활용, 무배출 제철 및 시멘
트, 생물기반 플라스틱, 유기농,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대체육

전국

신산업과 전환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대규모 재정투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볼 것인가?



Ø 와 지속가능한
Ø 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 추진

1.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하여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 21세기형 뉴딜

2.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
능한 분야

3. 全산업·全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

4. 경제파급효과 작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혁신 프로
젝트에 집중.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0, 「한국판 뉴딜」추진방향



그린 뉴딜이 없는 ICT 산업은 미래가 없다

“한국형뉴딜은디지털기반의대형 IT 프로젝트”
(홍남기경제부총리)

디지털 혁명은 일자리를 없앤다! ICT 산업은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유발한다!

우려와 비판

(출처 : Anders S.G. Andrae, 2015)

2030년엔 통신분야 전기소비가
세계전력소비의 51%가 될 수도...

2030년까지전세계일자리의절반에
해당하는 20억개의일자리가사라질
것이다. (Tomas Frey)



“스크린뉴딜인가?그린뉴딜인가?”
(Naomi Klein)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 시민들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 원격 수업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민간기업인가, 학생인가?
 귀중한 자원을 원격진료에 쓰는 것보다,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훈련

된 간호원들을 양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In each case, we face real and hard choices between 
investing in humans and investing in technology.

Tech provides us with powerful tools, but not every 
solution is technological.
출처 :https://theintercept.com/2020/05/08/andrew-cuomo-eric-schmidt-coronavirus-tech-shock-doctrine/



그렇지만 정부가 직접 조달하고 만들 수 있는 공적자금과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공적
자금을 마중물로 하여, 기업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가 위기극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위기 시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구조개혁과 혁신의 칼자루를 쥐고 있
기 때문이다. 그 칼자루를 달리 표현하면 정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규제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규제의 대상은 기업일 수도 있고, 시민이나 특정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공적자금도 지원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이번 코로나19 사태
까지 전 지구적 위기는 어찌 보면 규제시스템의 붕괴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다국적기업과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자연을 수탈하는 인간 활동을 규제하
는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 원인이다. 지구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이 초래한 위기이며, 
인간과 기업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통제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뉴딜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전환에 필요한 것은
재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질서 즉, 새 규제체계이다.

규제가 국가지배를 강화하고 사회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일 경우에 규제개혁은 규제완화
나 철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규제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막이기도 하다. 20세기 말까지는 규제개혁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는 규제완화가 주요 화두였다. 21세기에 들어서 더 나은 규제(better reggulation), 좋은
규제(good regulation), 똑똑한 규제(smart regulation)가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좋은 규제란 기업
활동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규제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어떤 경제 질서와 규제체계를 구축해 가는가에 달려 있다. 

좋은 규제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509, [아침을 열며] 좋은 규제가 좋은 경제를 만든다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이 되려면?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성장이 왜 그린뉴딜에서 멀어졌는가?



Ø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 좌초산업에 투자

  - 화력발전소는 대표적 좌초자산, 다기능 보 역시 좌초자산의 성격

  - 좌초산업이 주력산업이 되어 있는 한국 산업구조의 한계

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너무 소극적 : ’20년 6.08%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부족

Ø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

Ø 권력의 사유화, 정책의 사유화가 가장 큰 문제 : 대부분의 계획들이 외견

상은 녹색프로젝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력 산업들의 먹거리 사

업으로 전환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린뉴딜과 탄소제로사회의 비전이나 구상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미국과 유럽의 사례까지 볼 필요도 없다. 최근 그린뉴딜 정책으로 거론되
는 내용들의 상당수는 MB정부시절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논의되었고 정부 계획에서 도입되었던
것들이다. 그때도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었고, 기본법을 제정했고, 녹색성장위원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억4,3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국제사
회에 공언도 했다. 이때 만든 제도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떠들썩하게 내세웠던 녹색성장 정책의 결과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줄이겠다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었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매년 이자만
수천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 남아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녹색성장과 무엇이 다르고, 녹색성장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린워
싱으로 비난 받는 10년 전 녹색성장 정책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
지 전환의 약속들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법률도 제안되고, 많은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논의될 것이다.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전제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지금은 비
상상황이고 정권의 후반기라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답을 내놓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목표가 아니라 행
동이고 시간이다. 총선의 그린뉴딜 공약들을 보면 기본법과 특별법을 얘기하고, 더 과감한 목표
를 말하고 있지만 당장 집중해야 할 사업과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선진국들의 시류를 따라서
제시하는 정책이 아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보여 주었던 그런 역량과 행동이 필요하다. 어
디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해야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의 물길을 만들 수 있을지 답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

그린뉴딜, 녹색성장과는 다르게 가자

출처 : 한국일보, 20200418, [아침을 열며] 그린뉴딜, 녹색성장과는 다르게 가자



그린뉴딜이 주류정책이 되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의 확보

Ø 기본 소득

Ø 전국민 고용보험

Ø 농업과 식량 자급

Ø 주거와 토지

Ø 의료와 보건

Ø 거버넌스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 온실가스 배
출제로 목표 수립

Ø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 RE100와 탄
소 국경세

Ø 화석 산업의 퇴출 : 석탄화력발전소 퇴
출 등

Ø 녹색전환과 녹색산업의 육성 : 전기자
동차 보급 확대, 그린 리모델링

Ø 탄소세의 도입



정책의 주류화(Main Streaming)란?

Ø 환경과 기후변화가 정부의 주류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업에 주요한 부분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에 할당되어야 함.

•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계획에 환경과 기후변화의 목표가 포함
되어야 함.

Ø 국제적으로는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개 분야 목표
• LEDS(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와 Net Zero 선언

Ø 국내에서는(단기적으로는)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 그린뉴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함



물분야의 그린 뉴딜



• 물분야의 그린뉴딜은 4대강 사업의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4대강 사업을 MB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다고 할 수 없음. 치수
능력 증대사업, 농업용댐 증고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MB의 구
상이라기 보다는 기존 개발 주도그룹의 작품.

•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됨.
• 물관련 전문가들의 대대적으로 참여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이 10여

년의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의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함.

• 4대강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방향제시를 무시하고, 과거방식의 사업이 대폭 포함된 마스터플랜
을 밀실에서 세우고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임

• 물분야의 그린뉴딜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
구와 분석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

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

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와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

3.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

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

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

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

한 사항

물분야 그린뉴딜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Ø 4대강 사업 : River Restoration ??

Ø Smart Water Grid : water + ICT

Ø Low Impact Development : Green Infrastructure

기존의 물분야 그린 뉴딜에 관한 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 저감

1. 물-에너지, 물-농업의 융합

2. 물 분야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3. 자연성의 회복,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