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토론.
(구체적 제안을 토대로)현장이 말하다

           육상생태계 : 윤상훈 사무처장(녹색연합) 

               수자원 : 신재은 국장(환경운동연합)

             대기·교통 :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 

    순환경제(자원순환) : 김미화 이사장(자원순환연대) 

         신재생·효율화 : 박성문 정책실장(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 : 김은희 연구위원(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농업 : 박종서 사무총장(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해양 : 지욱철 의장(통영·거제환경연합의장, 화삼어촌계장) 

             동물복지 : 박종무 원장(평화와 생명 동물 병원, 생명윤리학박사)

     건축·그린리모델링 :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학과) 

             녹색금융 : 최용환 팀장(서스틴베스트 녹색금융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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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생태계
 - 그린뉴딜 토론회 지정토론문_ 육상생태계 분야

윤상훈 사무처장(녹색연합)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나라들에서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출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

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물다양성 전략을 지지하며 민주적 역량

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기후위기비상행동 논평 참고, 2020.05.14.)

# 코로나 팬데믹과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허둥지둥하는 선진국 담론, 과연 유효한가? 고도성장 중심의 대규

모 개발, 산림 파괴, 폐기물 배출과 에너지 소비 증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위기, 기후

위기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다양성이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으로 지목됨. 인간 건강은 건강한 

생물다양성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세계는 하나(One World)이고 사람・동물・환경

의 건강도 하나(One Health)라는 원칙을 채택함. 파리협약 선도국과 세계의 석학들이 물리적 

백신보다 ‘녹색 혁명’, ‘생태 백신’을 처방한 것은 전 지구적 차원의 착취적 만남을 끝내자는 

제안임. 한국판 뉴딜에서 주요하게 제안한 ‘비대면’이 아니라 ‘서로 잘 만나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 EU, 그린딜의 세부 전략으로‘2030년 생물다양성 전략’, ‘산림 전략’ 등 발표함. 생물다양

성과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의 핵심 요소이고, 또한 인간 건강의 

회복력을 늘리고 미래의 바이러스 발생과 전파를 막는 수단임(EU 집행위). 질병 전문가들은 

EU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유발하는 제품을 다량 수립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에서 

산림 보호 정책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함.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지원 불가 

사업으로 원전의 해체 또는 건설,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혹은 연소와 관련된 투자 

등 지목함

▶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임. MB ‘녹색성장’의 전철을 반

복하지 말아야 함. 그린뉴딜에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 포함되어야 함. 대규모 환경파괴 SOC 중단, 석탄사업 퇴출과 탄소배출산업 단/장기적 

전환, 생태계 복원사업(생태축 복원, 자연성회복 등) 중점 추진 등 국가 경영의 기본 지향을 

재확립해야 함

▶ 기업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유통),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항공), 혁신관광업 법적 근거 마련(관광업),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등(산업) 각종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음. 경총과 전



- 77 -

경련은 경제위기와 사회위험을 ‘고비용, 저생산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후위기-생물다양성-환경보건 연계, 야생동물 거래/밀수 규제, 공장식 밀집 축산

의 문제

▶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생물다양성-환경보건정책의 연계를 강화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위기상황 모니터링과 서식지 보전 운동이 필요함. 구체적으

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기초연구 강화, 동북아 야생동물 보전과 연구 협력체계 구축, 

CITES 협약(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거래 등)과 CBD 협약(국내 보호지역 설정 목표 등) 이행

을 위한 민관 협업의 세계적 대응 등 주요 과제로 둠

▶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G20 정상회담, 세 가지 목포 중 하나로 지구 환경 보호(“식량과 

물 안보, 기후, 에너지 및 환경을 위한 단체 노력을 도모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한다”)를 설정

함. WAP(World Animal Protection) 등 세계 주요 동물보호단체는 G20 정상회담 및 회원

국에 야생동물 불법/합법(지역 공동체의 자급자족용, 혹은 보전 등 비상업적 거래를 위한 동

물의 이동은 제외) 거래의 국내/국제 등 모든 측면에서 금지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

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만들어내는 관광, 한의학, 이국적인 애완동물 산업의 전환을 요구함. 

야생동물 거래규제는 단순히 야생동물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전의 문제이기도 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천산갑은 CITES협약 당사국

들이 국제 거래의 금지를 결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 한국과 연계된 천산갑 밀수단, 멸종위

기종 앵무새 밀반입, 원숭이와 샴악어 등 멸종위기종을 검역 없이 수입하여 아동동물원을 운

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의 야생동물 카페도 관리대상으로 신중히 모니터링해야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함

▶ 영국 가디언지(Guardian)는 코로나바이러스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을 지목함.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밀집 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결

여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하기 쉬움. 국내 ‘축산법’의 기준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등

록을 하려면 사실상 공장식 밀집 사육이 불가피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8년까

지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살처분 비용으로 3조 7

천억 원을 지출함.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함께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 강화

가 요구됨

▶ ‘비대면(untact)’ 대신에, 일각에서 제안되는 ‘로컬 텍트(localtact)’를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난의 피해와 고통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오고 있음. 비대

면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비공감 사회를 확산할 수 있음. 원거리 이동과 밀집 공간

을 피하고 신뢰 기반의 ‘근거리 이동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험해야 함. 옥외공원, 동네 쉼

터, 산책로와 등산로 등 근거리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로컬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함. 역세권에서 숲세권, 의세권으로 선호가 바뀌고 있음. 일몰 예정인 도시공원을 근린공원으

로 전환하는 문제 등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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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 ‘공유지의 비극’ 멈춰야

▶ 그린뉴딜은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인류가 뿌리내리고 경제활동을 영위한 터

전인 지구, 공유지를 파괴하는 사업방식은 중단해야 함.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그린뉴딜에 

‘공유지의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책으로 언급되어야 함. ‘공유지의 비극’은 기

후위기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경계하고 멈춰야 함

▶ 석탄발전 투자 : 그린뉴딜을 선언하고도 석탄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임. 정부가 석탄발전 사업 등을 벌이다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뉴딜 예산(1조 4000억 원)의 2.5배 수준인 3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음.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에 짓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사업(석탄화력발전소 자와 9, 10호기)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해야 함.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해야 함

▶ 제주2공항, 산지 관광 :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제주 성산 일대에 총사업비 5조 1278억 

원을 들여 2000만 명(현 제주공항 포함하면 연간 4500만 명) 수용 가능한 제2공항을 추진

하고 있음. 제주의 환경수용성 포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삶의 질 하락, 수요예측 과다, 숨

골과 동굴지대 변형과 지하수 고갈, 멸종위기 철새도래지 위협 등 여러 쟁점이 논란임. 국토

부는 양양, 무안, 사천, 울산 등 국내 적자 공항을 구제하려는 방법으로 제주2공항을 추진하

고 있음. 영국 항소법원은 올해 2월, 히드로 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 계획이 파리협정에 따

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함. 최근 기획

재정부는 新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타협(‘한걸음모델’)을 제시하면서 지리산 ‘하동알프

스 프로젝트’ 등 산악열차, 고지대 숙박시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산지 관광 모델을 추진하

고 있음. 국립공원 핵심구역인 공원자연보전지역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발상과 같은 맥락임. 

문재인 정부는 생활 SOC로의 전환을 제시한바, 대규모 환경파괴 SOC 사업은 중단해야 함

▶ 4대강 재자연화, 양수댐 등 : 자연 하천으로의 정비, 4대강 재자연화는 그린뉴딜, 생물다

양성 보전 전략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음. MB 정부는 경기 부양, ‘4대강 살리기’를 명분으

로 대대적인 자연 하천 파괴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자연 하천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수질 오염 등 하천 환경이 극도로 악화됨. 고도성장 중심의 대규모 환경파괴, 개발사업은 코

로나 이후 녹색전환의 세계에서 허용될 수 없음.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개

발사업은 여전히 팽배함. 일례로 군산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 흰발농

게 주요 서식지를 매립하고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계획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양수발전 사업도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주요 산림을 파괴

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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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 기후위기시대, 기본에 충실한 수자원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은 국장(환경운동연합)

그린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19 이후의 경기부양책의 방향으로서 역할해야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서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 가뭄 및 홍수위기의 저감, 탈탄소산업으로의 일자리 전환 등 폭넓은 시야가 필요함. 

   

◯ 하천 복원

  - 댐 철거를 통한 하천 복원은 담수역의 서식처 보전에서 가장 유리한 대안. 1970~2012

년 사이 담수종 81%가 감소. 같은 시기 해양종 36%, 육상종 38%가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큰 위협에 처해있음(Living Planet Report, WWF, 2016). 

  

  

-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담수생태계복원을 위해서 2030년까지 25,000km의 

강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댐을 철거하고, 홍수터를 복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제시하

고 있음3). 이를 통해서 수질개선, 홍수저감, 서식처개선, 오염물질의 개선 등을 달성할 수 

3)  The EU’s legal framework on water is ambitious but implementation is lagging behind 
and enforcement must be stepped up. Greater efforts are needed to restore freshwater 
ecosystems and the natural functions of river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This can be done by removing or adjusting barriers that 
prevent the passage of migrating fish and improving the flow of water and sediments. 

    To help make this a reality, at least 25,000 km of rivers will be restored into 
free-flowing rivers by 2030 through the removal of primarily obsolete barriers and the 
restoration of floodplains and wetlands. Technical guidance and support to th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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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예상함. 

  - 메사추세츠 주 정부의 연구4)에 따르면 댐 철거로 100만 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2.5개

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유지되며, 지출 100만 달러 당 총 175만 달러의 경제적 생산이 

이루어짐. 이는 도로 및 교량 건설 또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사업과도 유사함. 또한 홍수

저감, 수질개선, 경관개선, 탄소저장 등 생태계서비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역시 전국 하천 29,783km에 약 3만 4천개의 농업용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약 3,800개는 인근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용도를 상실한 채 하천에 방

치되어 있음. 용도를 상실한 농업용 보 철거를 통한 하천 복원을 규모있게 추진해야 할 필

요가 있음.  또한 하천을 직강화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획일적으로 킬로미터 당 5억 원

의 단가를 단순적용하여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계획

되어있음. 이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예산 투지 방식도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함. 

◯ 지방상수원의 보전 및 복원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는 지역 분산형 물 이용과 관리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 지방상수원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

던 지방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음. 충남지역의 경우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였지만, 2013년엔 12개로 줄어들면서 2015년 가뭄사

태를 키웠음. 

  - 광역상수원 역시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광주, 여주, 이천 등은 지속

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등 규제완화의 요구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

유재산권의 제한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빠

짐없이 등장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규제완화를 요구받는 것이 현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 

공약 36건.

  - 환경부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도 좋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상수원에 대한 보전과 복

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비해야 함. 

States to identify sites and help mobilise funding will be provided by the Commission in 
2021, in consultation with all relevant authorities. Member State authorities should review 
water abstraction and impoundment permits to implement ecological flows in order to 
achieve good status or potential of all surface waters and good status of all groundwater 
by 2027 at the latest, as required by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To that effect, the 
Commission will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Member States on their measures by 2023. 

    Overall, large-scale river and floodplain restoration investments can provide a major 
economic boost for the restoration sector and for local socioeconomic activities such as 
tourism and recreation. At the same time, these investments can improve water 
regulation, flood protection, nursery habitats for fish, and the removal of nutrient 
pollution. 

4) Economic Benefits from Aquatic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in Massachusetts, Mass 
go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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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 각종 보호구역은 단순히 상수원 수질 보전, 생물 서식처나 도시 연담방지 등의 역할만이 

아닌 도시 내 물순환 개선, 가뭄/홍수방지, 열섬현상 완화, 어메니티 제공 등 다양한 생태

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개발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반면, 보전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로만 느껴질 수 있음. 지역주민이 사회안전

망을 보장받으면서 양질의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상호호혜적인 관계 유도할 필요가 있

음. 

  -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서비스 공급자인 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공급자인 주민이 양질의 생태

계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올바른 자원관리를 유도할 수 있음. 상수원 보호구

역 지역 내 토지의 유형에 따라 원수 수질 개선 기여도를 평가하고 에 따른 차등 지원 방

안 마련하고, 수계기금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

◯ 환경부 3차 추경 편성안은 기후탄력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이 되는 보전과 복원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음. 스마트 도시사업은 지자체 진단사업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으로 가장 큰 

것은 환경산업 융자. 그린뉴딜이 산업과 에너지구조의 전환이 중심인 만큼, 환경부는 잘할 

수 있고, 잘 해야하는 것을 챙겨야 할 때임. 생태계 보전은 핵심 규제를 무너뜨리지 않아

야 하며, 복원은 인위적인 도움을 통해서 환경이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스스로 돌아가도록 

도와야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호호혜적인 역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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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교통
 - 교통 수송부문 그린 뉴딜 과제와 추진 방향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

1.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 필요

가. 도전적 목표설정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 부재

감축방안
방안별
감축률

총
감축률

 수송수단 전환 (도로에서 철도 및 연안해운으로 전환) 및 
 행태변화 (에코드라이빙 +대중교통 확대) 등 수요관리정책

14.3%

34.3%

 그린카 반영으로 연비개선 (승용차)
 [연비개선 목표 (’15 년 , CO2 배출기준 ):140(g/Km)]

12.9%

 그린카 반영으로 연비개선 (승용 , 화물 , 버스)
 [연비개선 목표 (’20 년 , CO2 배출기준):125(g/Km)]

4.9%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 및 휘발유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증대[바이오디젤 (10%), 바이오에탄올 (3%)]

2.0%

 선박에너지 효율개선
 (해운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5%)

0.2%

○ 수단전환 및 수요관리 등 정책수단의 감축률이 14.3%로 가장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적

극적인 교통 수요관리 정책 등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로 대부분 미 이행

- 승용차 교통 억제 대책 없이 간선철도망, BRT 확대와 같은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

실상 목표 달성 불가능

- 승용차에서 보행 및 자전거로의 수단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정책 및 도로 운영의 획기

적인 전환 없이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철도 물류로의 전환과 녹색물류 활성화의 경우 철도물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분담율이 감

소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실정 

- 현재는 철도 물류가 도로 운송와 경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상태 철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은 수단전환 다음으로 감축률(12.9%)이 높고 가장 확실한 

기술수단이지만 평균배출량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목표 관리의 실패로 실적 부진

○ 대형차에 대한 연비개선 목표는 아직도 미확정,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정책은 후퇴

- 2020 감축로드맵 목표 (‘20 10%) → 2030 감축로드맵 목표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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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제도 시행현황

자료:서울연구원

○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교통 수요관리 제도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협업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제도현황과 타 도시간의 비교

자료: 서울연구원

○ 서울시 주차요금과 혼잡통행료의 경우 20년 넘게 변화가 없어 승용차 수요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한계 발생



- 84 -

서울시 혼잡통행료 운영 현황

자료:서울연구원

○ 그나마 효과적으로 평가받던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의 경우 감면 차량 증가와 통행요

금 고정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관리 정책 효과가 반감

전국 광역권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현황

자료:국토교통부(2010)

○ 서울 수도권과 부산광역권을 제외하면 승용차 이용이 대중교통 이용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승용차 이용억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선 불가능



- 85 -

나. 기술적 수단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수단 미흡

신규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구분 ʹ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ʹ20년

평균연비
(km/L) 17 18.6 19.2 19.6 21.4 24.3

온실가스배출
(g/km)

140 127 123 120 110 97

국내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추이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배출량 증가, ’20년 97 g/Km (승용차) 달성 미지수

○ 친환경차협력금(저탄소차협력금),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등 규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필요

- 2015년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무산

-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등 자동차 소비시장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정책 부재

- 친환경차협력금(저탄소차협력금) 및 친환경차의문판매제 연계 필요

○ 중, 대형 승합 및 화물차에 대한 평균배출량 목표 제시 및 관리 정책 필수

- 외국의 경우 승용차 뿐만 아니라 중대형차(승합,화물)에 대한 연비규제를 병행하여 시행 중

- 국내에는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규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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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신규)승용차 등록추이

구 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SMALL 52.2 62.2 37.1 12.9

LOWER MEDIUM 27.7 19.0 25.0 24.7

UPPER MEDIUM 13.1 12.3 21.9 35.7

EXECUTIVE 6.9 6.5 15.9 2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Association Auxiliaire de l'Automobile (AAA), 

            JAMA(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16년 신규 등록대수 기준

      일본은 2015년 누적등록대수 기준, 한국은 2016년 누적등록대수 기준

      일본 분류기준 : Small(660cc미만), Lower medium(660~1,500cc미만), 

                      Upper medium(1,500~2,000cc미만), Executive(2,000cc초과)

      한국 분류기준 : Small(1,000cc미만), Lower medium(1,000~1,600cc미만), 

                      Upper medium(1,600~2,000cc미만), Executive(2,000cc초과)

○ 2015년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취지는 중, 대형차 중심의 국내 자동차 소비시장 개선이라

는 목표가 존재

○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요도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 자동차 생산국의 자동차 소비행

태와는 확연히 다른 실태를 보이고 있음

국내 승용차 누적 등록대수 변화 추이

                                                                       (단위 : 대, %)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합계

2014년 1,608,004
(10.2%)

3,446,486
(21.9%)

6,582,922
(41.8%)

4,108,048
(26.1%)

15,747,162 

(100.0%)

2015년 1,711,674
(10.3%)

3,544,547
(21.4%)

6,883,857
(41.6%)

4,417,823
(26.7%)

16,561,665 

(100.0%)

2016년 1,798,962
(10.4%)

3,671,554
(21.2%)

7,154,802
(41.3%)

4,707,737
(27.2%)

17,338,151

(100.0%)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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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용차 판매량 추이

                                                                       (단위 : 대,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형
202,844 

(17.3%)

182,021

(16.0%)

186,702

(15.4%)

173,418

(13.1%)

173,008

(12.9%)

소형
247,632 

(21.1%)

237,512 

(20.9%)

255,055 

(21.0%)

298,160 

(22.5%)

331,167 

(24.7%)

SUV 6,661 11,998 32,932 86,233 110,621 

CDV - - - 2,956 6,087

중형
500,914

(42.6%)

497,135

(43.7%)

506,653

(41.7%)

539,073

(40.6%)

479,135

(35.7%)

SUV 219,515 246,988 264,537 302,086 266,508

CDV 21,854 35,419 32,860 24,323 10,039

중대형
182,667

(15.5%)

186,308

(16.4%)

211,482

(17.4%)

259,478

(19.6%)

269,502

(20.1%)

SUV 30,674 34,509 40,285 63,881 77,540

CDV 30,448 30,442 41,629 68,266 65,992

대형
41,834 

(3.6%)

34,051 

(3.0%)

54,051 

(4.5%)

56,647 

(4.3%)

90,567 

(6.7%)

SUV 73 11 1 -

CDV 269 144 14 1,030 5,245 

합 계
1,175,891

(100.0%)

1,137,027

(100.0%) 

1,213,943

(100.0%)

1,326,776

(100.0%)

1,343,379

(100.0%)

※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주) SUV(Sports Utility Vehicle), CDV(Car Derived Van)

○ 경유차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 대형차 중심의 판매 증가로 인하여 평균 공차중량과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

○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가 지속되고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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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및 개선 방향

가. 2030 감축 로드맵 달성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으로 전환 필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간 비교 (2020 VS 2030)

(단위:백만톤 CO2 eq.)

○ 2030 감축 로드맵의 시작연도인 2018년 전망치보다 2017년 실적치가 약 400만톤 초

과 배출

○ 단기적으로 2030 감축 로드맵 상 2020년 전망치에 근접하도록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

○ 장기적으로 2030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0 로드맵 감축수단 평가 및 정책 

수정 필요

2030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목표(기술적 수단)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축방안 2030 목표

감축수단 1 도로부문 바이오디젤 혼합 1,163

감축수단 2 친환경차 보급을 포함한 승용차 평균연비 개선 18,163

감축수단 3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시행 4,661

감축수단 4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시스템 도입운영 277

감축수단 5 해운부문 에너지효율개선 191 

감축량 소계(단위:천톤CO2 eq.) 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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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목표(정책적 수단)

정책적 수단에 의한 감축방안 2030 목표

감축수단 1 대중교통 운영확대 1,762 

감축수단 2 승용차 운행억제 1,570 

감축수단 3 녹색물류 효율화 1,794 

감축수단 4 항공운송 효율화 229 

감축량 소계(단위:천톤CO2 eq.) 5,355 

○ 2020 목표 34.2백만톤(34.3%감축)에서 2030 목표 29.8백만톤(29.3%감축)으로 목표 

조정

- 정책적 수단에 의한 감축목표 축소 및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축목표 확대

- 정책적 수단에 의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적인 감축 정책 필요

- 긍정적으로는 감축목표를 현실화 부정적으로는 감축목표 축소로 평가 가능

○ 2030 로드맵 감축수단은 2020 로드맵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

- 단순한 목표량 조절만으로는 2030 목표 달성 불가능

- 2020 로드맵 이행 실적 및 정책 평가를 통하여 실효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나.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시나리오에 대한 합의 필요

교통 수송부문 2050 LEDS 감축목표(안)

* '50년 감축량 및 감축률은 ’17년 대비 기준

* (  )안은 국가 배출량 및 감축량 대비 비중

구분 ’17년 현황
포럼 검토안 ’50년 목표

1안 2안 3안 4안 5안

국가

배출량 709.1 178.9 222.0 279.5 355.9 425.9

감축량 - 530.2 487.1 429.6 353.2 283.2

감축률 - 75% 69% 61% 50% 40%

수송

배출량
98.3

(13.9%)

26.3

(14.7%)

28.8

(13.0%)

33.8

(12.0%)

36.0

(10.1%)

40.0

(9.4%)

감축량 -
72.0

(13.6%)

69.5

(14.2%)

64.6

(15.0%)

62.3

(17.6%)

58.4

(20.6%)

감축률 - 73.3% 70.7% 65.7% 63.4%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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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중, 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후 2050 감축 목표를 5가지 안으로 제시 

(1>2>3>4>5 순으로 단계적 강화)

○ 1안으로 갈수록 국가 전체 배출량대비 교통, 수송부문 배출량 비중이 감소하고 감축량 

비중은 증가하는 시나리오로서 교통, 수송부문의 감축잠재량이 높다는 방증

교통 수송부문의 2050 온실가스 감축경로

□ 약 시나리오

ㅇ 저비용, 대중수용성 높은 수단, 정부의 관련 공식 계획이 ’50년까지 유지

※ (예) 바이오디젤 혼합, 친환경차 보급, 평균연비 개선, 해운·항공 효율화 등

□ 중 시나리오

ㅇ 약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비용, 더 도전적인 감축수단 포함

※ (예) 약 시나리오(강화) + 바이오에탄올 혼합 + 철도 전력·수소화

� 강 시나리오

ㅇ 중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비용, 미래 혁신기술로 야심찬 감축 노력

추구하는 수단 포함

※ (예) 중 시나리오(강화) + 기타 미래기술(국내·외 혁신기술로서 제시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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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향 

①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교통수단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및 교통정책 우선순위

  

자료:WCTR, World Bank

○ 승용차 중심, 시설공급 및 속도향상 중심에서 보행 및 녹색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

임 전환 

○ 수요관리,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파편화 되어있던 정책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전환 

런던도심 자동차 보행자 공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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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변화

밀라노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취리히 대중교통 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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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재정비

○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대책 간의 조화 필요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설정 이후 정권교체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 중심

○ 규제는 없고 인센티브(보조금)에 의존한 정책 추진의 분명한 한계

- 통행량 억제 및 수요관리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의 공통분모

○ 미래자동차 시장구조 등을 고려한 친환경차 대책 및 내연기관차 감축 로드맵

- 미래자동차 시장구조 고려와 내연기관차 감축과 같은 장기적인 로드맵 필요

- 고성능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보급의 한계 존재

자료:민경덕(서울대), 미래 자동차 시장구조 예측

주요국가의 내연기관 감축정책 동향

자료: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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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제도 등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라는 효과 발생

-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현재 온실가스 보다는 미세먼지 문제가 보다 용이

-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정책으로 정착 필요

런던 ULEZ 운영사례

자료:런던시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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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자동차 환경등급제 운영사례

자료 : 프랑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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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영계획(’19년 12월~)

자료:서울시 교통정책과

③ 시민 참여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고민 필요

○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책의 대부분은 시민참여가 관건

○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와 인센티브 고민 필요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논의와 같은 시민소통 프로그램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 논의결과 요약

-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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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형 정책 개선과제 도출 및 사업 확대

- 서울시 보행워크샵 및 보행환경 시민공모전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 유발, 일반 시민들이 

개선 이슈에 참여)

-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전거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

축 실측, 자전거-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지급 등)

- 서울 차없는 날 (시민 참여를 통한 승용차 교통억제 캠페인, 도심 차 없는 거리 체험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의 긍정적 효과 구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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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자원순환)
 - 순환경제가 주는 그린뉴딜 효과

김미화 이사장(자원순환연대)

1. 순환경제가 제외된 그린뉴딜 정책진단.

□ 6월 1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환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신산업 기술 확대 등과 같은 계획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함

□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이 증가하고, 택배, 배달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1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산과 같은 방치폐

기물 문제가 나타나고, 2018년 수도권지역 재활용품 수거 거부와 같은 문제 발생.

○ 국내 발생 폐기물은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어 재활용

에 어려움이 많아 많은 재활용품이 수출되어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기물 

수출이 어려워 재활용품 수거 거부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단순 선별하여 수출하거나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시스템 대신 새로운 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요구

□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을 판매하는 마켓,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 다회용기를 세척, 대

여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임과 동시에 환경사업을 

통해 경제 부흥시킨다는 그린뉴딜정책에 가장 적합한 사업.

2. 순환경제로 관점에서 뉴딜정책 방향

1)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를 그린뉴딜 분야에서 별도의 파트로 분

류하여 세부적인 방향을 마련.

○ 자원순환은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업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재활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일 뿐 아니라 향후 신 성장 산업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다

양한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

○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자원순환은 도시조성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린뉴딜 사

업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향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한 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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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재사용, 수명연장을 고려하여 생산해 부가가치와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순환 뉴딜정책 방향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제품 사용기간 확대 : 제품의 내구성 향상뿐만 아니라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 확대

○ 재사용 및 수리,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 : 재사용, 수리, 재활용 가능, 원료를 적게 사용

(재생원료 사용 포함 등)한 디자인과 제조업체는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품 정보공개 확대

○ 공유 및 리페어 문화 확대 : 공유를 통한 제품 활용을 극대화하고,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수리, 재사용하여 제품의 사용수명 연장

○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과 공유경제를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순환자원의 사용확대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한 재생원료를 최대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및 재생원료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3) 신 성장 산업 확대를 위해 순환경제를 포함한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방안

○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다양한 미래 산업 성장 동력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

리 창출사업을 만들어가야 함

○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

면 다음과 같음

◯ 친환경 원료생산 확대와 순환자원 가치 

◯ 제품기간 지속성 : 최적화 제품의 성능과 효율성 향상시키고. 폐기물 제거하다 : 공급망 : 

빅 데이터, 자동화 및 원격 감지를 활용.

◯ 순환자원 사용의무화

◯ 리페어 제품 확대(오래 쓰고, 바꿔 쓰고, 고쳐 쓰는 문화)

◯ 공유 사이클 확대 : 공유를 통해 제품 활용 극대화. 제품 또는 제품 풀 공개 공유; 기술 

전반에 걸쳐 재사용 수명; 유지 보수, 수리 및 설계수명 연장

◯ 디자인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 생성의 디자인 단계에 중점을 두고 더 나은 재사용, 수

리, 재활용 및 / 또는 적은 재료 사용을 포함. (모두)

◯ 교육 및 인식 : 공공, 소비자 및 / 또는 정부 인식 구축순환 경제 원칙 및 재활용, 연구, 

수리, 재사용, 공유 등; (모두)

◯ 파이낸싱 :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및 투자자 지원 제공 생태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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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경제로 일자리 창출과 원천기술 구축을 위한 사업제안.

1) 1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발굴, 운영을 통해 1회용기 및 

1회용 컵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운영하는 지역 축제에서 활용하도록 지역 내에 설치 유도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와 폐기물 감량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음

○ 장례식장 등 현재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함

2) 포장재 없는 마켓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활폐기물 중 약 3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감축

○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에 이바지

3) 리페어 산업 활성화와 재활용센터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다시 쓰고, 고쳐 쓰는 문화

를 확산함으로써 자원절약과 지역 마을 공동체 확산을 유도하고, 제품선별 일자리 

확충 가능

○ 카페나 복지관 등 지역 주민들이 쉽게 모이는 곳에서 고장 난 전자제품 혹은 장난감, 우

산 등을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제품의 사용주기를 늘려 자원을 절약

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함

4) 폐전자제품에서 현재보다 많은 희유금속 추출기술 확대, 재활용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에서 수입되는 희유

금속의 양을 줄여 외화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

○ 희유금속 채취 발굴 통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희유금속은 전자전기제품 생산 중요. 전기전

자 산업국가로서 국가차원 희귀금속 추출연구, 기술 인프라 구축 소홀. 

○ 향후 전기전자 사회에서 더 많은 희유금속사용이 확대되고 추출 원천기술 보유로 경제성

장 높이는 계기로 천연자원 고갈되는 시대, 희유금속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는데 현 시

점이 정부가 추진하는 순환경제와 뉴딜정책에도 매우 적절함

○ 지각 내 존재량 적고 추출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신장되는 금속원소. 그러나 

극소수 국가매장, 생산 한정되어 특정국이 대량 수입해 국내 관련 산업 안정적 공급에 매

우 위험요소 작용(특정국 수출금지, 가격폭등 등)

○ 기술력 확보통한 국제적 경쟁력 선진화를 가져옴 / 자원 전쟁 속에서 국내산업 안정적 자

원 확보 가능(일본, 중국 등 자원수출금지에 대응)/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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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속 희유금속 종류 : 40종(일본 31종, 미국 33종, 한국 전량수입의존)

5) 플라스틱 세 도입으로 순환경제 업, 다운 패러다임 전략필요

○ EU 등 선진국은 플라스틱 생산, 제품생산, 제품판매는 하는 모든 기업은 사회적책임을 지

고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재활용과 최종 폐기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플라스틱 제품과 판매 기업, 소비자만이 책임을 지고 있다. EPR(제품생산기업, 판매기

업), 폐기물부담금(제조업체), 보증금제도(소비자)로 원료생산 기업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기업에 사회적 책임으로 플라스틱 세 도입 

필요함. 확보된 비용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질 좋은 순환자원 기술 확대와 인

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6) 향후 필요한 사항

○ 순환경제 관점에서 그린뉴딜은 단기적 사업보다 중, 장기적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

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총괄하는 주

체가 필요함

-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여서 순환경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 환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화 전략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환경산업은 외부환경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현재의 영세한 재활용사업을 고도화된 기술로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재활용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플라스틱 산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다음은 전자제품으로 해서 사업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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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효율화
 - 그린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신재생과 효율화을 중심으로 

박성문 정책실장(에너지나눔과평화)

<총론>

1. 탄소감축 경제로의 방향전환, 신재생 · 효율화 부문의 국내 경쟁력 확보에 주력

2. 그린뉴딜의 성공 기반, 신재생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정비

3.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보조정책에 기반한 제도에 대한 획기적 전환 필요

<각론>

1. 탄소감축경제로의 방향전환, 신재생· 효율화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 ‘뉴딜’은 ‘단기적 

효과성’, ‘투입비의 매몰성 허용’ 등을 전제하나 금번 ‘그린뉴딜’은

미래에 대한 레버리지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이행수단이 되어야 함. 이에 

신재생, 효율화 증진 부문의 국내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함. 

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설비, 기술투자로 해외 제품과 경쟁가능한 국산화가 필요

 ∙ 국산 태양광 모듈, 풍력의 경우, 국내 보급시장에서마저 외국산에 밀림. 이에 외국산과의 

   경쟁력이 확보 될 때까지 노동력, 기술력 부문의 과감한 지원 필요. 

   (예시 : 신재생 산업 고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

② 효율화 부문의 대규모 예산 투입 필요 

 ∙ 탄소감축 설비와 제품이 아니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 

　 특히, 탄소배출이 큰 철강, 자동차, 섬유, 전자 산업 부문 설비의 효율화와 프로세스의 효

   율 강화. 

 ※ 상기 집중 지원 및 투자 과정에서 기업 규모별 차별화 전략 적용   

2. 그린뉴딜의 성공 기반, 신재생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정비: 신재생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이의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정비 등이 우선되어야 함. 

①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확충 

②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접속공사시 자재 수배, 설계 지연 문제 해결 필요

③ 기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기동 전력(원전, 석탄) 단계적 폐지, 재

생에너지와 조화로운 복합발전과 같은 기동성있는 전원 확충

④ 신재생 산업 확대에 따른 시장 제도 준비

3.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제도의 획기적 전환 필요: 신재생 사업 대한 투자 및 지원제도의 

도입과 전환은 시민 수용성을 확대하고, 수용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의 

중장기 생계방안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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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시민 투자 모델 구축

②신재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의 형태를 다양화 

∙ 지역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지역민 직접 지원제도로 분리하여 운용. 현재 시행중인 대규모발

전시설의 지역 지원금의 집행방식을 중장기 생계 안정화 방안 유도를 위한 직접 현금 또

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

∙ 제도화 진행시 발전소 용량이나 규모별로 차등화 적용  

③ RPS제도를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유연성을 확보. 추가 재원없이도 공익적 효과를 창출

∙최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이 확대되고 있음. 이

에 REC입찰 선정 조건을 변경하여 아예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의 비율을 일정 

정도 지정. 이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익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계. 단, 공익사업의 내용과 실행은 반드시 연단위로 모니터링하여 사후 결

과를 증명.  

∙ RPS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지, FIT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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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그린뉴딜의 틀과 방향성 : 페미니스트 관점의 접근 

김은희 연구위원(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1. ‘코로나 시대’의 각성

m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펜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 하는 것조

차 성급하게 생각되기도 함. 하지만 사람들이 서력기원에 빗대어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를 언급할 만큼 지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임. 지금의 펜데믹 상황은 일종의 ‘정상사고(Normal Accidents)’라고 생각되기

에 어떤 안전장치를 부과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야만 함. 

포스트 코로나 ‘(뉴-)뉴노멀’을 두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질문한다면,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의 이윤증식과 그에 무비판

적으로 동조해온 인간 생활양식 그 자체일 것임. 『역병과 사회』의 저자인 의료사학자 프랭

크 스노든(Frank Snowden)도 최근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와 사회와 관련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단기적 이익 추구,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항구적 성장 비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5) 

  코로나19가 바꾸는 16가지 세상 변화 중 하나로 “최저를 배우고 사랑하기”6) 등이 꼽히는 

점을 보면 시민들도 ‘멈춤’을 통한 ‘속도’와 ‘성장’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통해  삶의 양식 

자체가 변화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됨. 

m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불가능 할 것 같던 것들이 갑자기 가능해진 위기의 시대

를 ‘Pandemic Shock Doctrine’으로 설명하면서, 대책으로 제안된 것들이 누구의 아이디

어인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고안된 현명하고 공정한 것인가?를 질문하

고 코로나19 위기의 샤워 효과(shower aid)는 기득권 시장자본/남성엘리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함. 

  

m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5 Principles for Just 

COVID-19 Relief and Stimulus)”으로 제안되고 있음.  

 ‧ 건강이 최우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사람들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라

 ‧ 기업 경영진이 아니라, 노동자와 공동체를 구제하라

 ‧ 미래의 위기를 막는 재생적 경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라

 ‧ 서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라

5) 프랭크 스노든(2020), “팬데믹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 김종철 옮김, 녹색평론 통권 173호, 23~39쪽.
6) <퓨처 타임즈> 2020년 4월 1일자, “코로나19가 바꾸는 16가지 세상 변화”, 최종검색일 2020.6.26. 

http://www.futur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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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세계 어느 나라도 성평등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경제적 평등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타임라인은 55년 더 늘어났고 앞으로 경제적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25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됨(WEF, 2020).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은 젠더렌즈 없이는 코로나19 펜데믹 완화를 위한 노력의 효능

이 반감되며, 성별분리통계는 젠더관점의 정책수립과 예산 책정의 기초가 되고,  성인지 

예산이 포괄적인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함.7) 

1. 기후위기를 직면한다는 것 

m 1987년 유엔 부른트란트위원회(Bruntland Commission)가 작성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함.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는 지속가능개

발목표(SDGs)로 전환되었고 파리기후협정과 의제2030 등도 마련되었음.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에는 별도 5.성평등 의제 외에도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관철하도록 하고 있음. 

m 그러나 성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형용모순을 묶어놓아 만들어진 간극을 메운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음. 생태주의를 ‘미래에 대한 책임윤리’로 삼기에는 늦었고, 미래세대까지 가

기 전 이미 현세대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서 기후정의운동

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산업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결과는 인류세

(Anthropocene)보다는,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의 말대로 ‘자본

세’(Capitalocene)’라고 규정할 수 있음. 

   도나 헤러웨이(Donna Haraway) 역시 ‘자본세’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는데 동의하면

서도 구체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태도는 경계하고, 자본

주의적 세계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서사, 우리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바꿀 수 있

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술을 찾아가고자 함. 즉 사태를 긍정과 부정 중 어느 하나

로 환원하지 않고 이 둘 모두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 매 순간과 매 관계에 고유한 문제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을 배양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

한 윤리적 태도8)라고 제안함. 

m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61개국 중 58위로 ‘기후악당’으로 꼽히는 국가로, 당장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탄소저감 대책(NDC와 LEDS)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

건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아니라도 더 이상 녹색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음. 다소 

준비 없이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 그린뉴딜이 던져지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준

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7)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4/how-to-achieve-gender-equality-after-pandemic/?fbc
lid=IwAR2fMssaJmVN6YW7MfbR1PJzoT6oyfyYcQcNI4zXYBZ0VBKLfNUjBxX4UMM
8) 김환석외(2020),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이성과감성, 3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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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미국의 뉴딜(New deal)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노동과 복지를 키워드로 한 개혁

에 방점을 둔 2차 뉴딜은 보다 강력한 개혁전략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식이었고, 와그너

법(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제정 및 조세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하지만 1930년

대 미국의 뉴딜은 자본위기(대공황)에 대한 대처방안이었지 자본을 넘어서는 기획은 아니

었음.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와 함께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과의 관계도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자본을 넘어서는 기획으로 나아가야 함. 

  

m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제사) 녹색산업의 정의와 분류 그에 따른 통계작업

에 착수했으며 통계작업이 본격화되어야 정부의 그린뉴딜 방향성도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정부관계자는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새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함.9) 발제(2)에서 전략-과제-투자/효과를 제시하면서 양적

인 일자리 창출만을 효과로 기입하고 있는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음.  

  그린뉴딜은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비상행동이자 사회개혁프로젝트이므로 당장은 제한된 

부문의 경기부양과 녹색일자리로 시작되더라도, 탈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징검다리로 상정하

고 단계적 과정을 기획해나가야 할 것임.  

m 그 외 발제(1)에서 이명박정부 녹색성장을 “이명박정부 그린뉴딜”로 적고 점은 미국 등에

서 다시 끌어올려진 그린뉴딜 담론이 강조하고 있는 점과는 어긋나는 명명이라고 생각됨. 

적합하지 않은 명명으로 인해 언어가 내용을 규정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고 보여짐.  

2. 진보적이고 종합적인 그린뉴딜의 제기 

m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AOC) 

하원의원 등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강조한 것은 2008/2009년 시기 그린뉴딜

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리고 2018년 이후 새로운 흐름으로 과거와는 다른 진보적 그린뉴

딜로 재정의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점임. 

   그리고 정치와 정부만이 아니라 그린뉴딜의 동력이 대중운동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다는 점 

역시 특히 중요한 대목임. 실제 2018년 11월 기후위기로 인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산불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해온 시민운동단체인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와 

‘정의와 민주주의’(Justice Democrats)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그린 뉴딜’ 수용을 촉구하고, 해야 한

다고 주장했고, 공개적을 AOC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국 기후행동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

장했다. 최근 AOC는 72%라는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후보가 되어 재선이 확실시 된다. 

9) 머니투데이, ““그린뉴딜이 뭔데?” 정부, 녹색산업 방향 잡을 ‘통계’ 만든다”, 2020년 6월21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1091154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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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OC-Markey GND Requirements(Feb. 2019) 

   <연방정부가 그린뉴딜을 만들어나갈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회 결의안 제안>

   5대 목표, 14개의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추진하며, 이들의 실행 원칙과 15개의 충족조

건(requirement) 등 그린뉴딜의 문제의식과 목표, 정책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음. 특히 그

린뉴딜의 문제의식과 목표, 정책방향과 원칙이 철저하게 원주민, 유색인 및 이주자 커뮤니

티, 탈산업화 및 탈인구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등 최전

선 커뮤니티(frontline communities)의 조직력 정치력 경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됨. 

 ‧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넷제로 달성

 ‧ 모든 미국인들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백만의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 21세기의 도전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응답하기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 이후 세대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커뮤니티 활력, 건강한 

먹거리, 자연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

 ‧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

주자 커뮤니티, 탈산업화 커뮤니티, 인구감소하는 시골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과 청년층(이후 이들을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라 일컬음) 등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기, 방지하기, 그리고 과거의 부정의 바로잡기

m 정부는 환경부,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

다 전면적인 확장,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 전반과 관련해서는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공약도 

참조할 만 한 모델이라고 판단됨. 안 이달고시장의 새로운 공약은 첫 째 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이중적 위기인 생태적 및 민주적 위기는 우리가 거버넌스와 시민권 모델을 재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음.10)   

10) Anne Hidalgo, Le Manifeste Pour Paris, 16 June 2020
   https://annehidalgo2020.com/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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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m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기후정의 운동의 전면적인 확산이 미흡하고 여성운동도 그린뉴딜과 

관련한 별도의 대응이 부족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그린뉴딜을 위해

서는 은폐된 노동인 돌봄노동을 가시화하고 재정의하는 일련의 과정(드러내기(reveal) – 
재평가(revaluation) - 재정의(redefine))이 반드시 필수적임. 

m 다른 나라의 흐름을 보면, WEDO11)는 2013년 『Sustainable Economy and Green 

Growth: Who Cares?』를 발간하고, MADRE12)는 2014년에 『Climate Justice Calls 

for Gender Justice: Putting Principles into Action』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WECAN13) 등의 여성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WECAN에서 웹기반 데

이터베이스 이니셔티브로 운영하는 ‘Women Speak14)’도 참조할 만 한 사례라 할 수 있

음. ‘Women Speak’는 여성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그리고 최악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지역 및 글로벌 솔루션의 필수 행위자로서, 사회 및 생태 프로그램과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수준의 참여, 리더십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

함. 그러나 여성의 목소리와 권리는 종종 억압되고 무시되고 있어서,  미디어에서 기후위

기 관해 인터뷰 한 사람들 중 15 %만이 여성이었음을 지적함. 

m 2019년 말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Towards a Feminist Green New Deal,” at 

the UNFCCC(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5 in Madrid, Spain 국제회

의가 개최되어 글로벌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기후행동의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아

젠다를 토론하기도 했음. 

11) 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
   https://wedo.org/new-report-sustainable-economy-and-green-growth-who-cares/
12) Demanding Rights, Resource and Results for Women Worldwide, 
   http://www.madre.org
13) The Women’s Earth &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https://www.wecaninternational.org/about   
14) ‘Women Speak: Stories, Case Studies And Solutions From The Frontlines Of Climate 

Change’, https://womenspeak.wecaninternational.org/

http://www.madre.org


- 110 -

m 미국에서는 2019년 초 여성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를 통한 페미니스트 개입이 필요

하다는 인식하에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네트워크가 꾸려지기도 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면서,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원칙을 작성한 바 있음.

 * http://feministgreennewdeal.com/

m 현재 미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지하는데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의 응답을 보면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에 

편차가 있어서 여성들이 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06/23/two-thirds-of-americans-think-government-sho

uld-do-more-on-climate/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원칙 (A Feminist Agenda for a Green New Deal)
❚Principles for Engagement
  As policymakers, advocates, and communities shape the Green New Deal, we must:

 1. Require intersectional gender analysis across all actions.
 2. Recogniz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domestic climate policy.
 3. Confront institutional patriarchy and racism. 
 4. Center Indigenous Peoples’ rights and leadership.
 5. Systemically confront exploitative and unsustainable production
    patterns.
 6. Advance reproductive justice. 
 7. Ensure democratically controlled, community-led solutions
 8. Reject false and harmfu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that fail to
    address root causes.
 9. Create regenerative economies that center systemic, feminist 
    alternatives. 
10. Respect the leadership of young people as they fight for future 
    generations. 

http://feministgreennewde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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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면서 

m 정부는 하반기 예정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계획으로 1.그린뉴딜 취지를 살려 과감하고 
창의적인 2050 비전 수립, 2.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수립, 3.녹색금융 분

류체계 구축 및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4.제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21~’25) 할당계획 수립 및 할당 완료 등을 밝히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대토론회(9월)이 일회적 공론과정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음. 넷제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까지는 아니더라

도 보다 충실한 공론과정 설계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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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그린뉴딜의 핵심은 농업. 생태와 환경, 지속가능성, 중소농을   

중심에 둔 다기능 농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
박종서 사무총장(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전 세계적으로 심화 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로 구체화하여 2025년까지 예산·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7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린뉴딜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시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주제발표문에서 거의 언급되

지 않고 있음.

 *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부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불평등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역할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성장과 경쟁, 효율을 중시한 생산주의 농정에서 생태와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중소농 중심의 다기능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뉴딜 추진 계획안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21-25년 농식품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뉴딜분야 농식품부 제출 과제 예산(억원) 일자리(천개)

디지털

뉴딜

농업 빅데이터 기반 확대 1,273 1.5
스마트농업 확산 2,502 8.6
농축산물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1,709 0.4

그린뉴딜
농촌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1,080 1.2
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3,148 1.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7,342 8.0

휴먼뉴딜
귀농·귀농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56,202 73.0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37,330 -

합계 110,570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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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핵심전략

 

 * EU의 Farm to Fork 전략 탄생 배경 : 2000년 EU 농정개혁에서 최초로 ‘농업환경정책’

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 전체 농가에게 직불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환경보

전 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개편되는 농정개혁을 시행하였음. 이러한 EU의 직불

금과 농업환경정책이 지난해 EU가 발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도 

핵심적인 정책으로 반영돼 있음.

□ 농업분야 그린뉴딜 핵심 과제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필요

⚪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실시

⚪ 주요농산물 생산기반 지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공공수급제 도입

⚪ 농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새롭게 하

여야 함. 농지의 부당소유 및 타 용도로의 전용을 과감히 근절 

⚪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업노동력 확보, 후계농업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도시는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농촌은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 도시 실업자와 

농업노동력 연계 필요

 -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농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교육 

및 문화 시설 부족, 복지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가능

⚪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해서는 통일농업에 대한 준비 필요

 -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 모색 필요

*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축산과 양식부문에서 항생제

50% 감축을 제시

- 유기농업 비율을 유럽 농지의 25%까지 확대

- 식품영양 증진, 음식물쓰레기 감축

- EU 농업예산의 40% 기후위기 관련 영역 사용

-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 친환경적인 농업 실천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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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EU와 같이 직불금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높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 확대

⚪ 환경친화적인 농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전 농촌지역으로 확대 시행

⚪ 친환경농업으로의 농정 대전환

 - EU의 Farm to Fork 전략과 같이 친환경유기농업 목표치를 과감하게 설정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국 설치 등 정부 조직재편

 -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적 영역에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벼 재배를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

 - 경축순환을 기본으로 축산전략 전환 및 이를 통한 화학비료 절감

③ 지역과 사람 중심의 대안유통체계 강화

⚪ 기존의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대량유통체계에서 중소농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와 소통, 협력 체계(Local Food)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

⚪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및 국가단위 먹거리종합

전략(Food Plan)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으로의 전환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 핵발전 대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 농업의 가치를 식량 생산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근거지로 전환

 - 농민에게는 농산물생산 외 에너지 생산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보장

⚪ 농촌 태양광 발전의 원칙 재확립 필요

 - 농지보전의 원칙이 보장되는 농촌 태양광 정책 필요

 - 농민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촌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농촌 태양광 정책 방

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난개발 또는 자본에 의한 개발로 갈 수밖에 없고 과실이 농업·농

민과 무관해지는 상황 발생

□ 현장에 기반한 그린뉴딜 정책 수립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앞으로의 삶은 이전과 다른 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 앞으

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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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해도 현장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모래성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음.

 - 따라서 각 분야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책을 수

립·집행하는 것이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녹색성장이라는 허상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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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해양자원과 그린뉴딜

지욱철 어촌계장(화삼어촌계, 통영·거제환경연합의장)

I. 해양쓰레기와 그린뉴딜 

1. 해양쓰레기란?

해양쓰레기는 바다 표면과 바닷속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일컫는다. 발생 경로는 강이나 운

하 등의 물길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기도 하고, 해양투기로 발생한다. 해양쓰레기는 크게 

두 부류로 물에 가라앉아 해저 토양이나 암반에 위치하는 침적 쓰레기와 물 위를 떠다니

다 연안과 대양에 쌓이는 부유 쓰레기로 구분된다.

<연안쓰레기> <침적쓰레기>

2. 해양쓰레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이 주원료인 폐기물이다. 부유 쓰레기는 어

류와 조류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화되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된다. 침적 쓰레기는 조류나 파도에 의해 이동한다. 이동 중 해저 암반에 걸려 유령어업 

원인이 되거나 부착생물을 고사시키고, 연안으로 밀려 수심이 낮은 저질을 덮어 바다의 숲

을 훼손하고 각종 어류의 산란지와 생육지를 파괴한다. 

3. 해양쓰레기 관리현황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폐기물 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항만은 해양환경공단이, 어항과 연근해는 어촌어항공단이, 소규모 정주 어항과 마을어업 면

허해역은 각 어촌계에서 관리한다. 국비가 투입되는 항만과 어항은 정부정책과 예산이 투입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반면, 마을어업 면허해역은 재정 능력이 없는 어촌계에 맡겨져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행태의 해양쓰레기 관리는 수십 년간 이어져 연안 바다의 숲

이 파괴되었다. 그 결과,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업 면허해역 바다의 숲-잘피 군락지 등

-파괴는 어류의 산란장, 생육지 감소로 이어지고 수산 자원 고갈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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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쓰레기와 그린뉴딜

바다 생태환경의 파괴자와 피해자라는 이중 지위에 놓인 어민의 행동 변화 없이는 지속가

능한 바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수산 자원의 오염과 고갈은 국민경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

히, 어촌지역의 소규모 어민의 수입원 감소는 어촌 공동화 현상에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

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해양쓰

레기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뉴딜이 요청된다. 특

히,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스티로폼 부자를 대체할 친환경 부자15)의 개발과 보급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스티로폼 부자는 연안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이

다. 또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어구16)개발을 통해 해양쓰레기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버려져 있는 해양쓰레기는 해당 해역 어민에게 맡김으로써 바다 생태환경의 보호, 어

족자원 보호, 어민의 의식제고와 행동 변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상해역 참여자 대상 재원 근거

마을어업면허해역 해변 어촌주민, 어민 정부/시도/지자체
해양폐기물법

마을어업면허해역 조하대 어민 정부/시도/지자체

<그린뉴딜: 어민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5. 어민 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기대효과 

 1) 경제위기 대응 

  ∙ 어족자원 복원에 따른 어민소득 증대

  ∙ 해양쓰레기 수거 어민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생성에 따른 청년 귀어 및 공동체성 회복

 2) 기후위기 대응

  ∙ 탄소 포집 능력이 뛰어난 바다의 숲 복원

  ∙ 해양쓰레기 소각 감소에 따른 탄소발생량 감소

 3) 생태위기 대응

  ∙ 바다 숲 조성에 따른 바다의 유기 오염물질 정화

  ∙ 해양 미세플라스틱 감소

15) 양식어업에 활용되는 스티로폼 부자(EPS)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어 사출성형부자, 코팅부자로 
바뀌어 왔으나 플라스틱이라는 한계가 있다. 자연소재 또는 재활용·재사용이 손쉬운 금속 재질의 부
자로 변화가 시급하다.

16) 썩지 않는 플라스틱 어구 대체재로 생분해성 어구를 고려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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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안 바다 숲 잘피군락지 파괴와 해결방안

1. 잘피란?

잘피는 해수에 적응하여 바다에 분포하는 현화식물이다. 진화 과정상 육상에서 포유류로 

진화하여 바다로 돌아간 고래처럼 육상에서 속씨식물로 진화하여 바다로 돌아간 식물로 분

류학적으로 식물에 속하지 않는 해조류와 달리 뚜렷한 뿌리, 줄기, 잎이 구분되고 꽃이 피

며 열매를 맺는 수중 현화식물을 통칭한다.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연안에 60여 종이 분

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9종이 분포하고 있다. 

잘피는 조간대로부터 수심 15m 내외의 조하대 해역에 넓은 초지 형태의 서식지를 형성하

여 다양한 해양 동물들에게 서식지 및 산란장을 제공한다. 또한, 잘피는 생산성이 매우 높

아 수산 자원 동물의 먹이원이 되고 탈락한 잎이 연안 저질에 쌓이며 흡수한 이산화탄소

를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 저장하여 온실효과를 완화하는 중요 생물자원으로도 여겨

진다. 생장 과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질소, 인과 같은 물질을 빠르게 흡수, 제거함으로써 

부영양화에 의한 적조 등의 환경 재해를 줄이는 기능도 하는 등 연안의 수생산성 향상과 

연안 생태계 정화를 위하여 잘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해양 생물자원이다. 

2. 잘피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잘피 서식지 면적은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안의 

수생산성과 종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보전과 복원을 위해 많은 

연구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연안 

개발 및 오염물질 유입 등의 인위적 교란으로 잘피 생육지의 70~80%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잘피 생육지의 생태적 중요성에 비교해 인식과 보전 노력이 미약해 

서식지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까지도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지적인 조사 

및 보고를 통해 추정해 볼 때 70-200Km2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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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상 잘피종

우리 연안의 잘피 중 거머리말과 줄말을 제외하면 한반도, 일본, 중국 등 극동에서만 서식

하는 종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Red List(멸종위기 동식물 보고서)에 게바

다말은 위기종, 새우말과 포기거머리말은 취약종, 왕거머리말, 수거머리말, 해호말은 준 위

협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Red List에 이름 올린 15종의 잘피 중 6종이 해당되는 것

으로 우리 연안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잘피종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07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새우말, 게바다말 등 6종을 보호 대상 

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4. 잘피의 보전 및 복원

이미 1950년 이전부터 미국, 호주, 지중해 연안 국가 등지에서는 잘피 서식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 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는 부산대학교 등의 일부 잘피 전공자에 의한 복원 기법의 실험적 적용이 있었고, 2010

년 이후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복원사업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법에 의한 이식사업 등

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복원사업은 대부분 성체를 채취하여 

선정된 해역으로 옮겨 심는 이식사업이 주를 이루고 이식되는 종 또한 거머리말로 한정되

어있다. 타 보호 잘피종에 대한 이식이 가끔 연구되는 사례도 있으나 매우 파편적이며 이

식 방법도 종자를 이용하거나 틀, 한지 등 보조 재료를 바꾸며 생존률을 높이고 환경오염

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실제 이식사업에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생존율을 현격히 낮은 편이다.

5. 잘피와 그린뉴딜

1) 국제잘피연구소 설립

보호 대상 잘피종을 비롯한 연안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잘피종 연구를 통

합하고 각각의 종에 최적화된 보전 및 복원방식을 찾아 표준화된 안내서를 생산하고 복원

을 위한 해역을 선정하는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잘피 전문 연구소의 설립이 

위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에 지정된 생태계 보호구역의 경우, 잘피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생육조건도 우수한 남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고 지정된 좁은 연안에 보호 

잘피종 4종을 포함한 5종의 잘피가 서식하고 있어 잘피종 다양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종의 잘피를 연구할 수 있고 인근 해역의 잘피와 비교 및 교차연구가 가능하여 

잘피연구소 입지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된다.

2) 이식용 잘피 생산

현재 복원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잘피는 양호한 잘피 생육지에서 채취한 개체이다. 복원의 

성공사례가 많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복원 성공률은 30%를 넘지 못하는데 단기간의 사

후조사만 시행하는 우리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이식 성공률이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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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다 숲 복원을 위해서라지만 무분별한 잘피의 채취허가는 자칫 성과 없이 기존 생육

지 축소를 가져올 수 있음 고려해야 한다. 잘피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의 관리하에 이식용 

잘피를 생산 및 이식 적기에 출하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손실을 막고 바다 숲 복

원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식 개체 생산 및 이식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

는 일이라 기술집약적이고 사람이 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 대부분이라 노동 집약적 산업

이라 할 수 있다.

전문 잘피연구소를 설립하고 보전 및 복원에 관한 기술적 기초를 확립하고 그 기술을 토

대로 복원사업용 개체를 생산하고 복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설명서가 제공된다면, 성공적

인 잘피 생육지의 복원으로 연안 생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잘피 배양장 

주변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잘피연구소와 배양장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1) 경제위기 대응

 ∙ 잘피 생산과 이식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잘피 숲 조성에 따른 어족자원 보존과 어민 소득증대

 ∙ 일자리 창출에 따른 귀어촌 청년 확대에 따른 어촌공동체 활성화

2) 기후위기 대응

 ∙ 바다의 숲 복원에 따른 기후위기 주범 탄소 포집

3) 생태위기 대응

 ∙ 바다 숲 조성에 따른 바다의 유기물질 제거로 부영양화에 의한 적조 등 환경재해 예방

 ∙ 바다 숲 조성에 따른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예방 

Ⅲ. 굴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I. 굴 껍데기와 스티로폼 부자?

굴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과 양식장에서 키워 생산되는 두 종류로 나뉜다. 자연에서 채취

하는 굴은 양이 극히 미미한 데 반해, 양식용 굴은 수십만 톤에 이를 만큼 양이 많다. 특

히,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70% 이상이 통영에서 생산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굴 껍데기 

양이 연간 20만 톤에 이를 만큼 많다.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이로 성장하는 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료, 약품 등의 사용이 없이 생산되어 국민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수산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인 굴 껍데기는 악취, 해충, 침출수를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 오염원으로 지목된다. 또한, 

양식 과정에 꼭 필요한 어구인 스티로폼 부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다. 사용 초

기에는 스티로폼 부자의 위해성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이슈화되

면서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어업용 스티로폼 부자는 남해안 바다 1㎥당 

20만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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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박신장 주변 조분쇄된 굴껍데기(위)/굴 양식장에서 폐기된 스티로폼 부표(아래)>

2. 굴 양식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사업장 폐기물 굴 껍데기

굴 껍데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처리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굴 껍데기는 

대부분 채묘를 위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립과 화석 비료로 사용되었다. 통영시 인

평동, 용남면, 광도면 주변 연안 불법매립에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조간대가 사라졌

고, 해안도로 개설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2000년 이후, 환경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굴 

껍데기로 인한 악취, 해충, 침출수 등으로 바다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또한, 굴 껍데기 처리 방안이 없어 해마다 늘어나는 폐기물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민의 골칫거리가 되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

2) 어업용 스티로폼 부자

스티로폼 부자를 어업용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사용 초기에 경

제성, 실용성, 편리성으로 정부와 어민의 평가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스티로폼 부자의 사

용량이 증가하고, 자연소재가 아닌 화학물질인 스티로폼 부자가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

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해양쓰레기로 지목되었다. 우리나라 바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자가 4,000만 개 이상인데, 양식어업이 발달한  전남과 경남의 연안은 스티로폼 바다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리고 스티로폼 부자의 수명이 3~4년임을 참작하면, 매

년 1,000만 개 이상의 스티로폼 부자가 쓰레기가 된다. 이 중 자연재해에 의해 어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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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거나 실수나 고의로 버려지는 수는 매년 400만 개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질

의 스티로폼 부자는 조류나 파도에 의해 연안으로 밀려들고 자외선에 노출되어 나노 크기

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서져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플

랑크톤과 각종 수산물의 먹이가 되어 결국 식탁에 올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굴 껍데기와 스티로폼 부자 관리현황

1) 굴 껍데기 관리현황

통영시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만 톤의 굴 껍데기가 생산되고 이 중 1만 톤은 

채묘용으로 재사용, 105,000톤은 폐화석 비료로 생산, 나머지 35,000톤은 처리할 수 없

어 임시 야적장에 쌓아 두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토지 경화를 이유로 폐화석 비료 사

용을 꺼리고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업한 처리업체가 늘어나면서 굴 작업장 주변과 처리업체 

야적장은 초과한 용량으로 환경 폐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2) 스티로폼 부자 관리현황

스티로폼 부자가 해양쓰레기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1990년대부터 친환경 부자로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2020년 현재 400여 종에 가까운 친환경 부자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대부

분의 친환경 부자는 폴리프로필렌(PP)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어서 결국 미세플라스틱 원

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친환경 부자는 비싸고, 무겁고, 깨어지기 쉬워 어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의 해양쓰레기 정책과 어민의 의식 고양으로 변화가 예상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수부 주관 열린소통포럼과 해양쓰레기 선제대응 포럼을 통해 

민관산학이 협력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스티로폼 부자 퇴출 선언이 그것이다. 

지난 5월 27일 어민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해양수산부가 함께 2025년 스

티로폼 부자 퇴출을 선언했고, 후속 조치로 새로운 어법개발과 비 플라스틱 친환경 부자를 

활용하여 시험 어장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4. 굴 양식어업과 그린뉴딜

1)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장 폐기물인 굴 껍데기는 일면 계륵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활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된다. 먼저, 굴 껍데기는 탄소를 가장 많이 포집하는 물질이다. 굴 껍데기 100g당 44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데,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24L에 이른다. 기후위기 대응에 효자 노

릇을 톡톡히 한다. 또한, 자원부문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되었다. 신상모(2019)에 따르면 

굴 껍데기를 미세분쇄하여 만든 방탄판은 강도와 경량화가 미국의 방탄판보다 우수하다. 

그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액자 틀, 조명등 심지어 자동차 부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 스티로폼 부자의 활용과 비 플라스틱 부자 개발

남해안 해양쓰레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자는 어민의 의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

는 중요한 자원이다. 동아시아바다 오션의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영 해양쓰레

기 대부분은 조업 중에 발생한다. 그 결과는 바다 오염의 주범이 어민이고 피해자도 어민



- 123 -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어민의 변화가 없이는 바다 생태환경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결

론에 이른다. 2017년부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화삼어촌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어민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의식과 행동 변화를 높이는 방안을 확

인한 바 있다. 일정 기간 이상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한 어민은 불법 투기가 사라

지고 가져간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행동의 변화를 확인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방지

법」 제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그동안 해양쓰레기는 수거 업체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동 법 

제29조2항에 따라 어민, 시민단체 등에도 예산이 지원되어 어민 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다. 어민 주도형으로 수거된 스티로폼 부자는 잉고트(Ingot)로 변화되어 

액자 틀 제작 등에 재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스티로폼 부자의 퇴출을 선언하고 비 플라스

틱 부자를 수용하겠다는 어민의 결단에도 큰 역할을 했다. 어민 몇몇은 알루미늄 부자를 

굴 양식어업용 어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5. 굴 껍데기 자원화, 비 플라스틱 부자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1) 경제위기 대응

 ∙ 굴 껍데기 자원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굴 양식어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어민 소득증대

 ∙ 굴 껍데기 폐기물의 다양한 상품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 

 ∙ 미세플라스틱 감소에 따른 안전한 수산물 생산

2) 기후위기 대응

 ∙ 탄소 포집 능력이 뛰어난 비열처리 굴 껍데기 이용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굴 껍데기 비열처리 가공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

 ∙ 스티로폼 부자 퇴출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

3) 생태위기 대응

 ∙ 굴 껍데기 자원화로 인한 악취, 해충, 침출수 해결에 따른 연안 생태계 회복

 ∙ 굴 껍데기 처리에 따른 경관 훼손 및 민원 감소

 ∙ 미세플라스틱 감소에 따른 바다 생태환경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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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린뉴딜을 위한 새로운 공공재 공급 방법 제안(예시)
 - 수요자가 공급에 참여하는 코프로덕션(Co-production)

사례: 주민 참여에 의한 통영 선촌마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 세계 대공황과 뉴딜

 1) 세계대공황의 원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의

해 공급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를 맹신

 2) 미국의 뉴딜: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면서 일자리도 창출. 

즉, 시장 기능에 대한 최초의 반성

 3) 그러나 1940년대 뉴딜은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재의 양과 

종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댐 건설 등)를 불러옴

2. 그린뉴딜을 위한 새로운 공공재 공급 방식: 코프러덕션

 1)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은 수요자(또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직접 참여

하는 방식. 그런 참여 덕분에 수요자(또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

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음 

 2) 사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직접 일일 교사를 맡기

 3) 참여하는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자연 자본을 회복(수질정화, 바다정화 등)시킬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증가함

 4) 즉, 코프로덕션은 자연 자본과 사회 자본을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회복 경

제(restoration economy)를 위한 최선의 방법

3. 코프로덕션 사례: 주민 참여에 의한 통영 선촌마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쟁 공모사업으로 선정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정부가 함

께 모색하는 과정, 수요공급 조정 기능), 3년간 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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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금 중 70% 이상이 주민 등에게 인건비로 지급됨 (일자리 창출)

 3) 정부 주도형 수거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해양쓰레기 수거 (자연 자본 증가)

 4) 주민들의 대화와 신뢰가 증가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 성공 (사회적 자본 증가)

<통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모델의 요소>

4. 결론

 1)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조차 시설물에 투자하는 일종의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

 2)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 그린뉴딜 예산 대부분을 인건비에 투자(일자리 창출)

   ∙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경쟁적 공모사업을 하고, 시민들이 공모에 응함으로

써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업 결정(주민 참여에 의한 공공재 결정)

   ∙ 사업의 결과로서 자연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증가

  3) 철저한 주민 참여로 공공재를 수요자가 함께 공급하는 코프로덕션 방식이 정부가 일방

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은 통영 

선촌마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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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 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 변화

박종무 원장(평화와 생명 동물 병원, 생명윤리학박사)

들어가는 글 – 문제 제기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

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사태는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나미와 같이 닥

쳐오고 있는 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위기이고 생태계 

위기입니다.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2040년경에는 지구 평

균 온도가 1.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2019년 호주 기후복원센터 정책 

보고서는 205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 UN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 생물 중 50

만~100만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이 자

리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갖는 한계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눈앞의 불만 끄기 급급한 시도들

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화석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태양열에너지나 전기에

너지로 대체한다거나 석유를 소모하는 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거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것

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안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것들은 별 개의 사건으 

보이지만 결국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촉발시킨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근본 문제

 

 35억년 전 지구 태초의 생명이 나타난 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며 지구 생명은 상호 연결망 

속에서 건강하고도 풍성한 생태계를 형성해왔습니다. 또 인류가 나타난 이후 주변 생태계에 

약간씩의 손상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20

년대 이후에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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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화학 비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필요에 의해서 재화를 생산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충

족을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체제일지 모르지만 생태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는 필요 양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기에 공황과 같은 사태

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를 겉 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 화학 

비료입니다.

 

 지구에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 이래로 자연의 유기체들은 질소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랜 동안 지구의 총 바이오매스(biomass, 특정한 어떤 시

점에서 특정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물의 양)는 한정된 상태였습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질소원자끼리 삼중 결합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유기

체가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기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소화합물 형태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종류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유기

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양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이 한계를 깬 사람이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Fritz Haber)입니다. 하버는 1차 세계 대

전 당시 유럽 연합군에 의해 폭탄의 원료인 구아노를 칠레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하버보슈공법을 개발했습니다. 하버보슈공법

은 다량의 석유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온고압하에서 수소를 촉매로 공기 중의 질소를 질소화합

물로 변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생태학의 공리 중 하나는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산된 질소화합물은 전쟁 중에는 폭

탄의 원료가 되었지만 종전 후 공장에 쌓여가는 질소화합물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

습니다. 질소화합물을 소비할 방법을 연구한 끝에 찾아낸 것이 화학 비료입니다. 

 

 질소 비료는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옥수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생산량이 급증한 옥수수는 가격이 폭락하였고 이것은 더 많은 곡식을 재배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또 다시 가격 폭락을 심화시켰습니다. 곡물의 가격 폭락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파산하

여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또 넘쳐나는 옥수수를 소모할 새로운 소비처가 

필요했으며 옥수수를 가축에게 먹이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시작입니다. 

 

 과다한 생산으로 쌓여가는 잉여 곡물은 농업 공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정부는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954년에 PL480호(농산물 무역

촉진원조법)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PL480호를 근거로 미국은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잉

여 곡물을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자국의 문제를 다른 나라로 떠넘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쟁 후 잉여곡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잉여곡물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보다 

훨씬 저가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제3세계의 농업 기반을 와해시킵니다. 또 미국은 잉여 곡물

로 얻은 수익금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할 것과 나머지로 미국 유학생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

였습니다. 이 때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는 주요 관직에 오르며 지속적으로 친미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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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부터 떠넘겨 받은 막대한 양의 옥수수를 처리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료회사가 

만들어지고 축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생산비 이하의 저가 농산물 가격을 강

요 받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 저가의 농산물과 축산물이 수입되고 농촌은 생

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많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1960년대에 70%

에 달하던 농업인 비율이 2013년도에는 5.7%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 과밀화와 사

회적 경쟁 심화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농민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농

사로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자 돈이 되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산입니

다. 하지만 축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 없이 전적으로 수입되는 곡물에 의존해야 하

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될 수

밖에 없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 문제의 재확인

 짧은 시간에 현재 당면한 생태적 문제의 근원적 정리하다보니 많이 거친 부분이 있지만 대

략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인구수입니다.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는 개체수가 최

소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1920년대 20억 수준에서 2020년 75억을 넘어섰습니다. 비

료를 사용하면서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축산물도 늘어나면서 인구도 급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메뚜기나 쥐떼, 새떼의 개체수가 이렇게 급증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며, 걱정을 한다는 것이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에 이를 텐데 그 때는 무엇으로 

인구를 유지할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유발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또 하버보슈 공법과 같이 인류에게만 유익한 기술은 나중에 생

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상기하자면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만 좋은 기술

은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

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을 위한 제언

 오늘날 기후 위기와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물

질의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물질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또 기후 위기와 환경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 확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출 산업을 살린다며 농업을 내팽겨쳤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5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었을 때 식량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생각했을 때 육성해야 하는 산

업은 농업입니다. 그것도 영농장비나 농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대규모 농업이 아니라 땅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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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관행농은 석유 농업입니다. 1에이커의 옥수수를 생산하

기 위해 302리터의 석유가 소비됩니다. 이러한 농업은 자원 순환 농업이 아니라 자원 약탈 

농업입니다. 또 여기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곡물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덤핑으로 수입되

어 농업을 생존이 불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농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제나 농업직불제와 같은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농민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가치 수탈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면 가장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영역인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과 무기 구입비용을 줄여 농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소가 초식동물이니까 옥수수나 대두로 만든 곡물 사료를 먹여

서 키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소는 풀을 뜯어 먹고 되새김질을 해서 영

양을 섭취하는 동물이지 곡물 사료를 먹도록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소에게 곡물 사료를 

먹이는 것은 소의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또 곡물 사료는 소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사람들은 

곡물 사료를 먹여 근육 사이에 지방이 박힌 마블링된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초식 동물의 근육이 아니라 병적인 조직입니다. 축산 관련 당국은 병적으로 지방이 많이 축

적된 고기를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더 좋은 고기인

줄 알고 먹도록 유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방을 섭취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

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축산은 관행농의 과잉 곡물 생산에 의해 파생된 문제입니다. 또 국내 축산은 일상적인 

농업으로 생존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안으로 권장되었으며 사료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

물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축산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농민은 기

본적으로 일상적인 농사로 생존이 가능한 형태로 체제가 변화되어야 하며 축산은 농업의 부

산물을 순환시키는 규모 축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축은 수익 구조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 고통스럽게 사육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은 기후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중 51%를 

배출하고 지구온난화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메탄과 이산화질소를 37%와 65% 방출하

고 있습니다. 축산을 위한 관행농으로 매년 1,500만 에이커의 토지가 사막화 과정으로 소실

되고 있으며, 파괴된 아마존의 70%가 가축 방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은 지구의 허파로 산소 산소의 20%를 생산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흡수합니

다. 그런 아마존이 축산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파괴는 동시에 생물 다

양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야생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들의 자연숙주가 사라짐으로 인해 인간

에게로 전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판데믹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에 더욱더 수입 곡물을 기반으로 한 축산은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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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의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 판데믹의 발생의 근원인 인구

의 과잉 증가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

해 재생 불가능한 지구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사람의 욕망과 행위로 

인해 생태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지속가능하고 인간 생존에 중요한 산업은 땅을 보살피는 농업입니다. 그 농업에 국민의 

50% 이상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과다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생태적으로 행한 행위와 그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도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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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그린리모델링

 - 건축물 再生 그리고 국가의 正體性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대학)

 # 건축부문 그린뉴딜

 

 「건축부문의 그린뉴딜」은 정부재정투자를 통해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촉진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건물재생 사업입니다.(2020, 이명주)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

듯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인류 생존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 그리고 경제성을 핑계로 미래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일

을 묵과해 왔습니다. 도시 내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도시

의 정체성(Urban Identity)도 함께 표출됩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곧 국가의 정체성이자 경

쟁력입니다. 그린뉴딜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건축물과 환경기초시설은 사회-환경적 가치를 담

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도시 내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과 같은 공공노후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되어 실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는 「녹

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27조에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실현해야 할 가치」는 첫째, 화석에너지제로 

수준으로 건축물의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일이고 둘째, 내진과 증축에 불안전한 구조를 

안전한 수준으로 재생시키는 일입니다,  셋째는 현대적인 삶에 맞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 일이고 넷째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건강한 실내 

공기질을 체감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감축한 

에너지 소비량과 건물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양을 투명하게 계측하고 공개하는 일입니다.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그린리모델링

  

 2020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경로당과 같은 어르신을 위한 건축물이 빠져있습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인구 14%이

상)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습니

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에는 유치원의 숫자보다 경로당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관련 시

설물 그린리모델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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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 신도시 내 노후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내 1기 신도시 내 노후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촉진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비이주

형 그린리모델링」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입주자가 이주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그린리모델링

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후공동주택 전용 외피에너지성능 강화기술, 설비시스템 교체기술 그

리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 ESS 및 HEMS를 적용기술 등을  R&DD사업(Research 

& Development, Demonstration: 연구개발 및 실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환경기초시설 내 노후건축물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그러나 꼭 도시 안에 있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의 정의는 「국가환경산

업기술정보시스템」의 환경부 용어상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기초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

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 등

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즉, ㉠환경오염방지시설 ㉡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

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

설을 말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제 8장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그리고 폐차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기반시설 7. 환경기초시설: 사.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 등

 

 환경기초시설물 자체의 고효율화와 스마트화도 필요하지만, 환경기초시설물 내의 연구. 관리, 

전시, 숙박 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부속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1. 국내 환경기초시설물 내의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2. 환경기초시설물 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행을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 수립

3. 환경기초시설물 내 건축물의 화석에너지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도입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같은 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한 인력 투입 및 담당부서 규모 확대

4. 국내 환경기초시설물 내 건축물의 구조 및 시설 노후도, 실내쾌적성 여부, 공간효율성 

여부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수준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5. 환경기초시설물 부속 외부공간의 공원화 및 주민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해 기피시설의 이

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 휴식·교육·문화·체육 및 놀이공간으로 범위 확대

6. 환경기초시설이 도시의 환경문제(미세먼지, 온실가스배출, 폭염 및 혹한, 블랙아웃 등)를 

모니터링하는 환경관제센터로서 역할 부여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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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 
최용환 팀장(서스틴베스트 녹색금융TF)

토론문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정 이후 지난 5년 간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경제 체제(Carbon Economic System)’는 막을 내리고, ‘저

탄소 녹색 경제 체제(Low Carbon & Green Economic System)’로 전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

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판데믹을 계기로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위기 극복’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판데믹은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뉴딜 정책을 펼쳐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기후·생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린 뉴딜’은 이러한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증거이자, ‘저탄소 녹

색 경제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저탄소 녹색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그린뉴딜 정책

출처: 최용환, 서스틴베스트(2020)

이렇듯 경제 체제 전환으로 인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고, 그린뉴딜 정책을 촉매제로 이러한 변

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유럽 및 북미지역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국의 투자자 및 기업의 인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도 많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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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행히도 이번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이 발표되면서 녹색금융의 흐름을 몰랐던 민간 금융 

분야에서도 기회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은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간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을 개선하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민간 금융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어내는 것이 녹색금융 분야의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린뉴딜 정책에서 『녹색금융에코시스템』 구조도

출처: 최용환, 서스틴베스트(2020)

그렇다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 민간 금융의 녹색 금융에 대한 관심과 참

여율을 높이고, 녹색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향후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위 [그림] 녹색금융에코시스템 참조)

첫째, 녹색산업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녹색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에 앞서 어떤 산업이 녹색의 범주에 포함되

는지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실시할 때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단기적인 기회요인 포착 및 장기적인 인식 전환으로 관련분야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한국형 녹색 산업 분류 체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금융안정국, 

Climate Bond Initiatives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녹색산업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 개발 과정에서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료 

후에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분류체계

를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에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공표하는 것이 공공 및 민간 모든 시장 참여자들

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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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석 수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전통적인 재무 분석과 통합하여 투

자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ESG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모든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ESG 정보

를 바탕으로 녹색의 취지에 맞고, 투자성과도 올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

게 됩니다. 현재 책임투자 분야에서는 상장기업의 ESG 점수 및 등급을 산출해 내고, 이러한 비재무

적인 ESG 성과와 재무성과/투자수익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계량 분석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ESG 정보를 Active Fund의 포트폴리오 구성 시 활용할 수도 있고, 

ESG 성과가 높은 회사들을 묶어서 인덱스(Index)를 개발하고, 백테스팅 등 계량적 검증을 통해 이러한 

인덱스를 추종하는 Passive Fund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ESG 환경

부문 표준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거래소(KRX)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회계 정보 뿐만 아니라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의

무화 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ESG 분석은 기업들의 공시 수준이 낮아 데이터 부족에 따

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장 기업들의 공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분석 수준

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정

부에서 검토하여 더욱 면밀히 관리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고, 투자자

는 리스크 헷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환경 리스크를 엄밀하게 측정 및 공시해야 합니다. 녹색금융 분야에서 환경 리스크란,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두 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기업 및 프로젝트의 재무성과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먼저, ‘기후 리스크’ 관련하여 2015년 G20의 위임을 

받은 FSB(금융안정위원회)가 TCFD17)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으로 해당 기업 및 

프로젝트의 재무성과에 좌초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고 공시하는 정보공개방법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주도로 공공/민간 금융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약 반 년 간 

TCFD의 국내 적용을 위한 ‘지속가능기후금융스터디그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

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함에 앞서서, NGFS18)에 가입한 바 있

습니다. 2) ‘환경오염 리스크’ 관련하여 환경부는 ESG 환경부문 표준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노출도(Exposure)가 높은 기업들에게 어떤 환경 제도가 재무성과

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영풍’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무단 폐수 방류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3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받았고, 

이에 주가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탄소금융 활성화 및 배출권 경매 수입 재원의 올바른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제도 정착 단계에서 배출권 수급 불균형 등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차 계획기간(‘21~‘24년)에 접어들면서 파생상품도 도입되므로 향후 많은 개선이 있을 것

17) TCFD(Taskforce on Cl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란, 기후 시나
리오에 따른 기업 및 포트폴리오 단위의 재무 리스크 분석 및 공시

18) NGFS(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들이 
녹색금융을 위해 만든 국제네트워크로서, 6대 권고안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위험 
관리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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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9년 배출권 경매 제도의 시행 및 적용 물량 확대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수입

이 연간 최소 2,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원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관련 정책자금으로만 사용되지만,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향후 환경 개선을 포함한 녹색금융 전반으로 

재원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공공금융의 자금 및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1) 먼저, 국민연금은 FY2019 기준, 녹

색금융 분야에 약 3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의 30%

에 불과한 수준이며, 채권까지 확대할 시 450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녹색금융으로 유입될 수 있습

니다. 2) 한국투자공사(KIC)도 전체 투자 규모인 약 160조 원 중 약 3,500억 원인 0.2%만을 ESG

를 고려한 녹색금융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상중인 책임투자 로드맵을 잘 이행하여 투자 비중을 

확대 할 것을 기대합니다. 3) 최근 지자체 및 교육청의 금고 관리 은행 선정 시 ‘탈 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섯째,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1)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 이니셔티브를 일원화 하

여 이끌어갈  ‘녹색금융 전문 투자공사’ 등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영국은 Green Investment Bank를 설립하였으며, 호주는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녹색금융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녹색에 대한 철학 및 

지식을 갖추고, 금융지식도 있는 융합인재가 대한민국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신속하

게 대응하여 현재 대학원 등 학계에 녹색금융 관련 융합인재 양성 과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경예산

안 편성을 통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아 향후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이미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는 현업자들을 대상으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금융투자교육원 등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모든 금융사에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최소 한 명 

혹은 팀 단위로 배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린뉴딜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대상 범위 및 수

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Phase1) 상장기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 정책 수립. GDP 및 환경오염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인센티브 위주의 유도 정책 및 환경 규제 대응 수준 높이는데 주력

 • (Phase2) 비상장기업 및 작은 프로젝트 까지 정책 범위 확대. 인센티브 위주의 유도 정책 및 

환경 규제 대응 수준 높이는데 주력. 

 • (Phase3) 탄소세 적용 등 규제 강화 실시

결론적으로, 그린뉴딜을 촉진시키기 위한 녹색금융은 큰 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을 주류 금융 투자자들이 실행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투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

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시, 해당 투자 대상

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고, 근로자/관계사/지역사회/소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실시하며,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면, ‘저탄소 녹색 경제 체제’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과 수익 창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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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녹색금융의 개념 및 동향

녹색금융은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서비스로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류 금융

으로 편입이 가속화 되면서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1. 녹색금융의 개념

-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

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함

- 녹색금융은 기후위기 외에도 환경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후금융’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사용됨

2. 해외 동향

전 세계적으로 녹색금융(책임투자)은 연기금(Asset Owners)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

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s)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유럽에서 출발한 녹색금융에 대한 흐름은 2018년부터 전 세계 10대 운용사 중 9개가 위치하고 

있는 북미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금융은 전 세계의 주류(mainstream) 금

융에 확실히 편입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가. 지역별 규모

- 전 세계 책임투자 규모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2016~2018년 기간 

동안 34% 증가한 30.7조 달러(약 3.68경 원)로 확인됨

- 지역별로 유럽 및 미국이 각각 46%, 3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증가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기

금인 GPIF 영향인 것으로 확인됨

 <표 1> 국가별 녹색금융 규모(2016-2018)

구분
녹색금융 규모 (10억 USD) 운용자산 대비 비중 (%)

2016 2018 2016 2018

유럽 12,040 14,075 52.6 48.8

미국 8,723 11,995 21.6 25.7

일본 474 2,180 37.8 50.6

캐나다 1066 1,699 50.6 63.2

호주/뉴질랜드 516 734 3.4 18.3

합계 22,890 30,683 26.3 33.4

출처: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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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전략별 성장 추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은 아래 <표 2>와 같음

-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Negative Screening 전략임 

Ÿ 이유는 책임투자를 구현하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최근 책임투자 전략이 고도화되고, 연기금의 요구수준이 증가하면서 해외는 ESG 

Integration 전략의 증가 추세가 가장 크며, 국내도 본 전략을 도입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은 Positive Screening 전략임

Ÿ 예를 들어, ESG 등급이 우수한 B등급 이상인 종목으로만 책임투자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는 전략(Best-in-Class)을 사용하거나, 

Ÿ ESG 등급이나 점수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선정(ESG Momentum) 하는 전략을 사용

<표 2> 책임투자전략별 개념과 성장 추이

전략명 개념 비고

Negative

screening

[네거티브 스크리닝]

- ESG 성과가 낮은 산업 또는 기업을 포트폴리오

나 펀드 구성 시 배제하는 전략

- ESG 등급 및 점수를 정량적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

거나, 비즈니스모델 분석을 통해 정성적인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 (e.g. 석탄 산업 관련

매출 비중이 10%이상인 기업 또는 산업 배제)

국내/해외에

서 가장

많이 사용

Norms-based

screening

[규범기반 스크리닝]

- 윤리적 기준이나 국제적 원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는 전략

- 윤리적 기준 사례는 술/ 담배/ 무기 등 소위 죄악

종목(sin stock) 등이 있음

- 국제적 원칙/기준의 사례는 UN Global Compact

Compliance, OECD Guideline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Conventions 등이 있음

유럽에서

많이 사용

Positive

screening

[포지티브 스크리닝]

- ESG 성과가 우수한 종목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전략(Best-in-Class, ESG Momentum 전략 등)

국내에서

많이 사용

Portfolio

Construction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포트폴리오 종목 비중 결정 시 ESG 등급 및 점

수 활용하는 전략

- ESG Tilting 전략이라는 용례를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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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녹색금융 전략별 투자 규모(FY2018)

전략명 개념 비고

ESG

integration ★

[ESG 통합 전략)]

- 책임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무적인 정보와 비

재무적인 ESG정보를 통합해서 종합적인 투자의

사결정을 하는 전략

-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체계적, 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방식

해외에서

많이 사용

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지속가능성 테마 전략]

- 지속가능성 테마(e.g. UN SDGs, 성다양성, 기후변

화 등)에 부합하는 기업 및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

- 국내에서는 서스틴베스트가 메리츠자산운용과 함께

출시한 더우먼펀드(여성펀드)가 대표적인 사례임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기업 관여 및 주주활동]

- ESG, 지속가능성 이슈 등 책임투자 기준에 부합

하게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주주로서 확인하고,

의결권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적극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전략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되

고 있음

국내는

아직 정착

중이며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Impact/

community

investing

[임팩트/ 지역사회 투자]

- 금전적 수익 이외에 사회적 임팩트 수준도 수익

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책임투자의 범주에

서는 벗어나지만,

- 최근 Sustainable Investing의 범주에 함께 묶어서

투자전략을 세우는 기관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전통적인

책임투자

범주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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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동향

가. 규모

- 국내 녹색금융은 책임투자로 대표되며, FY2018 기준, 국내 책임투자 규모는 약 27조 원에 달

하며 공모펀드 보다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NPS)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국민연금(NPS)의 책임투자 규모는 직접운용 약 22조 원, 위탁운용 약 4.5조 원으로 국

내 책임투자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음

- 초기 책임투자를 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였으나 최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다양한 연기금에서 책임투자를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규모 및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음

[그림 2-4] 국내 책임투자 규모(FY2018)

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책임투자의 비중

-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약 1,50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책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로, 약 300

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 중 약 30조 원에 달하는 책임투자의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Ÿ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비중은 개인투자자가 50%, 외국인투자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20%

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차지하고 있음

다. 이해관계자별 동향

국내 책임투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위탁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투자받고 있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음

① 국민연금(NPS) 

Ÿ 지난 5년 간 아래의 <표 3>과 같이 1) ESG 평가체계 구축, 2) 책임투자 원칙 설정, 3) 내부 전담 

조직 개편, 4)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책임투자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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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반 구축 과정 

시기 도입 내용

2013.03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內 ‘책임투자팀’ 신설

2015-2016 국내주식 ESG평가모형 구축 및 개선

2017.07 ESG 컨트로버셜 이슈 평가방법 마련

2018.07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2019.11 책임투자활성화 방안, 책임투자 원칙 수립

2019.12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표

2020.01

기금운용 원칙에 ‘지속가능성 원칙’ 추가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화,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 자산운용사 

Ÿ 국민연금(연기금) 위탁운용 자금을 받기 위한 노력

Ÿ 책임투자 유형 위탁운용 자금을 받기 위한 이력을 만들기 위하여 ‘책임투자 공모형 펀드’ 출시

Ÿ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Ÿ 국제적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 (Rule Change)

Ÿ 테마펀드 출시(환경, 여성과 같은 지속가능 테마 관련)

Ÿ 해외의 모기업이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Ÿ 전체 주식운용 펀드에 ESG 데이터 활용

③ 국내기업 

Ÿ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영향

Ÿ ‘ESG등급이 2단계 하락하여 하위등급(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점관리기업(Watch List)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ESG 점수 및 등급을 관리하려는 니즈 증가

Ÿ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되어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경영 관여 활동’

이 더욱 활발해질 예정

④ 제도 관련 

Ÿ 한국거래소(KRX): 상장사 대상으로 ‘환경․사회 정보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검토 중

Ÿ 한국은행의 NGFS가입, 금감원의 TCFD스터디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리스크‘관리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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