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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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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Ten Green New Deals - How do they compare?” 2019. 9. 27. Guy Dauncey. 

번역문 : “열 가지 그린 뉴딜, 어떻게 비교할까요?” 조주은, 윤지영 번역. 2020. 1. 17.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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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캐나다 녹색당 

8.캐나다의 신 민주당 

9.영국의그린뉴딜그룹 

10.영국 노동당 GND 결의안

Guy Dauncey, 2019. 9. 27. 
“Ten Green New Deals - How do they compare?”

https://thepracticalutopian.ca/2019/09/27/ten-green-new-deals-how-do-they-compare/
http://igt.or.kr/index.php?mid=archive&document_srl=67401


기 도운시의 그린 뉴딜 비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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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목표 : 기후 비상 선언, 불
평등 문제, 파리 기후협약 목표 등 

•기후과학 

•그린 뉴딜 개발 : 계획, 실행 주체, 노
동자와 시민과 공동체 참여 등 

•자연 

•기후 적응 및 회복탄력성 

•전기 : 에너지원, 세금, 공급 시스템, 
저장 시스템 등 

•교통 

•주택/건물 

•화석연료 : 폐지 단계, 수출입 금지 
조치, 개발 금지와 보조금 폐지 등 

•탄소 가격 

•다른 온실가스들 : 메탄, 아산화질소, 
HFCs, SF6, 검은 탄소 

•먹거리와 농업 

•임업 

•국방 : 군사비 줄이기, 기지와 기반시
설의 제로 탄소배출량 달성 등 

•무역 

•경제, 비즈니스, 산업 

•지역 및 지역 경제, 전선 커뮤니티 

•노동자, 일자리 

•교육과 훈련 

•사회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구 및 개발 

•공공 인프라 

•은행, 금융 및 세금 

•국제 : WTO, 재생가능에너지 수출
입, 남-북반구 문제 등 

•그린 뉴딜 자금 조달

원문 : “Ten Green New Deals - How do they compare?” 2019. 9. 27. Guy Dauncey. 

번역문 : “열 가지 그린 뉴딜, 어떻게 비교할까요?” 조주은, 윤지영 번역. 2020. 1. 17. 녹색전환연구소. 

https://thepracticalutopian.ca/2019/09/27/ten-green-new-deals-how-do-they-compare/
http://igt.or.kr/index.php?mid=archive&document_srl=67401


교통 부문 그린 뉴딜 비교 - 기 도운시

1.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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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자베스 워렌


4. 미국 의회 결의안 
109


5. 미국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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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DiE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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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국의그린뉴딜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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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Ten Green New Deals - How do they compare?” 2019. 9. 27. Guy Dauncey. 

번역문 : “열 가지 그린 뉴딜, 어떻게 비교할까요?” 조주은, 윤지영 번역. 2020. 1. 17.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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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 요약

�7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출처: korea.kr)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


�8
출처: korea.kr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한국판 뉴딜” -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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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기둥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10대 핵심 사업 :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
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 예산 : 2025년까지 73조 원 투입 

• 목표 

◦탄소중립(Net zero), 경제사회 녹색 전환,‘그린 선도국가’를 지향.

◦환경 친화 일자리 66만 개 

한국판 뉴딜의 분야별 총사업비와 일자리 (출처: korea.kr)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


“한국판 뉴딜”의 분야별 총사업비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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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2020년 12월 UN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할 계획. 이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 외의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대책
이 없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실행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2020년에 수
립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개발사업들로 발생할 온실가스가 그린 뉴딜
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 현재 한국은 세계 3위 석탄발전 투자국이다(1, 2위는 중국과 일본).


• 이번 그린 뉴딜 정책에는 탈석탄, 탈탄소 전환으로 사라질 일자리에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방안이 없다.


•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1000억 유로(그린딜 전체 예산의 10%)를 좌초산업 
노동자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 한국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업종 전
환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역공동체와 노동자 대책은 없다. 



유럽 그린딜 

2019년 12월 11일



유럽 그린딜 - 목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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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감축. 


• 타임라인 


◦ 2019. 12. 11. 유럽 그린딜 제출 


◦ 2020. 1. 14.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공정한 전환 메카니즘 계획 제출 


◦ 2020. 3. 4. 유럽 기후 법안 제안 (European climate law on the 
European Climate Pact) 


◦ 2020. 3. 10. 유럽 산업 전략 채택 


◦ 2020. 3. 11. 순환 경제 실행 계획 제안 


◦ 2020. 5. 20. 팜투포크 전략 제출 (Farm to Fork strategy) 


◦ 2020. 5. 20. EU 생물다양성 전략 2030 제출 


◦ 2020. 7. 8. EU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수소 전략 채택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20n/ip_19_6691
http://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7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actions-being-taken-eu/just-transition-mechanism_en
https://ec.europa.eu/info/files/commission-proposal-regulation-european-climate-law_en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pact_en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pact_e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industrial-strategy_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437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actions-being-taken-eu/farm-fork_e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actions-being-taken-eu/eu-biodiversity-strategy-2030_e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clean-energy_en


유럽 그린딜 - 주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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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2050년 
기후목표 상향 조정

깨끗하고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깨끗하고 순환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총 동원체제 필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고 개량하기

전환 금융 정의로운 전환 
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을 가속하기

‘농장에서 식탁까지’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식품체계 설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

무독성 환경을 위한 
무공해 목표

연구를 동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The European Green Deal” 2019. 12.11.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timeline


“유럽 그린딜” 통신문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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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긴박한 도전을 독특한 기회로 바꾼다. 

•이 통신문은 유럽 그린딜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과 조치들에 대
한 초기 로드맵을 제시. 정책이 구체화될 때마다 필요할 경우 업데이트된
다. 


2.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EU의 경제를 변환하기


2.1.심도 있는 변환을 위한 정책 모음을 설계하기


2.1.1.2030년과 2050년 EU의 기후 목표를 올리기 


• 2020년 여름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990년대비 40%에
서 50-55%로 상향 조정 (2020.8.8. 현재, 발표 전) : 이를 위해 2021년 6
월까지 정책 도구를 평가와 수정 제안, 기후법 수정. 배출거래제, 토지사용과 
토지사용의 변화 및 숲에 대한 규정 등 포함. 


• 2020년 3월 기후법 제안.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 가격 책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 세계적으로 목표의 수준 차이가 있을 경우, 탄소 
국경세 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 김재삼 번역. 2020 . 6. 3. 에너지전환포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506


2.1.2.깨끗하고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 2030, 2050년 기후 목표 상향 조정 


•경제 분야의 에너지 생산과 사용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 석탄은 퇴출, 가스는 탈탄소화(기술 개발 지
원)하는 것으로 보완. 이를 위해 유럽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통합하고 상호 연결, 
디지털화.(2020. 7. 8. 에너지시스템 통합과 수소를 위한 EU전략 채택 


•에너지 빈곤 리스크 문제 해결 : 주택 개량 금융 지원 


•기후 중립성으로 전환을 위해 스마트 사회간접자본 필요 : 스마트그리드, 수소 공
급망, 탄소 포획/저장/활용, 에너지 저장. 분야별 기술과 인프라 배치, 통합 촉진. 


2.1.3.깨끗하고 순환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총 동원체제 필요  

• 2050년 안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내에 결정과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전환은 지속가능하고 일자리-집약적인 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철강, 화학,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집약적인 산업은 유럽 경제에 필수불가결. 탈
탄소화, 현대화 필요. ==> 순환경제, ‘지속가능 상품’ 정책 포함 


•섬유, 건설,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집약적인 분야에 행동 집중 등.

“유럽 그린딜” 통신문 목차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 김재삼 번역. 2020 . 6. 3.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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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506


2.1.4.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고 개량하기(renovating)  

• 건물의 건설, 사용, 개량에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들어간다. 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의 40%. 

•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 건물 총량 중 연간 개량률은 0.4-1.2%. 에너지 효율과 기
후 목표를 위해 이를 2배 이상 증가 필요.

•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법류 시행, ‘장기 국가 건물개량 전략’ 등.


2.1.5.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 수송은 EU의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 계속 증가중.

• 기후 중립성을 달성을 위해 2050년 안에 수송분야 배출량의 90%를 감축.


• 다양한 방식의 수송 체계를 발전시켜야 : 75%에 달하는 내륙 도로 화물을 철도
나 내륙수로로 바꾸고 용량을 늘려야.


• 자동화되고 연결된 다종 모빌리티 :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 지속가능한 대체 수송연료의 생산과 적용을 늘려야 : 2025년 안에 유럽 도로 위
를 다닐 1,300만 대 무배출, 저배출 차량을 위해 전기충전소와 연료충전소 100
만 개소 필요. 수송분야의 공해 극적 감축 필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 김재삼 번역. 2020 . 6. 3. 에너지전환포럼. 

“유럽 그린딜” 통신문 목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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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506


2.1.6.’농장에서 식탁까지’ “ 공정하고 건강하며 환경친화적인 식품 체계를 설계 

• 안전하고 영양가 높고 고품질인 유럽의 식품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지구
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

• 유럽의 농민, 어민은 이 전환에서 핵심. 농어민과 그 가족들의 품위있는 삶을 보
장하면서 이러한 전환을 지원할 도구를 지원.

• 정밀농업, 유기농, 농업생태학, 혼합농림업, 더 엄격한 동물복지 표준 등 지속가
능 관행들 도입.


2.1.7.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  
• 2020. 5. 20. 생물다양성 전략 2030' 제출.


2.1.8.무독성 환경을 위한 무공해 목표  

2.2.모든 EU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하기

2.2.1.녹색 금융 및 투자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증하기  

•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한 투자 필요 : 2018년 GDP의 약 1.5%에 해당
하는 2,6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요구할 예정.(이 금액은 연간 1,000억 규모로 
축소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 김재삼 번역. 2020 . 6. 3.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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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 통신문 목차 (4)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506


2.2.2.국가 예산을 녹색화하고 올바른 가격 정보를 보내기  

• 국가 예산 : 녹색 예산 책정, 해로운 보조금 철폐.  


• 세금 개혁을 잘 설계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2.2.3.연구를 동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2021-2027) 


◦ EU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의 후속 사업. 


◦ EU의 과학기술 기반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핵심 영역 설정. 


◦ (1)오픈 사이언스 (2)글로벌 과제와 산업 경쟁력 (3)오픈 이노베이션 


2.2.4.교육과 훈련  

2.2.5.녹색 맹세 : ‘do no harm’(해를 끼치지 말라)  

3.글로벌 리더로서의 EU


4.함께 행동할 때: 유럽 기후 약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 김재삼 번역. 2020 . 6. 3.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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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 통신문 목차 (5)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policy&num=290204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506


유럽 그린딜 - 비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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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경제위기 당시,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무너져갈 때 유럽의 정부들
이 2009-2013년 동안 유럽 은행에 투입한 돈은 1.6조 유로(약 2,243조 원)
이었다. 그후 2015년 지원이 더 필요하게 되자 향후 4년 동안 유럽중앙은행
에서 2.6조 유로에 달하는 돈을 찍어냈다(양적완화). 둘을 합하면 4.2조 유로
가 된다.


• 이에 비해 유럽 그린딜의 자금은 10년 동안 1조 유로이다. 


• 유럽 은행을 구하는 돈은 즉각적이고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 4.2조 유로


• 지구를 구하는 돈은 10년 동안 1조 유로, 연평균1,000억 유로이다. 


• 유럽 그린딜의 자금은 기존의 EU펀드와 사적영역을 끌어낸 것에 불과하고, 
순수하게 신규로 마련된 자금은 75억 유로에 불과하다. 


• 한편으로는 유럽집행위원회는 가스 프로젝트에 290억 유로를 쓸 예정이다. 


• 집행위원회 스스로 필요한 자금이 매년 2,600억 유로라고 밝힌 바 있다. 심
지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전의 계획임에도 그렇다. 

“The EU’s green deal is a colossal exercise in greenwashing.” Yanis 
Varoufakis and David Adler. 2020. 2. 7.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jan/23/who-pays-for-the-eus-1tn-green-deal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news/billions-to-be-wasted-on-unnecessary-gas-projects-study-says/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feb/07/eu-green-deal-greenwash-ursula-von-der-leyen-climate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feb/07/eu-green-deal-greenwash-ursula-von-der-leyen-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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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 2030년 기후,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산정한 연간 투자액은 2,600억 유로였으나, 
실제로는 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출처: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19DC0285


유럽 그린딜 - 비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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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높여라 


◦ 유럽 그린딜의 목표는 여전히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성장'은 기후위기
를 초래한 이데올로기인데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성장이
라는 길을 가고 있다. 


◦ 성장을 추구하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원을 계속 추출
하고 소비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여기에는 과도기 동안의 에너지 전략
으로 탄소가 덜 포함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거나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 지구평균기온 1.5도 이상 상승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1990년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이 아니라 65-75%로 상향 조정
하고, 탄소 중립 목표 년도도 2035-2040년으로 당겨야 한다. (과학자, 
NGOs)


◦ 온난화 추세 변화, 불확실성 증가.(CarbonBrief. 2020. 4. 14.)

“The Green Deal may not be green enough.” Vanessa Buth. 2020. 
7. 15. Social Europe. 

http://kevinanderson.info/blog/a-paris-compliant-energy-only-carbon-budget-for-the-eu27/
http://www.caneurope.org/publications/blogs/1740-can-europe-calls-for-an-increase-of-the-eu-s-2030-climate-target-to-at-least-65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how-carbon-cycle-feedbacks-could-make-global-warming-worse
https://www.socialeurope.eu/the-green-deal-may-not-be-green-enough


유럽 그린딜 - 비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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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비트 파이넌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정직성, 투명성에 의문.


◦돈세탁방지법률의 대상에 EIB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


◦ EIB는 고객을 가려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럽 그린딜의 자금을 누가 
대는지 알 수 없는 구조.


◦ EU는 환경/사회/거버넌스/지속가능성 등을 금융 규제와 통합하는 메카니
즘 개발하기 위해 2020년 4월 블랙록(BlackRock. 세계 최대 자산운용
회사)에 자문을 맡겼다.


◦이 결정에 대한 유럽 의회 의원들과 환경운동가 등의 반대와 조사 요구에 
따라 EU 옴부즈만(고충처리위원회)은 이해상충 등 이 결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로이터. 2020. 7. 8) 

“The Green Deal may not be green enough.” Vanessa Buth. 2020. 
7. 15. Social Europe. 

https://euobserver.com/opinion/148231
https://www.ft.com/content/c015b756-5a3f-4f63-89f4-058d2c963a29
https://www.ft.com/content/c015b756-5a3f-4f63-89f4-058d2c963a29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blackrock-ombudsman/eu-investigates-decision-to-hire-blackrock-to-advise-on-green-rules-for-banks-idUSKBN249223
https://www.socialeurope.eu/the-green-deal-may-not-be-green-enough


유럽 그린딜 - 비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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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 그린딜을 추진하는 조직은 GDP같은 양적 생산 증가를 반영하지 않는 지
수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그린딜의 중심에 사람을 두어야 한다. How? ==> Earth Charter (지구 
헌장)


◦ 시민들이 현재 구조를 공부하고 참여해서 변화시켜야 한다. Citizens 
Take over Europe(시민들이 유럽을 맡는다).

“The Green Deal may not be green enough.” Vanessa Buth. 2020. 
7. 15. Social Europe. 

https://www.socialeurope.eu/where-is-the-deal-in-the-european-green-deal
https://earthcharter.org/
https://en.wikipedia.org/wiki/Earth_Charter
https://en.wikipedia.org/wiki/Earth_Charter
https://citizenstakeover.eu/
https://citizenstakeover.eu/
https://www.socialeurope.eu/the-green-deal-may-not-be-green-enough


유럽 그린딜 - 비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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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정의로운 전환 펀드’(Just Transition 
Fund) 배분에 불만


• 폴란드. 기한 내에 탄소 배출 감축과 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린
딜에서 빠짐.


• 엑손 모빌. 막후 영향 의심.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수송 부문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 막후 활동을 한 정황.(InfluenceMap. 2020. 3. 6.)


• 그린피스, 지구의 벗, 그레타 툰베리 등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유럽 그린딜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부족하다고 비판. 

From wikipedia

https://influencemap.org/report/An-InfluenceMap-Note-ExxonMobil-Lobbies-the-EU-Commission-add01200dc694b00e9ac4bebf660227b
https://influencemap.org/report/An-InfluenceMap-Note-ExxonMobil-Lobbies-the-EU-Commission-add01200dc694b00e9ac4bebf660227b
https://influencemap.org/report/An-InfluenceMap-Note-ExxonMobil-Lobbies-the-EU-Commission-add01200dc694b00e9ac4bebf660227b


“미국 하원 그린 뉴딜 결의안” 
‘그린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의무’

를 정하는 결의안 

2019년 2월 7일

미국 하원 그린 뉴딜 결의안 (a congressional resolution)

https://ocasio-cortez.house.gov/sites/ocasio-cortez.house.gov/files/Resolution%20on%20a%20Green%20New%20Deal.pdf


미국 하원 그린 뉴딜 결의안 - 결의내용

�26

• A. 전환의 과정이 모든 사회계층과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운데 온
실가스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


• B. 적정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전 미국민에게 번영과 경
제적 안전을 보장한다.


• C. 21세기의 도전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간접자
본과 산업에 투자한다.


• D. 현 미국민과 후세대를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 및 공동체 회복탄력성, 
건강한 음식, 자연에 대한 접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 E. 최전선 취약계층에 대한 역사적 압제를 중지하고 예방하며 그 피해를 복구
함으로써 정의와 공정성을 증진한다.

“그린뉴딜이 아니라 대도약이 필요하다.” 김재삼. 2019. 12. 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77190


미국 하원 그린 뉴딜 결의안 - 목표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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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의 동원체제
A. 기후변화 관련 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성 구축
B. 사회간접자본의 수리와 업그레이드
C. 청정, 재생, 무배출 에너지로 100% 전기 생산
D. 에너지 효율성 제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E. 기존 및 신축 건물의 최대 효율성 달성, 전기화
F. 청정 제조 산업 발전 – 제조 과정에서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
G.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가족 농업 지원, 지속가능 농업에 투자, 지속가능 먹
거리 체제 구축
H.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무배출 차량, 청정 대중교통, 고속 철도망
I. 공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영향의 완화
J.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 – 토양 탄소저장, 재삼림화 등 증명된 기술을 통해
K. 생물다양성과 기후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킬 프로젝트를 통한 생태계의 회복과 보호
L. 유해 폐기물의 처리와 버려진 땅의 청정화 
M. 기타 배출 및 오염원의 확인 및 제거 방법 개발
N. 국제적 협력과 미국의 지도적 역할, 타국의 그린뉴딜 협력

“그린뉴딜이 아니라 대도약이 필요하다.” 김재삼. 2019. 12. 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77190


미국 하원 그린 뉴딜 결의안 - 
누구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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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선전 취약계층, 노동조합, 협동조합, 시민사회그룹, 학술단체 및 사업체 등과의 논의, 협력
과 파트너쉽으로 그린뉴딜을 개발한다.

2) 그린뉴딜 동원체제에 일하는 공중에게 적정한 소유권 지분, 투자수익, 적절한 자본, 기술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3) 최선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자원, 훈련 및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4)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의 연구개발에 공적인 투자를 한다.

5) 지역경제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되 없어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 취약하게 될 계층들
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에 주력한다.

6) 지역단위의 그린뉴딜 동원에서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이 포함되고 주도되는 민주적 참여과정
을 보장한다.

7) 그린뉴딜 동원체제가 고품질의 노동조합 가입 일자리를 보장한다.

8) 모든 미국인에게 가족부양 임금, 가족 휴가 및 병가, 유급 휴가,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한
다.

9) 모든 노동자의 결사,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고 보호한다.

10) 공유지, 공유수면과 해양을 보호한다.

11) 원주민의 주권과 토지권을 보호한다.

12)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서 자유로운 상업환경을 사업가에게 보장한다. 

13) 모든 미국민에게 고품질 의료, 안전하고 적절하며 적정가의 주택, 경제적 안전장치, 깨끗한 
물-공기-좋은 음식-자연에의 접근권을 제공한다.

“그린뉴딜이 아니라 대도약이 필요하다.” 김재삼. 2019. 12. 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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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유럽을 위한 그린 뉴딜로 가는 길  

◦ 유럽을 위한 그린 뉴딜 


◦ 유럽인들의 그린 뉴딜 


3장. 그린 공공 일자리 (GPW: Green 
Public Works)  

◦ 경제 전환 엔진 


◦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 그린 공공일자리 재정 확보 전략 


▪ 공공 투자 이용 


▪ 그린 투자 채권 


▪ 매크로프루덴셜 관리 


▪ 조세와 그린 공공일자리 


◦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 공동체의 능력을 높이는 데 


◦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 주거 


▪ 기반시설 


▪ 사회, 문화, 의료 서비스 


▪ 협동조합과 공동체 프로젝트 


▪ 그린 호라이즌 2030 


▪ 산업 


▪ 농업과 농촌 공동체 

https://report.gndforeurope.com 2020. 7. 2n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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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환경 유니언  

◦ 위기를 위한 입법 


▪ 기후 위기 선언 


▪ Respecting planetary 
boundaries


◦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


▪ Fiscal interventions


▪ 수송, 유통, 이동


▪ 에너지


▪ 공급 체인


▪ Corporate finance, 거버넌스, 경
쟁


◦ 연대를 위한 위한 입법


▪ 농업


▪ 무역


▪ 개발


▪ The environmental abuse 
directive


• 5장.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집행위원회


◦ 제도 설계


▪ 원칙


▪ 거버넌스


▪ Competencies


◦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부문들


▪ 국제적 정의


▪ 부문적인 정의


▪ 세대간 정의

https://report.gndforeurope.com 2020. 7. 2nd ed.

https://diem25.org


https://report.gndforeurope.com/
https://diem2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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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잇는가? 

•그린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책 목표인가? 

•실행 주체와 과정인가? 

•감시? 

•국제 협력? 

•구체제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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