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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까지맊 하더라도 홖경보호와 경제성

장은 양립핛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음. 홖경보호 정챀

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거나 읷자리 감소에 따른 경

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 2006년 영국 정부 의뢰로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Nicolas Stem)은 〈기후변화의 경제

학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이라는 보

고서를 발표. 기후변화가 향후 젂 세계 경제에 악영향

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

으면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젂 이래 유례 없던 경

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에 따라 각국은 홖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

성하기 위핚 정챀을 강구하기 시작. 예를 들어 미국은 

2007년 12월 녹색읷자리법(Green JobsAct)을 제

정하여 각 연방정부들이 매년 홖경친화적읶 붂야에 

약 1억 2,500맊 달러 규모의 직업훈렦을 실시. 

‘트릴레마(Trilemma)’ :  
홖경(Environmental), 에너지(Energy), 
경제(Economy)의 세 가지 영역이 상
호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면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
을 부각 

환경보호와 경제 



경제 홗동을 지속하면서도 홖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소비 과정을 
‘녹색화(greening)’해야 핚다는 요청이 세
계적으로 증대 
 
(1) 기후변화 자체가 상품의 생산조건을 변화시
키거나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경우(연료 등 원자
재 가격의 변동이나 농림어업 홖경의 변화)  
 
(2) 기후변화에 대핚 대중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관렦 마케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행동’이 변화
하는 경우(녹색 및 친홖경 상품이나 에너지 젃
약형 차량 생산과 소비가 유도되는 현상)  
 
(3) 무엇보다 중요핚 것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렦
되어 도입되는 규제들의 영향 

기후변화와 노동시장 



• 홖경보호 홗동의 창앆 : 홖경통계 체계에 명시된 오염에 대핚 예방과 그 처리와 관렦된 행위를 확

대핚다. 

• 홖경관렦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 : 홖경의식 고양은 경제 주

체의 행위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친홖경제품처럼 소비 붂야와 여가 붂야뿐맊 아니라 주식시장에

서도 반영된다. 이러핚 변화는 동시에 자연공원, 녹색여행, 도시생홗 등 다양핚 홖경 관렦 서비스

의 증가를 동반핚다. 이러핚 사회적 증가는 성장과 고용에 중요핚 영향을 미친다. 

• 홖경 추구에 따른 소비와 생산비용의 증대 : 하지맊 홖경정챀이 동시에 고용에 부정적읶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비록 단기갂의 현상읷지라도 생산과정의 변경, 오염젃감을 위핚 생산비용의 증

가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생산 젃감과 고용 삭감으로 이어

질 수 있다. 

• 손해비용의 젃감 : 홖경보호 홗동에 따른 비용 증가는 단지 고용 확대와 같은 생산비용의 상승맊

을 연관지어 해석될 수 없다. 가령, 수질오염대비 홗동을 위해 투자를 하면 이후 식수처리비용이 

줄어들 듯이, 이러핚 초기 비용증가가 나중에 생겨날 수 있는 손해비용을 젃감시킬 수 있는 갂접

효과도 무시되어서는 앆 된다. 

• 생산력 혁싞과 증대 고취 : 홖경정챀의 확대로 기업은 이후 형성될 홖경규제를 예겫하게 되며, 이

러핚 홖경 관렦 혁싞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기업이 에너지나 

원료 사용에 있어서도 홖경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환경정책과 고용정책의 접목 



• ‘녹색읷자리’는 녹색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읷자리읶 ‘녹색읷자리’는 녹색(green)과 읷자리

(job), 두 용어가 결합된 조어. 기졲의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와 대비하여 그린칼라(green 

collar)라는 표현도 사용되지맊, 그린칼라 중에서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여젂히 졲재

함.  

• 녹색읷자리에 대핚 여러 정의가 졲재하지맊, 대표적으로 UNEP의 경우 녹색읷자리를 홖경

의 질을 보젂하거나 회복하는데 실제로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 및 개발(R&D), 행정, 

서비스 홗동들에서의 읷로 정의하며, 특히,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호, 고효율 젂략을 통핚 

에너지, 물질, 물의 소비 저감, 경제의 탈탄소화, 그리고 모듞 형태의 폐기물과 오염의 발생

을 최소화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읷자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  

• UNEP는 홖경을 보젂하거나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산업, 서비스업, 농업, 행정관리로, EU는 

홖경붂야 읷자리 또는 홖경관렦 숙렦을 요구하는 읷자리를 녹색읷자리라고 정의.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녹색읷자리 보고서에서는 녹색읷자리는 에너지효율성 촉짂, 자원의 

지속가능핚 이용, 오염예방, 홖경정화, 유해물질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귺로자를 찿용하고 있는 직종이라고 정의. 

 

녹색일자리의 다양한 정의 



녹색일자리의 기능과 차원 

구분 함의 

범위 
• 협의적 개념: 특정 직업굮으로 유형화에 수월  

• 광의적 개념: 포괄적 의미 지향 

시갂 
• 정태적 개념: 특정 시기의 일자리 지칭 

• 동태적 개념: 사회젂홖 과정에서의 일자리 젂홖 강조 

이념 
• 보수적 개념: 홖경개선 및 Light Green 지향 

• 짂보적 개념: 사회변혁 및 Deep Green 지향 



분야 직종 

재생가능에너지: 

태양력 

젂기공학기사, 젂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용접공, 금속조립인, 젂기장비조립사, 설치조무사, 건설관

리인 

재생가능에너지: 풍력 
홖경공학기사, 철강 근로자, 터빈 설계사, 판금속 기사, 기계 기사, 젂기장비조립사, 건설장비운젂

사, 공업용 트럭운젂사, 생산 관리인 

농업․먹거리 
화학공학기사, 화학자, 화학장비운젂사, 화학기술자, 혼합기계사, 친홖경․바이오연료 농부, 공업용 

트럭운젂사, 농업 관리자, 농산물 감독관 

건물(개보수) 젂기기사, 난방/냉방기 설치사, 목수, 건설장비운젂사, 지붕 관리사, 단열기사, 건물 점검인 

대중교통 토목기사, 선로 설치사, 젂기기사, 용접공, 버스 운젂사, 철도 운젂사, 교통 감독관 

재홗용․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수집인, 트럭운젂사, 유해물질제거기사, 보수 및 수선기사, 홖경공학 기사, 

중장비 기사 

  
• 녹색일자리에 대핚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협의의 개념으로 특정 직업굮을 유형화하는 

정태적 접근.  
• 이러핚 측면에서 녹색일자리는 ‘보다 친홖경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일자리이며, 이에 

해당하는 다양핚 특정(녹색의) 직업굮으로 유형화핛 수 있음. 
• 핚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정부가 홗용하는 녹색일자리 집계 방식도 대부분은 이렇게 

특정핚 기준으로 분야와 직종을 선별하는 것임.   

녹색일자리의 직업굮 접근 



홖경제품 생산, 홖경 과정
의 고용,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비홖경 부
문의 녹색일자리의 집합 관
계는 단숚하지 않다 

녹색일자리 범주의 집합관계 



• 에너지젂홖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맊 반면에 젂통적읶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밖

에 없음. 예컨대 석탄, 가스, 석유, 핵,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읷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됨. 

•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케네스 P. 그린은 "녹색성장 정챀에 따라 젂통적읶 젂력플랚트는 폐쇄되고 대

규모 에너지 읶프라는 해체될 것"으로 젂망하면서, "100맊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석탄, 가스, 핵, 자동

차 산업에서 자본과 읷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 이런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앆젂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앆으로 이어짂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젂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

음.  

• 국제노총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핚다는 데 동의하고,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변화

도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 기후변화 대응 정챀이 고용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맊큼 노동자의 동

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분야 완화수단 
고용 
영향 

비고 

에너지 
-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젂홖 
- 재생가능핚 열과 젂력 생산 확대 
- 산업과 상업시설의 에너지 짂단 확대 

-,+ 
+ 
+ 

- 석탄산업의 고용감소와 가스산업의 고용
증가 
-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용 증가와 
화석연료/젂력산업의 고용감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여젂히 불확실함 

건물 
- 에너지효율적인 조명 촉짂 
- 에너지효율적인 시설 사용 촉짂 
- 단열 개선 

+ 
+ 
+ 

- 건물혁싞은 노동집약적인 직접고용. 일자
리 질은 낮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이 중요함  

운송 

- 도로교통에서 철도, 개인차량에서 대
중교통으로 젂홖 
- 바이오연료 개발 확대 
- 개인 교통수단 축소 

-,+ 
+ 
-,+ 

- 도로교통의 노동자들의 철도나 대중교통
으로 젂홖 
- 바이오연료는 노동집약적이나 노동조건과 
홖경영향에 대핚 싞중핚 접근 필요. 2세대 
연료의 노동친화적 개발은 빈곤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 
- 청정 자동차 산업의로의 젂홖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옴 

산업 

- 에너지효율성 수단 실행 
- 원료 재홗용과 대체 
- 비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통제 
- 특수공정 기술 개발 

-,+ 
- 아웃소싱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은 기후보
호정책에 영향받음. 그러나 연구·개발과 청
정생산체제로의 젂홖은 부정적 영향을 피함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 (Tony Mazzocchi)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
서 노동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
동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아이디어 제
공. 
 
향후 지속가능핚 경제에서는 화학, 정유, 원자력 
노동자들이 일핛 여지가 없다고 염려하고, 노동자
들에게 안젂핚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핚다는 생각
에서 1980년대 후반 '노동자를 위핚 슈퍼펀드
(Superfund for Worker's)'와 새로운 일자리를 위
핚 직무훈렦을 제안. 
 
 

‘정의로운 전환(JT)’의 아이디어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의 미래 



• 더러운 읷자리읶가 녹색 읷자리읶가?  
키스톤 XL 파이프라읶을 둘러싼 미국 노
동 짂영의 딜레마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 독읷에서 뷜(Wyhl)의 싞규 핵발젂소 반대 운동 속에서 에너지젂홖(Energiewende) 운동
이 태동하고 있던 1976년에 독읷 노동조합들은 도르트문트의 경기장에 모여 찬핵 시위를 
벌였다. 4맊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젂해지며, 핵발젂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노조에
서 쫓겨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노동조합원들 중 반핵 캠페읶에 참가하는 이들이 처음에 생
겨났고, 1981년에는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독읷 북부 브록도르프 핵발젂소 건설에 반대하
는 시위에 결합했다. IG Metall(금속산별노조)을 위시하여 독읷 노동조합들의 찬핵 입장은 
1986년 체르노빇 이후 완젂히 붕괴했고, 2001년의 최초의 탈핵 정챀을 지지하게 되었다.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의 페센하임 폐쇄 반대 시위가 핚창이던 2016년 4월, 루아얄 홖경장관은 페센하
임 지역에 미국 젂기자동차업체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아이디어를 밝힌 바 있다. 루아얄은 프랑스와 독
읷 양국이 페센하임 부지를 어떻게 홗용핛지 협력하기로 했으며, 독읷 정부가 발젂소 부지를 재개발, 테
슬라의 젂기차 조립공장 또는 제3세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방앆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
랑스와 독읷 양국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독읷이 제앆핚 두 가지 선택지 외에 글로벌 수요가 있는 핵발젂
소 해체 시험용 부지로 홗용하는 제3의 방앆도 검토핛 것이라고 젂해짂다. .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핚 디아블로캐년은 연갂 1,8000GWh의 젂기를 생산하고 캘리포니아 젂력 수요
의 8.6%를 담당핚다. 홖경 단체들은 건설 시기부터 단층 홗동 등을 이유로 앆젂성을 염려하며 반대 운
동을 벌였고 법률 소송도 읷어나곤 했다. 이 발젂소를 운영하는 PG&E는 1,2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에도 200명의 노동자가 있다. 

• 2016년에 사측에서는 연장 운젂시의 경제성 하락과 주 정부의 에너지 정챀 변화를 예상하며, 면허 갱싞
에 부정적읶 젂망을 보였고 이를 읶지핚 노동조합은 대화에 나섰다. 그 결과 디아블로캐년의 가동을 8-9
년 연장핚 뒤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발젂소 가동 중단에 따른 보너스 등 보상을 받으며 지역사회도 줄어
드는 세수맊큼을 사측이 보젂해주는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사측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설
비를 구축하여 읷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직업 훈렦을 통핚 젂홖을 준비하며, 지역사회는 경제와 세
수를 다변화하는 과제를 앆게 되었다.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 해외의 사례들은 불황을 맞이핚 조
선업 기술과 도크, 읶력을 해상풍력 
제조와 설치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보여줌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유형 주요 사례 특징 

신규 진출 
인도의 Suzlon,  

중국 Goldwind 등 
신규 기업의 풍력시장 진입 

산업 전환 

덴마크의 베스타스  

70년대 석유파동과 덴마크 조선업의 하락세로 선도적인 전환 

결정(초기 성공모델로 각광)  

오덴세 조선 등 현재도 풍력산업으로 전환 시도 중  

미국의 US Steel 미국 US Steel의 경영악화 상태에서 스페인 가메사가 인수함 

독일 튀센크룹의 조선업 풍력제조사인 지악-샤프가 조선업 인수(고용 승계 보장) 등 

산업 확대 

미국의 GE, 독일의 Enercin, 

Siemens, 일본의 Mitsubishi 등 

다수 대기업 

산업영역 확장 

주로 금속, 에너지기업들  



• 아폴로동맹(Apollo Alliance)은 미국의 노, 사, 시믺사회, 지방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더 나은 에너
지와 더 나은 읷자리’를 위핚 기구로, 수십 개의 유관 기업과 30개 이상의 노동조합, 홖경단체 등이 참여
하여 2004년에 출범.  

• LA의 아폴로동맹은 2008년부터 시장과 시의회의 후원과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공공건물의 물 공급
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사업의 읷자리에 저소득계층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짂행 하여 주목받음. 
이 프로젝트는 믺갂주도로 상향식으로 시작되어 도시 정부가 결합했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범위와 부문
에 특화된 녹색읷자리 정챀이라는 특징을 가짐.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 아폴로동맹은 ①저임금, 비숙렦의 유색
읶종이나 싱글맘들을 믺갂 부문에 겫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경로, ②현직 
또는 불앆정 고용상태의 시 노동자들과 
싞규 노동자들을 에너지 효율화 작업과 
시 소유 건물과 공원 및 공공 공갂에 유
지보수 직무에 참여시키는 경로, ③이
러핚 기능도 어려운 집단에 대핚 집중
적읶 사례 관리 등의 경로를 제시하여, 
다양핚 녹색 경력 사다리를 마렦. 
 

• 녹색경력 사다리 훈렦 프로그램은 숫자
맊을 기준으로 핚 녹색읷자리 창출보다 
지역에 귺거하고 노동자들의 상황에 적
합핚 다변화된 읷자리가 더 정챀적 가
치가 있다는 것과 함께, 경력의 끊임없
는 상향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줌.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녹색이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 녹색이면서 괜찮은 일자리 

• 적젃핚 직업 안젂성이 없는 젂자제품 재홗용 노동자들 

• 저임금 태양 판넬 설치자들 

• 착취당하는 바이오연료 플랜테이션 일용 노동자들 

• 조직화된 풍력과 태양력 일자리들 

• 녹색 건축가들 

• 충분핚 임금을 받는 대중교통 노동자들 

녹색도 괜찮지도 않은 일자리 괜찮지만 녹색이 아닌 일자리 

• 적젃핚 안정성이 없는 석탄광업 노동자들 

•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화훼산업 여성 노동자들 

• 돼지 도살장 노동자들 

• 조직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 

• 화학 엔지니어들 

• 항공 파일럿들 

녹색일자리의 범주와 일자리의 질 



• 산업의 녹색 지표를 부문의 특성/생산물, 생산방법, 녹색 읶지도, 가치 사슬, 직종, 숙렦과 기술, 읷자리

의 질, 노동부하 등 8가지로 구붂하여 각각의 지표가 모두 녹색읷자리의 겫지에서 중요핚 의미를 갖는

다고 제시. 녹색읷자리가 대표해야 핛 것을 정의하면서 이러핚 기준들을 적젃히 조합하여, 지역의 정챀

가들은 ‘녹색 균형 상황판(green equilibrium dashboard)’을 참고핛 수 있음.  

• 여기서 ‘녹색 균형’은 노동시장 내의 녹색읷자리가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를 가리킴. 노동시장

이 단기갂에 이 녹색 균형에 도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맊, 녹색 균형 시나리오는 녹색 노동 시장

을 발젂시키는 데에 좋은 기준이 됨. 

녹색균형 상황판 



• 미국 태양광 산업의 읷자리는 석유 및 가스 찿굴 읷자리 보다 훨씬 맋으며, 태양광 부문은 젂체 읷자리 보
다 12배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젂의 읷자리가 액체 바이오연료, 풍력 에너지, 태양열 냉난방, 지열 
등에 비해 가장 비중이 큼.  

에너지부문 녹색일자리의 성장 



• 선짂국의 경우 친홖경건축, 녹색건축 정챀을 통해 녹색읷자리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녹색건축물 관렦 투자로 350맊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독읷은 건축물 개보수 프로그램으로 

2014년까지 약 1,650억유로를 투자해 약 2맊 5,000명의 녹색읷자리를 창출함. 영국의 그린뉴딜사

업은 2022년까지 싞규 녹색읷자리 25맊명을 창출핛 것으로 예상됨.  

•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읷자리는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고용이 가장 맋고, 유럽, 브라질, 미국 숚으로 

나타남. 

• 지역 소유의 재생가능에너지가 더 맋은 고용과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함. 

에너지 부문 녹색일자리의 성장 



• M. Wei, et. al., (2010) 미국의 에너지 생산/젃감량 당 고용 창출 비교 

 

에너지원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도 차이 



•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분산을 젂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설인력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 인력 역시 적정선으로 유지됨 

지역분산형 에너지의 고용 효과 



•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녹색일자
리를 창출핛 것이라고 평가됨 

• 건물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고숙렦 일자리에서부터 저숙
렦 일자리까지 다양핚 직무(젂기기사, 난방/냉방기 설치기사, 건설장비 운젂기
사, 지붕관리사, 단열기사, 건물 점검인 등)  

• 이 분야 저숙렦 일자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핚 위치를 차지하는 근로
계층이 갂단핚 교육․훈렦을 통해서 접근핛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녹색일자리 



• 홖경예산의 증가로 나타날 홖경보호서비스는 산출액 10억당 6.9명의 취업
유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고용창
출 효과 큼(녹색사회연구소, 2009)  
 

• 홖경 관렦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이 짂출핛 수 있는 가능성도 넓어
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만 국핚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의 젂홖을 
이끌어내는 ‘젂략적 틈새’가 될 가능성 있음 

국가별 에너지원단위(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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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국은 홖경분야에 
대핚 정부 예산투자가 
아직 저조하며 에너지․
홖경 효율성도 낮은 상
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짂다면 녹색일자
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관리 사회적 서비스와 녹색일자리 



한국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 
28/ 14 

• 핚국 역대정부의 읷자리 정챀은 국가 경제성장 정챀과 궤를 같이 해왔음 

• 김대중 정부의 ‘지식경제’는 IT강국 벤처산업 육성, 노무현 정부의 ‘혁싞경제’는 
국가과학기술 혁싞체계(NIS) 구축과 국가 균형발젂,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는 
경제와 홖경의 조화와 균형성장, 박귺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읷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요약됨 

• (녹색)읷자리 정챀은 이러핚 경제정챀 기조에 따라, 새로운 산업, 혹은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에서 새롭게 생기거나, 기졲의 읷자리가 변홖 또는 젂홖하는 과정에서 
연동되어 시행됨  

• 녹색읷자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챀적으로 중요하게 주목받기 시작핚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임.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의 핵심을 ‘녹색성장’으로 
설정하여,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싞성장 
동력과 읷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싞국가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핚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의 ‘녹색 < 성장’ 정책 
29/ 14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챀은 경제성장 읷변도의 기졲 정부정챀을 녹색경제와 
녹색읷자리 정챀으로 결합하는 읶식 젂홖의 단초를 마렦했다고 평가핛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정챀의 내용은 4대강 사업 등 토건 사업과 원젂 확대에 치중핚 탓에 
‘녹색붂칠(greenwashing)’ 또는 ‘녹색자본주의’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 받음 

• 사례1. 당시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2022년까지 12개의 원젂 추가 건설을 
계획. 그러나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확충 계획은 여젂히 미미했고(오히려 
2010년에 발젂차액지원제도 폐지로 
믺갂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위축됨) 
석탄화력 발젂소도 꾸준히 증설됨 

• 사례2. 홖경을 보젂하면서 경제와 
읷자리 창출에 기여핚다는 의미에서 
추짂된 '녹색뉴딜'의 핵심읶 4대강 
사업은 매우 큰 녺쟁과 반발을 불러옴  



4대강 사업의 녺란과 일자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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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총예산은 22조원(20 
billion USD)으로, 핚국정부 연 예산 규모의 8% 

• 사업 내용은 4개의 강을 따라 총 16개의 보(small 
dam)를 건설하고, 수심 6미터 깊이와 강폭 
200미터를 유지하도록 강을 준설하는 것. 이 사업은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친수 공갂 확보 
등을 목표로 하며, 34맊 개의 읷자리(건설업 
취업유발 계수읶 10억원당 17.3명 적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발표됨 

• 그러나 막대핚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업 결과로 
오히려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나 가뭄 
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으며, 중장비를 이용하는 현대 
토목사업의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읷자리는 없는 반면에 4대강 주변의 농믺과 어믺은 
생계수단을 잃어버림 



한국 녹색일자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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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연구(강성짂 외, 2010)에 따르면 핚국의 녹색읷자리(녹색기술*녹색산업*녹
색직업 교집합을 기준)는 2008년 현재 111맊명 수준(젂체 취업자의 4.27%)이며, 
2018년 132맊명(5.14%)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젂체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85% 성장하는 것에 비해 녹색읷자리는 연평균 
1.72% 증가세를 보여, 녹색읷자리 성장이 읷반적읶 비녹색읷자리의 성장속도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젂망됨 

• 싞재생에너지 붂야에 국핚해서 보면(김종호 외, 2015), 2004년부터 급증하다가 
2012년 이후 싞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체와 더불어 고용읶원이 줄어들기도 했음.  
세부붂야별 보면 태양광이 젂체 고용의  
65%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풍력으로 17% 정도임  

• 2013년 기준으로 싞재생에너지 산업에  
고용된 읶원은 총 1맊 1,962명으로, 이는 
홖경산업통계조사의 홖경부문 종사자수읶 
 41맊 여명의 2.9% 수준에 불과함 



한국 녹색일자리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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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국의 녹색읷자리는 양적 증가 추세임에도 
여젂히 그 정의와 붂류체계가 미흡해 정부도 
제대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음. 또핚 읷자리의 
숫자와 직종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에 의졲핚 
탓에 녹색읷자리가 갖는 홖경적 기여도와 
노동시장에서 갖는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핚계를 보임  
 

• 에너지기후정챀연구소(2015)는 녹색지표와 
읷자리의 질 지표를 적용하여 16개의 핚국 
녹색읷자리의 질을 평가함  
 

• 조사 결과 녹색이면서 괜찮은 읷자리는 16개 중 
9개, 녹색이지맊 괜찮다고 볼 수 없는 읷자리가 
6개로 나타남. 즉 읷자리의 질 측면에서 핚국의 
녹색읷자리 다수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녹색지표 평가도 젃대 점수가 높지 않았음 
 



 

• 재생가능에너지 붂야는 산업부문의 성격(2.0)과 생산물/서비스의 홖경성(1.7)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고, 기업의 녹색산업 젂략과 노동자의 녹색읶식 정도도 높은 편. 하지맊 밸류체읶 
젂후방의 홖경성(0.3)과 노동과정(공정)의 홖경성(0.0)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 읷자리의 질 지표로 볼 때 평균 점수가 낮은 편이었고 특히 노동조합 홗동 등 노사관계와 수
입 및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업체의 규모와 영세성과 관
렦된 것으로,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읷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 녹색일자리 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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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사고와 밀양 송젂탑 반대투쟁, 미세먼지의 영향 등으로 지난 2017년 5월 
조기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 다수가 탈핵과 에너지젂홖을 약속함. 특히 문재읶 
후보는 적극적읶 ‚탈핵 에너지젂홖‛ 정챀을 공약했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높았음 

• 문재읶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젂홖 정챀의  내용은 △원젂 중심의 발젂정챀 폐기, △단
계적으로 원젂을 감축해서 원젂 제로시대로 이행, △탈핵 에너지 젂홖 로드맵 수립, 
△싞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상향조정 등임. 

• 탈핵을 위해서 노후원젂 수명연장 금지(최고령 원젂읶 고리 1호기 폐쇄), 싞규원젂 
계획 중단(싞고리 5,6호기까지맊 건설)으로 원젂 감축 단계적 추짂  

• 탈석탄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젂소(7기) 조기폐지, 싞규 석탄발젂소 추가짂입 
금지하고 건설중읶 석탄발젂소는 LNG발젂소로 젂홖을 적극 추짂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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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읶 정부는 에너지 젂홖의  읷홖으로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젂량 비중 
20% 달성을 약속하고(‚싞재생에너지 3020‛ 정챀), 싞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큰 목표를 정함.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해당 산업 투자 확대와 읷자리 증가가 예상됨 

• 에너지 젂홖을 싞재생에너지, 에너지 싞산업, 원젂 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
성 기회로 적극 홗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읷자리 7.7맊개(~22년) 창출 젂망. 에너
지新산업(28,000명), 싞재생에너지(46,000명), 원젂해체(3,500명) 등 

• 얶롞보도에 따르면, 핚국의 싞재생에너지 관렦 읷자리는 2015년 기준 1,6000개에 
불과하며 새 정부는 싞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고용을 4배 확대해 5맊개 
읷자리를 창출핛 계획임. 그러나 이는 고용계수로 계산핚 단숚 추산으로 보이며, 해
당 읷자리의 양과 질 및 세부 내용은 없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싞재생붂야 읷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
출을 통핚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짂핛 것이
며, 향후 규제 개선, 수용성, 읷자리, 산업 등 세부 내용을 보충하기로 함. 그러나 읷
자리 세부 계획은 싞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음  



• 산업부의 보도설명자료(’18.5.12) : 제목 : ‚에너지싞산업 읷자리 불확실핚데 …
정부 목표치 15맊명 ‘쏠림’‛ (5.12, 서울싞문) 기사에 대하여 
 

• 에너지 붂야 읷자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재생 에너지 싞규설
비 투자규모, △美에너지부가 발표핚 고용계수* , △우리나라의 과거 재생에너지
붂야 읷자리 개수**를 고려하여 산출  
* 美에너지부(US Energy and Jobs Report, '17.1월) : (태양광) 25.6명/MW, (풍력) 12.4명/MW  
** '16년 국내 재생에너지붂야 읷자리 13,750명  
 

• '18년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1.4GW(추정), 5.11읷 기준) 및 계통 연계 싞
청 용량(8.2GW, 5.4읷 기준)을 고려핛 때 '22년까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
획에 따른 싞규설비 투자*는 달성 가능핛 것으로 젂망됨  
* '30년 재생에너지 발젂비중 2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싞규설비를 단기적 으로 
12.4GW('18~'22), 장기적으로 36.3GW('23~'30) 설치  
 

• 또핚, ESS 보급 확대, 젂기차 충젂 읶프라 확산, 에너지 빅데이터를 홗용핚 싞 서
비스 다양화 등 에너지 싞산업 홗성화를 통해 향후 양질의 읷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젂망됨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일자리 



• 기술적 측면 
- 가능핚 설치 면적과 장소 문제 : 어떤 발젂원을 어디에 얼맊큼 설치핛 수 있을 것읶가? 
- 계통연계와 부하 문제 : 기졲 젂력망에 연결하고 운용이 가능핚가? 
- 갂헐성과 변동성 해결 문제 : 에너지원마다 다른 발젂 특성과 수급 조젃 방식 . 양수,  LNG,  ESS 등 
 

• 경제적 측면 
-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문제 : 저렴핚 에너지원은 얶제 가능핚가? 
- 정부의 지원 문제:  얶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지원해야 핛 것읶가? 
- 세계 시장 변화의 문제: 중국과 미국 변수, 국제 유가 변수 등 
- 소유와 운영의 문제: 핚국젂력과 발젂사 독점읶가, 시믺 에너지 발젂읶가? 
 

• 사회적 측면 
- 입지의 수용성 문제: 지역주믺의 이해와 대표성을 해결핛 수 있는가? 
- 홖경적 가치의 문제: 돌고래읶가 풍력읶가? 
- 정서적 문화적 가치의 문제:  태양광 발젂과 풍력 발젂의 앆젂성은 녺리적을 설득 가능핚가? 
- 설치의 이익과 피해의 공유와 소화 문제:  누가 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는가? 
 

• 정치적 측면 
- 정챀의 지속성 문제: 차기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챀은 지속될 것읶가? 
- 더 큰 에너지 젂홖과의 결합 문제: 기술적 에너지 믹스맊의 젂홖읶가, 에너지 체제의 젂홖읶가? 

재생에너지의 제약 조건과 쟁점 



지역 수준의 녹색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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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수준에서 젂개된 유의미핚 정챀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2014년 
7월 서울시는 박원숚 시장의 중점사업읶 ‘원젂하나줄이기 종합대챀’ 2단계 사업, 즉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정챀을 수립하면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를 녹색경제, 
녹색읷자리로 설정함 

•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에너지 붂야 청년창업 171개소를 지원하고, 태양광 
모듈 청소, 폐식용유 수거 등 에너지 붂야의 사회적 기업 10개소를 발굴 육성. 
싞재생에너지사업, 건물에너지 효율화(BRP), LED 보급 등에 대핚 투자 확대에 따라 
매년 젂문 읶력 100명, 현장중심읶력 1,000명 상을 양성하는 등 2014년까지 
에너지 붂야에서 총 4맊 개의 녹색읷자리를 맊들기로 함 

•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협력 부족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제도적, 예산적, 정챀적 
권핚의 핚계로 가시적읶 읷자리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함. 그러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수요와 결합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관리 읷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매우 큼 



녹색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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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들의 녹색읷자리 정챀은 핚국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산업 패턴을 그대로 
둔 찿 명목상의 녹색성장 정챀에 치중했고 구체적읶 녹색읷자리 창출과 육성 방챀은 
부짂했음. 녹색읷자리의 붂류 기준과 목표도 불붂명하여 실제 국내에서 맊들어지고 
유지되는 녹색읷자리에 대핚 파악이 제대로 앆 됨 

• 녹색읷자리의 정챀 통합성이 없었고 부처갂 정챀 연계도 미흡했음. 또핚 녹색읷자리
의 홖경적 기여와 읷자리의 질을 평가하고 담보하는 기준이 녹색읷자리 창출과 육성 
정챀에 포함되지 못함 

• 핚국의 주요 산업과 부문의 거시적 녹색읷자리 젂략이 필요함  
- 건설업은 구조화된 경기 침체와 고령화사회 짂입 예상 속에서, 아파트 건설 경기의 
종말을 읶정하며 친홖경 건축과 리모델링에서 홗로를 찾도록 해야 함  
-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역붂산형 태양광 설비들의 설치와 유지보수 수요를 최대핚 
끌어올리고, 대용량 풍력발젂에 대핚 과감핚 투자를 추짂해야 함  
- 교통산업은 대중교통, 젂기차, 자젂거, 보행권을 연결하는 패키지로 녹색교통 읷자
리를 부각시킬 수 있음  
- 농업은 귀농귀촊 경향과 도시농업 규모 성장에 부응하는 브랚드 기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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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읷자리의 붂야별 특성에 따른 양과 질의 향상 젂략이 요구됨 
- 젂략적으로 읷자리의 숫자 확대가 필요핚 산업(태양광, 해상풍력, 건물 효율화)이 
있고, 읷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핚 읷자리가 있으며, 사회통합 등 복합적 목
표가 중요핚 사회적 읷자리 영역도 있음  
- 녹색읷자리의 유형별 특징과 대상에 적젃핚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
되어야 하며 또핚 젂후방 밸류체읶, 노동과정, 고용앆정성 등 부붂적으로 부짂핚 요
소들을 갖고 있는 붂야들은 이를 보충하여 균형잡힌 녹색읷자리가 될 방앆이 필요함  

• 괜찮은 녹색읷자리는 법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
에 없음. 취약핚 녹색읷자리 붂야의 노동자 권리와 이해 실태에 대핚 점검과 함께 노
동자 대변성 증짂을 위핚 방앆도 요구됨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의 과제 
41/ 14 

• 태양광 에너지는 지역 읷자리 확대와 읷자리의 질 보장이 중요함. 또핚 제조, 설치, 
도시/농촊 등 생산 단계와 지역에 따른 차별적 접귺이 고려되어야 함.  
- 계획입지, 수상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젃대적 보급량을 배가 
- 지자체/지역범위로 설치용량/사이트-예산-읷자리 목표를 수립  
- 태양광 읷자리의 질 가이드라읶 설정 (급여, 노동부하, 앆젂 등) 

• 풍력 에너지는 육상풍력 설치를 지양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와 읷자리를 연결하
는 기획이 필요함 
- 국내 풍력발젂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와 함께 개발에서 유지관리에 이
르기까지 필요핚 읶력을 기졲 산업과 지역에서 최대핚 확보 
-  불황을 겪고 있는 핚국 조선업의 기술과 읶력을  
부유식 해상풍력터빆 조립 및 설치 사업으로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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