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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정의로운 전환
G20 국가의 각 산업 부문별 CO2 배출량은 1.2% 증가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평균 1.7% 정도 증가되는 추세다(Climate Transparency, 2020). 이런 이유로
소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정책들을 G20 국가들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밝히
고 있다.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은 2020년 탄소중립 선언에 합류한 국가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10년 전부터 ‘그린 일자리’ , ‘기후환경과 미래의 노동’,
‘녹색성장’ 등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실 녹색경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도로 이야기 되지만,‘녹색성장’과 ‘탈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전환 방향을 둘
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다.1)

[표1] G20국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추진’ 국가 정책들(2020)
석탄
단계적 폐지

주요
국가

부문
시행

화석 공공
재정 제한
정책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건축

[폐지
목표
설정]
캐나
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영국

부분적 제한
G20 중 13개
국가

G20 회원 중
16개국 (10%
전략 배출 감
소, 재생에너
지 20% 증
가)

[단계적 소비
감소]
브라질, EU,

브라질, 프랑
스, 독일
* 석유, 가스,

호주, 캐나다,
멕시코, 미국
예외

탄소 가격

금융 녹색화

G20 회원 중
18개국
* 13개국은
EU와
함께
기존 건물 개
조 정책(프랑
스, 이탈리아,
독일 1.5 ° C
호환)

G20 회원 중
18개국

G20 회원 중
17개국 논의
녹색을 통한
녹색 금융 원
칙, 지속 가
능한
금융,
금융 전략/분
류

아르헨티나,
러시아 예외

인도, 호주
예외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한
국 예외

* 이 글은 필자의 기존 글(2021.5.4.)을 토대로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유호정 의원실 주관 간
담회(2021.5.10.) 발제를 위해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해당 원고는 2021년 유럽기후환경재단
(CEPI)의 지원을 받아 필자가 현재 진행(한재각·김현우·김종진·하승우 외)하고 있는 연구과제
원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에 외부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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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석 공공
재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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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

건축

탄소 가격

금융 녹색화

일부 제한

자료 : Climate Transparency(2020), 『The Climate Transparency Report 2020』, Climate Transparency의 내용 필자 재구성

최근 전 세계 각 국가들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은 기후행동네트워크나 시민회
의 등의 형태로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
실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운동 진영의 관
심은 그 역사가 짧지만은 않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
시키는 발전’을 기치로 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 공식화된 출발점이다.
그 후 리우 정상회의(1992) 의제21 채택, 교토의정서(1997),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2002), 코펜하겐 정상회의(2009), 파리기후변화협약(2015)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논의된바 있다. 국제 사회에서 기후환경 변화의 대응은 혁신적 기술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및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해,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성장과 지
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저탄소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동시에 괜찮은 노동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장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패러다임 전환 요
구를 인식하는 것이다(UNFCCC 2011).
이 과정에서 국제노총(ITUC)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노동
자들의 대의자로 노동조합은 산업변화에 대처한 경험을 가지며, 노동환경과 그에
관련된 자연환경의 보호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고 경
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을 제시했다. 아마도 이는 기후환경 변화에 노동조합이 국제사회에 노동문제 개
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UC는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를 열게
되고, 2010년 2차 총회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특별한 접근이라고 선언한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
하고, 적극적 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제공하고, 노조와 사용자 및 다른 이해관계
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고, 기후 정책이 사회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연구, 사회 보호 체계 개발과 지역 경제의 다양화 계획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필요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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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논의와 제도 흐름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로운 전환’문구가 합의문 전문(The
Paris Agreement)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2)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은 ‘탄소중립이행법’으로 제정(?)될 것 같
다. 충청남도는 전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및 운영 관
련 조례」가 제정(2021.2.22.)되었다. 기후환경 변화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사회에 유해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화
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들은 근본적인 전환 압력을 받고 있다.3)
현재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탄소중립은 산업과 일자리가 지
속 가능한 경제로 재편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최근 녹색성장
과 그린 일자리 문제나 기후환경과 미래의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녹
색경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도로 언급되기도 하지만,‘녹색성장’과 ‘탈성
장’이라는 자본주의 전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 시
스템의 ‘녹색전환’을 둘러싼 철학적, 이념적, 정책적, 운동적 접근의 차이로 세부
정책으로 들어갈 경우 아마도 치열한 논쟁이 될 수 있다.4)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노총(ICTU)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방향은 사회적
대화 추진, 전환기금 조성, 취약 집단의 지원과 좋은 일자리 투자·창출, 산업의 저
탄산소 전환 계획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정의로운 전환 프
로그램을 논의했고, 기금 조성 및 전환 포럼,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확정된 유럽의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공식화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밝힌 2020년 그린뉴딜 계획이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여 진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공정한 전환으로 불리거나 그린 일자리 정도로 오남용되거나 희
2) "Taking into account the imperatives of a 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and quality jobs in accordance with nationally defined development priorities,..." (COP
21 in Paris)
3) 과거 기후환경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놓인 일터에서 반(反)기후환경적인 대응과 구조조정을 겪은
사례들이 확인된다. 메릴 스트리프 주연의 <실크우드>(1983)나 줄리아 로버츠의 <에린 브로코비
치>(2000) 두 영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4) 정의로운 전환의 접근 유형은 △현상유지 접근(정부 개입 최소화 및 기업 역할 중시, 녹색성장: 보
상, 재교육 등), △개혁적 접근(기존 경제 체제 내 개선, 새로운 기준: 기술, 고용, 건강 등,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 모델), △구조적 개혁 접근(분배적 절차와 정의, 전환 과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 참여, 에너지 시스템의 사회적 소유 등), △변혁적 접근(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과 대
체: 생태주의)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노라 래첼·데이비드 우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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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괜찮은 녹색 일자
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방식을 전제로 한다. 이제 우리도 정의로
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전환 계획은 추진 ‘과정’과 ‘결
과’가 모두 정의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추진은 법제도, 정책, 산업과
지역, 사업장 수준에서 검토될 수 있다.5)
이것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갖는 취약성의 여러 측면들, 이를테면 일자리 영향에
관련된 불확실성, 일자리 상실의 위험성, 비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위험성, 광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황폐화 위험성을 다루는 정책 제안의 패키지다(노라 래첼·데
이비드 우젤, 2019). 사실 정의로운 전환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선진 노동자 토니 마
조치(Tony Mazzocchi)가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에너지와 기
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 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의 아이디어 제
공했다.

Ⅲ.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정책 차원의 접근과 과제들
□ 국제기구와 해외 정의로운 전환 논의
정의로운 전환을 접근하면서 고려해야할 사항과 목표는 무엇보다 사회, 경제 및 환
경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노동자 및 지역사회 구
성원의 목소리와 생생한 경험 및 지혜를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림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문제점-절차/과정-방향경로>에
서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전환 과정에서 삶의 변화와 그 결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5) 영국 루카스 항공, 스웨덴 볼보 자동차 우데발라 공장, 캐나다 오샤와 공장 사례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개별 사업장 차원의 주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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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정의로운 전환 논의와 접근 과정에서 고려사항

자료 : Mijin, Cha et al(2021), Workers and Communities in Transition:
OXY Occidental College. 내용 필자 재구성.

Report of the Just Transition Listening Project,

[표2] 정의로운 전환의 4가지 기준 원칙과 요소
정의로운 전환 축

핵심 요소
단기

1. 강력한 정부 지원

사례 연구 예시
장기

공장 및 광산 폐쇄로

지역 경제의 구조를

독일 루르 지방의 석탄 및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조정하고 기존 화석연료

철강 생산 산업 구조 조정

노동자를 즉시 지원하는

부지를 바꾸는 정책

정책
2. 전용 재정

임금 대체 혹은 감소한

새로운 사업 개발

모하비 발전소 (Mohave

세수 보완 등 공장 폐쇄에

및 장기적인 훈련, 재훈련

Generating Station) 및

따른 단기 필요 해결

프로그램 자금 지원 등

블랙메사 (Black Mesa) 탄광

장기 필요에 투자

폐쇄

3. 강력하고 다양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연합체

중심으로 한 다양한

(Diablo Canyon plant)

이해관계자가 시설 폐쇄

폐쇄에서 노동계와

전에 협력하여 직접적인

지역사회는 환경 연합을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형성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해결하고 모든

필요를 반영한 공동 제안서

필요를 보호할 수 있는 전환

(Joint Proposal) 제시

계획 마련
4. 경제 다각화

화석연료 인프라가 없는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지

오바마 행정부의 POWER+

지역 경제를 다시 구성하기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계획 (POWER+Plan)

위한 경제적 비전 마련

지역사회의 비전 이행

토나완다 계획(Town of
Tonawanda Plan)

자료

: Mijin, Cha et al(2019). A ROADMAP TO AN EQUITABLE LOW-CARBON FUTURE:
TRANSITION, OXY Occidental College.

FOUR PILLARS FOR A JUST

[표2]는 기존 ‘정의로운 전환’의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에서 4가지 주요 기준이
확인되고 있으며,

⑴강력한 정부 지원, ⑵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전환 프로그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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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재정, ⑶강력하고 다양한 연합체, ⑷경제 기회 다각화를 꼽고 있다. 4

개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시기별(단지-중장기) 핵심 요인과 주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2013)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2013년 「지속가능발전, 괜찮
은 일자리, 녹색일자리에 관한 총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결의안에 괜찮은 혹
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위해서는 4개의 원칙·기둥(pillar)을 제시한바 으
며, ⑴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⑵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⑶노동 권리
(Rights), ⑷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이었고, 각 의제가 층
위별도 수립될 필요성을 보여준 시도다. ILO 결의안에서는 경제와 기업활동 및 일
자리를 녹색전환하기 위해 지속 가능발전 및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고려해야할 것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ILO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을 제시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기후환경’과 ‘일자리’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할 목표임을 명확
히했다. ILO(2019:5∼6)의「정의로운 전환」 제13조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
제 및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7대 이행 원칙’(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guide the transition to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은
주요한 각 국가별, 지역별로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볼 사항으로 보여진다.
⒜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경로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Strong social consensus)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모든 수준에서 정책형성과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짤 때 사회적 대화가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내용을 잘 설명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
⒝ 모든 정책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 증진, 실현해야 한다.
⒞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있어 젠더적 차원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있는 정책 결과를 증진하기 위해 특정한 젠더 정책을 입
안해야 한다.
⒟ 경제, 환경, 사회, 교육과 훈련 등을 포괄하는 통일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및 사회로 전환해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
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 통일성 있는 정책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위한 모든 사람의 정의로운 전환이
라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분석 틀에는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예상,
실직과 해직에 있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보호,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노동자의 단
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사회적 대화가 포함된다(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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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우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은 없다.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국의
발전 단계, 경제부문들, 기업 업종과 규모 등 각국의 특수한 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지속 가능발전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의 지속가
능발전 ‘리우+20’회의에서 도출된 결론 문헌, 특히 6장의 ‘이행 수단’을 상기한다.

또한 IL0(2019) 제14조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 과정
에서

동시에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영역’(Key

policy

areas

to

addres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simultaneously include)은 아래와
같이 9가지 사항을 꼽고 있다.
① Macroeconomic and growth policies

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② Industrial and sectoral policies

⑥ Social protection

③ Enterprise policies

⑦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④ Skills development

⑧ Rights
⑨ Social dialogue and tripartism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정
책 제안의 구체화는 캐나다 노총(CLC)의 4가지 원칙과 7가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원칙은 ⑴공정함(Fairness), ⑵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

⑶보상(Compensation),

⑷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프로그램으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의 노동조합 차원의 제시로 보여진다.

캐나다 노총(CLC)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적합한 7가지 프로그램
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제공
② 실업보험과 공공임대 주택 등을 통한 수입의 보전
③ 공공부문/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공동체 지원
④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⑤ 일자리를 읽은 노동자에게 교육 및 재훈련 기회 제공
⑥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을 위한 연구 개발
⑦ 지속 가능한 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공공 투자 자금 조성 등 환경변화에 대처

□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정책 과제
무엇보다 노사정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플랫폼
운영이 필수적이다. 전환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고용안정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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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발전 지원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상호보완도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업종과 지역차원에서 대응조치와 이행 프로그램, 지원
관리(전환포럼, 위원회, 훈련센터 등)가 중요하다.
다른 한편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노동 관련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일하는 사
람, 산안법)과 △개별 법률(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유관 내용)과 연동하여, 정의로운 전환 취지에 맞추어 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①「고용정책기본법」제3조(기본이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25
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등 항목 개정
②「근로복지기본법」제3조( 〃 책무)와 제18조 및 제19조 근로자 생활안정 등 항
목 개정
③「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
정과 취업의 촉진) 및 제145조 등 항목 개정 (*기술교육대, 폴릭텍대학)
④「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15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52조 등 항
목 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7호) 제2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2호) 제2조6)
⑤「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조 및 시행령 항목 개정

[표3] ‘정의로운 전환’ 관련 국내 주요 노동정책 관련 법률 검토
영역

법률 개정, 정책 도입 영역 – 정의로운 전환 항목 추가 신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
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
기본법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위원로 운영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는 정부 지원
으로 대부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예산과 사업을 ‘정의로
운 전환’으로 활용하도록 조직 운영 등(고용 및 교육훈련, 공통훈련센터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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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
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항 추가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
다)을 조성할 수 있다.
근로복지
기본법7)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항 추가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고용보험
법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
로자”라 한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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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5조의2(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
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항 추가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직업능력
개발법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
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항 추가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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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항 추가
* 주 : 1)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 공동근로복지기금제 시행 전에 이미 개별 기업 단위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운영되어 왔음. 이 같은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치 근거를 마련(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법률 제17764호),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국가/지역/산업/업종/직종 등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토 따라 이
법률에 고용상실 및 유지, 소득 감소,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함께 모색.

[표4] ‘정의로운 전환’ 관련 미국의 기존 재정 활용 사례
워싱턴 탄소 부담금 이니셔티브(I-1631)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최초 5년 동안의 추정 수익 약 22억 달러

2018년 9월 기준 수익 85억 달러

수익 할당:
n 청정에너지에 70퍼센트
n 수질과 산림 환경에 25퍼센트
n 지역사회에 5퍼센트
- 전체 할당액 중 35퍼센트는 환경정의
를 고려하는 지역사회에 혜택으로 돌아
갈 예정

수익 할당:
n AB 152 – 수익이 환경 보호, 특히 대기 질 개선
에 사용되도록 명시
n AB 2722 –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사회가 환경, 건강,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n SB 535 – 소외된 지역사회에 할당된 수익 중
최소 25퍼센트를 투자 우선순위 인구에 투자
수익의 추가 5퍼센트를 저소득 지역사회 및 가
구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5퍼센트를 소외
된 지역사회와의 거리가 0.5마일 미만인 지역사
회 및 저소득 가구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할당
n AB 398 - 투자 우선순위 설정

투자 자문(Investment Advisory) 패널단에서 자금
할당 권장사항 제시
n 각 패널단 중 3분의 1은 반드시 토착 부족
과 취약 인구의 대표로 구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할당한 배출권 거래제 투
자

임금 및 수당 대체, 훈련, 재배치, 상담 서비스 등
노동자 전환에 기금 할당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노동자 전환에 할
당된 자금이나 프로그램이 없음

* 적정 가격 주택, 대중교통, 주택 내후성, 도시 녹화

*

사업 등에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주 12곳 공공기관)

전환 기후 지역사회(Transformative Climate
Communities, TCC)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

주 : 1) 미국 지역에서는 전용 재정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안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수익 등 탄소 부담금
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치에 활용도 제시된바 있음
2) 워싱턴 탄소 부담금 이니셔티브(Washington State Carbon Fee Initiative) 제안과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

7) 경남도는 2020년 6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참여한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0월에는 조선업 공동위기 극복과 대형조선소-사내 협력사 상생을 위한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각 3억원을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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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lifornia’s Cap-and-Trade) 비교. 수익을 할당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탄소 부담금 정책을 통과시키려는 운동
은 실패로 끝났으나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전환 지원과 자금 할당의 청사진을 제시한 사례
: Mijin, Cha et al(2019). A ROADMAP TO AN EQUITABLE LOW-CARBON FUTURE: FOUR PILLARS
FOR A JUST TRANSITION, OXY Occidental College.

결국 위에서 언급한 국내 노동시장의 다양한 하위 법률이 향후 기후환경 변화가 미
칠 일자리 영향 및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 연동하여 검토할
과제 또한 많다. ⒜기술·숙련 형성 및 교육훈련 휴가제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취약집단의 소득 지원과 사회적 보호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 프
로그램, ⒟산업과 지역에서 녹색 작업장을 위한 노사 간 공동 프로젝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적색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아랑 리피에츠의 <녹색 희
망>(1993)에서는 이런 가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⑴지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노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진하고,
⑵약 30조원의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사회연대 전략을 고민해
봄 직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기금과 관련하여8), 사회연대 전략 차
원에서는 정부 기금 이외에 추가적인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20011년 도입, 2019년 기준 1조원 초과/ 출연
기업 196개) 등을 벤치 마킹하여, 사내복지기금의 일부를 연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
식을 검토할 수 있다.9) 물론 정부가 해당 기금에 일정하게 매칭(세계잉여금 및 불
용예산, 복권기금 등)하는 방법을 연동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10)

Ⅳ. 맺음말 – 녹색 전환 논의
지난 35년 사이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운동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
반부터 2000년대부터는 국제적인 기후정의 운동과‘지금 기후정의’(Climate Justice
Now)와 같은 네트워크가 구성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 산업국들의 온실 가스
8)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약 140조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전환에 따른 노동자
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9) 법률(제20조의5)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다.
10)‘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 결산결과 ‘최종적인 여유재원’ 개념
‘불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반납되는 금액 → 세출예산 기준 ‘최종 미집
행액’ 개념 (불용≠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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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을 지적하면서, 저탄소
로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집약적 산
업화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자원과 기술을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한재각, 2020).

캘리포니아의 청정구매 프로그램(Buy Clean Program): 2017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Jerry Brown)은 「청정구매법(Buy Clean California Act)」인 AB 262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에서
는 주(州) 정부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주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도급업자가 특정 물
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조달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서는 계약 입찰을 검토할 때 배출량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
(州) 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입찰을 검토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저탄소 물질
을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저탄소 물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저탄소 물질 제조와 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의 기반이 되어 지역 경제를 다각화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양대노총과 산별노조연맹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활
발하다. 2021년 양대노총에서는 기후환경 위기 관련 모임이 추진되고 있고, 주요 산
별연맹에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통과된 곳도 있다. 더불어 일부 산별연맹
에서는 기후환경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교육, 홍보(영상), 대외협력 사업
을 배치한 곳도 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
융연맹 등에서는 주요 핵심 방향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흐름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파괴적 성장이었다. 가치 있는 녹색성
장을 위해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은 물론 삶의 방식과 노동생활 세계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주4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사실 정의로운 전환과 맞물려
생각해 봐야 한다. 끝으로, 2021년 3월 16일 프랑스 하원은 헌법 1조에‘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조항을 가
결(찬성 391, 반대 47)하기도 했다.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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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2019년 7월 23일 그레타 툰베리의 ‘과학 사실을 근거로 함께 행동하
자’는 프랑스 하원 연설을 찾아보길 권한다.11)

<논의와 토론> 몇몇 질문들
1.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요소와 목표로 구성될 수 있는가/구성되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권, 주택, 노동자의 발언권/조직 등 공정 전환의 광범위한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2.

다른 산업 전환, 특히 지역 산업 중심지에서 이뤄졌던 전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
례와 교훈에는 무엇이 있는가?

3.

과거 산업 전환에서 공공부문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큰 규모로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4.

정의로운 전환이 영향을 미칠 지역사회, 산업, 일자리는 무엇이며, 그 밖의 고려사항에
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접근법을 마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특정 산업이나 공업 용지별 접근법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시스템은 무엇인가?

6.

정의로운 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산업은 무엇이며, 정의로운 전환으
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고려사항과 기준(지표, 벤치마킹)은
무엇인가(예: 일자리 성장 가능성, 기존 구조 및 관행)?

7.

중앙정부 이외의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가 정의로운 전환 비전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
인 정책과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8.

새로운 경제에서 의견을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역사회와 주민은 어떤 역량을 함
양해야 하는가?

11) 그레타 툰배리의 관련 영상(테드 TED)
https://www.ted.com/talks/greta_thunberg_the_disarming_case_to_act_right_now_on_climate_change/tr
anscript?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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