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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주제

연구 주제 선택 계기
◆

OECD 보고서 "한국 청년실업 심각한 문제"
외환위기와 맞물려 몇 년째 우
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을 이
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의 고민은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할
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취직
이란 것을 할 수 있을까?’로 바
뀐 지 오래다.
취업의
갈림길에선
Eagle
FIVE는 어떻게 하면 대학생으로서 청년실업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누구보다도 더 대학생들의 의견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취업의 문이 좁은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4학년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우리는 녹색성
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녹색직업이 취업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았다.
◆

세계의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으로 ‘녹색성장’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한국도 녹색산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진입
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성장과 녹색직업은 세계적인 의제이면서 국내의
현안이다.
한국은 환경 선진화와 녹색성장으로 향한 첫 발걸음을 떼었
다. 환경 선진국이 되어 전 세계의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는 우리보다 앞서있는 나라의 제도를 우리의 것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적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10년 내에
2~3배가량 '녹색직업(Green Job)' 관련 일자리가 급격히 늘
어날 전망이다. 녹색직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범주조차 정
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실정에서 녹색산업이 성장하
여 일자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어
전체적인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다.
우리 다섯 명의 미래가 아닌 우리 한국 청년들의 미래인
‘녹색 직업’을 하루 빨리 환경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서, 청년실
업문제 해결 및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2

1. 연구 주제
영국 ž 프랑스 ž 독일 지역 선정 배경

영국 : 그린혁명
영국은 그린혁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저탄소경제 정상회
의’에서 ‘제4차 기술혁명인 저탄소 녹색혁명을 선도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린혁명계획을 발표하였다. 주
요 내용을 보면, 205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화석 연료를 완
전히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
부는 기후 변화세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등의 강제적인 정
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 : 녹색혁명
프랑스의
녹색
일자리정책은
상당히
일찍부터
언급되었다. 이미 1971년에 정부 부처에 환경부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4년 공공근로사업(TUC),
1997년 청년고용정책 (emplois jeunes) 등, 정부
고용정책에서 녹색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2007년 9월 프랑스 친환경정책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
받는
그르넬
환경협약(Grenelle
de
I’environement)은 이제 환경보호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 일부분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닌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며 환경과 고용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다. 즉 녹색 일자리가 경제와 동떨어져서
혹은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가 경제적 경쟁력과 조응하고 이를
밑받침으로 모든 고용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 에코효율성 혁명
독일은 녹색 일자리, 녹색 기술 및 녹색 경제 개발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독일 최대의 환경 수출 분야는 열용량
측정기구 등의 측정 및 통제 기술이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다. 법규 요건으로
일부 요구되었던 기술적 성공에 힘입어 독일 산업계는
국내적인 기술 성공을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법(EGG)을 통해 독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에 해당 지역 전력회사들이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전기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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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주제

Green Job이란?
Green job이란 기업과 여러 경제 분야의 환경충격을 궁극
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환경의 질을 보존,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직업을 일컫
는다. 좁게는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비교적 고소득 전문
직을 의미하기도 하며 넓게는 대졸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숙련기술직, 전기기술자, 용접기술자 등과 전통적인 생산직과
관련된 일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녹색직업은 모든 산업영역
에서 발견될 수 있다. 각 산업 부문 별 녹색직업의 유형은 다
음과 같다.

부 문

유 형

에너지공급

열병합 발전, 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바이오연료, 지열), 연료전지 등

교통
제조업

◆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자동차, 자전거,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대기오염 통제, 에너지 및 물질 효율화, 청정생산기술

건물

태양전지판과 태양열 난방, 녹색빌딩, 탄소배출제로 빌딩

물질관리

재활용, 빗물질화, 내구성 및 수선가능성 높은 제품 생산

소매

에코라벨제품의 생산·소비 촉진, 생산지에서 소매점까지 배송거리 단축

농업

토양보전, 효율적 수자원 사용, 유기농법, 농장과 시장간 거리축소

Green Job의 긍정성과 효과

(1) 낮은 수준의 기술부터 고급기술까지 요구되는 녹색직업
은 모든 산업 부분에서 나타나 청년실업의 문제와 취업 장
애를 가진 노동자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로, 이는 녹색산업이나 기술의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클 것임을 시사한다.
(3) 대개 ‘살고 있는 곳의 변화’와 관련되어, 한번 창출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 직업의 지역
밀착성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4) 도덕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일자리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의의가 높기 때문에 일하는 보
람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일에 대한 동기부여나 몰
입도가 높아지고, 일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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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의 목적
한국보다 앞서 녹색직업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해외의 다
양한 분야의 녹색직업을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한국에도 다
양한 녹색직업을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유럽은 에너지, 건축, 수송, 재활용, 금융, 관광, 농업 등 수많
은 분야에서 다양한 녹색직업이 존재한다. 이로써 해외조사연
구단 활동을 통해 Eagle FIVE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고, 현지 대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가진 녹색 직
업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적 의견 및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 기
회를 가진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더 경쟁력 있고 성장잠
재력이 큰 녹색직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녹색직업이 무엇이며, 녹색직
업의 장점 및 단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녹색직업을 어떻게 한
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시킬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녹색직업의 활성화를 앞당기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 확신한다.
◆

세부 목표

(1) 교육 기관
- 학생들의 green job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Green job
을 갖기 위한 교육과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Green job이 다른 직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Green job
을 갖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본다.
(2) 생태 도시, 공원
- 생태 도시의 설립과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알아본다.
- 생태 도시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알아본다.
- 공원을 통해 창출된 Green job을 알아보고, 휴식처로
제공되는 역할 외에도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3) 기업
- Green business를 하는 기업과 기업인의 특징을 파악한
다. 기술은 좋지만 시장이 작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어떤
Green business가 어울리는지 조언을 듣고 적용법을 알아
본다.
-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가 Green job에 미친 영향과 위
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알아본다.
-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것인지, 그 이유와 비전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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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주제 탐구 방법
- 인터넷 조사
녹색직업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조사를 했다. 주로 해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녹색직업과
관련된 기관을 찾아냈고,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국회 전자도서관이나, 구글 스칼라, 디
비피아를 통하여 녹색직업에 관련된 논문을 찾았다.
- 문헌 참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세
부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을 참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을 통해 우리는 녹색직업에 관련된 도서들 속에서도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 국내기관 조사
국내 사전조사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방문하여, 녹색직
업에 대한 해외 및 국내의 상황과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녹색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재 국내 여러 기업들의 녹
색일자리 정보를 얻어내고 국내 현황을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녹색성장과 녹색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해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86명을 설문조사를 하였다.
- 해외기관 조사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의 관련 정부기관과 기업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관련된 정
보를 찾아보고,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기관들에 연락 메일을
보내어, 방문 전에 미리 사전 약속을 잡았다. 그 후 해외 기
관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고 인터뷰 할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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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탐구 일정
날짜
6월 29일

- 국내 사전 조사 일정
4월부터 6월 말 까지 약 3달 동안 국내에서
녹색직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터
넷과 서적을 이용하여 사전조사와 함께 국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6월 30일

지역
인천공항 출발
두바이 경유
- 런던 도착

7월 1일
7월 2일

Carbon Trust
런던

7월 3일

- 해외 조사 일정
해외 조사에 앞서 5월부터 우리는 일정에
따라 기관들을 나눈 후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방문이 가능한지 물어봤고, 확답을 받아놓았
다. 6월 29일 부터 7월 14일 까지 14박 15일
동안 해외를 탐방하며 조사를 수행하였다
(Table 1, Fig 1 참조). 그리고 탐방 중 기관
방문 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오전

기관

Kew Garden
BedZED

런던 → 파리

7월 4일

Velib - 자전거 대여

오후
파리

체험

오전
7월 5일
오후

파리 → 베를린

7월 6일
DGB
(Werner Schneider)
CONATIX

(3) 사후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해외 기관들을 방문할 때 마다 인터뷰 내용
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
녹음을 하였다.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 인터넷 조사, 논문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
여 인터뷰 할 당시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충하
였다. 보고서 작성 시 우리 5명은 각각 방문
한 기관을 나눠 정리하였으며, 하나로 합칠
땐 보고서 각각의 단원을 분배하여 작성하였
고, 5명 모두 모여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가다
듬었다.

7월 7일

베를린

(Lewis Smith and
Linda)
Freie University
(Miranda Schreurs)

오전

EMMVEE

7월 8일
오후
오전

베를린 →
프라이부르크

7월 9일
오후

프라이부르크

7월 10일
오전
7월 11일
오후

Richard-Fehrenbach-G
ewerbeschule
Solar Info Center
Vauban

프라이부르크 →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Stadtwald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프랑크푸르트 출국
두바이 경유
- 인천공항

Table 1. 14박 15일 탐방 일정

Fig 1. 탐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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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Ⅰ. 국내 조사
Ⅱ. 해외 조사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9

(1) 2010 녹색일자리 박람회
6월19일 서울지방노동청 주변 일대에서 녹색 성장의 일환
으로 제1회 '2010 녹색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노동부와 녹
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
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후 처음으로 범부처가 공동으로 개최, 녹색성장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방문목적
◇ 녹색 직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황을
조사한다.
◇ 녹색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전공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우리는 녹색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박람회에 참여하
여 모든 부스를 돌아다니며 각 기업의 취업요건과 입사 후 하
는 일에 관해 질문 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많
은 녹색일자리 들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야로서 화학 공학,
전자, 전기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컨설팅과 관련된 분야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서
를 받으며, 입사 후 재교육을 통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공에 상관없이 인재를 채용한다는 측면에서
전공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능력을 발
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창의적인 프로
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일자리 박람회 중
‘정책기자단 공감’ 기자와 인터뷰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
wsReporter.do?type=vj&newsDataId=1
48695672

또는 기타 참고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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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 성장 위원회
◆ Interview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가치인
'Green'을 통해 국가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의 신 성
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성장과 녹색직업은 세계적인 의제
이면서 국내의 현안이다. 지난
2009년 2월 16일.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한 녹
색성장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국
도 녹색산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 진입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
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과
녹색직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대통령령인 녹색성장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녹색성장
위원회’를 방문했다.

Q. 녹색성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A. 녹색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
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한국도 저탄소 녹색성장
을 통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녹색성장, 녹색기술, Green Job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A. 국민들 사이에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Green Job,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
천이 이를 따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든스 딜레
마(Giddens dilemma)를 극복하고, 민간의 보다 구체적이
고 강력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
는 더 많은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Q. 녹색일자리의 비전은 어
떠합니까?
A.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내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정부도 환경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2013
년까지 그린리더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갈수록 친환경적인 경영이 중요해 지면서 경제 침
체 속에서도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이
와 같이 Green Job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지속발전팀
안세창 과장님
sechang.ahn@gmail.com
2010년 4월5일 월요일 인터뷰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11

(1)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환경정책 연구센터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Center
◆ 방문목적
◇ 독일은 녹색직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알아본다.
◇ 다양한 녹색 직업 분야 속에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를 성장시키는지 살펴본다.
베를린 자유대학에 위치한 환
경정책 연구소(FFU)는 지속 성장
가능한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연구하는 곳이다.
FFU의 교수진과 연구원들은 재학
생 및 졸업생을 상대로 에너지와
환경 정책에 관련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Berlin Freie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iranda.schreurs@fu-berlin.de

◆ 독일의 녹색 직업 창출
독일은 녹색 일자리, 녹색 기술 및 녹색 경제 개발의 선두
자로 부상했다. 독일 최대의 환경 수출 분야는 열용량 측정기
구 등의 측정 및 통제 기술이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수
출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법규 요건으로 일부 요구
되었던 기술적 성공에 힘입어 독일 산업계는 국내적인 기술
성공을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성공을 거둔
수출 분야는 폐기물 재활용이다. 독일은 선진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75%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6천
개 이상의 업체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폐기물
관련 국제 생산시장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
다고 한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분야가 신재생에너지이다. 최대 매출
을 올린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와 태양력 및 수력이었다.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면서 독일의 고용 창출 역시
늘어났다.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2004년
160,500개에서 2007년 249,300개로 급등하였으며,2020년까
지 이들 일자리 수가 40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이들 일자리 중 39%가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창출되었
으며, 더욱이 2004년 6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수력 분
야의 경우 2007년 8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2007년 기준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태양력 부문 38,600
개, 지열 부문 4,200개, 수력전기 부문 9,400개,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과학기구,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4,300개이다. 충
분히 교육 받은 노동력의 공급 확보를 위해 독일 정부에서는
2006년
말
‘환경이
미래이다(Environment
Creates
Perspectives)’ 라는 제안을 마련해 녹색일자리 구직을 위한
개인별 교육을 구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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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환경정책 연구센터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Center

◆ Interview

우리는 Miranda 교수님과의 만
남을 통해 독일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과 녹색 직업 창출은 단순히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
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박
사 과정 학생들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한 독일 학
생이 중국과 독일의 환경 정책을
비교하던 발표 수업을 들었는데
발표 후에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토론을 통해 학생들끼리 서
로 의견을 주고받던 신선한 수업
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다양한 교육 방식과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Q. 교수님은 근래에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논문을 많
이 쓰시고 있더군요. 중국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가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A.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효율
적인 에너지 사용을 앞으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은 한국보다 일찍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
고,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15%를 신재생 에너
지로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11%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법과, 플라스틱 쇼핑백이나 나무젓가락 등 자원을 낭
비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유리한 점은 한국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유능한
엔지니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래에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독일인은 녹색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녹색직업이란 것을 알고서 일하고 있나요?
A. 독일은 현재 사회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노동자에게 엄청나
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부나 유치원 교사, 교수, 목
수 등 무슨 일을 하든 그 인권은 강하게 보장됩니다. 특히
녹색직업은 존경도 많이 받고 급료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게 되면 더 높은 지위의 녹색직업을 가질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녹색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갖추지 않아도 행복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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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프라이부르크 직업학교
Richard Fehrenbach-Gewerbeschule
◆ 방문목적
◇ 녹색 직업 창출의 기본인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어떻게
인재를 양성 시키는지 살펴본다.
◇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로 교육받는 학생들은 녹색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 신재생에너지로 첨단 교육하는 학교
환경도시이자 생태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는 직업학교로 전기공, 태양전지, 상하수도, 냉난
방 등의 기능인과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첨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을 훈련하고 있다. 태양
광, 소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전
문 인력 공급기지’이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심리발달에 맞춰
참인간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요일에 차이를 두어 Richard Fehrenbach와 Gewerbeschule의
2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Solar Energy를 교
육하는 첫 번째 학교로 유명하다.
◆ OPINION
“현재 각국에서는 녹색경제와
녹색 직업에 대한 연관성에 대
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학생들이 녹색 직
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Green job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우고
이를 적용시키는 교육시스템 속
에서 독일 학생들은 녹색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던 기회였다. 단순히 환경을
위함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을 갖
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시키
려 하는 직업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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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에 태양열 기술과
같은 환경관련 분야가 다양
하다고 알고 있으며 학생들
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녹색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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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탄소 제로 생태주거 단지
BedZED
◆ 방문목적
◇ 탄소 제로인 생태 주거 단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직업을 창출시키는지 알아본다.
◇ BedZED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이 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완공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친환경적인 BedZED에 그간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본다.

BedZED(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사용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런던 남부
Sutton에 위치한 생태 주거단지
다.

◆ 탄소 제로를 추구하는 Green house
베드제드 지붕의 알록달
록한 닭 벼슬 모양의 환기
구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
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유
입시키는 통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밖으로 나
가는 공기로부터 열을 전달
받는 덕분에 한 겨울에도 실내 온도는 항상 18℃로 유지된다
고 한다.
BedZED는
태양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남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남향으로는 전면 유리창을 설치했다. 또한 모든
가정에서는 테라스에서 연결되는 작은 다리를 통해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는 야외 개인 정원으로 건너 갈 수 있다. 또한
지붕에는 태양열 집열판과 잔디로 이뤄져 있다. 지붕 위
잔디는 비가 올 때 빗물을 흡수해 저장하고, 이 빗물은
파이프를 통해 지하 물탱크로 보내진다. 물탱크의 빗물은
정화과정을 거쳐 화장실과 정원의 물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보통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OPINION
“베드제드에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습
니다. 걷거나 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
문에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 하는데 전
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출처: http://www.budaec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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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탄소 제로 생태주거 단지
BedZED
♦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꾼 BedZED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의 지속가능성은 단지 건물만으로 달
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건물이 친환경적이어도 어떤 교통수단
을 사용할 것인지, 먹을거리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002년 BedZED에 입주한 사람들은 영국에서 전형
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수년간 이곳에서 생활한
이후 이들의 행동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먹을거
리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수입하는 농산물 대신에 인근
다른 마을에서 채소 및 과일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거주자들
은 직접 유기농으로 채소를 기르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이나
공동구매를 이용하기도 한다.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이동수단도 획기적으로 바꿨다.
BedZED는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티카 클럽
(City Car Club)과 제휴해 마을 내 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자동
차를 사용한다. 차량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
록 유도하여 대기오염과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동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 또한 저렴하다.
♦ Bioregional Development Group
BedZED 마을 내에는 Bioregional Development Group이나
Civil Engineering Dynamics LTD와 같은 벤처 기업이 있다.
그 중 Bioregional은 BedZED를 설계하고 친환경 생태 마을로
가꾸기 위해 노력했다. BedZED를 조성한 후에 Bioregional은
녹색 생활방식 담당자를 고용하여 BedZED에 거주하는 주민
들을 친환경생활방식과 방법을 훈련시키고 지원하였다고 한
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생태 마을을 탐방함으
로써 이곳의 거주민들은 스스로
나서서 마을을 가꾸고 환경에 대
한 책임의식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공동체 안
에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벤처
기업을 생성하고 녹색 직업을 창
출했다는 것을 통해 앞으로 더
환경을 위한 인력 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전기차 충전기가 10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영국에서는 전기
차가 별로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한다.
또한 버려지는 목재의 나무칩(wood chip)을 활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소형 열병합 발전소(CHP: Combined
Heat & Power)가 있지만 이는 망가져서 더는 사용하지 않는
다고 들었다. 이처럼 처음 의도된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은 사
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들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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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프라이부르크 친환경 생태 마을
Vauban
◆ 방문목적
◇ 친환경 생태 마을에서 창출되는 녹색 직업에 대해 직접
알아본다.
◇ 차를 갖고 있지 않고 태양열을 사용하는 마을을 방문하
여 거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보봉(Vauban)’은 프랑스와 독
일, 스위스의 삼각지대에 있는 유
럽 친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도심에서 3㎞ 떨어진
곳에 있는 독일의 생태마을 이름
이다. 자연 속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995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
민연합인 ‘보봉 포럼’을 결성해
친환경도시 건설을 주도 했다.

♦ 차가 없고 태양열을 사용하는 생태마을
보봉의 면적은 약 2.5평방
킬로미터로, 정사각형일 경우
가로와 세로가 약 1.6킬로미터
쯤 된다. 하지만 실제로 보봉
의 모양은 길쭉한 편이다. 그
래서 어디에 살든지 보봉의 시
민들은 시 가운데를 관통하는
트램이 다니는 대로에 한 두 블록만 걸어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차가 없어도 대도시 프라이부르크로 트램을 타고 출퇴
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을에 들어서면 주택들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이 눈길을 끈다. 이 마을의 주택은 태양
광 발전시설과 함께 완벽한 단열시스템을 자랑한다. 빛이 잘
들도록 모두 남향으로 시공된 것은 물론 집의 남쪽방향으로는
큰 채광창이 나 있고, 바람으로 인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집을 이웃집과 붙여 지어 놓았다. 이처럼 집 자체가 발전소이
자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난방 시설이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
다.
◆ OPINION

보봉의 경우에는 마을을 관리
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갖고 생
태 마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기
술 관리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자치적으로 꾸며가고
있었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
심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VAUBAN에
살면서 불편한 점을 특별히 느낀 적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인 트램이 가까이
에 있어서 이동에 큰 문제가 없으며, 아
이들의 학교도 근처에 있기 때문이지요.
마을을 관리하는 기술 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 오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같이 해결하고 있습
니다. VAUBAN의 대부분 주택은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이라 아
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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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 Kew
◆ 방문 목적
◇ 세계 최대의 표본관을 자랑하는 영국 왕립 식물원을
방문하여 어떠한 녹색 직업을 창출하는지 알아본다.
◇ 식물 보존에 기여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가하는지
살펴본다.

런던 외곽 템즈 강변에 위치한
세계적 규모의 영국 왕립식물원.
약 120ha, 4만4,000여 종의 식물
들이 전시되어 있다. 왕립식물원
은 1772년부터 당시 식물학자였
던 조셉 뱅크(Sir Joseph Banks)
와 월리엄 후커(William Hooker)
에 의해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
는 일에 주력했다. 큐 왕립식물원
은 2003년 7월 3일 ‘국제적으로
독특한 문화 경관(Internationally
Unique Cultural Landscape’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UNESCO의
세계유산등록지
(World Heritage Site)로 지정되
었다.

♦ 세계 최대의 표본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표본관에는 무려 35만 분류군 약 7백
만점 이상의 식물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협조
기관 및 파견연구원에 의해 매년 약 3만점을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150년 동안 꾸
준히 수집한 식물관련 전문서적 약 50만권 이상이 소장되어
있으며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종생존위원회(SSC: Species
Survival Commissions),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영국자연(English Nature)
및 세계식물원보전(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등의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처 보전과 증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출판되는 큐 식물목록(Index
Kewensis)에는 린네 시대 이후부터 기재된 전 세계의 고등식
물 종들이 실려 있다.

Royal Botanic Garden , 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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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 Kew
♦ 식물보존에 기여하는 녹색 실험실 – Jodrell Laboratory
'생태계의 살아 있는 박물관' 이라 불리기도 하는 왕립식물
원은 이른바 자연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식물보존에 기여하
는 녹색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식물학자들은 희귀식물이나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
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식물이 발견 되면 지구촌 어디라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표
본을 채취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도 해내고 있다.
특히 조드렐 실험실(Jodrell Laboratory)은 식물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경제성이 있는 유용식물 분
야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주로 식물 자원
조사 및 식물 동정 매뉴얼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의
평생 동안 자신의 특정 연구 분류군에 몰두하여 끊임없이 연
구하는 석학들이 많이 있다.
Kew garden은 시민들에게 휴
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
구를 위한 탄탄한 기반이 잡혀
있었고 마케팅을 이용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
한 공원의 의미를 뛰어넘어 교
육, 연구, 마케팅 등 다양한 분
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되
었다. 이로써 공원을 기반으로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으
며, 활발한 교육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녹색 직업의
창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Jodrell Laboratory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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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크푸르트 도시 숲
Frankfurt Stadtwald

◆ 방문 목적
◇ 도시 속의 숲에서 창출될 수 있는 어떤 녹색 직업이
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녹색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 독일 최초의 숲 유치원이 어떤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본다.
Stadtwald 라는 말은 도시 속
의 숲이라는 뜻으로 독일에서 가
장 큰 숲이다. 마인강 남쪽에 넓
게 자리 잡고 있으며, 1500만 평
의 이 거대한 숲은 시민들에게
휴양제공은 물론, 목재 생산이나
수렵활동도 이루어진다.

◆ 독일 최초의 숲 유치원
이곳은 아이들에게 숲에 대해 과학적이
고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또한
아이들이 숲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자
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 실내 중심의 수업을 하는 한국 유아
교육과는 달리 모든 수업과 활동이 숲 속
에서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숲
과 나무, 환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

우리가 숲을 방문했을 때는 독
일 어린이들의 생일 파티가 한참
이었다. 어릴 적부터 자연과 가까
이 보고 느끼며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을 더
소중히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녹
색 직업이 더욱 창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독일 특성상 이를 대체하여 이
숲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환경과 자연 속에서 인력을
창출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다.

INTERVIEW

Q. 녹색 직업을 찾는데 누가 도와줬나요? 어디서 알선해 준
것인가요?
A. 생물학을 전공한 후에 대학교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
인지 정해야 하는데 ecological view에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녹색직업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녹색 직업이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린이들
도 녹색 직업에 대해 알까요?
A. 부모님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이 부분
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가장 큰 역할은 부모님입니다. 생
일파티를 숲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 어린이들은 숲 해설도 듣고 자연스레 자
연에 노출되어 녹색 직업에 대한 분야도 알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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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rbon Trust

◆ 방문 목적
◇ 저탄소를 위한 녹색 경제 활성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저탄소 배출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 Carbon Trust가 주도하고 있는 저탄소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본다.

2001년 영국 정부에 의해 독립
기구로 설립된 Carbon Trust는
현재 150명의 스텝이 활동하며,
200개 이상의 저탄소 기술개발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기
후변화의 문제를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실제 기업과 소비자들의 행
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
기관의 목적이다. TESCO, 코카
콜라, 에비앙, 토요타, 맥도날드
등 여러 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
으며, 2500개 이상의 제품에 대
해 탄소 배출량에 대한 표기
(Carbon Footprinting)를 했다고
한다.

♦ Carbon Footprinting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ing' 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
소를 줄이고자 상품의 원료에서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
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를 발자국 모양으로 제품에
표기하고 있는 Carbon Trus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오렌지 쥬스 한 팩의 Carbon Footprinting 마크
에 260g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오렌지의 재배부터 공정과정과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평균 260g의 이산
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이로써 탄소를 덜 배출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
하도록 하고 기업은 중량에 맞는 적정 배출량을 정해 탄소 배
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표시해 구매성향의 변화
를 유도시킬 수 있으며, 기업들은 향후 전개될 저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21

(7) Carbon Trust

♦ Interview
우리는 Carbon Trust의 사업국장인 David Vincent 박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우리가 찾는 중요한 몇 가지를 얻을 수 있
었다.

Carbon Trust는 기후변화의 위
기를 친환경의 기회로 바꾼 기업
으로 탄소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
문제에 앞서 해결하고자 한다. 무
엇보다 녹색 시장의 형성이 중요
하다는 것을 전재로 Carbon
Trust는 녹색 시장 형성의 기반을
만들어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잘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는 개입하
지 않고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든
다고 한다. 한국도 이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특히 정부의 지원
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초기의 Carbon
Trust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시
스템의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했
다. 따라서 녹색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 서
로 협력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Q. 앞으로 나타나게 될 유망한 녹색직업으로 어떤 것이 있나
요?
A. 풍력 발전이 앞으로 가장 강력한 대체 에너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를 활성화시켜 좋은
인재를 양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민들에게 저탄소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였으며 그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요?
A. 우리는 크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위해
서는 먼저 동기화를 시켜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들을 동기화 시키는 것은 바로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
지만, 고객들은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Q. 한국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
게 해야 저탄소를 배출하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A. 정부에서는 RO(Renewable Obligation)라는 제도를 도입해
야합니다. 이는 총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할당 제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 정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잘 고려하여 한국의 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합니다.

Dr. David vincent

Carbon Trust Director
david.vincent@carbontrust.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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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는 전후 분단된 서부독일
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의 중앙조
직으로서 건설농업환경, 광산화학
에너지, 매체, 금속목제합성수지,
공공서비스 등의 통합 산별노조
를 만들어내며 정치경제적 변화
에 적응해 왔다.
2001년 5월 5개의 산별노조를
공공서비스노조로 통합시켜 산별
노조를 갖춘 노조로 재정비하였
다. 현재 650만 근로자를 회원으
로 가지고 있으며, 노사협조정책
과 재군비지지를 그 강령의 핵으
로 하고 있다.

독일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직업
과 환경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녹색직
업(Green job)을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자본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에 해당
한다. 이러한 독일의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여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DGB를 방문하게 되
었다.
♦ 방문목적
◇ 독일의 녹색직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
알아본다.
◇ 현재 독일에서 녹색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을 알아본다.
◇ 녹색직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 Interview
Q. 녹색직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만,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요?
A. 모든 녹색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다. 녹색직업의 노동여건
중 건강문제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
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쓰레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건
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풍력 에너지 기술자는 좋은 녹색직업의 예
라고 볼 수 있으나 풍력에너지 장치의 날개 부분을 만드는
재료는 환경과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화학물질로 만들
어 지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
단순히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환경 관련 직업과 관련된 노동환경도 좋은 방향으
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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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직업의 창출을 위하여 진행했던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이 있었나요?
A. 따로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색직업은 다양한 분
야에 퍼져있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각 녹색직업간의 유기적
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분
야에 녹색직업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재활용 하는데, 이 경우
핸드폰을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자체가 녹색직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Head of division
werner.schneider@dgb.de
독일노총 고용 첫 환경전문가.
정부 부처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
하였다가 1983년 독일노총 상임
이사로 임명되었다.

독일 사회에서 노조는 사회적
의제에 깊숙이 관여한다. 공업 국
가였던 독일은 1980년대에 ‘대기
오염 배출’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고용과 환
경을 위한 동맹’을 맺으며 독일노
총 고용 첫 환경전문가 Werner
Schneider (베르너 슈나이더)는
1998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에게 Green job 창출을 위한
58개 조처를 제안했다.
독일노총이 고용한 첫 환경전
문가인 그를 만나서 독일의 녹색
직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 환
경전문가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
질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독일의 재활용 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가요?
A. 약 7년 전, 여러 제품들이 사용된 후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에 문제점을 느끼고 정
부에서 부품 재사용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숲, 고속
도로 등에 버려져 있는 빈 병을 회수해오면 25센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인 빈 병은 잘게 부수어져 중
국 등과 같은 곳에 보낸 뒤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지
게 됩니다. 재생산 된 제품은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습
니다.
Q. 환경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환경전공이 아니라 화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화학기술 엔지니어로 지내다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관심을 갖게 되어 food
technology와 toxicology, economy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 법학도 공부하였습니다. 후
에 보니 환경관련법학자들 중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저
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환경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시작점
은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다루
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법, 각 나라
의 경제, 생명공학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지요.
이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기관에서 직접 일 해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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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MMVEE

EMMVEE 는 솔라셀 모듈을 만
들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독일의
정교한 제조기술과, 인도의 노동
력 및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고
효율의 솔라셀을 제작하고 있다.
본사는 1992년 인도의 방갈로에
설립되었고, 현재 5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
EMMVEE 는 솔라에너지의 보급
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지
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
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사
업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솔라모듈 제작, 태양열
시스템 개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여줄 유리 제작 파트로 구성되
어 있다.

EMMVEE 의 유럽 지부의 본사는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으
며, 유럽에 판매할 상품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시장
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체코로 보고 있다.
그 중 독일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데, 독일은 지붕에 태
양전지를 설치하여 만들어 지는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법
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매우 좋은 에너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형성이 잘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1991년부터 1000
Roof Program을 시행하여 집집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1500Kw급의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었고,
1999년엔 계획을 확대시켜 10만개의 Solar Roof 계획을 발족
하였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16%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시장규모는 거대하며, 2006
년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9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이 투자되
었다.
♦ 방문목적
◇ 우리는 녹색직업의 하나인 태양에너지 회사를 찾아가 보
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녹색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또한 이러한 직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어떠한 학문적 배경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 interview
Q. 이 회사의 각 부서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고용된 직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전체 고용인원은 650명인데, 대부분은 인도의 방갈로에
있습니다. 방갈로는 실리콘 벨리와 같이 기술 산업 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방갈
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
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이곳은 유럽의 headquarter이며,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가져온 상품
을 유럽 각 국가를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여기서는 대부분
의 직원들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은 프
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잉글랜드
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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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은 Green Job이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A. 저는 앞으로도 녹색성장이 꾸준히 이루어 질 것이며, 전망
이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은 핵에너지 개발을 포
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많은 엔지니어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도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
으므로, Green job은 많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를린 EMMVEE의 대변인이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frank.hilgenfeld@emmveesola
reurope.com

Q. 녹색직업을 갖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다양한 분야의 분야를 스스로 찾아보면서 자신이 어느 분야
에 흥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행하기 전,
배낭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담아야 하듯이, 자신이 나
아가고자 하는 진로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교육과 경험을 받고 직업을 갖게 되면
전문가로서 사회경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의 직업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직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범위의 교육을 통해서는 환경에 대한 넓은 시
야를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
도의 길은 아닙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녹색직업의 가장 큰 토대를 형
성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태
양열
에너지관련
회사인
EMMVEE는 현재 인도에 자회사
를 두고 500명이 넘는 기술자들
로 구성된 대규모의 회사이다. 우
리는 베를린에 위치한 유럽 지
부 본사를 찾아가 솔라 에너지
보급의 미래와 현재 마케팅을 어
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현직 종사자를
통해 녹색직업이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현재 대학생인 우리
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Eagle FIVE: 취업, Green Job으로 Job아라!

26

(10) CONATIX
CONATIX는 환경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자자들
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사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
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 특히나 환경산업에서의 거래에 집중
조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가 없
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성을 두려고 한다. 현
재는 동유럽의 환경산업이 향후 10년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
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Lewis smith 는 이전에 은행에
서 재직했을 때 환경산업에 투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
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
러던 중 환경산업 정보를 투자자
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하
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어 이 일
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 할 수 있다면 투자
자들을 넘어서, 정부,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david.lehrer@conatix.com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
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을 통해
청사진을 그려본 후 마케팅을 시
작하게 된다. CONATIX는 환경산
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환경관련 분야 투자자들에게 정
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한국에는 아직 환경관련 정보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
지 않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
다. CONATIX 방문을 통해 투자
자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녹색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 산하 협력 기관인 CONATIX
Conatix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대학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CONATIX를 지원
해 주며, 교수들이 기술, 마케팅에 관련된 조언을 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생을 상대로 인턴쉽을 하고 있는데, 1년에
7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한다. CONATIX는 녹색환경에 이바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며, 인턴쉽을 수료 후 환경산업에 관련된
직업을 갖기가 더 쉽다고 한다.
♦ Interview
Q. 녹색직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합니까?
A. 환경문제가 심각해 져 가기 때문에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들도 녹색직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린피스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조차 녹색직업으로
인정받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광고회사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녹색직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Q. 창업 하려는 기업에게 충고 한마디 부탁합니다.
A. 첫째,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돌을 하나
하나 쌓는 다는 생각으로 일에 열중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셋째, 같이 일
하는 사람들과 고객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서로
의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같이 동업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섯째, 역할 분
담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죠.
끝으로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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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olar Info Center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Network의 중심!
Solar Info Center는 건축가, 설계사, 연
구원, 에너지 컨설턴트, 공학 기술, 프로젝
트 개발자, IT와 소프트웨어 회사들, 매체
와 시장관련 전문가, 법률가, 회계전문가,
영업 컨설턴트 등 400개 이상의 전문분야
를 구성하는 45개의 벤처 회사가 모여 있
는 곳이다. 여기엔 사무실과 연구실, 회의
실, 게스트룸 등이 있다. 이 회사들은 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찾아간 Solar Info Center 1층은
전시실로, 이 건물에 모여 있는 여러 기업체들의 정보가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서 다양한 녹색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기업이 하는 주된 임무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회사의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Solar Info
Center의 장점을 알 수 있었다.
Solar Info Center엔 독립적이고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회사들은 창의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류하며, 서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Solar Info Center는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은
세계의 환경수도 Freiburg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경험을 접할 기회가 많으며, 활발한
국제적인 교류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Solar Info Center는 400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구성하는
45개의 벤처 회사가 모인 곳으로
독립적이고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된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환경관련
전문기업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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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elib 체험기
◆ Velib 체험 목적
◇ 대표적인 친환경의 이동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를 활용하
여 파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운
영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직업
을 알아본다.
◇ 유럽 국가 중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파리에서 직접 자전거를 대여하고 체험하여,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본다.
Velib는 불어의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를 합한 의미로 자전
거를 통해 자유를 느끼자는 뜻을
갖고 있다. 파리시의 주체로
JCDecaux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
다. 파리 시내에 총 2만 여개의
벨리브 자전거가 있으며, 2000여
개의 대여소가 있어 시내 중심에
는 반경 300m 안에 하나의 대여
소가 있는 셈이라 쉽게 빌릴 수
있다.

♦세느 강을 따라 파리 도심 누비기
Step 1. Velib 자전거 빌리기
대여소에서 신용카드로 150유로의
보증금을 내고 나면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대여할 때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 단위로 요금이
누진되어 부과된다. 1시간은 1유로,
1시간 반은 3유로, 2시간은 7유로,
5시간은 31유로로 누진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빌릴
경우나
자전거를
교체하고
싶은
경우에는 번호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받은 티켓을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반납할 때는 대여소에 자전거를
꽂아두고
녹색의
불빛이
들어와
자전거가 잘 꽂혔는지 확인만 하면
돼서 의외로 간단하다.
Step 2. 지도 한
장만 있으면 OK!
7월 4일 Eagle
FIVE가 약 4시간
동안 Velib를 탔던
파리 시내 루트 (Fig
2 참조). 초행길이라
헤매기도 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도
갔지만 세느 강
주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일반
차도의 오른쪽을
이용해 이동하였다.
Fig 2. Velib를 체험한 파리 시내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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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elib 체험기
Step 3. 안전 사고에 주의 또 주의
자, 이제 우리도 Velib를 타고 달려보자! 그러나 파리에서는
연간 500여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빈도수가 증가한다고
하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Velib에는 안전장치로서 앞,
뒤에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 시에 바로 불이
들어온다. 안장 역시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앞에 바구니를
달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직접 타보니 버스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기도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많았다.
도로에 자전거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지도 잘 확인해야 하고,
특히 일방통행 길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국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
-경기도 고양시 FIFTEEN
2010년 3월 고양시는 프랑스
벨리브의 제도를 바탕으로 자전
거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다.
FIFTEEN은 자전거의 평균속도인
시속 15km/h 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FIFTEEN PARK 70개소, 자전거
1600대를 설치했고 앞으로 늘려
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용 요금
은 기본 1시간 2000원이고 추가
적으로 30분마다 2000원씩 누진
되는 제도이다. 1일 이용 요금은
3000원이다.

♦ Velib 성공 비결
1. 파리 시내는 특히 많은 신호등, 좁은 도로 등 여건상 평균
주행속도가 20~30km에 불과하여 자전거가 경쟁력이
있었다.
2.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등 지속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펼쳤으며 대중교통의 한 수단으로 Velib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3. 자동차 운전자의 항의가 있음에도 차선을 자전거 이용자
에게 우선시하여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4. 초기 30분 무료 대여 방법으로 개인별로 자전거 이용시간
을 최소화하여 반납과 재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자전거
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했다.
5.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1일 자전거 투어를 고려하여 이용
요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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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elib 체험기

서울시에서도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이미 들여온 곳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다고 하
나 이동거리 분석, 교통량 등 사
전 검토와 조사를 통해 한국의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전거
를 대중교통 정책의 일부로 도입
하여, 일반 도로와 함께 자전거
이용 도로를 건설하는 의무화 정
책이 뒷받침된다면 한국도 다른
나라 못지않은 자전거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Velib
는 1년간 자전거 대여료로 약 3
천만 유로(약 500억원)의 수입을
얻고, Velib의 관리와 운영을 위
해서 장애인 40명을 포함한 400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한
다. 자전거 대여료를 통한 수입
창출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무인
대여 제도이지만 이런 시스템 속
에서도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벨리브에게도 문제점이...
매일 1500여 건이 새로운 수리를 필
요로 하고 2만대의 자전거 중 1만 6천
대의 자전거가 인위적으로 깨지고 불
타는 등의 훼손을 입었으며 8천 건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였고 한다. 파리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전용
도로 등에 있어 여건은 미흡한 편이라
고 한다. 사용자들은 자전거 반납장소
확보, 자전거 정류장 추가 확보, 자전
거 상태 등을 개선을 요청 하지만, 일부 자전거는 이런 식으
로 훼손되어 방치된 경우가 있다. 또한 매년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
♦ 유럽 주요 국가 자전거 대여 시스템 비교

이름
운영
주체
시행

대여비

영국

프랑스

Barclays Cycle

벨리브(Velib)

런던시

파리시, JCDecaux

2010년 7월

2007년 7월

1파운드/30분
벨리브와 같은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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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콜어바이크
(Call a bike)
DB (Deutsche Bahn
독일 국영철도회사)
2000년
3월 뮌헨에서 시작
3~12유로/A day

1유로/30분

8센트/1분
80센트/10분

31

Eagle FIVE 그리고 대한민국을 Show하라!

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반크는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한국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동해, 독도 표기오류에 대해
개선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2010년 여름 방학 기간
중 해외여행 및 연수를 떠나는 대한민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300인
홍보
전사를
모집하였다.
Eagle
FIVE는
해외조사연수단을 활동하면서 한국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300인 홍보전사에 지원하였다. 그 결과
홍보전사로 선정되어 출국하는 6월 29일에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300인 홍보 전사를 대표하는 단체티셔츠와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지도, 엽서, 부채, 책자 등 각종
홍보물들을 지원받았다. 만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Eagle FIVE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스호스텔에
머무는
중에
그곳에 있던 세계지도에 Sea of
Japan라고
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Eagle FIVE는
‘East
Sea’라고
정정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유스호스텔
스텝들에게
왜
그래야하는지
이유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역사와 함께 설명했다.
그밖에 Eagle FIVE는 인터뷰 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계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의
위치를 꼭 알려주었고, 그 지도를 선물로
주었다. 한국의 문화가 담긴 엽서 등을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고, 항상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억하기 쉽도록 Eagle
FIVE의 사진이 들어간 명함을 제작하였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개인의 경험 등을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알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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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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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및 한계점
◆ 본 연구의 성과
녹색직업이 발달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방문함으로써 다
양한 녹색직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녹색직업의 중요성과 필
요성, 더불어 현행 시행되는 녹색직업의 부족한 점들도 배울
수 있었다. 끝으로 유럽 탐방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실정에
알맞은 정책 및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다.

◆ 본 연구의 한계점,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은
25만명에 다다르며, 연간 2499
억 달러 이상의 수익 창출. 현
재 약 150만명의 독일국민이
환경관련 직종에 종사.

그린 선진국이자 허브로 불
리우며, 영국 정부가 설립한
Carbon Trust는 10억 파운드
의 에너지를 절약.

1. 적용 가능성
한국과 유럽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방안이 한국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유럽은 2009년 6월
기점으로 대략 40만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2백만명이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 분야에, 9십만명은 효율적으
로 개발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에는 제조업, 조립업, 풍력발전소· 태양열 패널· 공사장
유지 업무가 포함된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에 따
라 파생된 직업들만 해도 대략 5백만 개이다.
기존에 환경산업과 그에 따르는 일자리(녹색 직업)에 관심을
가져온 유럽의 실정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유럽의 현 정책과
산업을 곧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Eagle FIVE의 전문성 부족

2007년 9월 프랑스 친환경
정책에 큰 획을 그은 그르넬
환경협약은 녹색 일자리 추진
을 통해 프랑스에 2004년 37
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
프랑스의 ADEME(프랑스 환
경과 에너지 관리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6-2008년
사이 녹색일자리가 9만개 창출
되었다고 보고함.

팀 구성원이 생물학과와 기계공학과였기에 경제, 정치, 법
과 관련된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녹색일자리라고 하면
쉽게 숲 해설가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우리 Eagle
FIVE도 생물학과 학생 혹은 자연계 학생의 취업률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녹색
직업이란 이보다 더 포괄적인 분야를 아우른다. 가령, 한 국
가의 녹색산업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생긴 녹색시장 형성기관
(영국의 Carbon Trust), 자전거 제도 도입을 통해 생긴 자전
거 관리인(프랑스의 Velib), 자전거 제도 도입을 위한 자전거
법 제정자(프랑스의 Velib),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조합
(DGB),
환경기술을
교육하는
전문대학(독일의
Richard-Frhrenbach-Gewerbeschule), 녹색산업 시장 분석을
하는 벤처기업(독일의 Conatix)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방문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적합한 제언을 하기에는 Eagle
FIVE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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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및 개선방향

◆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개선방향
1.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
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
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
지효율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

녹색직업 활성화와 창출을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목표를 잡
고 정책을 바꿔나갈 수도 있어야 한다. 각종 규제 조절, 특정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공사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
다.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녹색직업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적 부담감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시간 대비 효율이 적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의 눈높이는 전
국가적인 안건에 맞춰지기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다국적 컨설팅전문회사로 알려진 McKinsey&Company에 의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일지언정 국가가 강력
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실행 불가능하다고 했다. Human
Development Report2007/2008에 의하면, “오로지 정부의 개
입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에너지 공급사업과 그러한 정보는 공
공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내놓기는 했다. 27대 중점기술, 온
실가스 감축목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마트 그리드, 그린
카, 그린 홈, 녹색 교육 등이다. 녹색직업 창출을 위해서는 제
시된 대안을 시급히 구현해야 한다. (녹색성장 위원회).
27대 중점기술
1.
2.
3.
4.
5.

국민들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나누고, 녹색미
래를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 48
개가 녹색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녹색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용 기술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생태공간조성 및 도시재생기술 외 22가지이다.

2. 녹색 산업에 투자해야한다
투자는 곧 고용을 낳는다.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녹색직업이 창출되기 힘들 것이며 심지어 기존의 녹색직
업 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자 및 개인 투자
자들의 지원이 합세할 경우 무수한 일자리(자동차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등)를 창출할 것이다.
획기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가령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볼 경우 지원해 주는 보험 상품도 생겨나
고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 투자하는데 불안감을 덜어주어 소
비자들이 결국 기존의 녹색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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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개선방향
3. 녹색 기술 개발과 기술 상호 교류
Stern Review(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에 의하면 탄소감축 기
술의 실질적인 수준이 요 근래 10년 동안 급속히 떨어졌다고
한다. 이유는 회사 간에 기술 개발이 미진해 교류할 기술이
없을 뿐 더러 만약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개인 회사들이 타 회
사들과 기술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개인사업체간 기술교류가 이루어져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기술교류, 사업체간 기술 교
류, 기술자, 그리고 도나 시 단위의 교류도 이루어 져야 한다.
4. 시민들의 인식 변화 및 홍보
한국은 녹색일자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6월에 있던 녹색일자리 박람회가 처음이었다. 우선 환경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녹색직업이 될 수 있지만, 경영, 경
제, 사회, 문화, 법률 등 사회 각 여러 분야도 녹색직업과 밀
접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직업이란 생물학
과 학생이나 환경공학과 학생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모든 학
문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야 생길 수 있는 학제 간 직업이라
고 할 수도 있다. 전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방향을 잡아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녹색일자리의 존
재를 알려야 하며 그 중요성 또한 부각시켜야 한다.
5. 유럽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BedZED의 경우 목재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기 또한 무
용지물이 되어 방치되어 있었으며 공용 자동차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개인 차량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BedZED에서 한 발 앞선 친
환경적인 마을을 건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녹
색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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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1. 공익근무요원에게 직업 연계제도 도입
한국에는 소방서나 우체국 이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
익근무요원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환경보호/감시에 공익근
무요원이 투입되어있다.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
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을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
된 부수업무를 겸임 (병무청)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운동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비롯한 제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
의 확보 ② 임금·근로조건의 유
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
적·정치적 지위 향상 ③ 노사 간
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
의 실현 ④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
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 신장 등
이다.(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http://www.inoch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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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도시 건립 추진
친환경도시 건립을 통해 녹색직업 창출과 더불어 앞으로 지
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대표적인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녹색직업을 창출하는 쾌
거를 이룩하였다. 프라이부르크를 벤치마킹하고 Eagle FIVE가
방문했던 녹색기관을 바탕으로 신개념 친환경 도시건립을 추
진한다면 녹색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1) 대표적 사례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시에만 환경산업에 속하는 1500개의 중소기
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는 대략 1만명의 노동인구가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만 80개
의 중소기업이 대략 7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4년 연구결
과에 따르면 이는 이 분야 독일 평균보다 무려 4배를 넘는 수
치이다. 환경산업은 바로 프라이부르크 시와 그 주변지역을
이끌어 가는 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독일내의 다른 어떤 도
시보다 환경관련 연구소와 사무국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예
를 들면 태양에너지 연구를 위한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 fur Solare Energiesystem)를 비롯하여
생태연구소(Oko-Institut),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ICLEI:
Internationale Rat fur Locale Umweltinitiative)의 유럽사무국,
태양국제연구소(ISES: Weltdachwerband fur Solarenergie)등
이 대표적이다. 이곳 이외에도 연구소와 사무국이 약 70여개
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략 1천여명의 인원이 태양에너지
연구와 사무보조에 종사하고 있다.
◆ 빌머스트로프 거리 아파트 건물의 솔라외벽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솔라산업과
솔라연구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일련의
주도적인 연구기관들,즉 유럽에서
가장 큰 프라우언호프 ISE와 국제
태양에너지학회(ISES),그리고
Solar-factory, Concentrix Solar
GmbH, SolarMarkt AG와 같은 기업
들, 이밖에 하청업체들과 서비스 업
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솔라-테크놀러지는 현재 프라
이부르크에
80개의
사업장에서
1000개가 훨씬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 냈고 이들 중 많은 회
사들이 테크놀러지파크 Solar Info Center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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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친환경 도시 설계를 위한 조건
(1)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이용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률이 유럽에서는 계속 해
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이 풍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이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은 2백30만 명 정도이다.
(2) 친환경 건물
Mckinsey Global Institute 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
한 가격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의 다섯 개 중 네 개가 건
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와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조명시설,
에어컨, 가열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녹색직업 취업률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해되고 있다고 한다. 하
지만 일시적이거나 특정 건물 몇 개 건립에 국한 되는 것이었
다.
(3)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아이디어 개발
교통산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초래하며, 교외 대기오염을 넘
어서서 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PCC에 의하
면 탄소배출량 증감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가 교통이다. 앞으
로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통산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 산업 또한 발달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 BedZED의 City Car Club처
럼 자동차 공유 기관을 설립함으로
써 주민들에게 자동차를 공유하도
록 촉진한다. BedZED의 경우 The
Green Transport Plan 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계층 혹은 차종에 주차
우선권을 준다. 가령, 일 년에 주차
비를 따로 걷고 있으며 장애우나
전기/LPG 자동차 혹은 엔진이 작
은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4) 식량 문제- 소(작은) 농장을 경영토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농
업분야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나 농업이 거대 농장
으로 돌아가다 보니 기계화가 되어 일자리까지 감소하였다.
정책적인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8억명이 교외에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농장을 운영할 경우 운
송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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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사업(벤처기업)이 하나가 되어야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 사람들의 녹색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
꾸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녹색기술
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연
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녹색산업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예)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 교육기관에서 학생이나 시민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학생은 벤처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다.
◆ 벤처기업
녹색기술을 이용하는 벤처기업, 녹색 산업의 전체적인 전망
을 알아보는 벤처기업, 그리고 녹색산업의 경제학적 측면을 보
는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폭 넓은 녹색 일차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
녹색직업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시민들과 추후에 녹색 일자리를 갖게 될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 홍보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을 전문
적으로 하는 대학기관 설립도 가능하다.
( Ex. Freiburg의 Richard-Fehrenbach-Gewerbeschule대학은
녹색직업 연계를 위한 전문대학교이다).
◆ 연구소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산림과학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
림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을 뿐 그 지역에 관련된 연구를 세
분화하여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녹색기술을 전문으로 연구
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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