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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에서 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녹색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각 부처별 개발정책을 조정하여 범부처 차원의 책을 마련하기 해 작년 10월에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녹색기술 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부처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1월에 '국가 녹색

기술 연구개발 종합 책'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녹색성장이란 신 인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탄소 사회를 구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함과 

동시에 개발한 녹색기술을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산업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략이

다.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 념을 뛰어 넘어서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경제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녹색성장과 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정책으로는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연구개발종

합 책' 등이 있다. 녹색뉴딜사업에는 4 강 살리기와 같은 단기 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 자본 확충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은 단기 인 계획으로서 녹색기술산업을 한 축으로 하여 첨단

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주요 3  분야에서 17개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응용개발연구, 시장창출 

재정사업, 제도  세제개선, 인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녹색기술은 탄소발생량 감과 녹색산업화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략

 기술을 의미한다. 통 으로는 에 지원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후처리 기술 등 환경친화  자원 활

용 기술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IT, BT, NT 등 신기술간 는 기존 제품과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 기술

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 역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녹색기술로 그 역이 확장되었다.  

재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 은 선진국 비 각 분야별로 50-70% 수 이며, 녹색기술에 한 정부 

R&D 투자도 2007년 기 으로 9,000억원 정도이고 그 동안 보 사업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발연

구에 치 되어 있으며 기 연구에 한 투자는 17%에 불과하고 주요 녹색에 지의 세계시장 유율은 

1.4%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의 비 을 실 하기 해서 3  목표를 설정하 다. 

2012년까지 녹색과학기술역량을 선진국 비 80%로 끌어 올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16만명의 일자

리를 창출하고, 환경지속성 지수는 20 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계 녹색시장의 유율을 

재의 1.4%에서 7%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녹색기술의 연도별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 하여 총 

7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성장 기여도, 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 략  요도 등을 고려

하여 으로 육성해 나갈 27개 기술을 선정하고 수 의 2배 이상으로 극 으로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27  육성기술로 측기술분야 2개 기술, 에 지원기술분야   고효율화 기술분야 각각  

9개 기술, 사후처리기술분야 6개 기술, 무공해 산업경제육성분야에 1개 기술을 선정하 다. 본 강연에서

는 육성기술에 한 기술개발 략과 망에 해 고찰한다.


